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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푼초록 

과학단지의 특성과 기업연계 : 영국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조 혜 영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른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과학단지는 기 

술혁신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의 증대와 실리콘밸리 등의 경험 

적 성공사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과학단지의 일반적 · 기술적 특성과 기업 

연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과학단지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혁신， 과학단지와 지역경제 

발전간의 관계로 이해하였으며，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개의 과학단지가 발달해 있는 영국을 선정하였다. 

우선， 영국 과학단지는 산업구조상 컴퓨터관련산업， 자문， 기술서비스， 기업 

지원서비스 등의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었다. 평균 기업규모는 18.5명으로 주로 

소기업 위주로 발달해 있으며 창업률도 낮게 나타나 절대적 고용증가 규모로 

볼 때 지역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단지의 역할은 제한적으 

로 보인다. 

그러나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의 입주기업 

이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지출 비중， 선제 

품 개발， 특허건수， 기업주의 학력， 기업자체의 기술수준 평가 등의 지표로 분 

석한 과학단지의 기술혁신 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첨 

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단지의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과학단지의 일반적， 기술적 특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남부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 또한 북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개발중심형 기업이 Scotland, 

North West, Wales 등에도 입지하여 지역별 과학단지의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주변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라도 기술개발능력이 뛰어 

난 명문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과학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특성 중 먼저 분리신설기업 형성에 관해 살펴보 

면 입주기업 중 약 1/5이 분리신설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부/북부지역별로 

분리신설기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과학단지들도 우수한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분리신설환경을 구축하고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간 연계특성은 상당한 비중의 국가적 또는 국제 

적 판매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자구매연계 역시 국제 

적 연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계행태의 남/북지역별 차이를 살 

펴보면 남부지역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지 

적 연계비중이 낮은 반면 해외연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특성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지역소재 대 

학과 공식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연계유형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학의 도서관 이용으로 대학과의 기술이전이나 연구개발과 관 

련있는 계약연구，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 등의 연계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유형별 연계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중심 

형 기업일수록 분리신설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당히 국제화된 판매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과의 공식적 연계에 있어 

서도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연구중 

심형 기업이 강한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높은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술혁신이 

지역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일반적 • 기술적 특성으로 과학단지를 유형화하고 이들의 



지역별 특성을 기술하여 각 지역별로 과학단지가 지역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개별 과학단지별로 그 특성들이 다양하여 일반화에 어려 

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부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Cambridge, Oxford, Surrey, Warwick 등의 과학단지가 다른 지역의 단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고 기술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부지역에 존 

재하는 과학단지들 중에서도 Heriot-Watt, Stirling, Newtech, Birmingham, 

Westlakes 단지 등이 규모가 크고 기술수준이 높게 나타나 과학단지별로 편 

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과학단지가 첨단기술기업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술 

적 수준도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불균등하게 발달할 

뿐만 아니라 과학단지 개념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기술이전의 제도화도 실제 

연구결과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혁신환경 

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만이 높은 기술수준의 성공적인 단 

지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신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지역에 단순히 물리적인 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술혁신잠재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대학과의 기술이전을 제도화할 수 있는 지원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과학단지，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 창업률， 일반적 • 기술적 특성， 

분리신설기업， 기업연계， 대학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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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단지 발달의 세계적 확산은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밝힌 최근의 수많은 이론적 연구결과와 실리콘밸리와 같은 미국의 

성공적 사례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 연구단지， 기술단지라고도 일컬어 

지는 과학단지는 학문적 기초연구의 활용을 중대시키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첨단기술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묘상(seedbed)이나 촉매역할을 하 

도록 고안되었다(Massey， et al., 1992; Monck, et al., 1988). 또한 첨단선도기 

술을 유인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게 중요한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하나의 운동 

(movement)으로까지 불려지는 과학단지의 발달은 미국， 서부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까지 그 건설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과학단지 개발전략은 한 지역의 장기적 경제생존력이 신제품 또는 신공정 

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집적을 창출 • 유지하는 능 

력에 달려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Luger and Goldstein, 1991). 이에 따라 사 

양산업이 지배적인 지역은 과학단지를 산업구조 재편의 한 수단으로 보게 되 

었으며，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에서도 과학단지에 대한 투자는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채태되었다. 또한 과학단지전 

략은 지역정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학연계의 필요 

성을 인식한 기업의 수요로 인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연구 • 과학단지는 

상당량의 관련된 연구결과를 산출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학단지가 가지게 될 영향력을 논의한 연구들2)과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 

1) Schumpeter(l942)의 창조적 파괴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술변화 

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Freeman, 1974; Mansfield, 1987 둥) 실리콘밸리 등 첨 

단기술산업의 집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몇 개의 성공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 

기 때문이 다，(Markusen ， et al., 1986) 
2) 1980년대 후반 영국과학단지협회가 후원하는 연례세미나가 개최되어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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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3)，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대한 과학단지의 역할(Monck， et al., 

1988)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보다 비판적 시각 

에서의 사회적 · 공간적 영향(Massey， et al., 1992)과 과학단지에 대한 평가 

(Amirahmadi and Saff, 1993) , 각 국가별 경 험 적 사례 연구(Castells and 

Hall, 1994), 이론적 재조명 (Simmie and Kirby , 1998) 등에 대한 연구들이 행 

해졌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과학단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 나라에 

서도 첨단기술산업단지， 과학단지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여러번에 걸쳐 개최되 

었다4) 

그동안 과학단지는 지역의 ‘창조성’과 기술혁신능력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신중한 평가를 앞서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받 

아들여짐으로써 세계적인 과학단지건설의 붐을 이루게 되었다. 즉， 과학단지의 

개념이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나 과학단지들이 내걸었던 목표 

들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과학단지는 하나의 신화나 전설처럼 그 자체가 영 

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산업혁신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상징성 

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과학단지의 개발은 단지 부동산 개발 

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 영향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5). 즉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와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혁신이 일어나 

서 과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경제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실제로는 

실리콘밸리 신화를 과학단지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적 배 

경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정책입안가들에게는 당면한 지역경 

제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욕에서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삭감 

에 따른 수입원 모색과 산업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6) 

과학단지의 잠재력과 영향력이 논의되었다. 그동안 논의된 주요 주제들은 1989년의 ‘과학단 

지의 조성’， ‘기술혁신 도모와 기술이전에 있어 과학단지의 역할’， 1991년의 ‘도시와 지역경 

제발전에 대한 과학단지의 역할’ 등이다. 

3) 대표적 인 연구들로 Luger and Goldstein (1991) , Gibb (1985) 등의 연구가 있다. 
4) Korea Section of Regional Science Association(1990), 충남대 학교(1995) ， \Vorld Technopolis 

Association Organizing Committee, Taejon Metropolitan City(997) 등 이 개 최 되 었 음. 
5) Massey 등은 이에 대해 ‘첨단기술에 대한 환상(high-tech fantasies)’라는 표현을， Luger 등 

은 ‘첨단기술의 몇 (high-tech trap)’이라는 표현으로 과학단지 논의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 

라고 문제제기하였다(Massey， et al, 1992; Luger and Goldstein, 1991), 

6) 대처정부 이후 대학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 스스로 수입원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스탠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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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가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과학단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첨단산업단지， 과학단지， 창업보육센터(인 

큐베이터) , 대학연구단지 등 일련의 산학연계를 통한 첨단산업발전전략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지역발전간 관계와 그 속에서의 과학단 

지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미 40개 이상의 과학단지가 개발되어 있는 영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과학단지의 개발현황과 기술적 특성， 그리고 기업연계를 분 

석하여 과학단지의 개념 및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들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가를 평가해 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기한 개념으로 인해 혼란이 빚 

어지고 있는 ‘과학단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 

‘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지역기술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영국의 과학단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가지 이유때문 

인데， 첫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과학단지가 영국에 존재하고， 둘째， 

지역구조상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8) 지역적 차이 규명이나 지 

역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는데 있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과학단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 

나는 첨단기술산업 또는 신생 기술집약적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고 또 하 

나는 대학과의 연계에 의한 기술이전과 지역경제발전이다9). 본 연구는 이러한 

등 미국 대학이 경제발전에 미친 성공적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영국 대학들도 상아탑에만 

머무르지 말고 산학연계를 통한 경제부홍을 도모해야 한다는 외부적인 압력을 느끼게 되었 

다. 

7) 1998년 ‘Progress in Planning'의 특별주제는 「기술혁신정책의 공간적 영향」 으로 이론적 

연구 및 그 적용성 둥이 논의되었다. Fernandez(1998)가 편집한 논문집중 technopole의 이 

론적 토대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Simmie and Kirby(1998)의 연구가 있다. 

8) 우리나라의 수도권지역과 영국의 남동부지역은 지역구조상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역불균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일찍부터 시행되어 와 지역정책적 측면에 

서도 많은 부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9) Monck 등(988)은 발명을 일어나게 하고 기술혁신을 확산시키는 매체로서 대학과 신생 기 

술집 약기 업 (NTBFs New Technology-Based Firms)~ 역 할을 강조하고 이 들의 보완적 

q J 



틀을 바탕으로 과학단지의 일반적 ·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이전 측면에 

서 과학단지의 기업연계를 살펴보아 과학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가지는 함축 

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과학단지의 발달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산업구조， 기업규모， 조 

직형태 등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통해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영국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해 

과학단지 전체의 기술수준과 지역별 기술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간， 기업간， 대학과의 연계 특성 분석을 통 

해 이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영국 과학단지의 특성과 기업연계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 

험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존연구의 검토에서는 과학단지 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 지역발전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인 성과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 후 과학단지의 정의，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 

전， 기술이전매체로서의 과학단지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먼저 영국과학단지협회(UKSPA)의 자료로 과학단지 입주기 

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비한 자료는 각 과학단지 관리자와의 통신을 통해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1996년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과학 

단지 입주기업 총 10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2717~ 의 기업에서 

설문을 회수하여 약 26.3%의 회수율을 보였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은 대체로 세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본 논문 4， 5， 6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먼저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구조， 규 

모， 매출액， 조직형태， 창업/이전기업 여부， 입지요인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을 조사한 항목이 한 부분이다. 다음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기 

관계가 과학단지 조성의 주요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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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 수행활동， 부지이용현횡， 연구개발인력 및 지출， 신제품 개발 및 

특허， 기업주학력， 기술수준에 대한 자체적 평가 동의 항목들이 속한다. 세 번 

째 부분은 기업연계와 관련한 항목들로 분리신설기업에 관한 사항， 연계행태 

의 지역적 범위， 단지내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 대학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짧 
’ 

F & 

1 

% 
P 

연
 

1 v 
” , ‘ • Q 

re and Humberside 

빠}→Qι-으00 
E!!!2S 

Kilometers 

주) 음영처리된 South West, South East, East Anglia 세 지역이 ‘남부지역’에 속한다. 

〈그림 1-1> 영국의 표준지역 구분 

「D 



과학단지의 지역별 특성 파악을 위해 분석단위로 11개 표준지역(<그림 

1-1>)을 이용하였으며 m)， 특히 역사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이원화되어 

형성되어 온 ‘남부지역/북부지역 (South!North Divide)ll)’별로 과학단지 입주기 

업의 기술적 특성 및 연계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결 

과로서 집단간의 특성 차이를 파악하였다. 또 기술수준이나 기업연계분석을 

위해 비교집단의 평균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일원분산분석 (ANOVA)상의 P 값 

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3. 논문의 내용과 구성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번째 부
 
’ 

은 과학단지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와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 두 번째 부분은 영국 과학단지의 발달과정과 현황 일반적 특성의 분석으 

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 부분은 영국 과학단지의 기술적 특성 분석이며， 네 번 

째는 영국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특성 분석이다. 마지막 부분은 기존의 문 

헌연구와 경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국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가지 

10) 이 지역구분은 잉글랜드지역의 지방정부 재조정 전부터 있어 왔던 9개 표준통계지역 

(Standard Statistical Region) 이며， 새로운 지방정부 조정과 함께 지방정부소재지 중심으로 
구분한 107ß 지역구분(Govemment Office Region)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역통계 등이 표준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나오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비교를 위해 표준지역구분을 분 

석의 단위로 이용하였다. Wales. Scotland. Northem Ireland를 포함하여 모두 127ß 의 표준 

지역이 있지만 London의 경우 보통 South East지역에 포함시키므로 본 연구에서는 11 개 

표준지역을 이용하였다. 
11) 분석단위로 ‘납부/북부지역’을 대비한 것은 전통적으로 ‘남부지역’이 우리 나라의 수도권지 

역처럼 발전지역이며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발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 

라서， ‘남부지역’의 경우 혁신환경이 ‘북부지역’보다는 잘 정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 두 지 역 을 비 교하였다. 남부지 역 은 표준지 역 분류상 South East, South West, East 

Anglia지 역 을 포함한 지 역 이 며 , 북부지 역 은 그 외 의 지 역 이 q.(Ball, 1995). 

- 6 -



는 함의 및 향후 한국의 과학단지 개발에 대한 시사점 도출로 구성된다. 

각 부분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1-2> 연구의 틀과 같 

다. 과학단지 논의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기술혁 

신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술혁신에 관한 논의， 기술변화와 경 

제발전간의 관계，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3장에서는 과학단지의 개념과 유형，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기술이전 

매체로서의 과학단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며， 4장의 영국사례 분석에 앞서 

세계 과학단지의 발달과 우리 나라 과학단지의 발달을 일별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영국 과학단지의 발달배경과 개발주체 및 설립목적을 살펴본 

후， 영국 과학단지의 현황을 지역별 발달현황， 산업구조， 기업규모 및 조직형 

태， 창업률 등으로 분석하여 그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영국 전체의 산업구조와 과학단지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고， 과학단지의 개발목 

적 및 존재이유가 첨단기술기업의 창출에 있다고 볼 때 과연 과학단지의 창업 

률은 어느 정도이며，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둥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질 것이다. 또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과학단지를 유형 

화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의 이해는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산업구조상 첨단기술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많고 창업 

률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규모와 

조직형태는 성장극 또는 내생적 개발로서의 과학단지전략이 갖는 공간적 의미 

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5장에서는 과학단지의 기술적 특성을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수행활동 및 기 

술수준을 지표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신기술기반기업 또는 첨단기술기 

업이 경제발전에 대해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경제발전은 기술적으 

로 혁신적인 제품과 공정의 발달에 의존하며 따라서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이 

많을수록 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지역별 과학단지의 

역 할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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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의 특성과 기업연계 

당 
과학단지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과학단지의 발달 

2장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 13장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 기술혁신에 관한 논의 I • 과학단지의 개념정의와 유형 
• 기술변화와 경제발전간의 관계 I~킹>1 •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연구 I • 기술이전 매체로서의 과학단지 역할 

• 과학단지의 발달 

o 
영국 과학단지의 특성 분석 

4장 영국 과학단지의 발달과 현황 | 도창 영국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 
술적 특성 

• 과학단지의 발달과 지역별 분포 I~추 I ·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 
• 과학단지의 일반적 특성 I • 과학단지의 기술적 특성 

• 과학단지 유형별 기술적 특성 

o 
영국 과학단지의 기업연계 분석 

6장 영국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특성 

• 분리신설기업의 형성 

• 기업간의 연계특성 분석 

• 대학과의 연계특성 분석 

• 유형별 기업연계의 차이 

o 
7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가지는 함의 

• 정책적 시사점 

〈그림 1-2> 논문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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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또한 과학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활동상의 특성과， 그 지 

역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과학단지내 입주기업의 성격이 과연 혁신성을 

가진 첨단기술기업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혁신성의 지표12)로 기업주의 학력，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지출 비중， 신상품개발과 특허건수， 기업 자체 기술수 

준 평가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13). 첨단기술기업의 중 

요성은 이들이 평균기업보다 그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어지기 때문이 

다. 또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별 과학단지별 기술수준의 차이와 기업활 

동과 규모 · 조직에 의한 유형별 기술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특성을 분리신설기업의 형성， 기업 

간의 연계특성 분석， 대학과의 연계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 

단지의 분리신설기업 형성율과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과학단지내 

기업의 속성이 첨단기술기업임을 감안할 때 연계특성은 전통적 부문의 산업구 

12) 신기술기반산업에 대한 연구들(Markusen et. al.. 1986; Hall et al.. 1987)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지표들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첨단기술활동에 대한 

연구투입요소의 측정치 즉 연구개발노력 연구개발지출， 숙련인력의 고용 등이며 하나는 첨 

단기술기업의 성과물이나 결과에 대한 측정치 즉， 성장률 , 부가가치， 특허기록， 기술혁신 

등이다. 

13) 연구자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혁신성의 지표가 활용되었다. 

연 구 자 .혁신성의 지표 활 용 지 표 

.R&D 요소를 지니 는 인적， 재정적， 조 
· 기술수출산업에 수여하는 Queen ’s award 

Simmie(1998) 
직적 자원 

수상기업체 
·특허보유 

. SMART(중소기업기술연구개발상) 
·기술수출 

· 혁신성이 높은 기업의 존재 
· 첨단기업의 수 Frenkel & 
· 생산성， 고용 Shefer(1996) ·높은 경제성장률 
·연구소，연구개발활동 

·신생기업설립률 ·신생기업설립률 
Camagni (1995) · 도제 율(rate of apprenticeship) ·숙련노동력 

.R&D 지출 ·연구개발비 

· 첨단기술기업의 수 • 첨단기술기업의 수 Davelaar & 
·특허 ·특허건수 

Nijkamp(1989) 
·제품혁신 ·신상품개발건수 

Oakey, Thwaites 
·제품혁신 ·신상품개발건수 

& Nash (1980) 

주) 영국의 Queen' s A ward 상은 영국의 제조기업중 수출증가에 기여하였거나 중요한 기술혁 
신을 이룬 기업의 업적을 인정해주는 상으로 그 수여기준은 첫째， 영국의 산업중 상품이나 

공정에서 진보된 기술을 웅용한 중요한 혁신 둘째 새로운 그리고 혁신적 · 기술적 품질을 

구체화한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이다(Oakey et al, 1980). 

n 
나
 υ 



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역의 국가적， 국제적 연계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 

정 하에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과학단 

지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기술이전과 관련 대학과의 연계 형성정도와 특히 

대학과의 연구개발연계의 발달정도가 어떠한지를 과학단지별로， 지역별로 분 

석하고자 한다. 분리신설기업 형성율이 높을수록 대학과의 연구개발연계정도 

가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인 7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우리 나 

라 과학단지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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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학신과 지역경제발전 

최근의 과학단지， 첨단기술센터의 세계적 확산은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는 수많은 연구결과에 기인한다. 과학단지는 기 

술변화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실현시키는 실제적 도구(tool)역할을 하기 때문 

에， 과학단지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에 관한 논의는 숨페터의 혁신이론에서 출발하며 (Monck， 

et al., 1988; Simmie and Kirby , 19981)), 기술혁신과 지역발전 논의는 기술혁신 

논의， 기술혁신과 경제발전간의 관계 동의 논의와 함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 후 

기술변화와 경제발전，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혁신에 관한 논의 

1 ) 기술혁신의 개념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된 1970년대 이후 재조명되었다. 자 

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발명，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이며， 특히 

기술확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중요한 공공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Simmie and Kirby, 1998). 

이전의 신고전적 이론이 기술의 개념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혹은 기계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술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연구개 

발에서 기술혁신과 생산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잔여요소(residual factors) 

혹은 ‘블래박스’로 간단히 취급해 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숨페터의 

1) Simmie and Kirby(998)도 테크노폴(technopole) 계획의 이론적 토대를 3가지 축으로 살펴 

보았는데 첫째는 기술혁신에 관한 신-숨페터 이론의 발달이며， 둘째는 기술확산과 공간간 

의 관계에 관한 세계화-지역화 논쟁이고 셋째는 혁신적 기업의 특정지역 집적요인에 관한 

논의이다. 

1 , 
i 

1 
l 
i 



혁신이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국면을 가져오는 산업부 

문구조와 조직의 변화를 강조하는 장기파동이론 (Iong wave theory)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는데 (Blackbum， 1985), 숨페터가 이러한 콘트라체프 장파주기 

형성에 있어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콘트라체프 주기의 원동력이 기술혁명 

(technological revolution)임을 강조한 이후(Schumpeter， 1939) 많은 경제학자 

들이 기술변화와 경제성장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해 왔다. 

슐페터가 경제이론에 공헌한 4가지 측면은 첫째， 기술혁신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 둘째， 장기적 경제변화 이해에 있어 역사적 관점이 중 

요하다는 점， 발명， 셋째，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점， 넷째， 

조직적， 경영적， 사회적， 기술적 혁신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점 등으로 볼 수 

있다(Simmie and Kirby, 1998). 

Mensch (1979)와 Freeman (1982)의 연구 등 신숨페터적 연구들은 장파이론 

을 발전시켰는데 Mensch는 기초적 혁신의 집적을 이론의 주요 토대로 삼고 

경제역사의 대경기침체를 ‘기술적 위기 (technologica1 stalemates)’의 시점들이 

라고 설명하고， 이 때는 기초적 혁신에 의해 창출된 산업들이 발전의 원동력 

이 결핍되어 더 이상 경제를 자극하지 않는 때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은 혁신의 창출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보았다. 

Freeman (1982)의 연구에서는 일단의 기술혁신이 경제 불황이 깊어질 때 

발생한다는 가정을 부인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장파에 대한 Freeman의 설명 

은 혁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관련 있는 제품들의 확산과정과 

신기술체제의 수용에 기초한다고 보는 것이다. Freeman의 견해에 따르면， 이 

러한 새로운 부문들이 불경기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생산성의 증가와 수 

요증가 사이의 실질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팽창과 완전고용성장을 가져와 거 

시 경제 체제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Freeman (1987)의 접근은 새로운 기술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투자기회， 

이윤， 성장과 고용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과정은 경제， 사회적 

불안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급진적 혁신은 소수의 기업들에서만 일어 

나는 경향이 있고 한정된 경제부문에만 집중되며， 이러한 혁신은 다른 광범위 

η
 ι 



한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완전히 새로운 부문을 탄생시키면서 또는 다른 부문 

들을 파괴시킨다. 이러한 확산과정이 산업간 투입산출행렬을 변형시킬 때， 기 

술혁신을 낳을 수 있다. 

기술혁신의 주체와 관련하여 숨페터는 시기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 초기에 그는 ‘영웅적인’ 기업가를 강조하였으나 후기 연구에서 기업이 대규 

모 R&D 실험실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기술헥신이 점점 더 제도화Gnstitutiona1ization)되고 있다는 것이다2). 

숨페터 경제학이 주로 기술혁신과 기술발전에 초점을 둠에 따라 공간의 역 

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의 이론은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함축하 

고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한 숨페터의 이원론 

적 이론은 이후 공간적 연구들을 이원화시키게 되는데 Gordon(1991)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거시적-역사적 산업변화는 @ 전통적 대량생산 논 

리 : 새로운 유연적 전문화 체제，(2) 기계적인 생산 : 시스템적 생산，@ 포디스 

트 : 포스트포디스트 산업조직형태와 같은 이원구조로서 검토되어 왔으며， 산 

업공간조직에 대한 이론도 세계적 분산(global dispersion)과 국지적 집적 

Oocalized agglomeration)이라는 이원적 논리로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화 

논의에서는 대규모 다국적기업 (MNCs)의 R&D 및 생산활동의 입지결정이 특 

정지역에의 경제활동 집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Henderson and 

Castells, 1987; Amin and Robins , 1988), 이 에 반해 지 역 화를 강조한 논의 에 서 

는 지역적 장소는 기술혁신과 첨단기술의 발달에 있어 결코 그 중요성이 감소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역할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Piore 

and Sabel, 1984; Lundvall, 1992; Scott and Storper, 1987). 

2) 슐페터의 초기연구와 제품수명주기이론에 기반을 둔 논의들은 기존 대기업의 보수적， 복고 
적， 관료적 경향으로 인해 기술혁신은 신생소기업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고 논의하고 있으 

나 실제 경험상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기업적용 등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보수적인 

자본가들， 은행，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일어났다고 Pavitt(984)은 주장하고 있으며 

Harrison 역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기업이 기술혁신의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신화(myth)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Harrison， 1994, pp 53-74), 

” u 



2) 기술혁신과정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단일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데 

기술혁신의 선형모형에서는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실험생산 • 최초의 완 

전생산 • 제품생산기술의 확산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정의 상호작용모벨에서는 기술혁신에서 상업화로 진행되는 

단일과정 대신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산단계를 포함한 모든 기술혁신단계에 

서 생성되고 발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구 1 •| 웅용연구 | •| 실험개발 1 •| 최초생산 | •| 확 산 

입지 대학， 대학， 산업부문의 공장， 사무 공장， 생산/ 
정부실험실 정부연구 연구개발 실등 서비스 부서， 
민간연구 실험실 실험실 시장 
실험실 민간연구 

실험실 

수행자， 실험실의 실험실의 과 실험실의 과 생산관리자， 생산팀관리자， 
기술적 과학자 학자， 엔지 학자/엔지니 숙련노동자， 숙련노동자， 
분업 니어 어 /기술자(시 생산라인 생산직노동자， 

제품디자인 노동자 영업직， 제품 
시험) 의 사용자 

논
 

허
 
구
 

트
「
 여μ
 

시
「
 

지
 
어
 문
 

적
 
디
 
논
 

학
 、
이
 구
 

과
 아
 연
 

과
 

컬
 

특허 청사진 
설계명세서 

신제품과 
신공정 

신
 넓
 

포
「
 

과
 
L
>

품
 의
 
션
 

제
 처
。
 

---

신
 공
 은
 

출처 : Massey , et al. (992) , p. 57 

<그림 2-1> 기술혁신 선형모델 

과학이 기술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일방향적인 기술혁신과정을 설명한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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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댈에서는 기술추진Ctechnology push)요인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해 Sch

mookler(1966)3)와 Freeman C 1982)은 기술혁신은 한편으로 기술지식을 요구하 

는 과정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수요Cmarket pull) , 즉 사회경제적 요 

구에 의해 발생하는 과정임을 역설하였다. 

선형모넬이 기술혁신과정의 상호작용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Dosi( 1988)는 기술혁신과정에 대한 5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이는 기술혁신과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한다는 것， 기술혁신은 과학지식의 진보 

에 의존한다는 점 연구와 혁신활동의 복잡성 증가는 개인발명가보다는 공식적 

인 조직(기업의 R&D 실험실， 정부연구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4) ， 상 

당한 수의 혁신은 ‘실제 행하면서 배우는 과정Clearning by doing)’과 ‘사용하면 

서 배우는 과정 Oearning by using)’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기술변화는 누 

적되는 활동이라는 점 등이다. 결국 이와 같은 견해는 기술변화에 대한 ‘진화론 

적 C evolutionary) ’ 관점 이 며 ‘기 술궤 적 (technological traj ectory )’ 개 념 의 발달근 

거 가 되 었 다CPavitt， 1984). 

Roy와 Bruce(984)는 상호작용모벨을 발전시켜 R&D 만름 디자인， 마케팅， 

생산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기술혁신과정은 매 단계간의 상호작용 

의 결과라고 보았다. Kline(1989)도 기술혁신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계체인-상호작용모댈을 제시하여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생산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기초연구가 유일한 초기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즉 모든 기술혁신 단계에서의 피드백 현상을 통한 

기술혁신과정을 강조한 것이다5) 

Massey, et al. (992)은 과학단지 개념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이 제품생산으 

로 확산된다는 선형모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술혁신이 생산을 포 

함한 모든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며 도출된다고 볼 때 연구개발기능에만 국한된 

과학단지의 경우 기술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시하 

였다. 

3) Schmookler, ]., 1966,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Monck, et al(988)에 서 재 인용. 
4) 이에 따라 제조활동을 포함한 기업에 연구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Harrison의 
대기업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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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술혁신의 상호작용모델 

3) 기술혁신유형과 기술이전 

기술혁신은 제품기술혁신과 공정기술혁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Kuznets 

(1930)6)는 산업경제의 고도성장률은 제품의 부단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하 

였다. 제품기술헥신에 대해 Schumpeter(1939)는 “부단한 창조적 파괴의 질풍” 

5) Kline, S. ]., 1989, Innovation styl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ultural bases . 

ímplicatíons for competitiveness, Report INN-3B, Thennosciences Division, Stanford 

University, December. , Massey, et. al.(1992) , p. 84.에 서 재 인용. 
6) Kuznets, S., 1930, Secular Movements in Production and Prices, Boston: Houghton 

Moifflin.( 이샤종， 1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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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발전과정에서 이러한 질풍은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휩쓸어 버 

릴 제품기술헥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적 진보는 장 

치설비 제조업들 사이의 가격인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기술혁신， 새 

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재료의 획득 그리고 산업조직의 개편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제품기술혁신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에 이르러 Vernon(1966)의 제품주기 

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에 이르러 다시 강조되었는데 이 이론은 교역 

의 방향이 자본과 노동의 요소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특 

히 제품기술혁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Abernathy와 U tterback( 1978)은 제품기술헥신과 공정기술혁신의 과정에 대 

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기술혁신과정은 소비자의 필요(수요)에 따라 기업이 

제품기술헥신에 먼저 착수하고 제품의 양산단계에 이르러 공정기술혁신이 뒤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품기술혁신의 첫 단계는 매우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이며， 이를 뒤따라 공정기술혁신이 진행되면서 제품의 변화는 점점 완만 

해진다고 보았다. 제품기술혁신과 공정기술혁신이 대량생산되고 표준화될 단 

계에 이르러 이 두 가지 기술헥신은 모두 완만하고 점증적인 변화(점증적 기 

술혁신)를 하게 되며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은 첫 단계에서 제품의 기능적 능 

력(제품의 우수성) , 둘째 단계에서 제품의 변형(제품의 개선 및 특화) ,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 비용절감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위의 기술혁신과정이론은 기술혁신을 제품기술혁신과 공정기술혁신으로 구 

분하여 동태적 변화과정을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며， 또한 기술혁신단계에 

따라 산업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Schumpeter는 현대기 

술개발은 대규모 조직에 유리하다고 주장한 반면 위의 기술혁신 과정이론은 

제품기술혁신이 이끄는 초기 단계의 기술혁신은 소규모의 창업기업에 유리하 

며， 이에 뒤따르는 공정기술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대규모 조직이 상대 

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혁선과정에 대한 많은 이론적 관심과 경험적 분석에 의한 가장 두드러 

진 발견은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의 문제이다. 불확실성은 기술혁신 

(기술개발)의 성격(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작 

η
 



한 혁명적인 제품기술혁신은 어느 유형의 기술혁신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또 

한 기술혁신은 대체로 불연속적 과정을 밟는데 서서히 증가하는 기술변화가 

점점 가속화된 후 어느 단계에서 다시 속력을 줄이고 정지하여 불연속적인 변 

화를 맞는다. 이러한 두 가지의 기술혁신과정의 특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즉 

R&D가 경제성장 혹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이 

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은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험실의 기술을 상업화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것과 신생 창업회사에게 

기술 및 상업적인 지원을 하는 메커니즘이 이들이다. 과학단지 개발전략은 두 

번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Monck， et al., 1988). 

기술변화와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독자적 기술혁신보다 기술이전 

( technology transfer) 혹은 기술확산 (technology diffusion) 이 더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특정한 발명 혹은 기술혁신 자체는 그것이 이전， 확산， 혹은 응용 

되지 않는 한 사회적 • 경제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 q(Charles and Howells , 

1992). 

Brooks(1967)는 과학기술이 인간활동을 통하여 확산되는 기술이전과정을 

수직 적 이 전( vertical transfer)과 수평 적 이 전 (horizontal transfer)으로 구분하 

였다7) 수직적 이전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기술체제로 체화(embodied)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말하며 수평적 이전은 어느 특정 기술 혹은 과학적 지식이 

인간들 사이에 전달되고 이전되는 현상(따라서 장소 조직 혹은 국가를 이동 

하는 현상까지 포함)을 말한다. 

수직적 기술이전은 앞의 기술혁신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과학지식 

에서부터 기초연구(발견) , 응용연구(발명) , 기술혁신， 기술의 개량 혹은 개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수평적 기술이전과 함께 수직적 기술이전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통 기술이전이란 용어는 주로 수평적 기술이전 

7) Brooks, H. , 1967, National science policy and technology transfer, Proceedings of a 

Conference on 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이가종， 19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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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걷는다. 기술이전이란 용어는 기술전파(spread) ， 혹은 기술확산(diffusion) 

이란 용어와 혼합하여 쓰이고 있는데 기술이 사람 조직 국가간에 이동되고 

전파되는 현상이란 점에서 상호호환적으로 쓰이고 있다. 

〈표 2-1> 기술이전의 형태 

기술이전의 단면 기술이전의 형태 기존연구 

1. 조직내부 
- 기능내부 R&D Allen et al. (979) 
- 기능간 R&D. 제조공정， 판매， 마케팅 Sagal(978) 

2. 조직간 
A. 단일 기구간 연계 

- 기업간 
- 산업내부 

tJ-~!f- 드τ드프 II 경쟁자들과의 수평적 협동 Von Hippel(987) 
수직적 협동， 보완적 기술， 
생산자·사용자 관계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학문적 협력연계 정부 또는 사적 
자금지원올 받기 위한 공식적 관계 

연구센터와의 연계 보완적 기술개발 
B. 기업-대학-연구센터간 연구와 기술협력 Charles and 

Howells(989) 
Malecki ( 1990) 

3. 공간경채간 
- 지역간 중심-주변부 관계 Howells and 
- 국가간 Charles(989) 
- 대륙간 남북경제발전 논의 
- 국제적 기업간， 기구간， 동 

출처 : Charles and Howells(992) , p. 5에서 인용. 

첨단산업부문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 

에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관련부문간의 긴밀 

한 협동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소기업의 경우 자사내에서 연구개발과 생 

산을 모두 감당하기보다는 여타의 기업 대학과의 협동을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Perrin， 1991), 또한 발명이나 기술헥신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대부분의 역동적 성장과 시장확산은 신생 기술집약기 

업 (NTBFs)의 형성과 성장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Rothwell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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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변화와 경제발전칸의 관계 

1950년대 초기의 장기적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설명변수는 자본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기술혁신이 ‘새로운 인자’로 자본 

을 대체한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는 So!ow(1957)로 

1인당 자본유용성 변화에 의한 산출로부터 기술변화에 의한 산출의 변화를 분 

리시켜 살펴보았는데 1909년에서 1949년까지의 미국 1인당 총생산이 2배로 증 

가한 것중 87.5%의 증가가 기술변화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12.5%가 자본 이 

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어 Denison(1967)은 9개의 선진국에 있어 전후 경제성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영국 경제 성장의 각각 34%， 44%가 지식의 발달에 기인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인구당 국민소득성장의 근원을 분석한 결과 1950년 

에서 62년 사이에 6개 이상의 나라가 “지식의 발달 (advances in knowledge)"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4년 

그의 연구에서는 지식의 발달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부 

적(-) 상관관계를 도출하기도 하였다8). 

실제로 기술진보， 지식의 발달 등을 계량화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주로 

R&D 지출이 대리변수로 이용되어 왔으며， CURDS(987)는 R&D 지출과 긍 

정적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기존 연구의 경험적 증거들로 제시하고 있다. 신 

제품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공급의 선행조건이 되는 R&D 지출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형성하며， 매출성장과 수출신장， 생산성 증대， 경제 

인플레 압력 감소， 이윤 증대， 고용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 

가 있다는 주장9)과는 반대로 국가별 R&D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8) Denison, E. F., 1967, Why growth rates dijJer, Brookings Institution. Denison, E. F., 
1974, Accounting for United States economic growth 1929-1969,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Monck, et al(988)에서 재인용. 

9) 대표적 인 연구는 다음과 같음. Mansfield, E., 1965, Rate of Return from Industrial R&D,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Rothwell, R. and Zegveld, W. , 1981 , lndustrial 
lnnovation and Public Policy, London Frances Pinter. Rothwell 등은 국방부문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저1외한 경제적 연구개발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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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인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는 연구들도 있었다10) 

Green과 Morphet (1984)는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첫째， R&D에 의한 

기술혁신보다는 국제기술이전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둘째， 각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의 연구개발의 효과는 다르고， 셋째， 기술혁신에 불 

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R&D 지출에 대한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방위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개발부 

문만이 아닌 기초연구에 대한 R&D 지출 등의 포함여부가 상관관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1) 

기술혁신과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된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은 물론 많은 학자들이 지난 30년동안 기술변화 및 기술혁신에 대해 공 

통적으로 지적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실들로 집약된다12) 먼저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여요인이라는 점이다. 둘 

째， 연구개발 및 특허에 의해 측정된 헥신적인 활동은 국가차원에서의 투입 및 

산출수준과 고도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개발은 기업 

의 생산성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세계경제 및 세 

계무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이다. 다 

섯째， 세계무역의 분담은 혁신적인 활동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볼 때，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의 채택과 확산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R&D 지출→발명→혁신→확산→경제적 효과 

의 각 단계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많은 요인들 즉 과학자의 질， 교육체제， 시장 

의 성격， 기업의 위험부담에 대한 태도， 기술혁신을 받아들이는 기업과 개인의 

의지， 자본의 활용도， 사회구조 둥이 R&D지출과 경제성장효과간의 관계에 영 

장하였다(이가종， 1991에서 재인용). 

10) Thomas( 1980)는 1970년대의 미국산업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Williams는 선진6개국의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Williams, B. R., 1967, Technology, lnvestment 
and Growth, London : Chapman and Hall(이 가종， 1991 에 서 재 인용)， 

11) Monck, et. a1.( 1988)에서 재 인용. 

12) OECD, 1978, Policies for the Stimulation of lndustrial lnnovation: Analytical Report, 
Vol. 1, Paris(대한상공회의소， 19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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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된다(ACARD， 1986)13). 

3.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앞절의 논의에서 살펴본 기술혁신과 국가경제발전간의 관련성은 밀접하며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Borts는 기술변화， 즉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새로운 생산과 경영기술，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경제체제의 능률성 향상을 지역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특히 지 

역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산업간 자원의 재배분을 경제체제의 능률성 향상 

으로 보고， 이것이 지역경제성장의 한 원천이라고 하였다14) 즉 혁신적인 기업 

과 혁신적인 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성장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혁 

신적인 산업 또는 혁신적인 기업을 가진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 

쟁력을 가지고 경제성장 전망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 q(Thomas ， 1986; 131). 

여기서 혁신성을 가진 지역이란 지역 내에 혁신의 주체가 되는 혁신적 행 

태를 가진 기업이 존재하고， 혁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부문 

이 존재함으로써 입지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지역이다. 혁신의 주체인 기업은 

혁신적 행태(연구개발) 및 성과(신기술 및 신제품개발)의 우위를 통하여 기업 

의 혁신성을 나타내게 된다. 어떤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급속한 기술진보를 이룩할 경우 그 기업들은 지역， 국가 및 국제시장에서 경 

쟁적 이점을 획득하고，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 직업 둥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결국 지역발전에 공헌하게 된다(Thwaites and Oakey, 1985). 

이와 반대로 기술개발이 낙후되어 지역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의 경제 

기반은 외적 경쟁력에 의해 침식되어 이에 따라 낮은 생산성과 소득 그리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진다고 보았다. 특히 Hall과 Markusen (1985)은 기술이 낙후 

되고 사양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은 ‘유퍼스 나무 효과(Upas tree effect)’를 나 

타내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3) ACARD(Advisory Council for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 1986, Exploitable 

areas of science, HMSO, London(Monck, et a1., 1988, pp. 33-36에 서 재 인용) . 
14) 권영섭， 19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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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mon(1966)의 제품수명주기이론 지역의 혁신잠재력 분석 (Gould and 

Keeble, 1984; 0따(ey ， 1984; Thomson, 1989), 기업의 혁신행태 연구(Oakey， 

Thwaites and Nash, 1980; Toedtling , 1992), 혁신활동을 통한 공간적 영향 분 

석 (Feldman and Florida, 1994; Friedlar, 1985; Wynarczyk, et al., 1997) 등 이 

기존의 입지연구에서 중시되어온 기술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Luger와 Goldstein (199U은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을 

크게 외부로부터의 기술혁신의 확산과 발달을 강조하는 이론과 기업가정신， 

묘판， 지역창조성 등을 강조한 내생적 지역발전론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1980년대 후반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유연적 전문화이론과 산업지구이론， 혁신 

적 네트워크와 혁신환경이론， 학습지역이론 등도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을 설명 

하는 중요한 논의들이라고 볼 수 있다. 

1 ) 기술혁신의 확산과 지역발전 

기술헥신의 확산과 지역발전을 관련시켜 설명한 이론들은 성장극이론15) ， 

계층적 확산이론， 비계층적 확산이론의 세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이론에 

서는 기업 또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며 대체로 지역 내에 기본적으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Perroux (1950)에 의해 주창된 성장극이론의 기본요소는 숨페터이론의 “기 

술혁신”이었는데 숨페터의 주요이론전개를 따르면서 Perroux는 정체상태에 

있는 경제를 살려내는 구조적， 발전적 변화는 기존의 상품들을 대치하는 보다 

나은 형태의 신제품임을 강조하였다16) 숨페터의 후반이론처럼 그는 대부분의 

기술혁신활동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가진 대규모 경제 

단위 에 서 일 어 난다고 보았다. 선도산업 Oeading propulsive industries)은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수준의 시장에서 작용하는 상대적으 

15) 성장극 전략은 페루의 이론적 연구 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전략은 1960년대에 제3세 

계나 선진국내 낙후지역의 산업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되었으며 1980년대 말엽 

부터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Higgins， 1988). 
16) Perroux, F. , 1950, Economic Space, Theory and Applic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64, pp. 89-104(Luger and Goldstein, 1991 에 서 재 인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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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산업들이다(Hermansen， 1972). Perroux에게 선도적 기업은 무엇보 

다도 혁신적 기업(innovating enterprises)이며 그의 성장극과 개발극은 기술혁 

신의 근원이 되어 확산자(diffus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Boudeville( 1966) 동에 의해 공간적 측면이 부각되었던 성장극이론에서는 

전략적인 중심지역에 대한 선도산업 투자는 전후방연계 형성을 통해 당해지역 

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즉 발전적 혁신이 일어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대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고 본 것이다. 

Haegerstrand의 혁신확산이론을 시초로 하는 계층적 확산이론도 성장극이 

론처럼 기술혁신의 확산을 강조하는데， 성장극이론이 중심지로부터 배후지로 

의 성장의 전파를 강조하는 반면 계층적 확산이론은 도시와 지역체계를 통해 

하향적으로 펼터링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혁신을 강조한데서 성장극이론과 

는 차이를 보이며 계층적 확산이론은 과학단지의 확산을 조직적 기술혁신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는데 이용되었다. 

Haegerstrand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혁신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네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수도나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크고， 

국경이 혁신의 확산과정을 제약하며 초기의 확산은 도시계층체계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나 하위도시에 이를수록 확산경로가 차단되며， 계층적 확산에서 

하위도시계층에 이를수록 거리의 마찰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등이 그것이 

다(황명찬， 1992). 

계층확산이론은 Haegerstrand의 혁신확산이론 이후 제품수명주기이론과 여 

과이론(filtering down theory)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Vemon(1966)의 제품수명 

주기이론은 입지변화를 유도하는 제품의 주기를 발명 · 혁신， 성장 · 팽창， 성숙， 

정체 · 쇠퇴단계의 4단계로 가정한다. 초기의 혁신단계와 성장단계는 제품의 표 

준화수준이 낮고 시장이 불확실한데다 연구개발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 

기술인력， 기술학신잠재력， 외부효과 등이 풍부한 대도시가 적합한 입지가 된 

다. 이후 제조기술이 고도로 표준화되는 성숙단계에 이르러 대량생산이 가능해 

지면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 초기의 핵섬 거대산업집 

적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 혹은 해외로 생산공정을 분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또한 고밀지역에 창업한 신규기업이 생산활동의 확대 

- 24 -



를 위해 초기 입지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인큐베이터 가설 

Oncubator Hypothesis)과도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은 또한，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도시지역에서 벗어나 외부지역에다 분공장을 신설하면서 생산공정을 도심 외 

부로 이전시키는， 일종의 공업분산현상을 설명하는 여과이론(담ltering-down 

theory)으로 발전한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을 포함한 기술혁신의 확산이론에서는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선형모텔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혁신을 발명에서 상품개발， 

조립， 시제품 생산， 그리고 신상품소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차적인 단계로 가 

정하여 매 단계별 입지변화와 혁신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 입지요인들을 살펴 

본 연구들이 었다(Davellar and Nijkamp, 1990; Malecki, 1990).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혁신이 초기단계에 대도시 또는 산업집적지역에 집 

중하는 이유는， 혁신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고급노동력， 강력한 지식 

기반(대학과 연구기관) 생산자서비스 및 잠재적 공급자들 거대한 시장접근성， 

정보통신 및 빠른 교통인프라를 집적지역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Todet1ing ， 

1992; Allesch, 1990). 

비계층적 확산이론가들은 산업간의 거래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성장극이 

론과 계층적 확산이론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기술혁신은 반드시 공간적 

으로 체계적인 방향을 이루며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다공장기업내의 조직내 

연계가 제품과 정보흐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았다17) Higgins(1983) 

는 성장극과 계층확산이론이 오늘날의 정보경제시대에는 더 이상 설명력이 없 

음을 역설하였다. 

2) 기술혁신과 내생적 지역발전이론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에 관한 또 하나의 이론은 내생적 지역발전이론으로 

여기에서는 중소규모의 지역기업을 강조하는데， 기업가정신， 묘상(Norton and 

17) Pred, A., 1976, The interurban transmission of growth in advanced economies: empirical 

findings versus regional planning assumptions, Regional Studies, 10, 151-71(Luger and 

Goldstein, 19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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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s, 1979), 지역창조성이론(Becattini ， 1991) 등의 이론적 개념이 이에 포함된 

다. 이 이론들은 환경적 요소와 비공간적 시너지가 그 지역의 전반적인 비옥 

성(fertility)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계층적 확산이론과는 달리 지역 

내 혹은 부문간의 불균형에서 이론전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장 

소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두는 접근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생적 발전이론에 있어 초기의 필수적인 투자가 전방 

연계와 집적경제를 창출할 만큼의 최소수준의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현실적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업가정신/묘상/창조성 이론가들은 ‘왜 어떤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 

들에 비해 보다 역동적이며， 그러한 조건을 창출하고 유도하기 위해 공공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Thomas， 1985), Andersson (1985) 18) 

은 이에 대해 사회현상으로서의 창조성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과 많은 

분야의 학문적 · 문화적 활동， 탁월한 교통통신능력， 지역인자들간의 시너지 둥 

으로 특징지워지는 지역에서 발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학단지의 

조성 등과 같은 공공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는 도시규모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도시들은 전형적으로 소규모의 도시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와 큰 집적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가정신 이론에 있어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기업가의 충분한 pool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발달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지역의 경제적 조건이 신생기업의 창출을 지원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어떤 입지에서는 신생기업의 창업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공공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 

는 적어도 필수적인 인프라가 발달될 수 있는 초기단계동안에는 기존기업의 

분공장을 유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Research 

Triangle Park의 발달을 특징지워 주기도 한다. RTP 주변지역은 초기에 지역 

모험자본이 없었으며， 교통통신망이 열악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부 

문에서 성공적인 기업가의 역사도 없었다(Luger and Goldstein, 1991). 이와 

18) Andersson, Ake, 1985, Creativ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56, 5-20. Luger and Goldstein, 1991 에 서 재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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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정책입안가들에게 결정적인 또하나의 의문은 성공적인 창업자가 궁 

극적으로 지역지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지역숭수효과를 창출하는가의 문제 

이다. 

3) 유연적 전문화이론과 학습지역이론 

실리콘밸리， Route 128 지역 등 기술혁신에 기반한 첨단산업단지 및 첨단 

산업지구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혁신적 기업들의 기술변화가 지역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기술혁신을 발생시키는 혁신적 기업의 

행태와 혁신적인 산업부문， 그리고 그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환경 및 그 역 

할에 대한 관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Scott(1988)는 20세기 후반 들어 생산조직이 수직적으로 분리되거나 유연하 

고 전문화된 생산체제로 변화되면서 기존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의 중심지 

역과 단절된 곳에 등장하는 새로운 생산활동의 중심지를 신산업공간CNew 

lndustrial Space)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대도시내부의 고립지역에 나타나 

는 의류， 보석， 영화 등 장인산업들이 입지하는 형태， 대도시 외곽 지역의 첨단 

기술산업 집적지 형태， 산업화가 늦은 지역에 유연적 축적체제의 신산업공간이 

나타나는 형 태 등이 포함된다. 

최근 기술헥신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학습지역의 개념이 둥장하였으며 이러 

한 학습지역의 개념은 과학단지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19) 특히 유럽지역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인 

‘학습지역이론’은 과거 물적 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가 지식과 정보와 같은 

비물적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로 옮겨가는 것과 유관하며 CFlorida， 

1995), 이는 Lundvall(1988)의 ‘학습경제 Oearning economy) ’ 개념의 발달과 궤 

를 같이 한다. 

이 이론은 외부경제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이는 앞에서의 내생적 경제 

19) 11organ(1997)은 혁신연구와 경제지리라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분야간의 의미있는 이론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습지역’의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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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론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마살의 산 

업지구 개념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유연적 환경의 네 

트워크 등을 강조한 ‘네트워크 이론’과 이태리 산업지구에 관한 연구에서 빈번 

하게 찾아볼 수 있다(Saxenian， 1990). 

〈표 2-2> 전통적인 ‘생산’지역과 새로운 ‘학습지역의 비교 

구 !:‘,-j-- 전통적인 생산지역 새로운 학습지역 

경쟁의 기반 
· 자연자원과 물리적 노동에 기 · 지식의 창출과 끊임없는 개량에 
반한 ‘비교우위’ 기반한 ‘지속가능 우위’ 

· 대량생산을 위한 것: · 지식기반의 생산을 위한 것; 
-기계적이며， 단절적인 생산과정 -지속적인 창조의 과정으로서 생 

생산체제 -물리적 노동을 가치생산의 기 산과정 
반으로 함 -지식을 가치생산의 기반으로 함 

-혁신과 생산과정의 분리 -혁신과 생산과정의 통합 

산업의 ·위계적이며 밀집된 수급관계 · 혁신지향적 기업 네트워크와 유 
하부구조 (하청) 기적 수급체제 

· 저기술， 저비용 노동 • 지식소유， 다기능 노동 

· 기계적으로 구획된 업무를 수 · 지적개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 
인적 하부구조 행하는 노동력 는 노동력 

• 기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 인간자원의 지속적 인 향상 
과 훈련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를c::를1 적， · 초국경적 물적， 의사소통적 하부 
의사소통적 · 국내 지향적 물적 하부구조 구조 

하부구조 • 전자정보의 교환망 

• 대립적 관계 • 상호의존적 관계 
산업관리체제 • 위계적인 조직관리 · 네트워크적 조직관리 

· 집중적， 규제적 통제 · 유연적 통제 

출 처 : Florida, 1995; p. 533. 

이 이론의 특징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경쟁이 섬화되는 상황을 주목하여 실행에 의한 학습Oearning by doing) , 사용에 

의 한 학습Oeaming by using) , 상호 작용 에 의 한 학습Oearning by interacting)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너지와 집합적인 학습과정이 혁선적 능력을 높여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학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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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aming regions)의 개념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학습지역’의 개념에서 부각되는 새로운 생산체제의 특성은 지속적인 기술 

학신과 여기서 도출되는 첨단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산업활동으로 신속히 조 

직해내는 체제를 통해 경쟁력을 창출해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기술 혁신은 

전문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주체들간의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그러한 기술혁선과정은 특정 환경 혹은 지역환경을 통해 촉진되고 있다. 즉 

정보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혁신적인 기업이나 전문가들 

이 모여들면서 이들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혁신된 기술들이 관련업체나 조직들간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통해 

신속히 상품화하는 과정이 구축된다는 것이다2이. 

4) 혁신환경과 지역경제발전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는 GREMI (Groupe de Researche 

European sur les Milieux Innovatuers)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술창출과 경제공간의 발달은 상호 연관된 현상이며， 경제발달과 구조 

재편의 광범위한 경제변화 프로세스 내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amagni (1991)는 기술창출과 경제공간의 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혁신환경 

Gnnovative milieu)’과 ‘혁신 네트워크Gnnovation network)’의 두 개념을 제시하 

였다. 혁신환경은 ‘그 지역에 대한 고유의 이미지와 대표성을 갖는 한정된 지리 

적 지역’이란 개념의 ‘영역( terri tory )’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술거래， 기업간 사 

회적 관계， 시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영역은 시너지 효과와 집단적 

학습프로세스를 통해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장이 된다. 

GREMI의 연구는 짧은 제품수명주기， 극심한 기술변화， 불확실성이 증가하 

는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기술거래임을 주장하며， 기술혁신 

은 지역환경의 사회적 산물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혁신 

네트워크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즉 헥신은 과학자 단독의 천재성이 낳은 결 

20) ~organ(1997)은 기술혁신의 상호작용모댈이 지역발전에 가지는 중요성을 ‘학습지역’의 개 

념으로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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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기보다는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며 집단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 즉 

지역의 조건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1) 과학단지의 개념이 

GREMI연구와 관련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과학단지가 기술혁신의 지역적 결정 

요인인 혁신적 환경의 정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헌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요인들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 

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에 있어 지식과 학신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과 연구하부구조는 발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토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Alvarez-Gonzalez， 1993). 

Aydalot와 Keeble(1988)의 연구에 의하면， 신기술과 지역산업환경의 역동성 

간의 관련성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설명적 틀은 바로 지역환경을 토대로 

하는 접근방법 Oocal environment-based approach)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혁 

신행태가 국가적 규모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 Oocal and regional 

leveD에서 규정된 변수들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의 GREMI연구에서 도출될 수 있는 논제는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기술혁 

신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그 지역의 혁신환경이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그 지 

역의 혁신잠재력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혁신지향적 기업이 모여들어 상호 상승적인 기술혁신을 생성해내면 

서 특정부문의 산업활동이 집적되고 네트워크화되는 현상을 ‘기술혁신의 지역 

화’라고 부른다. 기술혁선의 지역화는 최근의 세계적인 첨단기술 부문에서 발 

견되는 기술혁신의 보편적인 방식이자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지역을 

Cooke( 1996 )22) 등은 ‘지 역 혁 선 체 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 ’, Conti(l995) 

와 Camagni(1991)는 ‘혁 선환경 (Ïnnovative milieu) ’, Storper(1993)는 ‘기 술지 구 

(technology districts) ’ 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벤처기업과 기술자들이 모여 

들면서 그들간의 상호학습관계를 통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21) Simmie, et a1. (1998)의 연구에서 과학단지 개념은 기술확산과 공간간의 관계에 이론적 기 

초릎 두고 있으며 세계화-지역화 논의와 함께 혁신적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적 조건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22) Cooke, P. , Boekholt, P. , Schall, N. and G. Schienstock, 1996,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ncepts, Analysis and Typology, paper presented at the EU-RESTPOR 

Conference on Global Comparison of Regional RTD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and Cohesion, Brussels, September(조명 래， 1988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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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생산활동이 확대재생산해가는 조건을 내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 

역을 ‘기술혁신지구( technological innovation districts)’라 부를 수 있다. 이러 

한 기술혁신지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지지하는 사회 

적 관계가 하나의 ‘제도’로 장소화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 

술혁신지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산 그 자체보다는 기술혁신과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23). 

5)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유형 

첨단기술산업의 집적 혹은 입지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국내 

외에서 많이 행하여졌는데 (Haug， 1986; Markusen, et al. 1986; 박삼옥， 1989), 

이같은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는 집 

적지역내 물자 및 서비스 연계의 강화， 분리신설기업의 창출로 인한 고용 및 

생산의 증대， 그리고 첨단기술기업의 제조기술 및 제품의 기존 산업에의 응용 

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효과 등 주로 긍정적 측면의 영향력에 대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첨단기술산업의 입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양면적 파급효과는 획일 

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유형 첨단기술산업체의 규모 및 

조직형태， 첨단기술산업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로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유형을 그 형성과정에 따라 계획형， 자연발생형， 그리고 

기존시설재생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김원， 1989), 기술적 하부구조와 기업조직 

형태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립형， 재개발형， 조립형， 그리고 종속연구형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박삼옥 1989). 또한 첨단기술산업생산의 부가가치창출과정을 중 

심으로 연구개발지향형， 생산(제조)지향형， 그리고 자족적 집적지역으로 구분하 

기도 하는데， 이러한 집적유형 구분은 첨단산업체의 조직형태， 산업체간 상호관 

계， 기술적 하부구조의 축적정도， 제품특성의 차이로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다르 

23) 기술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 선진국 입지정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지전략은 연구개발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 대중소기업 관계의 협력화， 

연구개발로부터 생산 및 유통 • 소비의 통합화， 정보인프라의 형성， 산학정 협동체제의 구축 

등이 있다(조명 래， 199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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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한표환， 1996). 

‘연구개발지향형 집적지역’은 활발한 기초 및 응용연구활동을 통하여 새로 

운 제품이나 생산기술의 개발에 주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 Route 128 지역과 같이 다수의 신설기업， 대학 및 연구소， 고급기술인력， 

모험자본가간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잘 발달된 기술적 하부구조를 바탕으 

로 하여 지역의 기술혁신잠재력이 높다. 이 유형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빈번 

한 창업으로 인해 생산과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며 지역내 투자승수효 

과도 제고된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상품화 혹은 산업화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급속한 역외유출이나 국제적 확산현상과 더불어 생산(제조)부문의 이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기술과 생산부문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기술혁신의 

경제적 수익의 완전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 

는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리써치트라이앵글 파크 등과 같은 연구시설 집적지 

에서는 내생적으로 분리신설기업의 창출이 많지 않고 지역내 조직(또는 기업) 

간 연계가 미약하다(Miller & Cote, 1987; Gordon, 1991). 또한 실제 생산작업 

현장에서 기술혁신 결과 얻은 신제품이나 생산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하향적 기술혁신(downward innovation; Florida and Kennedy, 1990) 

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투자를 통한 지역기술쇄신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생산 또는 제조활동 집적지역’은 핵심기술과 고급부품을 외부로부터 조달 

받아 반제품가공 혹은 완제품조립이 주로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Austin Texas) 영국의 실리콘 글렌(Silicon Glen) 등이 속한다。 이유형 

은 제품주기상 성숙단계에 있는 표준화된 제품을 저임금 노동력의 집약적 사 

용을 통하여 대량생산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술적 하부구조가 생산활동 중심 

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쇄신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유형은 저임 

금노동력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조성되기 때문에 첨단모기 

업의 분공장이나 첨단제품의 계약생산공급을 이행하는 하청중소업체가 집적형 

성의 근간이 되어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높지는 않다(Gripaios ， et al., 1989).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분공장， 하청업체， 그리고 부품생산업체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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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기적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집적지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혁신에 기인한 분리신설기업의 빈번한 창출이 유발하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는 미진하다. 또 고급부품과 핵심기술， 심지어 제품판매 

까지도 역외의폰도가 높아 지역경제와는 사실상 밀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에， 자칫 고용기회만 지역적으로 이동시키고 역내물자 및 서비스연계가 취약 

한 고도유형의 생산집적지역 (enclave type of production)의 특성을 갖는다 

(Han. 1989). 

그러나 이 유형은 ‘연구개발집적지역’과는 달리 제조기능위주로 집적되어 있 

기 때문에， 실제 생산과정이나 작업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하향적 기술쇄신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상향적 기술혁신을 실제 생산라인에 척용했을 때 나타나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생산라인의 효율적 재구성 등과 같 

은 파생적 기술헥신(derived innovation)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향적 기술 

혁신의 경제적， 기술적 효용도를 증진시켜 생산성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족적 집적지역’이란 첨단기술산업생산에 있어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로 얻 

은 기술혁신의 경제적 수익을 완전히 회수하고， 급변하는 제품시장수요에 신 

축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첨단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능과 제조기능을 

일정지역에 병존시키는 집적유형이다. 이 유형은 주로 일본 도쿄주변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와 첨단기술업체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기술쇄신성은 물론 지역경제파급효과의 

제고에 공헌하고 있다(Nishioka et al, 1987). 

이러한 집적유형의 특징은 첫째， 첨단산업체 안에서 중앙연구개발기능과 제 

조기능의 유기적 통합이다. 기존 연구개발집적지역에서 나타난 상향적 기술혁 

신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면서， 실제 생산작업현장에서 얻는 하향적 기술혁신을 

첨단기업체와 집적지역에 내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기술인력을 

연구개발부문과 생산부문간에 주기적으로 이동배치 (rotation)함으로써 기술혁신 

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산작업현장에서 직접 파악 · 개 

선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각 부문간 긴밀한 유대뿐만 아니라 기술공유를 도 

모할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체내 기술축적이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첨단대기업 

체를 중심으로 자회사 부품공급업체 그리고 하청업체간에 선축적이고 적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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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자연계네트워크(just--in-time linkage system)를 형성하고 있다(Sayer， 

1986). 

결국 이 유형은 연구개발기능과 제조기능을 병존시킴으로써 첨단대기업체 

내에서 기술혁신의 경제적 수익의 완전회수가 가능하고， 기술하부구조가 대기 

업과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구축됨으로써 집적지역 자체가 기업특유의 

기술적 절대우위에 기초한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유 

형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기술혁신의 역외유출이 심한 연구개발위주의 집적지 

역이나 저임노동력지역 특유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생산위주의 집적지역보다 

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종합적 논의 

이상에서 기술혁신과 지역발전간의 논의를 기술혁신확산이론， 내생적 지역 

발전이론， 유연적 전문화이론과 학습이론， 혁신환경이론 등으로 살펴본 후 첨 

단기술산업의 집적유형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가질 

영향력을 유추해 보았다. 

발명， 제품 및 공정기술혁신， 기술의 이전 및 확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 기술 

인자는 국가간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기술혁신이 전 지역에서 일정하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의 기술확산 및 기술개발 또한 중요한 

지역정책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과 관련한 

선제품의 개발 신공정혁신 등으로 선진국에서 첨단기술산업이 급성장하고， 첨 

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단지 또는 신산업지역이 등장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의 기술혁신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rotchie, Hall and Newton, 1987; Miller and Cote, 1987; Rees , 1987). 

<표 2-3>은 위 이 론들에 대 한 부분적 평 가를 정 리 한 것 이 다. Stemberg는 

각 이론들이 뒷받침하는 지역사례 및 첨단기술지역의 발전단계， 기술정책에 대 

한 고려여부 등으로 각 이론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 중에서 혁신환경과 

네트워크적 접근을 기술정책수단까지 고려한 것으로 사례지역은 드물지만 첨 

단제품이나 기업 또는 첨단산업지역의 발생에 대한 이해에 매우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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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 

〈표 2-3>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평가 

지역에의 적용성 
첨단제품 · 기업 · 지역에 기술정책수 

01 료‘= 대한 이해 단에 대한 

일반적 지역 사례 초기발생단계 성장단계 

미국남부 및 서부로 
상붐주기이론 • O 

의 산업이동 • 
장기주기이론 

초기O 영국표준지역， 미국 
후반. 연방주， 이태리 북부 • O 

유연적생산，전문화 
‘제3이태리’， 캘리포 

와 산업지구이론 • 니아 일부， 바덴뷰템 c‘J\ • 
1--

베 E 크 

혁신적 환경， 
사례연구가 적음. 주 

혁신네트워크 접근 • 로 프랑스와 실리콘 • O 
밸리지역 

주) • :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설명 0: 부적절하고 유용하지 않은 설명 
출처 : Sternberg (1996) , p. 533. 

고려 

O 

。

o、

• 

S ternberg (1996)는 첨단기술지역의 발생과 발달을 지배하는 요인들을 <그 

림 2-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첨단기술지역의 발달에는 세가지 

유형의 요인들이 작용하며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나타내는 정 

치적 요인， 정책에 의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요인 그 외 기타요인 

등이다. 먼저 정치적 요인을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술 • 연구 · 산업 · 교 

육 • 방위 · 지역정책이 포함되며 이같은 인자들에 의해 첨단기술지역의 발생 

과 발달을 지배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책에 의해 조정가능한 요인들로 

여기에는 교통 등 기술적 하부구조， 모험자본， 연구하부구조 등이 속한다. 세 

번째 요인은 기타 요인으로， 대기업의 존재여부 R&D 집약기업간의 네트워크 

쾌적성 (amenity) ， 기업가정신， 제품시장에의 접근성， 숙련노동력 시장， 첨단기 

술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의 존재와 같은 역사적 우연 등이 속 

한다. 이를 볼 때，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첨단기술지역이 발생하거나 발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첨단기술지역이 생겨나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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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집약기업간의 
네트워크 

대기업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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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술， 연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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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하부구조 ‘ 
(교통 동)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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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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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적 성 (am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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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
 

’ 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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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기술지역의 발생과 발달 

‘ 
4 4 

기업가정신 제품시장에의 

접근성 

--. 정치적 요인 

---~ 정책적 요인 

... ~기타 요인 
모험자본 

출처 : Stemberg (1996), p. 534. 

〈그림 2-3> 첨단기술지역의 발생과 발달을 지배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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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1. 과학단지의 개념정의와 유형 

1980년대 초반이후 ‘과학단지’ 주제와 관련된 상당한 양의 직접적 1) ， 간접적 

연구(Malecki， 1991)들이 수행되어 왔다. Malecki의 연구가 주로 기술과 경제 

발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과학단지를 보았다면 앞의 직접적 연 

구들은 특정주제나 측면들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매우 구체적이 

고 세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과학단지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조성되었 

는지， 어디에서 그 개념이 연유하는지， 조성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는 

지， 각 과학단지들의 미래는 어떠한지 둥에 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분 

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중의 하나를 Amirahmadi (1993)는 과학단 

지의 형태와 기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과학단지 또는 

연구단지의 수가 유동적인 것도 종합적인 과학단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처럼 과학단지의 수가 유동적인 것은 수없이 조성 

되고 또 소멸됨에도 이유가 있지만， 과학단지의 개념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되었다2)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과학단지의 개념정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교하여 과학단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과학단지’라는 용어는 ‘연구단지’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에 과학단지 (science park)를 연 구단지 (research park) , 기 술단지 ( technology 

park) , 업무단지 (business park) , 기술혁신센터 Onnovation center) , 기술 및 창 

업보육센터 (technology and business incubator) 등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 

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 용어들이 동일한 개발유형을 지칭하여 상호호환적 

1) 대표적 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Gibb(985), Monck, et a1.(988) , Luger and Goldstein(991), 
Massey, et a1.(992), Castells and Hall(994). 

2)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없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또는 business venture로서 실패하여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연구단지에서 사무단지， 공업단지， 복합단지 등으로 그 성격을 변 

화시킨 경우가 속한다. 실제로 Franco등의 연구에서 연구단지로 규정된 것 중 거의 반이 

생존력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변화시켰다고 하였다(Luger & Goldstein, 19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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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기도 하고3)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업무단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Morley. 1988), 

과학단지， 연구단지 기술단지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명칭의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의 경우 연구단지 4) 영국의 경우 과학단지， 독일은 기술 

혁신센터， 스페인은 기술단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 과학단지협회 (UK Science Park Association) 에 등록된 첨단과학단지 

들의 이 름을 보아도 ‘Science Park’, ‘Technology Park', ‘Research Park’, 

‘Technology Exchange' , ‘Technology Centre’, ‘Research Centre', ‘Innovation 

Centre', ‘Innovation Park' , ‘Technopark’, ‘Research C없npus’， ‘Technopole' 등 

매우 다양하다5) 

Allesch (1985)는 개발특성의 관점에서 첨단기술형 단지의 개념을 다음과 같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연구단지 (research park)는 초창기기업이나 대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부서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곳으로 시제품개발은 허용되나 대량생산은 허용 

되지 않는다. 반면 혁신센터 Gnnovation center)는 신생첨단기술기업에게 광범 

위한 서비스와 대학과의 근접성， 지역혁신 네트워크로의 통합가능성 동을 제 

공함으로써 생존과 발전의 최적기회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과학단 

지 (science park)는 산업을 입지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인 기술 

3) Schamp(1987)는 과학단지와 기술단지라는 용어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들은 첨단기술기 

업의 입주를 위해 지정되고， 공공연구기관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채 

택을 지원하며， 신설기업을 위한 보육기 역할을 하는 공업단지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Malecki (1991)도 연구단지와 과학단지 용어를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London 

의 기술단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기술단지를 과학단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Lond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1995) , 

4) 연구단지， 과학단지 및 기술단지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단지플 ‘기초 · 응용연구 및 
신제품이나 공정의 개발을 주활동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타 조직에게 공간적으로 연속된 토 

지를 임대 또는 판매하는 조직화된 실체’로 정의하고 있다. 
5) Castells와 Hall(1994)은 세계적으로 Techno, Science, 21st Century, Park, Plaza. -topia 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내포하는 첨단기술센터， 첨단과학단지의 발전들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Technopole’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단순히 부지임대를 넘어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연계속에서 새로운 정보의 창출에 공헌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technopole이 정 

보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며 신산업공간의 핵심을 이루는 혁신적 환경 (innovative 

milieux)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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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존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주위환경과 연구기관에의 근접성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Eul(1985) 또한 유사한 개발유형을 종합하여 개념적 특성구분을 그 내부의 규 

모， 수용기능과 성격상 크게 세가지로 정리 구분하였는데， 이는 Allesch의 유형구 

분과 유사하며 단지 Allesch의 혁신센터를 기술보육 및 혁신센터 Oncubation and 

Innovation Center)로 본 것에서 차이가 있다. Grayson(1993)은 산 · 학간의 관련 

성에 따라 주요활동이 첨단선도기술의 산학연계에 있는 “순수한” 형태의 ‘연구단 

지’， 개발연구가 순수연구만큼 중요하며， 약간의 생산기능이 존재하기도 하는 ‘과 

학단지’， 진보된 기술의 상업적 응용에 관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된 

‘기술단지’로 나누었다. 

Allesch와 Eul, Grayson의 과학단지 정의는 개념적으로는 차별적인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과학단지의 개념에서 단 

지내 창업기업과 분리신설기업을 포함한 신생기업의 창출을 배제한다는 것이 

다6). 둘째로 이들의 분류에서는 실제로 과학단지와 연구단지를 구분할 큰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분류기준에 맞는 순수한 과학단지나 연구단지 

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단지들이 위에서 분류한 여러 가지 유형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과 공식적인 연계를 형성하고 설립된 연구단지를 대학연구 

단지 (University Related Research Park)라고 별도로 칭하고 있어 대학과의 

연계가 연구단지 형성에 필요조건은 아니다. 대학연구단지협회의 규정에 의하 

면， 대학연구단지란 민간 및 공공 연구개발시설이나 첨단기술기업 및 그 지원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타 고등 

교육기관과 계약상 또는 운영상의 관계를 맺고 있고 대학과 입주기업간 기술 

및 사업기법의 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물적 시설개발사업으로 정의된다 

(Luger and Goldstein, 1991). 

1984년 발족된 영국과학단지협회 (UKSPA)에서 과학단지에 대한 기능적 정 

의를 내렸으며 많은 연구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학단지는 

6) 과학단지 조성의 주요근거 중 하나가 바로 소기업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서 이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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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개발적 이니셔티브로 다음의 세 가지 특정을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 주요연구기관과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둘째， 지식기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고무시키고 기타업체들의 입주를 촉진하도 

록 해야 하며， 셋째，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기술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작용 

하는 관리 기 능을 가져 야 한다는 것 이 다(UKSPA， 1996). 즉 ‘고도의 기 술개 발을 

위해 연구와 상업 및 산업의 상호작용이 장려되는 공간적 개발’을 과학단지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지식에 대한 상업기능과 연구기능，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 

는 지식이전기능을 강조하는 Nijkamp(1994)의 연구단지 개념과도 유사하다. 

1 식 = 톰:'::!::~:fffl:!:θ 

진
 

-
족
 

원
 

지
 

진
 

초
 
「

원
 

지
 

출처 : Nijkamp(1994), p.234 

〈그림 3-1> 연구단지의 개념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기능 즉 대학과의 연계， 지식기반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기술이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만족시킨다면 그 세부적인 성격이 연구 

단지 (research park), 혁 신 센 터 Gnnovation center), 기 술 센 터 (high technology 

center) 등 어떤 유형이건간에 과학단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7). 

그러나 과학단지는 나라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엄격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설립목적， 입지， 지역내 전문가 및 자원 

의 이용가능성등에 따라 과학단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과학단지나 연구단지보다는 기술창업보육센터에 더 많은 관심이 

7) EC의 과학단지 정의 역시 세 가지 기능을 강조하여 UKSPA의 정의와 유사하다. Uminova 

Centre, World wide web homepage(http://www.umino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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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고 있다. 기술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이 초기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어려 

움을 극복하도록 소규모기술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재까지의 

개발효과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고용성장이나 순기업 창출율에 대한 영향력 

에는 이견이 많으나 기업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 

다(OECD， 1997). 

보다 최근에 정의된 개념은 소위 ‘비판적 사실주의’ 방법론에서 이루어졌다. 

Massey 등(1992)은 과학단지의 성립과 그 결과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며 과학단지 형성의 전제조건과 그로 인한 기대결과간의 인과관 

계를 논의한 기존의 개념들을 비판한다. 이들은 기존의 논의가 인과관계에 대 

한 조건들과 결과들에 대해 경험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며， ‘과학， 

사회， 그리고 공간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새로운 과 

학단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단지는 세가지의 국면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과학단지는 

특정한 과학적 탐구와 산업혁신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특정한 공간적 형태 즉 

불균둥적 특성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과학단지는 특정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자산(부동산)개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록 공공-사적 부문간 

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개발이라 하더라도 자산개발이라는 특징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이윤 추구가 개발의 원동력으로 계속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8). 

과학단지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포괄적인 개념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 Amir때madi(1993)는 과학단 

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즉 과학단지란 대부분의 입주기업 주요활동이 

산업에 응용될 연구개발인 업무단지를 말하며 대량생산이나 기초연구는 여기 

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과학단지는 통합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시 말해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적， 기술적 노동분화의 측면에서 서로 연계되고 

상호의 존하고 있다는 것 이 다. 

이상에서 논의된 과학단지의 유형은 대체로 그 성격에 따라 과학 · 연구단 

8) 과학단지는 쾌적하게 설계된 공업단지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라고 부르는 것은 부지마케팅 

을 위한 것이라고 Fazey(1997)는 주장하였다. 즉 과학단지는 이윤추구를 위한 부동산시장에 

서 적소(niche)가 된다는 것이다 

- 41 -



트성은 

생산 

대학이 

아니 

지， 기술혁신센터， 기술단지 둥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표 3-1>과 같다. 여기서 과학 · 연구단지와 기술단지가 서로 다른 점은 

시설이 필수적 · 통합적 특성이냐 아니냐이다. 또 기술혁신센터의 경우 

나 연구시설， 단지시설 둥이 과학 · 연구단지에 대해 필수적 요구조건은 

라는 점에서 과학 · 연구단지와의 차이점을 보인다. 

〈표 3-1> 과학단지 유형별 특성 

단지유형 대 학 연구시설 생산시설 
기술이전 

단지시설 인큐베이터 모험자본 
사무소 

과학· 연구단지 • • ‘ • • • ‘ 기술혁신센터 ‘ ‘ • • ‘ • ‘ 테크노폴리스/ • • • • • • • 기술단지 

‘ : 요구되는 속성이나 과학기술 하부구조 등을 통해 
서 접근가능함 

주) • : 필수적， 통합적 특징， 

출처 : OECD(997) , p. 19. 

2.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주로 성공한 과학단지의 일 관한 연구들이 기존의 과학단지와 연구단지에 

비판하면서， Luger와 GoldsteinCl991 ) 

있는 지역경제발전유형은 무엇이며， 

보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차이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화를 소개하는 형태로서 과학단지 개발의 성과를 분석하기보다는 단지의 성격 

두가지 

달리 

내생 

이용하 

을 기술하는데 

연구단지로부터 

그러한 성과는 지역별로 

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역설하였다. 

과학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가 있다. 하나는 대다수 과학단지 개발구상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성장극 

략인데， 여기에서는 다입지기업 연구개발활동의 유인이 강조된다. 이와는 

기업가정신이론， 묘상， 지역창조성이론과 학습지역이론， 혁신환경이론 등 

적 지역개발이론에서는 기존의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기업가군을 

여 새로운 소규모 혁신기업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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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장극으로서의 과학단지 

성장극 개념에서 과학단지는 집적경제 발달，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집중과 

고급 과학자 및 엔지니어에게 매력적인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성장중심지로 역 

할한다(Premus ， 1982; Markusen, et al., 1986). 즉 과학단지 는 고등교육기 관과 

인접한 첨단기술기업들의 집적이 기업들간에 그리고 대학과 서로 상호작용하 

여 응용연구와 비즈니스가 그들의 성장잠재력을 성취시키는 ‘성장극(growth 

pole)'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Westhead and Storey, 1994; Stohr, 1986). 

이러한 성장극이론에 의해 과학단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발전유형은 

<표 3-2>와 같으며 @ 전방연계와 후방연계를 통한 기존기업의 확장 및 신 

설기업의 형성 @ 국지화 경제 및 집적이익에 의한 동일산업내 기업신설의 촉 

진 @ 직접적 · 간접적 요인에 의한 소비자 서비스 및 소매업 부문 기업의 신 

설9)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Luger and Goldstein, 1991). 

유 인 단 계 | 역외의 연구개발 분공장 유치 (anchors) 

l 역외의 연구조직 추가 유치 
I 지역내 기타 연구활동의 설립 

확 장 단 계 I 전후방연계에 의한 기타 보완활동의 발달 
I 소득 승수효과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성장 

확 산 단 계 l 파생된 경제개발 효과의 주변지역 확산 
출처 : Luger and Goldstein(991)에 서 재 구성 

〈그림 3-2> 연구단지 개발에서의 성장극 전략 

그러나 과학단지가 지역경제개발의 성장극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데 대 

한 비판이 제기되었다(Massey， et al, 1992). 이들에 따르면 과학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극이 되는 것은 결국 과학단지가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위한 前 단계 

9) 이는 간접적 유발효과로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활동의 임금에서 비롯되며 
과학단지 조성에 의한 신설기업의 창출이나 기존기업의 확장효과보다는 그 영향력이 클 것 

이라고 Luger 등은 설명하였다. 

” 
잉
 



가 됨을 의미하는데， 기존 테크노폴리스 내에 존재하는 연구개발센터의 대부분 

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가 누적되면서 형성된 것이지 

단지 과학단지 건설만으로 지역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Luger 등(991)은 미국내 1167R 연구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 

구개발활동이 이미 집적되어 있던 지역에 설립된 연구단지만이 효율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구단지 그 자체가 지역 내에 연구개발기능의 집중 

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Preer 

(1992)는 과학단지를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보 

다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표 3-2>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T < T> 형 영향력의 원천 메커니즘 비 고 

단지 내 기업， 대학， 다 
국지 화경 제 (Locali 지역의 R&D, 기술과 연계된 분야의 지역대학의 

신생 R&D의 입지 른 R&D 활동， 환경 
ünilieu) zation economies) 경쟁력， 정부연구소의 존재 등에 영향을 받음 

단지 내 R&D 기업， 지 
분리신설률은 기업의 소유권， 단지내외의 R&D 

R&D 분리신설기업 
역에 유인된 과학자 

국지화경제 활동유형， 대학내 기업가에 대한 규제 등에 영 
향을받음 

단지 내 R&D 기업과 
물자연계비용은 전체 R&D 비용의 작은 부분 

제조활동의 입지 
유발된 R&D 활동 

후방연계 임: 지역으로부터의 누수가 전형적으로 높으나 
기업유형이나 수직적 통합정도에 따라 다름 

단지 내 R&D 기업， 유 
기업소유권， R&D기업과 제조기업의 유형에 근 

사업서비스의 입지 발된 R&D. 제조업， 기 후방연계 
타 기능 

거함 

기업내 제조업 입지 
단지 내 R&D 기업， 그 

전방연계 
기업내 R&D와 제조기능간의 대면접촉의 중요성 

지역에서 유발된 R&D 과 빈도에 의존하며 R‘&D의 기업조직에 의존함 

단지 내 R&D 기업， 지 
기업의 소유권， R&D와 생산활동의 유형， R&D 

다른 기업내 기능의 
역에 유발된 R&D, 제 전방연계 

와 본사기능의 근접성 숙련노동력의 공급에 의 
입지 

조업 
존합. 대도시는 본사와 판매기능을 제일 유인할 
것임 

소매와 소비자 서비 전입인구유발로 인한 
유발된 성장의 총량과 새로운 노동력의 임금수 

스의 성장 새로운가구 
소득승수효과 준에 의존함. 지역으로부터의 누수가 상대적으 

로가장적음 

일반적인 신생기업 
위에서 나온 모두 

도시화경제 (Urbani 지역이 크변 클수록， 양도 커짐. 공공관리의 어 
의 발전 zation economies) 메니티와 질이 중요함 

R&D와 지역산업의 기술적 요구간의 균형정도 

기존기업의 생산성 단지기업과 지역대학 
기술이전 

(match)에 의존함. 기술혁신채택율은 기존기업 
용C〉tA < 3L 의 R&D 활동 과 선생기업간에， 그리고 지역기업에 대한 서비 

스 마케팅의 효율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 

기업의 퇴출(산업의 단지내 기업과 고임금 지역 임금구조의 기존기업과 신생기업의 임금수준의 차이와 기존 
고도화(gentrification) 구조의 유발된 기 업 변화 기업의 노동력수준을 이전시킬 능력에 의존함 

출 처 : Luger & Goldstein(991),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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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uger 등은 스탠포드 연구단지에 있어서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과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성장극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과학단 

지가 아니라 대학이라고 말하고 었다. 

일반적으로 후방연계를 통한 제조업과 다른 활동의 성장 유발은 공업단지 

보다 과학단지에서 적다. 그 이유는 먼저 R&D 활동자체가 매우 노동집약적이 

어서 물자구매연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 

유는 전형적으로 R&D 활동을 위한 중간재 제품(즉， 기기， 컴퓨터， 기계 등)을 

생산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공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국가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0밟ey， 1981)10). 이러한 이 

유로， 연구단지로부터의 후방연계는 성장극이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발전을 

유발하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덜함을 알 수 있다. 

전방연계를 통한 지역경제발전도모는 R&D 업체의 제품 · 산출물(output)을 

이용하는 제조시설이 그 지역에 입지할 때 기대할 수 있다. 전방연계를 통한 

성장총량은 과학 · 기술헥신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채택되는지에 달려 

있다. Rees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신공정기술채택율은 부분적으로 기술혁신센 

터에의 근접성의 함수임을 밝혔다(Rees ， 1987). 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 

술혁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조활동과 R&D활동 

간의 물리적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었다. R&D활동과 제조업의 

공간적 근접성은 급속한 기술변화를 요하는 산업부문의 R&D에 대규모의 투 

자를 하는 다국적제조기업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연구개발활 

동이 공간적으로 확산된 국가적 · 국제적 시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전방연 

계를 통한 의미 있는 발전유발은 기대할 수 없다고 Luger 등(991)은 지적한다. 

2) 내생적 개발전략으로서의 과학단지 

지역내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과학단지를 강조하는 전략인 내 

10) 또한 미국의 경우 많은 연구개발시설이 상대적으로 대규모이며 수직적으로 통합된， 다국적 

기업의 지사(branch)~ 경우가 많아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적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Luger and Goldste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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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 개발전략은 자본과 투자， 전문가， 노동력 및 기타 관련자원을 외부에서 유 

인하기보다는 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지구， 신산업공간 신산업지구 등으로 논의가 활발했던 Silicon 

Valley, Route 128, Baden-Wuttemberg, Rhone Valley, Third Italy 등과 같은 

지역의 성공이 이와 같은 논의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략에 의한 과학단지 발전에서는 지역 내에 소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 

업， 대학의 연구인력， 기타 모험기업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과학단지의 개발 

은 설비나 서비스， 네트워크 및 창조적 환경에 대한 지역내 (잠재적) 기업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과학단지는 지역내 

의 창조적 기업의 발달을 위한 보육기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는 지원서비스 

나 자금원 및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단지내 기존기업으로부터의 분리신설을 

촉진하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의 잠재적 기업가를 증대 

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은 타지역의 창의적 인력들을 유치하게 

되며 그 결과 지역내의 기업가적 분위기는 더욱 강화된다. 

단지 내 설비를 이용한 지역 연구개발활동의 육성 ---기 

지원， 서버스 및 고객 네트워크의 개발 

단지내외 다중의 과학자 및 혁신가 

상호교류 

분 리 신 설 (Spin-offs) 

역외 창조적 인간 및 기업 유치 '---기 

〈그림 3-3> 연구단지 개발에서의 내생적 개발전략 

이상에서 성장극전략과 내생적 개발전략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과 

학단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측면에서 과학단지는 고부가가치형， 성장 

지향형 산업구조로 지역경제를 개편시켜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자립성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고용 및 소득 측면에서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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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에 따른 종업원 임금소득의 발생으로 

지역 소득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Grayson， 1993). 과학단지 자체의 고용창 

출효과는 수 천명의 고용을 일시에 창출하는 대기업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고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단지개발로 인한 자본 

투자의 증가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단지의 기술적 도시하부구조가 첨 

단기술부문을 지역내부로 유인하고 신생기업을 창출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은 

다시 고용을 증가시키며， 명백히 ‘경제적’ 자원인 고급노동력이 그 지역에 존 

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P따ry， 1995). 특히 과학단지는 당해 지역 

에 바탕을 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기회를 상당히 높여 준다 

(Perrin, 1988; Fiedler, 1994). 

기업가정신/묘상/창조성이론의 현대적 웅용에 따른 과학단지 개발전략은 

기업가의 밀도와 기업가네트워크의 밀도를 증가시키려는 정책들과 관련이 있 

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지원 제공， 전문적 훈련， 초기자본지원을 통한 잠 

재적 혁신가에 초점을 두거나 전반적인 문화 경제적 환경에 초점을 두기도 한 

다(Bollinger， Hope and Utterback, 1983; Harris, 1986). 

또한 과학단지는 고도의 숙련노동자의 집중 집적경제 많은 연구개발활동 

등에 의해 특징지워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명백한 도구 

로 인식된다. Smilor, Gibson, Kozmetsky 등(1988)은 부와 고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테크노폴리스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네 가지 요인들 - 탁월한 과학기 

술기반 연구업적， 신기술의 개발， 주요기술기업의 유인과 보유， 자생기술기업 

의 창출과 보육 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을 달성하기 위해 결 

정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구성요소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기술개발과 혁신 

적인 사업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양호한(smart) ’ 하부구조의 존재， 유 

능한 인력을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생활환경 둥이다. 

3) 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다른 학습공간， 기술혁신공간으로서의 과학단지의 개 

념에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제도로 단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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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여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산 그 자체보다도 기술혁신과 창 

업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술혁신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지역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술하 

부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단지의 발전은 기업 연구소 대학간의 연계와 협동이 전제되어야 

함으로써 대학의 역할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대학의 사회기여도를 높이 

고 이에 따라 지역발전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게 되며 11) ， 이는 동 

적 도시개발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Goddard. 1995). Hall 등 

(1987)은 과학단지의 발전이 신기술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보화도시로의 발전여건을 조성한다고 보았다. 첨단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정 

보 및 기술교류의 바탕을 통해 연구， 교육， 산업 등 각 부분이 관련 지원서비 

스 부문과 상호 연계됨으로써 지역의 기술 및 수준을 높이게 되며， 그 결과 

도시전체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lecki (1986)는 R&D 기업이 전문화된 노동력， 외부 연구기관의 시설과 

전문가， 사업서비스， 특정 형태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공유， 그리고 R&D 시설 

에 대한 근접성을 통한 기술 및 마케팅정보 구득 등의 이유로 다른 형태의 기 

업보다 지역내에 집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성공 

적인 과학단지와 함께 “부상”하게 되면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R&D부문을 보 

유하게 되어 발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들도 제기되었다. Massey 등(1992)의 연구에서는 과학단지가 

산업과 고용의 지리적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도구로써 추진되어 왔 

으나 현재의 과학단지 형태에서 그 효과는 거의 없으며 (marginal)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변지역에 입지한 첨단기술센터의 

발달역사가 짧아 그 지역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 

만， 미국 주변지역의 첨단기술 센터에 대한 몇몇 사례연구 결과눈 첨단기술산 

업의 성장이 주변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Glasmeier, 1988). 

11) 이는 Silicon V alley, RTP 등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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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대학과 소기업간의 연구연계 잠재력이 실제보 

다 과장해서 언급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Oakey(1985)는 자생적 지역경제성 

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첨단과학단지가 학문세계로부터의 분리신설기업 창출 

(academic start-ups)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R&D 뿐만 아 

니라 생산기능도 권장하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Macdonald(1987) 또한 과학단 

지가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적합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영국 첨단과학단지가 어려운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이 

라고 예측했다. 

산학연계를 통한 과학단지의 조성의의에도 불구하고 과학단지의 개발에 대 

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는 실제 절대적 수에 있어서 

나 또 과학단지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노동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12)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과학단지 설립보다 다국적기업의 분공장유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r:}(Morgan， 1992). 또한 과학단지의 지역경제적 효과에 있어 가능하면 과 

학단지내에 제조활동을 입주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실제로 확산효과 

또는 누적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이는 부품 둥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공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조활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rayson， 1993). 즉 첨단기술발전의 가 

장 결정적인 단계는 그 기업이 전면적인 생산체제로 돌입할 준비가 된 때이나， 

과학단지 입주기업 선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 대기업에 흡수 

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이전해나가게 되어 결국 그 지역경제에서 축적된 기 

술， 고용기회， 기술변화기회 등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이외에도 Sheffield지역 과학단지의 기술이전 사례연구를 통해 소규모의 지 

역기업들은 실제로 신상품이나 신공정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 

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연구개발 과학자나 기술자보다는 장비나 기 

12) 과학단지 개발로 인해 고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학단지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고 많은 

입주기업이 과학단지가 입지한 주변지역으로부터 이전해왔다는 사실에서 고용창출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10년 이상 된 유럽 과학단지의 평균 고용이 1，700명에 불과하 

여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있다<Lond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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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급자들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었 

다. 이와 동시에 과학단지와 같은 물리적인 시설의 존재자체가 성공의 전제조 

건은 아니며， 자족적 cj (self-sustaining)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을 창출할 때 과 

학단지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Townroe， 1997). 

Alvarez-Gonzalez( 1993)는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술단지 13)의 역할을 ‘혁 

신환경의 공간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도구’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지역에나 직 

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지역 

의 혁신환경은 사적 투입요소(혁신적 기업， 사적 부문의 R&D센터， 모험자본) 

와 집합적 투입요소(공공 R&D 센터 교통통신 하부구조)가 형성한 사회적 네 

트워크의 결과로 규정된다고 보았으며 양자간의 조정과 협력은 성공적인 과 

학단지의 전제조건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주체가 작용하는 환경은 공공재 

(public good)이기 때문에 특화된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혁신정보를 상호 원활 

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적 자본과 R&D 신생기업의 창출과 관련 

된 다양한 의사결정자들간에 조정이 필요하며 기술혁신활동에서 생기는 위험 

을 고려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만 과학단지는 지역경제발전의 도구 

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uger와 Goldstein 0 991)은 과학단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공 

간적 범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경제구조， 과학 

단지의 내부조직과 관리， 과학단지와 주요기관(주정부， 지방정부， 대학， 다른 

연구기관)과의 외부적 연계와 당해지역의 기존업체 구성 둥으로 설명하였다. 

지역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지의 조성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더 

라도 여기에는 비용이나 단점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과학단지 

에서는 비숙련노동력을 위한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경우에 가능한 이론은 과학단지가 제한된 지역들에만 비용효율적이며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이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Luger 등 

(991)은 고용창출， 신생기업 창출， 평균임금， 임금수준 변화 등을 포함하는 지 

역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단지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연구단지의 공급이 수요를 

13) 스페인의 경우 과학단지를 ‘기술단지’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과학단지를 언급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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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지역의 조건이 연구개발활동의 성장을 위한 입 

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연구단지 개발을 위한 기회비용이 다른 지역경 

제발전 전략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3. 기술이전 매체로서의 과학단지의 역할 

과학단지의 중요 역할은 대학과의 공식적 • 비공식적 관계 분리신설기업의 

창출， 타업체와의 연계관계를 통한 기술혁신의 확산과 이전의 원활화로 인식 

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적 외적환경변화에 따른 산학연계의 수요증대， 대학 

의 위상변화와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업환경에 

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적 환경의 중요성 증대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Grayson, 1993). 

과학단지와 대학과의 연계관계는 대학이 지역의 혁신능력 발전을 위해 주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지역정책적 측면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여기 

에 대처정부이후 삭감된 대학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대학의 입장에서도 과학단 

지전략을 고려하기 시작함으로써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기존 대 

학의 역할， 즉 “순수연구”와 엄격히 지적인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시각14) 

에서 벗어나 산업부문을 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 

니라 대학의 재정수입을 도모하고 기업가적 교수진을 보유하기 위해， 또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점점 산업과의 R&D 제휴와 파트너쉽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Feller， 1990). 

CURDS(1995)의 연구에서는 산학연계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대해 대학연 

구의 상업적 웅용화， 기존 지역기업 발전을 위한 대학보유 전문가의 이용， 졸 

업생 고용 등을 들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 및 이용은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대학과 산업의 연계는 현대사회의 기반(infrastructure)에 

매우 중요하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단지는 지식과 기술이전기능 

을 수행한다고 개념화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대학과 과학단지의 공식 

14) Klausner, S. Z. , 1988, Dilemmas of usefulness universities and contract research, Paper 

presented to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pril 18(Luger & Goldstein, 19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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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기술이전의 촉진은 

과학단지 개발의 목적이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다. 일반적으로 과학단지를 통한 기술이전의 기여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 

발활동과의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활동간 

의 연계를 이끌어 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모임 · 접촉의 장 마련은 중 

요한 사항이 된다(Perrin， 1988).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이란 연구소에서 시장까지의 선형적 과정을 따라 구체 

화되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발견 

은 단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고， 기술혁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학신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 

다. 미국내 혁신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Feldman 등(1994)은 지역의 

기술혁신능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화의 능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지역적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발견과 상품 

화의 능력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과학단지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학의 연구집단들과 기업이 상호 

협조를 하고 있는 과학단지의 경우 연구인력의 기업참여와 기업의 새로운 분 

야의 투자에 자극을 주게 된다(Fiedler， 1990). 

Luger와 Goldstein(1991)은 대학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세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대학의 유형에 따라 성장유발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상품의 상업화와 분리신설기업 가능성이 가장 많은 유형의 대학을 

가진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적어도 고용성장에 있어서 빨리 성장한 

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구단지와 대학간의 조직적 관계가 중요하여， 대학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단지는 대학과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단지보다 고 

용성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연구단지와 

근접하여 입지하는 기업이 지역대학에 대한 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는 

데， 이는 대학이 지역기업의 규모보다는 구성 또는 구조(mix)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제시하는 견해이다. 

한편 대학과 연구단지간의 시너지가 성장창출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험적으로 연구단지를 통한 대학의 성장유발효과를 보다 일반적인 대학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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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의한 경제적 자극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연 

구단지’가 “성장극”이 아니라 ‘대학자체’가 성장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 와서 이같은 대학연구의 지역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 

다. 그 한 예로 Nelson은 대학의 연구가 “기술적 기회와 사적 R&D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15). Nelson은 대학연구가 생물과학과 관련한 산업의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Bania, Eberts , Fogarty(1987)는 대학연구지 

출이 지역신생기업의 창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Jaffe(l986)는 대학연구 

지출이 기업의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했고， Florax와 

Folmer(1989)는 대학과 지역의 투자유형간의 상관성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모두 대학의 근접성이 “투자를 위한 중요한 입지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 냈다16) 

Surrey 대학의 효과적인 기술이전 전략에는 관련학과로부터의 “연계중개자 

Oink person)" 지정 • 연구자금 제공， 종자돈(seed com fund)의 제공， 대표자 

모임 형성， 대학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정부의 ‘teaching company' 기금 활용， 

공동설비구매 등이 있으며 실제 사례들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 된다(p따η， 1995).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의 연구는 상업화 잠재력이 매우 낮으며， 비탄력적 

인 조직의 성격상 지원서비스 공급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여， 기업과의 인력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대 

학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단지 관리 

경영기구의 적극적 조정이 있어야 하나 다양한 참여주체들간의 이해관계에 대 

15) Nelson, R., 1986, Institutions supporting technical advances in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76(2); 188(Luger and Goldstein, 1991 에 서 재 

인용). 

16) Bania, N. R., Eberts, R., and M. Fogarty, 1987, The role of technical capital in regional 

growth, Paper presented at the Westem Economic Association Meetings, July; Jaffe, A. 

B., 1986,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spillovers of R&D evidence from firms. 

patents profits. and market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76(2) , 984-1001; Florax, R., Folmer, H., 1989,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universities; 

the impact of knowledge production on investments of industη ， paper presented at the 

1989 Meet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Santa barbara, Cali f., Novem

ber(Luger and Goldstein, 1991 에 서 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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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정능력의 부족， 연구성과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수동적 태도 등은 실질적 

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잠재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Greenhuizen. 1994). 

과학단지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인 기술이전의 지원은 가장 어 

려운 목표라고 SPRINT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CURDS ， 1995). 이에 대해 

Paπy(l995)는 소규모의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지역대학으로부 

터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들은 많은 

수의 대학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유럽의 

과학단지 연구에서 Komninos (1992)는 과학단지의 입주기업중 상당수가 대학 

과의 상징적 관계를 기반시설의 이용가능성보다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히 

면서 대학과의 기술연계 및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2007H 이상의 연구단지가 있는 미국의 경우 대학 내에서의 아이디어를 개 

발하기 위해 대학에 의해 연구단지 개발이 주도된 반면 영국의 경우 몇몇 경 

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상업적 단지개발시장의 일부로 개발된 것 

이다(Fazey， 1997). 실제로 Cambridge의 경우 성공의 원인은 캠브리지대학으 

로부터 분리신설하여 아이디어를 상업적 현실에 응용해서가 아니라 세계적 지 

위를 가진 캠브리지대학의 명성이 첨단기술기업체들을 창업하게 하거나 다른 

곳에서부터 이전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대학 

과의 연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학단지의 성공에 있어서 대학 

과의 근접성보다는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구개발활동 연계 

도 대학과 보다는 산업적 R&D와의 연계가 더욱 많다고 지적하였다(Fazey ， 

1997). 

이처럼 연구부문과 기업간의 기술이전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왔다는 지 

적도 있으나 관련대학과 대기업으로부터의 분리신설기업과 같은 장기적 관점 

에서의 효과는 크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LPAC ， 1995).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대학과의 연계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OECD ， 

1997). 한편으로는 대학연구결과가 바로 상업적으로 응용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산업 쪽의 수요는 단기적인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또 대 

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인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연계하기를 

선호하며 기업은 대학과의 연계보다는 산업R&D와의 접근성을 더욱 중요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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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이들 연 

구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연구와의 접근성이 아니라 신용평가， prestige, 대학졸 

업인력pool에의 접근성， 데이터베이스와 도서관에의 접근성， 투자가와 금융의 

측면에서 사용가치의 향상 등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학신과의 선형적 관련성과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이 모든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논리들은 비판받고 있으며， 과학단 

지의 역할과 지역경제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속성과 대학-산업 

간의 관련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Massey， 

et al., 1992). 최근의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가 적정한 상업적 기반에 서 있지 않 

다면 꼭 과학단지내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태리와 다른 나라 

들에서의 경우에도 경쟁적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상적인 기업을 단지내에서 찾 

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과학단지는 상업적 기업을 위한 입지로 이용되어야지 

대학자체가 보유한 기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Q(Allen， 1995). 

4. 과학단지의 발달 

1 ) 세계 과학단지의 발달 

과학(연구)단지의 개발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48년 Stanford 대학내 

의 부지에 건설된 S tanford Industrial Park이 그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 

지는 신설 기술집약적 기업에게 생산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었다. 그 이후 1956년에 오늘날 세계 최대의 연구단지로 알려져 있는 

Research Triangle Park이 설립되었는데 이 단지는 Stanford 과학단지보다 

연구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연구단지의 개발이 활성 

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지， 정부지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원확보 노력，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구조의 변화 등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Luger and Goldstein, 1991). 

미국 연구단지는 세계의 다른 단지들에 비해 대규모로 개발되었는데 Boston 

지역의 MIT17), 스탠포드대학 연구단지， 리써치 트라이앵글 파크 등 세 가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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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개의 과학단지 발달에는 세계적인 대학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Boston의 첨단기술부문 발달은 자생적이었지만 

스탠포드 단지는 Terman교수에 의해 비롯되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하나의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Boston은 DEC가， Stanford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Hewlett Packard, 후기에는 Fairchild가 그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숙련과학자나 엔지니어에게 스핀오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리써치 트라이앵글은 전형적인 도시형 개발로서 대기업과 주요 연구개발시 

설에 의한 기업설립에 토대를 두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세 개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계획된 것으로 초기에는 발달속도가 느렸으나， 1965년 IBM이 주요 연 

구시설을 입지시킴에 따라 9，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이후 급속한 발전 

의 계기로 작용했다18) 

상기한 미국의 사례로 보아 과학단지 발달에는 단일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다. 즉 자생적인가 또는 계획적인가에 따라， 쾌적한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세계적인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대학과의 연계없이 발달하 

는가에 따라 단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학단지와 테크노폴의 조성에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 일본， 프랑스， 

네멀란드 등과는 다르게 미국의 연방정부는 연구단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는 않았다(Luger and Goldstein, 1991).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지역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형성과 

정의 빈 공간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메워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야 했으며 그 결과 1960-70년대의 보조금에 

기반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198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적， 전략적 

접근을 도모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단지는 1982년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1948년 최초의 연구단지가 설립된 이후 미국의 연구단지 개발은 약 20년간 

17) 보스턴의 MIT 대학은 대학스탬이 주중 하루플 자문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 

며， 이는 디자인과 개발로 이어져 창업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8) 이러한 점에서 소규모기업에 초점을 두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보다는 프랑스의 테크노폴이 

나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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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백기를 가지다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대 

학이 연구단지의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80년대 이전 20 

개에 불과하던 미국 연구단지의 수는 80년대 들어 1077R 가 개발되었으며， 90 

년이후 307R 가 추가로 개발되어 1995년 현재 157개의 연구단지가 개발되어 있 

다19) 

1980년대 이후 연구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된 것은 미국내 경제여건의 변화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초기와 달리 1980년대부터 대학이 연구단 

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인구학적， 공공정책적 요인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20) 경제적 여건변화 중의 하나는 외국과의 

경쟁심화에 대한 대응으로 신제품과 선공정 및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 

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기초연구에 있어 대학의 지원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을 매우 

중요시 하는 첨 단기 술 및 그 관련산업 들이 국가 산업 구조의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과 서비스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성장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술변화가 고용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인식 

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적 요인 역시 산학연계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즉 1980년대 중반 노동력 공급의 감소에 따라 공정혁신에 대한 수 

요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중요시하게 된 기업들의 태도 

변화와 대학의 재정 압박에 따른 대안적인 수입원 모색 등이 산학연계를 강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독 

점법의 적용에 따른 합작 연구투자의 촉진， 대학의 특허권 보유허가， 대학에 

지원한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산업계와 학계간에 존재하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 Amirahmadi와 Saff( 1993)의 연구에서는 1991년 현재 2857ß소의 연구단지가 개발 · 운영중 

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Nijkamp(1994)는 미국 연구단지를 약 80-90개소로 보고 있다. 이 

처럼 각국의 연구단지 개발 현황에 대한 평가는 연구단지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 ULI, 1985, Research Parks and Other Ventures : The University Real Estate Connection, 

Washington D. C. : Urban Land Institute. (유영휘， 류승한， 1995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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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연 구 단지 협 회 (Association of University Related Research Parks) 에 의 

하면 1995년 현재 미국 연구단지 약 157개 중 1/4이 기술보육센터를 가지고 

있다(Fazey ， 1997), 미국 연구단지의 25%는 대학이 소유하고 있으며， 16%는 

주 또는 지방정부가， 23%는 비영리조직이 소유하고 있다， 15%는 사기업에 의 

해 그리고 나머지 21%는 공적-사적 조인트벤처가 소유하고 었다. 미국의 연 

구단지는 전반적으로 규모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주에 속하는데， Luger와 

Goldstein(1991)의 조사에 의하면 연구단지의 평균규모는 약 72만평으로 나타 

났다. 이들의 입지를 보면 85%에 해당하는 연구단지가 대도시지역에 입지하 

고 있으며 이 중 45%가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연구단지는 상이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국적 모델이며 독일， 그리스， 스칸디나비아지역의 연구 

단지가 이에 속한다. 또 하나의 유형은 프랑스의 모벌이며 벨기에와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미국 연구단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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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x축은 설립년도이며， y축은 단지수를 의미함 
출처 : Mian(1997) , p. 54. 

〈그림 3-4> 미국 연구단지의 발달 

프랑스의 경우는 영국 과학단지와 그 성격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프랑스 

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크노폴이라는 용어는 연구단지와 첨단산업지대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1988년 현재 43개의 테크노폴이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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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노폴은 영국 과학단지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 대부분이 300-400ha의 규모 

이다. 테크노폴의 개발은 침체도시의 산업구조개편이나 새로운 산업공간의 조 

성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는데 주로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대학 등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영국 과학단지가 주로 첨단기술 신설기업의 입주를 유도하 

는 반면 프랑스의 테크노폴은 개발초기에는 기존기업，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 

발부서， 대규모 공공연구소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역연계망의 

형성， 하청 및 분리신설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점차 인큐베이터의 기능을 강 

화하면서 소기업의 입주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었다. 

독일의 경우는 연구단지보다는 기업혁신센터나 창업보육센터의 건설이 보 

다 일반적이다. 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는 10-307ß 정도의 기업을 위한 건 

물로 입주기업들에게 회의실이나 기타 공공서비스 등의 공급은 물론 경영， 재 

정， 판매， 기술서비스까지 공급하며 이들 중 일부는 소규모 연구단지로 발전하 

기도 한다. 이미 1987년 이러한 유형의 단지가 43개소 건설되어 운영중이며 

이와 유사한 수의 단지가 건설 중에 있었다(Komnimos. 1992). 연구단지가 창 

업보육센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단지내 입주기업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는데 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중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분리신설 

된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achen단지의 경우 입주기 

업 전 체 가， Berlin, Karlsruhe, Hannover, Heidelberg의 경 우 50% 이 상의 입 주 

기업이 바로 이들로부터 분리신설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지의 개발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며 연방정부는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단 

지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만 단지내 첨단소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 

문에 이에 관심을 둘 뿐이다(Hilpert and Ruffieux, 1991). 

이탈리아의 경우는 매우 늦게 과학단지의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1984년 남 

부 이탈리아의 Bari에서 설립된 Technopolis Ortus Novous가 효시로 알려져 

있다. 부지면적 4ha의 이 단지는 전통적인 과학단지의 개념에 부합되는 유형 

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외의 기존 기업 유치와 소기업 유치를 공히 강조하고 

있다(Komninos ， 1992) , 이 단지의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대학이었다. 이탈리아의 과학단지 개발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정 

부의 지원이나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는 남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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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의 공업집적지역인 북부지역에서의 개발은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주 

도되었다. 

〈표 3-3> 유럽의 과학단지현황 

나 라 자료년도 과학단지의 수 업체수 르fEE; 。t걱내 R τ코l -J「‘

오스트리아 1993 287H 기술혁신센터 350(기업체수) 2,800 
45(연구기관) 

벨 기 어| 1988 8개 과학 단지 68 4,000 

덴 마 크 1995 5개 단지 180 1.025 

핀 란 드 1994 9개 단지 800 8.000 
I工 Ec그L λ 1995 35개 단지 7.160 145,834 
드-늠「 일 1992 1247H 기술센터 
그 리 」‘ 1995 4개 단지 41 690 

아일랜드 1993 1 개 단지 90 2.400 
이탈리아 1997 23개 단지 147 6,900 
네멀란 I 1993 7개 과학단지 280 3.000 

포르투갈 1995 4개 단지 

스 페 인 1995 15개 과학단지 311 8.307 

스 웨 덴 1995 13개 과학단지 500 8,000 
。ζ~ 국 1995 46개 과학단지 1.250 23,229 

자료 European Commission, 1996.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ltaly , 1997(OECD, 1997에서 재 인용) . 

스페인의 연구단지 개발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1983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각각 7~120ha에 달하는 6개의 단지가 개발되었다. 스페인의 연구단지 개발전 

략은 단지의 개발에 있어 다국적기업과의 제휴를 꾀하고， 그 입주대상으로 대 

규모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존기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개발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스페인 연구단지 개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단지 

내에 새로운 산업의 개발 촉진보다는 기존 전통부문의 신기술 도입을 더욱 강 

조하고 있 다는 점 이 다(Komninos ， 1992). 

최근 유럽지역외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시 과학단지의 개발이 활성 

화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과학단지의 개발이 가장 일찍 개발되고， 가장 활발 

한 나라는 일본이다. 쓰쿠바 과학도시를 최초로 시작된 일본의 과학단지 개발 

은 리써치 트라이앵글 파크 등 미국의 경험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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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단산업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선진공업국 중 가장 추진력있게 정책을 펼 

쳐 나간 일본은 1983년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여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구상은 지역의 문화 및 전통과 

풍요로운 자연에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을 도모하여 塵學住.가 조화된 도시개발 

을 실현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개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이외에 싱가포르와 대만이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과학단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구에 비해 아시아의 과학단지 개발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 

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보통이다. 싱가포르에서 과학첨단단지가 개발되기 시 

작한 것은 1980년대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인근에 위치한 Singapore Science 

Park을 그 효시로 한다. 현재 1단계가 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20ha의 지역에 연구개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2단계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21) 

대만은 1979년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공업원구설치관리조례」를 공포하였으며， 1980년 

12월 신죽과학공업단지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개발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싱가포르와 대만은 성장극으로서의 연구단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연구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 

며， 순수 연구개발기능이 아니어도 기술집약적 기능일 경우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과학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996년 

현재 가장 큰 연구단지는 미국의 리써치 트라이앵글 파크로 단지내의 고용이 

34，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역시 미국의 연구단지가 차지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구단지의 수에서는 세계 2위이나(Amirahmadi and 

Saff, 1993) 규모면에서는 미국의 연구단지에 비해 이노베이션 센터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영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캠브리지 과학단지로 

1996년 현재 827n 의 기업이 입주하여 2，856명을 고용하고 있다. 

21) Jurong Town Corpora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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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과학단지 현황 
(단위 : 개， 명) 

과 학 단 지 명 설립년도 업체수 종업원수 
평균규모 
(종업원수) 

Standard Research Park, 미 국 1951 162 26.000 160 
Research Triangle Park of North Carolina, 미 국 1959 71 34.000 479 
Charleston University Research Park, 미 국 1968 29 12.000 414 
Metro Tech., 미 국 1986 18 14.000 778 
Irvine Spectrum, 미 국 1978 2.000 32.000 16 
Louislana Biomedlcal and Development Park, 미 국 1991 20 15,000 750 
Sophia Antipolis, 프랑스 1969 1.034 16,200 I 16 
Cambridge, 영 국 1970 72 3.600 50 
Tetrapole, Grenoble, Is é re, 프 랑스 1972 600 12.000 20 
Nancy Gracious innovation, 프랑스 1977 250 15,000 60 
Villeneuve 0’Ascq Technopole, 프 랑스 1988 2.497 22.259 9 
Milano Centrale Servizi, Milan, 이 태 리 1985 40 5.000 125 
Area Science Park, Trieste, 01 태 리 1982 35 790 23 
Technopolis. Bari. 01 태 리 1984 43 600 14 

자료 European Commission. 1996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Italy(APSTD , 1997(OECD, 1997에 서 재 인 용) . 

2) 우리나라 과학단지의 발달 

과학단지의 개념에 상응되는 우리나라의 단지개발은 대덕연구단지를 그 사 

발로 한다. 1973년 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1992년에 완공된 대덕연구단지는 1997년 현재 50여 개 이상의 연구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연구기관들을 한 지역에 결집시켜 연구도시로서의 기 

반을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나， 연구기관간의 시 

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혁신환경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생산시설이 

단지내에 병존하지 않아 연구결과로 얻은 기술혁신의 상업화를 기대하기 어려 

워 실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인식들이 지배책이었다22) 。 이 

에 대해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의 분리신설기업 창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한다(정준호， 1995). 

22)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Castells and HalH1994) , p. 63; 유완종(985); 김원 (986); 

한표환(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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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의 전국토 기술지대망에 대한 구상과 거점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7개지역에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국가공단으로 개발된 광주와 지방공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산， 

대구， 전주， 청주， 강릉 첨단과학단지가 이에 속한다. 

〈표 3-5> 첨 단과학산업 단지 현 황 

지역 단지명 내용 i 광주첨단 .1997년 현재 2，085천 m2 규모로 18개 업체 입주 
고。}즈 li 과학기술연구단지 

· 총 19.338천 m2 규모로 2001년까지 2단계 계획중 

대구 t 
대구과학 · 총 3，439천 m2 규모로 기반시설공사 완료(‘97. 1) 
산업단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둥을 유치업종으로 계획 f 

~ 즈 li 
오창과학 · 총 9，442천 m2 규모로 1997년 4월에 단지조성공사 착수 

산업단지 .2001년까지 조성계획 

전주 
전주과학 · 총 3，205천 m2규모로 1991년부터 조성하여 1997년 10-월 l 

산업연구단지 현재 분양시작， 분양실적이 미미 

부산 
부산과학 · 총 4，470천 m2 규모，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 l 

산업연구단지 · 산업，연구，교육기능이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목표 l 

강릉첨단 · 총 3，970천 m2규모 
b'-.르 C그르 

과학산업연구단지 . KIST 분원 유치 노력 
대전첨단 · 총 4，263천 m2규모 

대전 
과학산업단지 · 대덕연구단지 보완기능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1997) 인천광역시(1997). 

이중 1990년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조성하고 있는 광주는 연구소의 신설 

대신 기존의 대학부설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지구성계획을 갖고 있으며， 

연구기능과 더불어 생산기능까지 포괄하는 전형적인 테크노폴리스를 지향하고 

있다. 광주첨단기술단지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연구하부구조의 

미비， 리더쉽 결여， 주체들의 의지부족， 정책방향과 관련 개발주체간의 네트워 

크 미비， 산학연체제의 미비， 지방정부의 역할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인 

환， 1997). 그외 지방공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각 지역의 첨단기술산업단지 현 

황은 앞의 <표 3-5>와 같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다른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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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단지도 인천종합환경단지 경기 농업연구단지 충북오송보건의료과학 

단지， 경남 창원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춘천첨단산업연구단지 등이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이후 산 · 학 · 연 협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나타난 일부 대학 중심 산학협동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동향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추진중인 산업기술연구단지 즉 테크노파크의 추진 등이 과학단지 개 

발흐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학중심의 산학협동연구단지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KAIST의 TIC/ 

TBI23) , 포항공대， 경북대 등이 건립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1998년 현재 

6개의 테크노파크가 개발추진중에 있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을 계획중이다. 테크노파크의 개념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연구가관， 

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방의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 · 학 · 연의 연구개발자원을 한데 모아놓은 신기술 연구개 

발단지’를 일걷는다24). 개념상으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과학기술처 및 지방자 

치단체가 추진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보다는 ‘과학단지’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이도 광의의 과 

학단지 개념에 해당되는 개발형태라고 볼 수 있다25). 

23) TIC(Technology Innovation Centre, 기술혁신센터)는 대학캠퍼스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자원을 공동 투입하여 기업화를 목표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하며， TBH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기술창업보육센터)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곳을 의미한다. TBI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즉 창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TIC와 구분된다(배종태， 1998) 
24) 매일경제， 19~}8. 11. 11. 
25)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대학연구단지， 창업보육센터 등 

은 산학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며 다만 규모나 추진주체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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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영국 과학단지의 발달과 현황 

1. 과학단지의 발달과 지역별 분포현황 

1 ) 과학단지의 발달 현황 

영국 과학단지 개발은 미국 연구단지의 개발보다 약 20년이 넘은 1970년대 

초반 Cambridge Science Park을 효시로 시작되었고， 같은 해에 Heriot-W att 

University Research Park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설립되었다. 영국 과학 

단지의 설립이 본격화된 것은 두 시범적 과학단지가 개발되고 난 후 10년이 

넘는 실험기를 거친 이후인 1983년부터이다. 

영국의 과학단지는 미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기 시작했지 

만1) 외형이나 규모면에서 미국의 기술혁신센터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영국의 과학단지 개발은 첨단기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이기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의 지역실업 해소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였다(Monck， et 

al.. 1988). 

1960년대 이후 30년간 생산과 고용부문에서 모두 쇠퇴를 경험한 영국경제 

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영국 계급구조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산업내 기술적 

다이나미즘의 결핍과 그로 인해 과학적 발견이 상업적 응용화로 실현되지 못 

하는데서 찾았다2) 

1960년대 수상이었던 Harold Wilson부터 Thatcher에 이르기까지 위의 문제 

를 주요과제로 인식했고 결국 산업과 학문을 서로 연계시키고 특히 기초과학발 

1) 흔히 실리콘밸리와 Route 128지역에 영국 과학단지 아이디어의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 두 
지역의 발달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너무 과장되어 일반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쟁적인 자본주의 기업가정신과는 거의 상관없는 방위산업 계약 

과 다른 분야의 국가 지출이 이 두 지역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이들 요인은 많은 

나라의 첨단기술산업 발달에 중요한 축을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다(Saxenian ， 1985; 

Saxenian , 1989). 
2) 영국 계급구조상 귀족적 계급의 문화적 속성은 만드는 것을 경멸하고 μ도시주의적이며 실 

제적 · 물리적 생산을 담당하는 낮은 사회적 지위의 계급 즉 엔지니어를 경원시하였다. 이들 

은 또한 실제 현실세계와 공상적인 학문세계간의 통합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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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상업화를 보다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3) 

영국 최초의 과학단지인 캠브리지과학단지는 1970년대 초 캠브리지대학내 

Trinity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전까지 대학내의 토지가 산업개발을 위 

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산업정책의 평가를 위하여 설 

립된 Mott Committee에서 연구 및 첨단산업의 발전이 대학전체의 발전에 도 

움이 된다고 보고 대학이 보유한 과학자와 설비 및 도서관의 이용을 극대화 

함은 물론 산업으로부터 연구소로의 피드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캠브리지 내 

에 지식집약적 산업의 적절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Grayson, 1993). 

캠브리지 과학단지가 설립된 같은 해에 Heriot-Watt대학의 신설 캠퍼스 내 

에 제2의 과학단지가 개발되었다. Heriot-Watt 과학단지는 캠브리지 대학에 

비해 입주자의 선정절차가 엄격하였다. Heriot-Wattt:B학은 산업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는데， 과학단지의 건설 역시 이러한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r:}(Monck， 

et a1, 1988). 캠브리지 과학단지와 마찬가지로 Heriot-Watt단지 역시 타 기관 

이나 정부의 지원없이 대학의 기금과 분양대금을 이용하여 개발이 이루어졌으 

며， 1980년대 중반 스코틀랜드 개발기구(Scottish Development Agency)의 지 

원에 의해 단지내에 소규모 창업보육시설이 건설되었다. 

초기의 2개 단지 개발 이후 10여 년동안 과학단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는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의 대학들 가운데 자신들이 보유한 부지를 산업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사회전체적으로 신기 

술의 발달이 미약하고 소규모 첨단기업의 신설 역시 부진하였기 때문에 대학 

과의 연계 및 과학단지에 대한 수요 자체도 높지 않았던 때문으로 Monck 등 

(1988)은 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전통산업 부문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 

하여 대량실업 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첨단기술이 부의 창출 

3) Massey 등(1992)은 윌슨시대 초기 과학단지발달에 대한 논의에서 명백한 기숲관료적 

( technocratic)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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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인과적 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대학 

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기 시작하여 대학들은 소득창출의 방법을 강구하 

게 되었으며， 그 하나가 학문과 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이윤의 추구였다. 또한 지 

방정부들， 특히 이러한 산업구조개편의 영향을 가장 첨예하게 받은 미들랜드와 

북부지방의 지역들은 과학단지개발을 첨단기술기업 지방유인의 한 수단으로 간 

주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시기 과학단지 발달의 붐을 가져온 또하나의 

이유는， 정책입안가들이 소규모 신기술기반기업(New Technology Based SMEs) 

을 산업부홍화의 결정적 요소라고 모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경기가 침 

체기에 들어섬에 따라 과거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수행되던 연구개발을 축소하 

기 시작하였고， 역으로 새로이 들어선 첨단산업 분야의 소기업들은 국제경쟁하에 

서 생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낌으로써 연구수요가 진작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과학단지 개발이 추진되었고， 1982년 

Merseyside 과학단지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1983년 7개， 1984년에 8개 단지가 

개발되어 1982년에서 1990년까지 총 32개의 과학단지가 개발되었다. 이처럼 80 

년대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던 과학단지 개발은 90년대 이후 한해에 2-3개씩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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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KS PA (1 996) 

〈그림 4-1> 과학단지의 발달(과학단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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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단지 형성에 공헌한 요소들을 Carter( 1989)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CD 산업의 침체와 그에 따른 고용 및 부의 창출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성장산업의 신생 기업들을 양육할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점，(2) 

대학이 산업에 보다 더 관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증대에 따라 기술이전을 장 

려할 필요가 생기게 된 점，@ 대학으로서는 교수의 연구와 졸업생의 고용이 

라는 측면에서 교내 산업관련 연구를 장려할 이유가 생겼으며， 분리신설기업 

의 부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규모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생기게 된 점，@ 

대학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대학이 보다 ‘상업화’하게 됨에 따라 대학부지 

를 소득창출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점 @ 생산품의 질과 그 

에 따른 생산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산업측면의 요구에 따라 대학내 부속 

시설과 과학， 기술적 지식을 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표 4-1> 연도별 과학단지 설립현황 

연도 연 구 단 지 명 단지수 

1972 Cambridge, Heriot-Watt 2 
1982 Merseyside 1 
1983 Aston, Leeds, Listerhills(Bradford) , West of Scotland(Glasgow) 4 

1984 
Chilworth(Southampton), East Anglia, Highfields(Nottingham) , 

8 Loughborough, Manchester, Newlands(Hull), Warwick, Surrey 
1985 Abervstwyth, Durham, Newtech(Clywd) , South Bank, Sussex 5 
1986 Antrim, Birmingham, Bolton, Brunel. Kent, Stirling, Swansea 7 
1987 Cardiff, Keele, St .Johns(Cambridge) , Bangor 4 
1988 Aberdeen, Belasis Hall , Salford, Sheffield, Sunderland, Wrexham 6 
1990 Reading , 
1992 Cranfield (Bedford) , Oxford, Westlakes 3 
1993 York, Newcastle, Winfrith 3 
1994 Preston 1 

1996 
Edinburgh(Bush) , London(Dartford) , Scottish Enterprise, Snowdonia, 

3 
Wolverhampton, 

자료 : UKSPA 0 996) 

1996년 현재 51개의 과학단지가 개발되어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이며， 1985 

년 301 개에 불과했던 과학단지 입주기업수는 96년 현재 1 ，367개 업체로 증가 

했다. 1996년 현재 영국 과학단지내 전체 종업원수는 25，278명으로 업체당 평 

균 종업원수는 18.5명에 지나지 않아 주로 소규모업체가 입지해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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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미국 연구단지 특성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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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KSPA(996) 

<그림 4-2> 과학단지의 발달(입주기업수 기준) 

입주기업의 증가를 <그림 4-2>에서 보면 1985년 이후 1990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는 완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수 

도 1985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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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KSPA(1996) 

<그림 4-3> 과학단지의 발달(입주기업 종업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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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의한 고용증가추이를 <그림 4-3>에서 보면 1985년 총 3，800명 

이었던 종업원수가 1996년에 약 25，00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4--2>에서 보듯 

이 Cambridge, Surrey 단지의 종업원수가 각각 2，500명， Warwick 단지가 

1 ，800명， St. John's가 1 ，000명으로 과학단지 중 비교적 큰 단지들이다. 

<표 4-2> 과학단지별 입주기업 및 종업원수 
(단위 : 개소， 명) 

과학단지 입주기업수 르는§5Er e tj{ τ 。코냐 -끼「‘ 평균고용 

Reading 12 70 5.8 
Stirling 40 350 8.8 
Warwick 84 1.800 21.4 
Wolverhampton 26 200 7.7 
Surrey 83 2.500 30.1 

Chilworth 31 500 16.1 

Cambridge 66 2,500 37.9 
Oxford 40 650 16.3 
St Johns 70 1,000 14.3 
Roslin 5 400 80.0 
Manchester 40 400 10.0 
Aberdeen 42 700 16.7 
Sheffield 45 225 5.0 
Cranfield 1 300 300.0 
York 21 392 18.7 
Brunel 34 293 8.6 
Elvingston 7 28 4.0 

자료 : 각 과학단지 관리자의 e-m머l 응답으로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1997년 현재임4) 

과학단지 전체의 절대적 규모로 볼 때 지역고용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단지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과학단지 고용증가율 

이 평균 제조업의 증가율보다는 훨씬 높다는 연구(Paπy， 1997) 등이 과학단지 

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4) 영국과학단지협회에서도 단지별 종업원수에 관한 자료 구득이 어려워 각 과학단지 관리자 

에게 e-mail을 보내 수집가능한 자료만 모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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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주체와 설립목적 

과학단지의 개발은 어느 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 

분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과학단지의 개발주체는 일 

반적으로 토지와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둥교육기관; 도로， 전기공 

급， 상 · 하수도， 조경 등의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중앙(또는 지방)정부; 그리고 

입주기업에 임대건물을 제공하는 개발기구 은행 및 민간기업 등이 있다. 

〈표 4-3> 과학단지 개 발주체 

구 ..!::‘-,-j- 대학 단독 
대학+ 대학+ 대학+지방정부 사적부문 
지방정부 지역개발기구 +사적부문 -?「〈 도 

Brunel, Birmingham, Aberdeen Aston, Belasis 
Cambridge, Loughborough, Aberystwyth, Cardiff, Hall 
St. John's, Highfields Antrim, West of S 0 u t h 
East Anglia, (Nottingham) , Scottish Scot1and, Bank 
Heriot-Watt, S taffordshire, Enterprise, Leeds, Newcastle, 
Surrey, Tamar{ Plym Swansea, York, Harefield, 

과학단지명 
Reading , outh) , Snowdonia London, Oxford 
Chilworth, Warwick, Manchester, Preston 
Cranfield, Wolverharrφton Sheffield 

Listerhills Stirling, 
(Bradford) , Winfrith, 
Newlands Wrexham, 
(Hull) , 

Durham 
단지수 9 10 6 10 6 

자료 : UKSPA(996) 

<표 4-3>에서 보듯이 영국 과학단지 개발에 대학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는 

전체 41 개 과학단지 중 9개로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대학과 지방정부， 지역개 

발기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가 15개로 전체의 36.6%를 차지한다. 대학과 지 

방정부， 사적부문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는 107H 단지로 전체의 24.4%를 차지 

하며 사적부문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과학단지는 6개이다. 이 가운데 이전의 

English Estate를 이어받아 정부의 산업구조 재편과 투자유치 전략을 주 활동목 

표로 하는 English Partnership이 개발에 참여한 단지는 Bradford의 Listerhills 

과학단지와 Belasis Hall. Newlands 단지 등이다. 

각 개발주체가 과학단지의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위의 표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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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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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듯이 대학은 과학단지 개발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임을 알 수 있 

다5) 과학단지 개발에 대한 대학의 참여 및 지원은 대학내 의사결정자의 요구 

와 기업과 산업 및 연구의 상업화에 대한 대학의 태도， 대학문화 및 전반적 

분위기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 과학단지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대학들은 1960년대에 설립된 소규모 대학들로 응용과학분야가 

매우 강하거나 정부의 대학 보조금 삭감조치에 영향을 받은 곳들이다6). 

영국내 과학단지중 초기에 건설된 Cambridge와 Heriot-Watt단지가 대학에 

의해 단독으로 개발되었으며， Surrey 과학단지의 경우 대학이 계획을 수립하 

여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였고， Chilworth, Brunel 등은 대학의 자금과 은행 

융자를 통하여 초기의 개발자금을 충당하였다. 하지만 대학이 은행융자나 자 

체자금을 이용하여 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상승폭이 빠르고， 

투자전망이 양호한 지역에 국한되었고， 따라서 대학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 

된 단지는 주로 남부 일부지역에 집중되었다. 

공공개발기구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된 과학단지의 대부분은 주로 북 

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 

부가 과학단지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 

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공공개발기구들이 과학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고 개 

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7). 이들 기구들에 의한 과학단지 개발에서는 개 

발기구에 의해 기금이 마련되고 관리되었으며， 대학이나 지방정부는 이를 지 

원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5) 과학단지 개발에 대학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의 단지로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데， 

각 단지별 개발주체는 다음과 같다. Belasis Hall 과학단지는 ICH화학기업)와 English 

Partnership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Harefield Medipark은 Harefield 병원과 사기업이 파 

트너로 개발하였다， Preston은 DTI와 EC의 지원으로 지방정부와 British Aerospace p1c라는 

사기 업 이 공동으로 개 발하였으며 , South Bank는 Prudential Corporation이 라는 사기 업 에 의 

해 단독으로 개발되었다， Wavertree는 리버풀시와 English Partnership이 공동으로 개발하였 

으며. Westlakes 과학단지의 경우 West Cumbria 개발기금과 농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 공동 

으로 개발하였다. 
6) 실제로 8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인 대학들이 과학단지의 건설에 관계되어 있지 않거나 건 

설계획이 없는 경우는 6개 정도였다(CURDS ， 1995) , 

7) English Partnership, 스코툴랜드 개발기구， 워l 일즈개발기구 등이 참여한 과학단지 개발이 

18개 단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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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개발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개입정도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성향 

이나 지역내 대학의 특성 및 가용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에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자본에 의해서만 과학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고， 여전히 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또 

한 대학의 역할 등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지역의 차이를 입지계수로 분석한 연구에 

서 알 수 있듯이 민간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한 지역은 남부지역이며， 

이는 민간자본가들의 투자가 입주가능한 기업이 많아서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q.(Massey， et al., 1992). 

일반적으로 사적 민간기업(개발기구와 은행 포함)은 자산개발(property 

development)로 발생하는 이윤의 획득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촉진 및 입주기업들로부터의 수입의 보전 등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또한 

대학은 자산개발에 따른 이윤획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촉진 

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문 또는 연구계약 

으로부터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용과 부를 증가시켜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Aston Science Park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18세기 Birmingham 산업 

발전의 초기부터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자라온 Lloyds Bank가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단지의 모험자본으로 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였으며 대학은 학문의 세 

계와 산업 · 상업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범위의 소규모 신생 기술 

지향적 기업의 형성과 발달을 도모하여 Birmingham의 고용전망을 향상시키고 

West Midlands의 경제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표였다. 

한편， 내부도시지역의 활성화와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단지들은 Birmingham, 

Merseyside(Li verpool) , Manchester, Listerhills(Bradford) 등 이 며 , 지 역 개 발 기 구 가 

과학단지 설립에 적극적 지원을 보인 단지들은 Durham, Sheffield, Coventry, 

Newtech 등이 있다(Grayson， 1993).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과학단지 개발의 목적은， 국가에 따 

라서도 다양하며 개발주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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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단지 개발에 참여했던 관계자들(관리주체와 후원자들)에 의해 표명 

되었던 조성목적들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들은， 각 

과학단지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산업의 연계와 기술이전의 촉진， 둘째， 신생기업 

의 창업 촉진， 셋째， 첨단기술Oeading-edge technologies)관련 기업의 유인， 넷 

째， 신규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c서모 Z 
....L.. O" 

대학과의 
연계 및 
기술이전의 
촉진 

신생기업의 
창출 

첨단기술 
기업의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표 4-4> 과학단지의 조성목적 

세부언급내용 

고등교육기관들과 산업사이의 연계 도모 
학계 기관들에서 단지기업들로의 기술이전 도모 
학계 연구성과물의 상업화 
고등교육기관들과 산업과의 ‘연관성’ 증대 
단지내 선도기업 R&D결과에 대한 학계기관들의 접근성 증대 
학계 산업수요 평가의 제고 
고용창출 및 학계구성원들에 대한 자문기회 부여 
학계 기관의 소득 창출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학계 기관의 이미지 제고 

신기술기반기업 (NTBFs)의 신설촉진 
학계로부터 분리신설기업의 창업촉진 
기업가적인 문화의 형성 

기존 NTBFs의 성장장려 
미래기술의 장려 
실리콘 밸리， 휴렛 팩커드의 신화 재생산 
내부투자 및 R&D 유치 
과학기반 기술혁신의 촉진 

기업들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새로운 직종의 지역내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쇠퇴지역의 이미지 제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재편 
R&D시설， 투자， 혁신의 지역불균형 시정 

인식의 변화 유도 
신뢰감 구축 
투자자본에 적절하고 안전한 수입 제공 

출처 : Massey, et a1. (992)을 재 구성 함. 

3) 과학단지의 지역별 분포현황 

본 절에서부터 분석될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설문응답업체는 총 2727R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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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별 회수율은 <표 4-5>와 같다. 

〈표 4-5> 모집단과 설문집단간의 단지별 비교 

과 학 단 지 

Aberdeen Science & Technology Park 
Aberystwyth Science Park 
Antrim Technology Park 
Aston Science Park 
Belasis Hall Technology Park 
Birmingham Research Park 
Brunel Science Park 
Cambridge Science Park 
Cardiff Business Technology Centre 
Chilworth Research Centre 
Dartford Science Park 
Durham Mountjoy Research Park 
Harefield Mediparc 
Heriot-Watt University Research Park 
Highfields Science Park 
Imperial Park 
Listerhills Science Park 
Loughborough Technology Centre 
Manchester Science Park 
Menai Technology Enterprise Centre 
Merseyside Innovation Centre 
NEL Technology Park 
Newcastle Technopole 
Newlands Science Park 
Newtech Science Park 
The Oxford Science Park 
St John’s Innovation Park 
Sheffield Science Park 
South Bank Technopark 
Stirling University Innovation Park 
The Surrey Research Park 
University of East Anglia Science Park 
University of Reading Innovation Centre 
University of Swansea Innovation Centre 
University of Warwick Science Park 
Westlakes Science and Technology Park 
West of Scotland Science Park 
Wrexham T echnology Park 
York Science Park 

합 계 

자료 : UKSPA(1996) 

전체 사업체수 

36(3.5) 
16(1.6) 
7(0.7) 

76(7.4) 
76(7.4) 
17(1 .6) 
26(2.5) 
74(7.2) 
14(1.4) 
28(2.7) 

1(0.1) 
18(1 .7) 

1(0.1) 
32(3.1 ) 
40(3.9) 
4(0.4) 

22(2.1 ) 
100.0) 
18(1 .7) 
7(0.7) 

15(1 .5) 
34(3.3) 
180.7) 
150.5) 
130.3) 
33(3.2) 
61(5.9) 
27(2.6) 
45(4.4) 
190.8) 
63(6.1) 
5(0.5) 

100.0) 
120.2) 
72(7.0) 
110.1) 
200.9) 
34(3.3) 

1(0.1) 
1031000.0) 

(단위 : 개소， %) 

설문 사업체수 

11(30.6) 
4(25.0) 
6(85.7) 

1408.4) 
17(22.4) 
6(35.3) 
8(30.8) 

30(40.5) 
4(28.6) 
6(21.4) 

7(38.9) 
1000.0) 
13(40.6) 
13(32.5) 

303.6) 
3(30.0) 
5(27.8) 
3(42.9) 

1(6.7) 
504.7) 
5(27.8) 
5(33.3) 
2(15.4) 
8(24.2) 
70 1.5) 
7(25.9) 
6( 13.3) 
9(47.4) 

13(20.6) 
2(40.0) 
5(50.0) 
5(41.7) 

18(25.0) 
4(36.4) 
6(30.0) 
9(26.5) 

271(26.3) 

지역별 과학단지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1996년 현재 업 

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과학단지를 표준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39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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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중 8개가 남동지역에， 6개가 웨일즈에， 5개가 스코틀랜드에 분포하는 등 

과학단지수로 보면 대체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사업체수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전체의 33.7%에 속하는 347개 업체가 ‘납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Kilometers 

<그림 4-4> 지역벌 과학단지 분포현황 

과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유형에 따른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의 

56%가 지원지역 8)에 분포하며， 40%가 도시 내에 입지하고 있다9) 

8) 영국은 일찍어 전체지역을 특별개발지역 (Special Development Area), 개발지역 (Develop

ment Area) 등의 지원지역과 그 외 지역 즉 비지원지역 (Non-assisted Area)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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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입주기업 전체모집단과 설문기업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 

로 지역별로 유사하며， 남/북지역별 비중도 북부지역의 경우 각각 66.3%. 

68.3%로 나타나 설문업체수의 남북 분포가 모집단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표 

4-6> ). 

〈표 4-6> 표준지 역 별 과학단지 분포현 황 
(단위 : 개소， %) 

표준지역 과 학 단 지 단지수 사업체수 설문사업체수 j 

North 
Belasis Hall, Durham, Newcastle, 

4(10.3) 123(11.9) 33(12.2) 
Westlakes 

Yorkshire and 
Listerhills, Newlands , York 3(7.7) 37(3.6) 8(3.0) 

Humberside 
East Midlands Highfields. Loughborough. Sheffield 3(7.7) 77(7.5) 23(8.5) 

East Anglia Cambridge. St .John' s. East Anglia 3(7.7) 140(13.6) 39(14.4) 

South East 
Brunel, Chilworth, Dartford, Harefield, 

8(20.5) 207(20.1) 47(17.3 
0강'ord. South Bank. Surrey. Reading 

South West 
West Midlands Aston. Birmingham. Warwick 3(7.7) 165(16.0) 3804.0) I 

North West Manchester. Merseyside 2(5.1 ) 33(3.2) 6(2.2) I 
Wales 

Aberystwyth, Cardiff, Menai, New-
6(15.4) 96(9.3) 2700.0) 

tech. Swansea. Wre화lam. 

Scotland 
Aberdeen, Heriot-Watt, r이EL， Stirling, 

5(12.8) 141(13.7) 44(16.2) 
West of Scotland 

Northern 
Antrim 1(2.6) 7(0.7) 6(2.2) 

Ireland 
합 계 39(100.0) 1,031(100.0) 271 (1애.0) 

North 28(71.8) 684(66.3) 185(68.3) 
South 11(28.2) 347(33.7) 86(3l.7) 

주) 1996년 설문조사 당시의 가동중인 과학단지만 39개임. 

자료 : UKSPA (1996) , 설문조사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영국전체 제조업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전체의 

차등화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지원지역은 1960년이후 지역지정의 범위 및 지원정 

도가 변화되었으며 1997년 현재는 지원지역과 비지원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대처 정 

부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도가 축소되어 지원지역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었다. 낙후지 

역의 고용증대를 위한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의 교부는 이러한 ‘지 
원지역’에 대한 중요한 지원형태이다. 

9) 지원지역에 절반이상의 과학단지가 분포하는 것은 과학단지의 개발에 공공부문이 깊이 관 

여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소규모 첨단기숨기업 (NTBFs)의 분포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 인 Q(Monck, et al., 1988, p. 92). 

π
 



44.6%가 ‘남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반면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남부지역 비 

중은 33.7%이다. 이는 South West지역에 과학단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별 분포가 영국 전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0) 

<표 4-7> 영국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단위 : 천개， 천명， 백만파운드， %) 

표 -?i,-<-- 지 역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North 5.2(2.9) 189.2(4.7) 6,08000.2) 
Yorkshire and Humberside 15.2(8.4) 404.1 00.0) 11,137(9.0) 

East Midlands 16.2(9.0) 406.600.0) 11.068(9,0) 

East Anglia 17.9(9.9) 350.8(8.7) 11.164(9.1) 
South East 48.0(26.6) 690.507.0) 24,783(20.1) 
South West 14.6(8.1) 300.4(7.4) 8,410(6.8) 
West Midlands 2l.602.0) 543.003.4) 14,0600 l.4) 
North West 19.600.9) 535.203.2) 17.42004.1) 
Wales 6.8(3.8) 208.7(5.2) 6,579(5.3) 
Scotland 1l.1(6.2) 318.3(7.9) 9,803(8.0) 

Northern Ireland 4.2(2.3) 104.0(2.6) 2,583(2.1) 
。c:3j 국 전 처| 180.4000.0) 4050.9000.0) 123,1 15000.0) 

주) 부가가치는 1994년 자료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997) 

영국과학단지의 ‘이름’으로 유형을 분류해 보면 네 가지 유형， 즉 연구단지， 

과학단지， 기술단지， 기술 • 혁신센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중 과학단지 

(science park)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지가 19개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 

며， 다음으로 기술단지 (technology park, technopole)가 8개로 많고， 기술 · 혁신 

센터가 6개， 연구단지가 4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단지 (research park) 

로 명 명 된 단지 는 Surrey, Heriot-Watt, Chilworth, Birmingham 단지 가 이 에 

속한다. 

이 유형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술단지로 분류된 과학단지들이 North지 

역，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대체로 저발전지역 (LFRs)에 입지하고 

10) 이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본 것으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과 상 

대적으로 규모가 큰 Cambridge, Surrey. Oxford, St. John’s 등이 남부지역에 입지하고 있 
는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남부지역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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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 혁신센터는 주로 도시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도시내 

소규모 업무단지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다. 유형별 단지의 평균업체수를 분석한 

결과 연구단지， 과학단지， 기술단지간에는 평균규모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기 

술 · 혁신센터의 경우 단지 평균업체수가 117~로 다른 단지유형에 비해 소규모 

임을 알 수 있다1 1). 

〈표 4-8> 과학단지의 유형벌 • 지역벌 분포현황 

------ 연구단지 과학단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Belasis Hall 
North Durham Newcastle, 

Westlakes 
Yorkshire and Listerhi1IYs,or Nkewlands, 
Humbersìde 

East Mìdlands Highfields, Sheffield Loughborough 

East Anglìa ( Cln때nobv끼at때AIOnerl，g pl Slaatr’k j)o, h Ena’sst 

South East Chilworth(centre), Brunel, Dartford, South Bank, Reading Surrey, Oxford, 
West Birmingham Aston, Warwick Mìdlands 

North West Manchester Merseyside 
Swansea, 

Wales Aberystwyth, Newtech, Wrexham Cardiff 
Menai 

Scotland Heriot-Watt S tirling (i nnov a tion Aberdeen(S&T), 
park), West of Scot1and NEL 

Northern Antrim Ireland 
겨| 4 19 8 6 

평균업체수 35 32.8 32.6 11.3 

주) 개별 과학단지의 ‘이름’에 따라 분류한 유형별 분포현황이며， 과학기술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기술단지에 포함시켰다(Aberdeen， Wes t1akes). 그외 병원 주변의 잔여 
부지를 이용하여 의학적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과학단지인 Harefield Mediparc이 
있으며 Imperial Park은 과학단지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11) 1996년 이후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단지들을 살펴보면 Coventry University Technology 
Park, Cranfield Technology Park, Edinburgh Technopole, Elvingston Science Centre, 
Preston Technology Management Centre, Snowdonia Technopole, Staffordshire 
Technology Park, Wavertree Technology Park, Wolverhampton Science Park 등 9개 이 며 
단지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9개 중 7개가 기술단지 (technology park, technopole)로 

되어 있다. 이는 초기 과학단지가 표방했던 엄격한 정의 자체가 실제 과학단지의 특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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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과학단지의 일반적 특성 

1)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구조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별 구성비를 <그림 4-5>에서 보면 1996년 현재 

컴퓨터와 통신관련 산업이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컨설팅을 

포함한 지원서비스산업이 약 30%를 차지한다. 1989년 이후 시기적으로 볼 때 

컴퓨터 관련산업이 과학단지 입주기업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최 

근 들어 지원서비스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0 

35 

30 

25 

20 

15 

10 

5 

o 
89 92 93 94 95 96 

주)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업체수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UKSPA 홈페이지， www.ukspa.org.uk. 1998 

團 Corrputer /T elecom 

띠 Bio-related 

디 Consultancy 

~ SUlJIX)rt Service 

<그림 4-5>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부문벌 구성비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주요활동을 설문조사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컴퓨터관 

련산업이 전체의 28%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2) ， 분석/테스팅， 

자문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부문이 전체의 18.4%를 차지한다. 기계 및 기기， 자 

동화 부문이 상당 부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산업 부문과 관련되어 

12) 전술한 수치인 33%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설문조사가 기업들에게 주요활동이나 생산물 

을 기술하게 한 후 기존 연구에서 구분된 16개 부문으로 분류한데 기인한다. 한 기업의 활 
동이 컴퓨터 관련산업이면서 동시에 자문활동도 하는 등 기업의 활동을 한 산업부문으로 

분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른 설문문항(기업의 수행활동유형)과의 보완을 통해 주 

요활동에 근접한다고 보아지는 산업부문으로 분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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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Monck， et al., 1988) 과학단지 입주기업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부문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었다13). 

〈표 4-9>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업종구조 

(단위 : 개소%) 

구 τ 뇨~ 입주기업전체 남부지역 북부지역 

컴퓨터하드웨어， 시 λ템 2600.0) 6(7.2) 200 1.2) 
소고트워|어 4708.0) 17(20.5) 3006.9)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정보통신 23(8.8) 1002.0) 13(7.3) 

기 계 및 기 기 (jnstrumentation) 9(3.4) 10.2) 8(4.5) 

자동화 4(1.5) - 4(2.2) 

전기기구 30.1) 2(2.4) 1(0.6) 

의료 14(5.4) 8(9.6) 6(3.4) 
。--，t 프 C그갚 20(7.7) 1002.0) 10(5.6) 

화인케미칼 6(2.3) 2(2.4) 4(2.2) 

바이오테크놀로지 7(2.7) 4(4.8) 30.7) 

환경부문 10(3.8) 1(1.2) 9(5.1) 

디자인 및 개발 17(6.5) 5(6.0) 12(6.7) 

분석/실험， 기술서비스，자문 4808.4) 1305.7) 3509.7) 
금융 및 사업서비스 18(6.9) 3(3.6) 15(8.4) 

기타 9(3.5) 10.2) 8(4.5) 
합 겨| 261000.0) 83000.0) 178000.0) 

자료:설문조사 

과학단지내 입주기업과 과학단지외에 입지한 첨단기술기업의 산업부문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비교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과학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컴퓨터관련산업과 분석 및 실험， 금융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Monck， et al., 1988).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과학단지 입주기업간의 주요활동부문 차이를 보면， 

남부지역의 경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의료， 약품， 바이오테크놀 

로지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반면，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왜어 및 시스템， 기계 및 기기， 환경부문， 기술서비스， 금융 및 사업서비스 

부문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13) 정보기술부문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터， 정보통신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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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구조 분석이 <표 4-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의 산업구조 분류와 일치되지 않아 실질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분석결과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과학단지 입주기업은 과학단지 외에 입지한 기업 

보다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비중이 훨씬 낮으며 디자인과 개발부문 특히 

소프트혜어의 개발과 생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14) . 

〈표 4-10> 영국의 지역벌 산업구조 

(단위: %) 

------------- 제조업 건설업 
으I1 A -「l 교통·물 금융·사 공공행정 교육， 사회， 

그J‘T 너 「L。tj4 류·통신 업서비스 qjtl d ζi}으 .!fl 의료 

North 21.7 5.3 19.6 5.0 11.3 8.0 22.3 
Yorkshire and Humberside 21.6 4.3 23.3 5.6 13.5 5.9 19.6 
East Midlands 26.3 3.5 22.0 5.0 11.8 5.1 20.0 
East Anglia 18.5 3.5 23.5 6.5 16.8 5.3 18.7 
South East 11.4 2.9 22.8 7.5 24.8 6.5 17.6 
South West 17.2 3.4 24.3 4.8 15.6 6.7 20.5 
West Midlands 27.0 3.6 21.8 4.9 13.7 5.3 18.2 

North West 21.4 3.9 22.3 5.8 14.6 6.1 19.9 
Wales 22.1 3.9 20.8 4.5 10.5 7.9 22.5 

Scotland 15.9 6.1 22.1 5.5 14.7 6.8 20.5 

Northern Ireland 18.1 4.2 19.9 3.9 8.0 10.5 26.6 
영 국 전 처| 18.4 3.8 22.5 5.9 16.8 6.4 19.5 

주) 종업원수 기준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997) 

영국전체 산업구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현재 18.4%로 과학 

단지의 제조업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London 주변의 Southeast지역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24.8%를 차지하여 영 

국전체의 비중 16.8%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부문을 비교하기 위해 활동부문을 5개로 

14)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14%인데 반해 과학단지외에 입지한 기업의 비중은 
32.7%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및 개발부문이 각각 21%, 14%로 나타났다(Monck， et a1., 

1988, p. 133>' 
15) <표 5-4>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중심형 기업은 과학단지 전체기업의 4.1%에 해당하는 11 

개 기업에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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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결과， 지역별로 5개 부문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Northem lreland의 경우 컴퓨터와 통신 둥의 정보기술부문이 우세하 

다는 것과 Scotland가 분석， 실험， 기술서비스， 자문활동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 금융 및 사업서비스부문이 North와 Wales에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4-11>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벌 업종구조 

(단위 : 개소， %) 

정보기술 의바료이화，오학 약태，품크， 분석 실험 ;口그흔。졸 口~ 
구 τ 닙!:" 기술서비스， 기타 

-t「jτIr그 
자문 사업서비스 

North 15(45.5) 1(3.0) 7(2l.2) 402.1) 608.2) 

Yorkshire and Humberside 4(50.0) 102.5) 102.5) 2(25.0) 

East Midlands 12(52.2) 2(8.7) 8(34.8) - 1(4.3) 

East Anglia 13(33.3) 12(30.8) 707.9) 3(7.7) 400.3) 

South East 21(44.7) 12(25.5) 11(23.4) 3(6.4 )1 
West Midlands 19(50.0) 3(7.9) 8(21 .1) 3(7.9) 503.2) 

North West 3(50.0) 2(33.3) 106.7) -1 

Wales 8(29.6) 7(25.9) 404.8) 404.8) 404.8) 
Scotland 9(20.5) 705.9) 18(40.9) 3(6.8) 705.9) 
Northern Ireland 5(83.3) - 106.7) 

합 겨| 109(40.2) 4707.3) 65(24.0) 18(6.6) 320 l.8) 

South 지역 34(39.5) 24(27.9) 18(20.9) 3(3.5) 
North 지역 75(40.5) 2302.4) 47(25.4) 15(8.1 ) 2503.5 

주) 남북간의 산업부문별 차이에 대한 차이제곱 검정 결과 P 값이 0.018로 나타나 남 
북지역간에 산업부문별 구성의 차이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표준지 

역별 차이에서도 P 값이 0.024로 나타나 지역간에 산업부문별 차이가 존재한다. 
자료:설문조사 

영국 과학단지의 산업구조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영국 과학단지 중 어느 

단지도 어떤 한 부문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았으며， 대학의 전문적인 

영역과 연계된 부문적 전문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사무기능에 기반 

한 전자와 소프트왜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Massey ， et al., 

1992). 따라서 세계적인 화학회사 ICI가 입지하여 화학부문으로 특화된 

Belasis Hall Technology Park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단지 산업구조는 그 비 

중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입주기업의 부문별 구성이 상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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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입주기업의 규모 특성과 조직형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규모를 종업원수 기준으로 보면， 10인 이하의 종업원수 

를 가진 입주기업이 전체의 52.6%. 11 - 50인 규모의 업체가 35.3%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소규모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종업원수는 

27.7명으로 모집단의 평균규모 18.5명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10인 이하 기업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워l 일즈로 81%의 기업이 이에 속한다. 또한 Birmingham, 

Aston, Warwick 단지가 있는 서부미들랜드 지역에서 10인 이하 기업의 비중 

이 64.7%로 높게 나타나며， 스코틀랜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62.2%도 종업원 

10인 이하 규모로 나타났다. Cambridge 과학단지가 입지해 있는 East Anglia 

지역의 입주기업 규모를 보면 11-50인 규모의 기업이 45.7%로 가장 많고， 100 

인 이상규모의 기업도 7개로 20%를 차지하였다. 

지 역 별 기 업 의 규모를 보면 East Anglia지 역 의 평 균종업 원수가 72.8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N orthern lreland가 38.6명으로 나타났다. 

Wales지역 기업의 평균종업원수가 10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기업규모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남/북’ 지역별로 과학단지 입주기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규모의 비 

교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북부지역’의 경우 10인 이하 기업이 60.6%를 차지 

하는 반면 ‘남부지역’의 경우 36.4%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의 경우 11-50인 

기업의 비중이 46.8%이며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도 9.1%로 나타나 대체로 

‘남부지역’의 기업규모가 ‘북부지역’의 기업규모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두지역간의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 결과 P 값(0.005)으로서도 알 수 있 

다. 남부/북부지역별 평균종업원수도 각각 41 명， 21명으로 나타나 남부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규모가 북부지역보다 월등히 크다눈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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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벌 규모 

(단위 : 개소， %, 명) 

구 τ trj 10인 이하 11-50인 51-100인 100인 이상 평균규모 

North 16(57.1) 8(28.6) 2(7.1) 2(7.1 ) 23.3 
Yorkshire and Humberside 4(57.1) 2(28.6) 1(14.3) - 17.9 
East Midlands 10(55.6) 8(44.4) 12.5 
East Anglia 8(22.9) 16(45.7) 401.4) 7(20.0) 72.8 
South East 20(47.6) 20(47.6) 2(4.8) 15.2 
West Midlands 22(64.7) 9(26.5) 3(8.8) 24.9 
North West 2(40.0) 3(60.0) 13.6 
Wales 17(81.0) 304.3) 1(4.8) 10.0 
Scotland 23(62.2) 9(24.3) 400.8) 1(2.7) 24.7 
Northern Ireland 0(0.0) 4(80.0) 1(20.0) 38.6 

합 겨| 122(52.6) 82(35.3) 15(6.5) 13(5.6) 27.7 
South 지역 28(36.4) 36(46.8) 6(7.8) 7(9.1) 41.4 
North 지역 94(60.6) 46(29.7) 9(5.8) 6(3.9) 20.9 

주) 표준지역별， 남북지역별 평균규모에 대한 ANOVA결과 F값이 각각 0.002, 0.014 
로 나타나 지역간 규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료:설문조사 

과학단지의 규모가 작아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학단지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여타 첨단기술기업에 비해 약 두 배의 고용증 

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과학단지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P따η， 1995).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단지의 규모가 지역 

별로 차이를 보여 남부지역의 경우 고용증대에 미친 영향이 북부지역보다는 

클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전체 부문의 소규모 기업을 비교한 결과， 첨단기 

술산업의 평균고용이 일반소기업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소기업은 

창업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3-4년안에 고용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반면 첨단기술산업은 창업이후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결 

과를 보였다(Monck， et al., 1988; 214, Storey, 1985). 결국 첨단기술기업으로 

특화된 과학단지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고용증대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역간 입주기업의 규모 차이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도 확연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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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왜일즈 지역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0만 파운드 미만의 기업이 전체 

의 90.5%를 차지 하며 East Anglia지 역 의 경 우에 는 14.3%에 불과하다. ‘남북지 

역’별 규모의 차이도 카이제곱 검증의 P값이 0.0134로 나타나 남부지역의 입 

주기업의 규모가 북부지역보다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표 4-13>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별 규모(연간매출액 기준) 

(단위: 파운드， %, 천파운드) 

구 !:‘--j- 100만 미만 100-499만 500-999만 1000만 이상 평균매출액 

North 16(61.5) 7(26.9) 1(3.8)) 2(7.7) 2.246 
Yorkshire and Humberside 6(75.0) 2(25.0) 888 
East Midlands 11(73.3) 4(26.7) - 740 
East Anglia 404.3) 15(53.6) 404.3 507.9) 6.275 
South East 19(55.9) 14(41.2) 1 (2.9) 1.276 
West Midlands 14(53.8) 9(34.6) 1(3.8) 2(7.7) 2.988 
North West 3(50.이 3(50.이 - 1.083 
Wales 19(90.5) 1(4.8) 1(4.8) - 662 
Scotland 16(51.6) 12(38.7) 1(3.2) 2(6.5) 2.461 
Northern Ireland 4(80.0) 1(20.0) 9.560 

합 겨| 108(54.0) 71(35.5) 8(4.0) 13(6.5) 2.590 

South 지역 23(37.1) 29(46.8) 4(6.5) 6(9.7) 3,534 
North 지역 85(61.6) 42(30.4) 4(2.9) 7(5.1) 2,165 

자료:설문조사 

평균매출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Antrim단지가 있는 Northem lreland의 

경우가 연간 950만 파운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East Anglia가 

약 630만 파운드로 나타나 앞에서의 평균종업원수로 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즉 N orthem lreland의 경우 평균종업원수는 East Anglia의 1/2정도이 

지만 평균매출액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남부/북부지역별 평균매출 

액의 차이를 보면 남부가 350만， 북부가 217만 파운드로 나타났다16) 

입주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설문웅답엽체의 54%가 그 지역에 

바탕을 둔 단일기업이며， 타지역에 지사를 가진 기업이 18.5%, 지사 또는 분 

16) 남북지역별 평균매출액에 대한 ANOVA결과 p-값이 0.162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도 살 

펴본 것처럼 북부지역에 속하는 Northern Ireland의 평균 매출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데다 

East Anglia지역과는 달리 South East지역의 평균 매출액이 128만 파운드로 전체지역 평란 

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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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형태가 27.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North, East Midlands, West 

Midlands, WalesÀl 역에서 그 지역에 바탕을 둔 단일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지사 또는 분공장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은 북아일랜드(80%)와 North 

West, East Anglia, 스코틀랜드， South East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대체로 규 

모가 큰 과학단지들이 입지한 지역들로서， 분공장 또는 지사형태의 기업과 지 

역기업간의 기업규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기업보다 분공장 또는 지사형태 

의 기업규모가 약 3배정도 크게 나타났다17) ， 이러한 결과는 첨단기술기업의 

분공장이나 다입지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가 성장극으로서의 과학단지 성 

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Luger 등(199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14>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조직형태 및 외국인기업의 고용증가 

(단위 : 개， %, 명) 

단일공장 
타지역에 

지사 또는 
외국인 외국인 

구 -뇨』-F-j- 지사롤 가진 제조기업의 서비스부문 
기업 

독립기업 
분공장 

고용증가 고용증가 

North 19(63.3) 506.7) 6(20.0) 9,æ7(6.1) 24(0.3) 
Yorkshire and Humberside 3(37.5) 2(25.0) 3(37.5) 4，값웠(3.0) 1030.4) 
East Midlands 14(66.7) 6(28.6) 2,239(1.5) 800.1) 
East Anglia 13(35.1) 8(21.6) 16(43.2) 1,243(0.8) 320(4.2) 
South East 23(53.5) 706.3) 13(30.2) 35,281 (23.8) 3.017(40.0) 

West Midlands 26(70.3) 503.5) 606.2) 12,002(8.6) 2,539(33.6) 
North West 2(33.3) 106.7) 3(50.0) 13,162(8.9) 1080.4) 
Wales 17(65.3) 30 1.5) 509.2) 16，잃301.4) 424(5.6) 
Scotland 17(44.7) 8(21.1 ) 12(31.6) 35,200(23.8) 375(5.0) 
Northern Ireland 0(0.0) 1(20.0) 4(80.0) 13.7않(9.3) 554<7.3) 

과학단지 전체 134(54.1) 4608.5) 68(27.4) 148,a79(10ü.0) 7,547000.0) 
South 지역 36(45.0) 15(18.8) 29(36.3) 40，댔(27.4) 3.340(44.3) 
North 지역 82(58.3) 3108.5) 39(23.2) 1a7.576(72.6) 4.207(55.7) 

자료 : 설문조사 및 영국투자청 Onvestment in Britain Bureau) 
외국인 기업의 고용증가는 1984년에서 1992년까지의 증가분임 (Huggins ， 1997). 

Huggins(1997)는 첨단산업 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가 기여를 지 

역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서비스 

17) 지역기업의 평균기업규모는 종업원수 기준 19명 매출액 기준 190만파운드인데 반해 분공 
장이나 지사형태의 기업규모는 각각 48명， 480만파운드로 나타났으며 ANOVA에 의한 p
값도 종업원수， 매출액에 있어 각각 0.001, 0.007로 나타나 분공장이나 지사기업의 규모가 

지역기업보다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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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 경 우 South East가 40.0% , West Midlands가 33.6%를 차지 하여 두 지 역 

에 집중된 형태를 보인 반면， 제조업의 경우 증가된 고용의 23.8%가 각각 

South East와 Scotland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보다는 지역 

적으로 분산되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Wales, Scot1and, Northern lreland 

등의 지역은 첨단제조업 부문의 고용증가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 

했던 지역으로， 전술한 N orthem lreland지역의 과학단지 입주기업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Price 등(1994)은 과거와 달리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이 지역경영구조에 점점 

더 위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공장도 지역경제에 대해 보다 혁신적 역할을 해 

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는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지 

역의 능력과 지역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북지역’별 조직형태의 차 

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남부지역의 경우 지사 또는 분공장의 비율이 높고， 북 

부지역은 단일기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 과학단지의 창업률 

과학단지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칠 영향력 중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그 지역 

의 고용증대이며 신설기업의 형성 즉 창업률은 이러한 고용증대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조사결과 전체 과학단지 입주기업 응답업체 271 

개 중 31.4%에 해당하는 85개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전기업은 

68.6%이다. 

창업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857~ 기업중 35.3%에 해당하는 307~ 

기업이 ‘남부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16.5%에 해당하는 147~ 기업이 스코틀랜 

드에서， 15.3%에 속하는 13개 기업이 Aston, Birrningham, Warwick 단지가 

있는 서부미들랜드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비율을 살펴보면 Y orkshire and Humberside 

지역에서 창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Wales, East Anglia, South East 

지역 등에서 과학단지 전체 평균 창업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North 지역과 

북아일랜드지역에서는 이전기업의 비율이 각각 84.8, 83.3%를 나타내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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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가 이 지역들의 신규고용창출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15> 지역벌 창업률과 창업기업의 규모 

(단위 : 개소%) 

구 τ tEjr 창업률 10인 이하 11-50인 51-100인 
100인 
이상 

North 505.2) 3(75.0) 1(25.0) 0(0) 0(0) 

Yorkshire and Humberside 5(62.5) 2(50.0) 1 (25.0) 1(25.0) 0(0) 

East Midlands 5(21.7) 4(80.0) 1(20.0) 0(0) 0(0) 

East Anglia 14(35.9) 3(25.0) 7(58.3) 0(0) 206.7) 
South East 16(34.0) 7(46.7) 8(53.3) 0(0) 0(0) 

West Midlands 13(34.2) 9(81.8) 208.2) 0(0) 0(0) 
North West 2(33.3) 1(50.0) 1(50.0) 0(0) 

Wales 10(37.0) 8(80.0) 2(20.0) 0(0) 0(0) 
Scotland 14(31.8) 6(50.0) 4(33.3) 1(8.3) 1(8.3) 
Northern Ireland 1(16.7) 0(0) 0(0.) 1000.0) 0(0) 

과학단지 전 체 85(31.4) 43(56.6) 27(35.5) 3(3.9) 3(3.9) 
South 지역 30(34.9) 10(37.0) 15(55.6) 0(0.0) 2(7.4) 
North 지역 55(29.7) 33(67.3) 12(24.5) 3(6.1) 1(2.0) 

자료:설문조사 

‘남부/북부’지역별 창업비율을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 

나지 않고 있지만(P 값 0.402) , ‘남부지역’의 창업비율이 ‘북부지역’에 비해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에 있어 도시화나 중섬지역의 역할이 크 

다는 일반적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집적경제가 혁신적 기업이 요구하는 

전략적 투입요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대도시지역의 창업률이 높 

을 것이라는 견해로 ‘인큐베이터 가설’과 ‘여과이론(filtering down theory)’과 

관련이 있다. 또한 GarofolH 1997)는 소기업이 다수인 지역의 창업률이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높으며， 지역산업체계의 전문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투자 등이 창업률에 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 

혔다. 

창업기업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전체 창업기업 76개 18) 중 56.6%에 해당하 

는 43개 기업이 10인 이하의 규모이며， 11 ~50인 기업 비율이 35.5%로 나타나 

이전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 

18) 실제 창업기업수는 85개이나 기업규모를 웅답하지 않은 기업을 뺀 기업수 76개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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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생적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과학단지 역할에 의문을 제 

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과학단지가 성숙단계에 도달하면서 분리신설기업의 발 

달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볼 때 창업기업중 10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은 East Anglia 

지역에서 2개 (Cambridge 과학단지， St. John’ s 과학단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1개 (Heriot-Watt과학단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규모를 ‘남부/ 

북부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지역’의 경우 10인 이하의 기업창업률이 67.3%로 

가장 높은데 비해， ‘남부지역’은 10인 이하 소규모기업 창업률이 37.0%이며， 11 

인 이상~5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이 55.6%를 차지한다. 또한 ‘남부지역’의 경우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창업도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개 기업으로 나타났 

다. ‘남부/북부지역’간의 창업기업규모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의 P 값은 

0.0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두 지역간의 창업기업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기업의 과거입지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이전기업 1647ij 중 70.7%에 해 

당하는 1167ij 기업이 단지로부터 10마일 이내 지역에서 이전해 온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해당 지역의 신규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됨을 보여준다. 

〈표 4-16> 이전기업의 과거 입지 
(단위 : 개소， %) 

구 !:‘『--j- 이전기업 
반경 10마일 동일county 기타 

해외지역 
01 내 01 내 국내지역 

North 25000.0) 17(68.0) 6(24.0) 2(8.0) 0(0) 
Yorkshire and Humberside 3000.0) 3000.0) 0(0) 0(0) 0(0) 
East Midlands 18000.0) 18000.0) 0(0) 0(0) 0(0) 
East Anglia 21000.0) 13(61.9) 6(28.6) 2(9.5) 0(0) 

South East 28000.0) 14(50.0) 8(28.6) 6(21.4) 0(0) 

West Midlands 22000.0) 18(81.8) 2(9.1 ) 2(9.1 ) 0(0) 

North West 4000.0) 3(75.0) 0(0) 0(0) 1(25.0) 
Wales 15000.0) 10(66.7) 203.3) 3(20.0) 0(0) 

Scotland 26000.0) 20(76.9) 1 (3.8) 4(15.4) 1(3.8) I 

Northern I reland 2000.0) 1(50.0) 1(50.0) 0(0) 

과학단지 전체 164000.0) 116(70.7) 2605.9) 2002.2) 20.2) 

South지역 49000.0) 27(55.1) 14(28.6) 806.3) 
North지역 115000.0) 89(77.4) 12(10.4) 1200.4) 20.7)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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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에의 입지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웅답업체 271개 중 가장 많이 언 

급된 입지요인은 ‘단지에 대한 명성과 전반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교통통신망’을 두 번째로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 외 ‘양호한 시설 

의 건물’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언급한 업체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시설에의 접근가능성’은 전체의 37.6%가 입지요인으로 나타내었다. 이처 

럼 과학단지 자체가 가지는 개념적 특성 즉 첨단기술기업， 기술이전， 대학과의 

연계 등과 관련한 입지요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게 언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17> 과학단지에의 입지요인 

(단위 : 개소， %) 

입 지 요 인 

단지에 대한 명성과 전반적인 이미지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명성 

대학시설에의 접근가능성 

양호한 교통통신망 

창업주의 출신대학지역 

관리서비스와 시설 이용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연계기회 

양호한 시설의 건물 

이미 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입지하였기 때문 

단지입주의 비용측면 

창업주가 그 지역출신 

대학졸업생의 유인범위지역 

숙련노동력 이용가능성 

창업주가 그 지역에서 이미 일하고 있었기 때문 

기 타 

응답사업체수 

합
 

겨| 

170(62.7) 
63(23.2) 

102(37.6) 
148(54.6) 

4807.7) 
3904.4) 

5409.9) 
121(44.6) 
81(29.9) 
85(31.4) 
83(30.6) 

3804.0) 

3603.3) 
4205.5) 

21 (7.7) 
271 (100.0) 

자료:설문조사 

대학과의 연계가능성이 입지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한 기업들 

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South East, West Midlands, North West 지역들이 이 

에 속하며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으나 대체로 ‘남부지역’의 기업들이 ‘북부지역’ 

의 기업들보다 대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지요인을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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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단지별 일반적 특성 

앞에서는 과학단지의 일반적 특성을 표준지역별로 ‘남/북’지역별로 살펴보 

았는데 이 절에서는 과학단지의 규모 및 창업률， 조직형태 등의 특성들을 과 

학단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학단지별 평균규모를 응답업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East Anglia 단지의 

응답기업 2개가 각각 330, 12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어 평균규모가 225명 

으로 나타났다. 그 외 Cambridge 과학단지 가 기 업 체 당 평 균 71.3명 , Heriot

Watt 단지 가 평 균 49.6명 Antrim, Newtech 단지 가 각각 38명 , Warwick이 36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특성을 과학단지별로 살펴보면， Newtech와 East Anglia단지 

기업의 100%, Antrim, Surrey단지 입주기업의 80%이상이 분공장이나 지사형 

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단지들은 대체로 기업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mbridge, Manchester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절반이상이 분공장이나 지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과학단지별 창업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Merseyside 기술혁신센터의 창업기 

업 비 율 이 100% 이 며 , 기 타 Birmingham, Listerhills, Menai, Newlands, Sheffiled, 

Reading, Swansea 과학단지의 창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단지의 일반적 특성 중 기업의 규모와 조직형태별로 과학단지를 유형 

분류해 보면， 응답기업이 한 개로 그 규모가 월등히 큰 East Anglia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세 유형 즉 소규모 지역기업형， 대규모 분공장형， 중규모 혼재형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19). 

먼저 소규모 지역기업형은 비교적 소규모의 기업들이 우세한 과학단지들로 

평균 고용이 12명 평균매출액이 연간 78만파운드이며， 분공장이나 지사형태의 

기업비율이 평균 19.3%로 대부분의 기업이 그 지역에 바탕을 둔 단지유형이다. 

이 유형 에 는 24개 단지 가 속하며 Brunel, South Bank, Surrey, Chilworth 단지 

를 제외한 20개 단지가 북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19) SPSSWIN의 군집분석 중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Ward Method를 이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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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과학단지 별 일 반적 특성 

(단위 : 명， 천파운드. %) 

과학단지 평균고용 
평균매출액 분공장· 지사 창업기업비율 1 
(천파운드) 비율 

Aberdeen 15.5 967 22.2 27.3 
Aberystwyth 4.0 400 0 0 
Antrim 38.6 9,560 80.0 16.7 
Aston 13.7 1.160 0 35.7 
Belasis Hall 31 .1 3,692 12.5 17.6 
Birmingham 10.3 520 0 50.0 
Brunel 7.9 614 0 37.5 
Cambridge 71.3 6,384 51.7 36.7 
Cardiff 6.7 350 0 25.0 
Chilworth 20.7 1.300 40.0 50.0 
Durham Mountjoy 8.6 667 20.0 28.6 
Harefield 4.0 0 0 
Heriot-Watt 49.6 4,608 41.7 38.5 
Highfields 15.7 787 0 7.7 
Listerhills 10.0 467 33.3 66.7 
Loughborough 8.5 467 0 0 
Manchester 15.3 1,240 60.0 20.0 
Menai 5.7 133 0 66.7 
Merseyside 7.0 300 0 100.0 
NEL 13.3 900 20.0 20.0 
Newcastle 20.0 740 40.0 0 
Newlands 23.8 1.140 40.0 60.0 
Newtech 38.0 7,500 100.0 50.0 
Oxford 22.4 2.633 25.0 12.5 
St John’S 29.2 5.550 0 42.9 
Sheffield 8.5 850 0 57.1 
South Bank 10.3 420 0 50.0 
Stirling 11.8 1,600 42.9 22.2 
Surrey 19.6 1,813 81.8 23.1 
East Anglia 225.0 5.000 100.0 0 
Reading 6.0 375 0 60.0 
Swansea 8.0 280 20.0 60.0 
Warwick 35.9 5,773 35.3 27.8 
Westlakes 30.0 2.133 25.0 0 
West of Scotland 14.7 1,375 20.0 50.0 
Wrexham 9.0 400 22.2 33.3 
과학단지 전체 27.7 2,590 27.1 33.1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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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공장형에는 Northem Ireland의 Antrim단지， Wales의 Newtech단 

지 등 2개 단지만이 속하며， 중규모 혼재형과 평균종업원수는 비슷하지만 매 

출액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분공장이나 지사형태 기업의 비율이 

90%에 이르는 유형이다. 분공장이나 다입지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이 하나의 성 

장극으로 역 할을 한 과학단지 라고 볼 수 있다. 

〈표 4-19> 규모 · 조직형태에 의한 과학단지 유형구분 

소규모 지역기업형(24) 대규모 분공장형(2) 중규모 혼재형(7) 

남부 
Brunel, Chilworth, South Bank, Surrey 

Cambridge, 
지역 Oxford. St. .John ’ s. 

Aberdeen, Aberystwyth, Aston, Birming-
ham, Cardiff, Durham, Highfields, Belasis H외1 ， 

itj누T tj- Listerhills, Loughborough, Manchester, Heriot-Watt, 

지역 Men머， Merseyside, NEL, Newcastle, 
Antrim, Newtech 

W따wick， 

Newlands, Sheffield, Stirling, Swansea, Westlakes 
West of Scotland. Wre양1am 

자료:설문조사 

중규모 혼재형은 평균매출액이 세 유형 중 중간형태에 속하며 분공장이나 

지사형태 기업의 비율이 27.3%로 지역기업과 분공장이 같이 입지해 있는 단 

지들이다. Cambridge, Heriot-Watt, Oxford, S t. John's , Warwick 등 비교적 

전체규모가 큰 과학단지들이 이에 속한다. 

〈표 4-20> 규모 · 조직에 의한 유형벌 과학단지의 특성 

(단위 : 명， 천파운드%) 

과학단지 유형 평균고용 평균매출액 분공장·지사비율 

소규모지역기업형 12.0 787 19.3 I 

대규모분공장형 38.3 8,530 90.0 
중규모지역기업형 38.5 4,396 27.3 

과학단지 전체평균 25.3 2,109 27.5 

자료:설문조사 

이처럼 규모와 조직형태에 의한 과학단지 유형구분은 대규모 분공장형을 

제외하고는 유형틀간에 지역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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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남북지역간에 과학단지 입주기업 규모의 차이가 뚜 

렷하게 나타나지만 북부지역에 있는 과학단지 중에서도 평균 규모가 크고 활 

성화되어 있는 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Heriot- Watt, Warwick, 

Newtech 단지 등이 속한다. 즉 우수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북부지역에서도 

과학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 

밍
 





제 5 장 영국 과학단지 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 

1.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 

1 ) 수행활동의 특성 

과학단지 개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었다. 즉 과학단지 입주기업은 첨단기술업체로서 연구개발을 중 

시하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헥 

신이 경제발전에 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술적 수준이 높고， 기술혁신 성 

과가 높은 기업이 많이 입지할수록 그 과학단지는 성공적이며 해당지역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준거가 되는 

수행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응답업체 2717~ 중 59.4%가 관리 · 경영기능， 

56.8%가 판매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55.7%를 차지하여 과학단지의 개념과도 

상당부분 부합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 외 53.5%의 기업이 마케팅 기능을， 

49.8%에 해당하는 기업이 업무자문이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1>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수행활동 및 기능 

(단위 : 개소， %) 

활동/기능 응답사업체수 South 지역 North 지역 지역기업 분공장·지사 

연구개 발(R&D) 151(55.7) 56(65.1) 95(51.4) 99(55.0) 43(63.2) 
생산/제조부문 72(26.6) 24(27.9) 48(25.9) 51(28.3) 17(25.0) 
판매 154(56.8) 44(51.2) 110(59.5) 109(60.6) 38(55.9) 
관리·경영 161 (59.4) 48(55.8) 113(61.1) 114(63.3) 36(52.9) 
마케팅 145(53.5) 49(57.0) 96(51.9) 97(53.9) 39(57.4) 
업무자문·상담 135(49.8) 42(48.8) 93(50.3) 101(56.1) 25(36.8) 
금융 및 사업서비스 3302.2) 1001.6) 2302.4) 2503.9) 5(7.4) 
기타 기술서비스 81(29.9) 23(26.7) 58(31.4) 50(27.8) 29(42.6) 
기타(훈련교육 등) 5108.8) 1305.1) 38(20.5) 32(17.8) 1004.7) 
전체업체수 271(100.0) 86000.0) 185000.0) 180(100.0) 68(100.0) 

주) 본 항목에 대한 조사는 해당업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중복응답하도록 한 것으 

로 안의 수치는 설문에 응답한 전체업체수에 대한 각 활동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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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생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26.6%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규모와도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평균규모는 종업원수 기준 31.9명으로 생산기능이 없는 기업의 평균규모 25.9 

명에 비해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구단지에 대한 사례에서 실제 미국 내 대부분의 연구단지에는 연구 

개발기능보다는 제조기능을 주 활동으로 하는 기업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여 (Luger and Goldstein, 1991) 영국 과학단지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Northern lreland의 

기 업 중 66.7% , East Midlands의 39.1%, East Anglia의 30.8%, Wales의 

29.6%가 생산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기능 수행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1) 생산기능 수행기업의 ‘남부/북부지역’별 비중을 살펴 

보면 남부지역의 27.9% , 북부지역의 25.9%가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의 생산활동 수행기 

업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기업규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 

다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South East 지역 

이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North West지역에서 66.7%의 기업이 연구개 

발활동을 하고 있다고 웅답하였다. 그 외 Y orkshire and Humberside, East 

Anglia, Scotland지역의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남부/북부지역’별로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비중의 차이를 보면 카이 

제곱검정 P 값이 0.034로 의미있게 나타나 남부지역의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비중이 북부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북지역별 수행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의 차이 

1) 이는 앞장에서 살펴본 Northern Ireland의 Antrim단지와 Wales의 Newtech단지가 대규모 

분공장형이라는 결과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평균규모가 종업원수 기준 34.7명인데 

반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규모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18.3명을 나타내고 있어 기업규모와 연구개발활동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 -



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즉 ‘남부지역’의 과학단지 입주기업은 ‘북부지역’ 

의 기업보다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지역기업과 분공장 · 지사형태의 기업이 과학단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비 

교해 보면 분공장 · 지사가 연구개발기능과 마케팅 수행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나며， 기타 기술서비스 수행기업의 비중도 훨씬 높게 나타나 단순히 생산이 

나 판매에 치중된 분공장의 형태보다는 다입지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이 분리되 

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와는 다른 것 

으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이 첨단기술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 5-2> 지역벌 기업수행활동 

구 -‘ 닙:!:" 생산기능 수행기업비중 연구개발활동수행기업비중 

North 24.2 42.4 
Yorkshire and Humberside 12.5 62.5 
East Midlands 39.1 56.5 
East Anglia 30.8 61.5 
South East 25.5 68.1 
West Midlands 21 .1 44.7 
North West 16.7 66.7 
Wales 29.6 48.1 
Scotland 20.5 59 .1 
Northern I reland 66.7 50.0 

과학단지 전 체 26.6 55.7 

자료:설문조사 

실제로 대부분의 영국 과학단지개발에 있어서 신기술과 R&D에 중점을 둔 

활동의 유인이나 개발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의 경우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은 신기술에 기반하면서 약간의 ‘soft’ 한 제조부문을 가진 R&D , 컨설 

팅과 디자인업체들이었다. Durham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한， 혁신 

적인， 재정적으로 경쟁력있는， 그러면서 대학과의 협동을 위한 가능성을 보이 

는 기업들이었다 또한 Warwick의 경우 지식기반활동이면서 성장잠재력을 보 

여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과의 기존의 또는 잠재적인 

3) 카이제곱 검증의 p 값이 0.0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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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4). 

그러나 과학단지 관리자들은 현실적으로 입주기업의 선택에 있어 융통성이 

나 자유재량권이 있음을 시인하였다(CURDS. 1995).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들 

의 전문적인 연구분야에 적합한 입주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기준이 보 

다 엄격히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기업의 유치과정이 개발업자에게 통제될 

때는 재정적인 사항이 입주기업의 선택기준보다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 

이다. 실제로 Listerhills의 경우 과학단지 내에 상당수의 세일즈 아울렛이 있 

으며 Loughborough에도 현대적인 산업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 

고 있다. Durham의 경우 단지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을 강 

화한 결과 입주율이 저조함에 따라 English Estates가 개발에 참여하여 그 선 

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연구개발기능 뿐만 아니라 판매기능， 제조기능， 서비스 

업체， 은행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입지하게 되었다. 

〈표 5-3> 기업의 활동(기능)에 따른 유형구분 

구 τ 뇨Ê- 연구개발기능 생산기능 
판매， 컨설팅 등 

서비 A 

순수연구중심형 O × × 

연구개발 · 서비 λ형 O × O 
연구개발 · 생산 · 서비 λ형 O O O 
생산중심형 × O O 
서비스중심형 × × O 

과학단지 입주기업은 수행활동에 따라 <표 5-3>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순수연구중심형은 생산이나 판매， 서비스 등의 기능이 없이 

순수하게 연구개발활동만 수행하는 기업들이며， 총 2717~ 기업중 5.2%에 해당 

하는 147~ 기업만이 이에 속한다. 연구개발 · 서비스형은 생산기능은 없으면서 

연구개발기능과 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에는 전체 기업의 28.0% 

인 76개기업이 해당된다.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은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 

능， 서비스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들이며 전체의 22.5%에 속하는 61 

4) CURDS , 1995, 인터뷰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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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업이 해당된다. 생산중심형은 연구개발기능은 없이 생산과 서비스를 수행 

하는 기업유형이며 이에는 4.1%에 해당하는 117~ 기업이 속한다. 과학단지 입 

주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40.2%를 차지하는 서비스중심 

형 기업으로 이는 연구개발기능이나 생산기능은 없이 마케팅， 컨설팅， 판매 등 

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과학단지 개념에서 볼 수 있는 R&D에 대한 강조는 실제 과학단지가 장려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즉 신설기업의 창출과 모순관계에 있게 된다. 즉 대부 

분의 과학단지가 대학으로부터의 스핀오프이든 독립적인 신생기업이든 간에 

주로 소규모기업에게 시설이나 인큐베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기업에게는 한 입지에 그들의 경제활동이 모두 같이 있으므로 단지 R&D만으 

로 구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순수한 R&D범주는 중앙화된 R&D활동을 

보유한 대기업에게나 적합하다는 것이다. 순수연구개발중심형 기업의 조직형 

태를 살펴보면 그 지역에 바탕을 둔 단일기업은 3개기업에 불과하며 7개기업 

이 대기업의 지사형태이며 그 외 3개기업도 그 지역에 바탕을 두고 다른 지역 

에 생산기능 등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5-4> 입주기업 활동유형별 남북 분포 

(단위 : 명， 개소， %) 

구 - 노‘『--j- 평균기업규모 남부지역(80빼) 북부지 역(North) 합 계 

순수연구중심형 29.2 6(42.9) 8(57.1) 14000.0) 

연구개발·서비A형 34.9 28(36.8) 48(63.2) 76000.0) 

연구개발 · 생산 · 서비 λ형 35.4 22(36.1) 39(63.9) 61000.0) 

생산중심형 12.5 208.2) 9(81.8) 11000.0) 

서비λ중심형 18.9 28(25.7) 81(74.3) 1æooo.0) 

합 계 27.7 86(31.7) 185(68.3) 271000.0) 

자료:설문조사 

입주기업의 활동에 따른 유형별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생산， 서 

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이 종업원수 기준 평균 35.4명의 규모로 5개 유 

형중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며 생산중심형 기업의 평균규모가 12.5명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북부지역’별로 5개 유형의 분포를 보면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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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능이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생산중심형 기 

업이나 서비스 중심형 기업들이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활동유형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소， %) 

구 ..!:‘『-jF-
순수연구 연구개발· 연구개발·생 생산 서비스 

합 계 
중심형 서비스형 산 .^-þ~형 중심형 중심형 

North 7(21.2) 7(21.2) 1(3.0) 18(54.5) 33000.0) 
Yorkshire and Humberside 5(62.5) - 1(12.5) 2(25.0) 8000.0) 
East Midlands 1(4.3) 407.4) 8(34.8) 1(4.3) 9(39.l) 23000.0) 
East Anglia 2(5.1) 12(30.8) 10(25.6) 2(5.l) 13(33.3) 39000.0) 
South East 4(8.5) 16(34.0) 12(25.5) 15(31.9) 47000.0) 
West Midlands 1(2.6) 9(23.7) 708.4) 1 (2.6) 20(52.6) 38000.0) 
North West 106.7) 2(33.3) 1(16.7) 2(33.3) 6000.0) 
Wales 7(25.9) 6(22.2) 2(7.4) 12(44.4) 27000.0) 
Scotland 501.4) 13(29.5) 808.2) 1(2.3) 17(38.6) 44000.0) 
Northern Ireland 106.7) 2(33.3) 2(33.3) 106.7) 6000.0) 

과학단지 전 체 14(5.2) 76(28.0) 61(22.5) 11(4.l) 109(40.2) 271(100.0) 

자료:설문조사 

표준지역별로 기업활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순수연구중심 

형의 경우 Scotland 지역에 14개 중 5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4개기업이 South 

East 지역에， 2개기업이 East Anglia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North, 

Y orkshire and Humberside, Wales, Northem Ireland지 역 에 는 순수 연 구 개 발 

형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의 지역별 발달현 

황을 보면 총 61개 기업 중 22개가 South East 및 East Anglia지역에 분포하 

며 5개 유형 중 East Midlands와 Northem Ireland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게 나타난다. 연구개발활동이 없이 생산활동만 수행하고 있는 생산중심형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Y orkshire and Humberside와 Northern Ireland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활동없이 서비스기능만 수행하는 서비스중심형의 비중이 

높은 지 역 은 North. West Midlands, Wales 등으로 이 지 역 의 과학단지 는 오히 

려 업무단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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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이용현황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보완적 지표로서 수행활동별 

부지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부지에 대한 각 활동별 부지면적 비중을 조 

사한 결과， 과학단지 입주기업들은 사무실로 63.6%, 연구실험실로 14.9%, 생산 

활동에 9.9% , 창고로 7.4% 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벌 부지이용현황 

구 1 trj 

North 
Yorkshire and Humberside 
East Midlands 
East Anglia 
South East 
West Midlands 
North West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전체 설문업체 

South 지역 
North 지역 
주) 수치는 이용률의 평균값임. 

자료:설문조사 

사무실 

68.4 
57.l 
75.7 
59.5 
62.5 
69.4 
42.0 
61.5 
61.0 
40.8 
63.6 
61 .1 
64.7 

생산· 연 구 
창 고 

제조 활동 실험실 

6.4 12.8 6.6 
5.0 20.7 7.1 
7.9 8.0 4.5 
7.7 21.6 9.3 
8.l 18.9 6.7 
12.3 8.5 7.3 
2.0 33.0 14.0 
12.1 19.6 5.9 
14.5 12.3 7.9 
22.5 2.5 15.8 
9.9 14.9 7.4 
7.9 20.l 7.9 
10.9 12.6 7.3 

(단위 : %) 

기 타 

5.8 
10.0 
3.9 
1.8 
3.8 
2.4 
9.0 
2.7 
4.4 
18.3 
4.2 
2.9 
4.8 

지역별 부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지면적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North, East Midlands, West Midlands등이며， 생산활동 

공 간 비 중 이 평 균 보다 높은 지 역 은 Northern lreland, Scot1and, West Midlands, 

Wales 등의 지역이다. 연구개발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과학단지 입주기 

업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North West, East Anglia, Yorkshire and Hum

berside, South East 등의 지 역 이 다. 

지역별 부지이용현황에 따른 과학단지의 활동 특성을 보면， ‘남부/북부지역’ 

간의 공간이용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즉 ‘북부지역’의 경우 사무실， 

생산공간으로 이용하는 부지면적비중이 높은 반면 ‘남부지역’은 연구실험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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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이용하는 면적이 ‘북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 

한 ANOVA5)분석의 P 값이 0.023으로 나타나， 결국 통계적으로 두 지역간의 

부지이용에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특성을 과학단지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7> 

과 같다. 순수연구중심형 기업의 입지를 과학단지별로 보면 S tirling U ni versity 

Innovation Park에 37R , Cambridge, Heriot-Watt, Oxford 과학단지 에 각각 2 

개， Highfields, Manchester, South Bank, Surrey, Warwick 과학단지 에 각각 1 

개씩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활동이 없이 서비스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유형의 단지는 West1akes, Aston, Wrexham, Belasis Hall, Loughborough 

등이다. 

또한， 생산공간으로 이용하는 부지면적 비중이 큰 과학단지는 Menai, 

Birmingham, NEL단지이며， 사무공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지들은 

Loughborough, Westlakes, South Bank, Listerhills, Belasis Hall, Warwick 등으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구공간 비중이 높은 단지는 Menai, Newtech, Reading, 

East Anglia, Manchester, Heriot-Watt 단지 둥 이 다. 

2. 과학단지의 기술적 특생 

70년대 이후 첨단기술산업의 생산비중이 경제전반에서 증가하는 동시에 산 

업 전반에서 연구개발집약도가 증가하였으며6) ，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에서 기초연구 · 웅용연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박준경， 1998). 첨단기술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지표들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첨단기술의 투입요 

소(input)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로 이에는 연구개발인력과 지출비중 등이 속 

하며， 하나는 첨단기술의 결과(output)로서 얻어지는 지표들로서 제품 및 공정 

혁신， 특허， 성장률， 매출액 증대 등이 속한다. 

5)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 A)은 하나의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치의 차이 
를 검정하는데 이용된다(정충영， 최이규， 1997). 

6) 70년대 이후 자체재원에 의한 기업연구개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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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과학단지 별 수행 활동특성 
(단위 : 개소， %) 

과학단지의 활동유형 부지이용현황 

과학단지 순수연구 연구개발· 연구·생산 생t.!홈심형 서비스 
생산 사무실 연구 

중심형 서비스형 ·서비스형 중심형 

Aberdeen 4GE.4) 2(1&2) 5(45.5) 14.0 72.0 2.5 
Aberys뻐th - 2(밍.이 - 1(25.0) 1(25.이 5.0 70.0 20.0 
Antrim 1(16.7) 2GI3.3) 2GI3.3) 1(16.7) 22.5 40.8 2.5 
Aston - 3(21.4 1(7.1) 1α71.4) 12.1 00.3 8.2 
Belasís H때| - 4(23.5) 1(5.9) 1(5.9) 11(64.7) 6.2 75.3 10.0 
Bírmingham 2(33.3) 4(00.7) 31.0 47.0 14.0 
Brunel 2(장이 4(밍.이 2(25.이 12.5 fÐ.7 23.7 
Cambri여e 2(6.7) 1α33.3) 8(m.7) 1(3.3 9GI}，이 7.2 00.0 21.3 
않rdiff - 1(25.0) 1(25.이 - 2(밍1.0) 12.5 76.7 20.0 
대|뼈rth 3(밍.이 1(16.7) - 2(33.3) 7.5 46.2 10.8 
Durham 뼈U때oy 2G?B.6) 3(42.9) - 2(2í3.6) 4.3 없.9 17.1 
Harefield - 1(100.0) 40.0 10.0 10.0 
Heriot-Watt 2(15.4) 6(~.2) 4GD.8) 1(7.7) 11.3 44.2 28.3 
Highfields 1(7.7) 2(15.4) 4GD.8) 6(~.2) 5.8 72.7 8.7 
니sterhills 3(100.이 - 00.0 10.0 I 

Lo때hborough - 1(33.3) - 2(00.7) CJ1.5 
Ma뼈1ester 1(20.이 1(20.이 1(20.0) - 2(40.0) 2.0 42.0 33.0 
Menai - 2(00.7) 1(33.3 'J1.5 7.5 ~.O 
Me잉eyside - 1(100.0) 
NEL - 1(20.이 1(20.0) 3(떼'.0) Z1.0 48.0 13.0 
Ne뻐~tle 3(00.이 - 2(40.0) 17.5 1W 23.8 
Nev이ar넘S 2(40.이 1(20.0) 2(4W) 7.0 48.0 25.0 
Newt밟1 - 1(밍.이 H밍.0) 20.0 310 42.5 
Oxfo띠 2(25.이 1(12.5) 2(장이 3('J1.5) 5.6 70.0 18.1 
st John’s 1(14.3 2(28.6) 1(14.3) 3(42.9) 10.8 ffi.O 20.8 
Sheffield 1(143) 4(57.1) 1(143) 1(143) 15.0 75.0 9.2 
so띠h Bank 1(16.7) 3(밍'.0) 2(:r3.3) 2.0 82.0 12.0 
Stirling 3(33.3) 1(11.1) 5(ffi6) 8.6 74.3 7.1 
Surrey 1(7.7) 5(æ.5) 3(23.1) 4(318) 7.1 67.3 18.6 
East Anglía - 1(밍1.0) 1(밍，.0) 14.0 33.0 
Reading - 2(40.이 1(20.0) 2(41이 10.0 ~.O 37.5 
SWanSea 2(40.이 1(20.0) 1(20.0) 1(20.0) 7.0 æ.o 11.0 
War배ck 1(5.6) 4(22.2) 2(11.1) 1(5.6) 1αffi.6) 7.2 75.8 7.2 
Westlakes 1(25.0) 3(75.0) 87.5 6.3 
West 이 Scotland - 1(16.7) 1(16.7) 1(16.7) 3(밍.이 18.3 71.7 1.7 
Wrexham 2(22.2) 1(11.1) 6(00.7) 10.0 70.0 10.0 
과학단지 전체 14(5.2) 76(정，.0) 61(22.5) 11(41) 1때(40.2) 10.0 않.6 14.9 

-
자료: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투입요소의 지표로서 연구개발인력 및 지출과 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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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을 지표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첨단기 

술의 결과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제품개발과 특허 자체 기업 기술수 

준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의 비중과 연구개발지출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 

고 평균연구개발인력과 평균 연구개발지출비 등은 기술혁신의 투입요소적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생 

산성과 매출액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7). 

연구개발인력이 전체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연구개발인력 비중 

은 과학단지 입주기업 전체가 3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구 

개발인력비중이 10% 이하인 기업은 총응답업체 1877ß 중 40.69'ó로， 11%에서 

50%이하의 연구개발인력비중을 가진 기업은 전체의 27.8%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인력비중이 80%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5.5%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연구개발언력비중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10%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North West지역의 경우에는 80.0%, Northern lreland 지역은 

66.7% , North 지역은 59.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 

의 기술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South East지역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80%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3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평균 연구개발인력비중으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면， South East지역이 

58.7%로 가장 높고， East Midlands, Wales, East Anglia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낮은 지역은 N orthem lreland, North West지 

7) 연구개발의 속성이나 방향 및 목적이 추가적으로 분석되면 기술혁신의 투입요소적 성격이 
보다 더 잘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료 구득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인 

력과 지출， 기업주의 학력 등을 분석요소로 사용하였다. 또한 6장에서 분석될 대학과의 연 

구개발연계라는 변수도 기술혁신의 투입요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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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나타났다. 

〈표 5-8>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비중 및 평균연구개발인력 

(단위 : %, 개소， 명) 

구 τ trj 연구개발인력 비중(%) 
겨| 

평균연구 

연렐 0-10 11-50 51-80 81-100 인력비중 

No까h 13(59.1) 2(9.1) 303.6) 408.2) 22(100.0) 29.6 
Yorkshire and Hurrberside 2(50.0) 1 (25.0) 1<25.0) 4(100.0) 21.6 
East Midlands 6(40.0) 5(33.3) 1(6.7) 3(20.0) 15(100.0) 38.1 
East Anglia 11(34.4) 12(37.5) 7(21.9) 2(6.3) 32(100.0) 32.3 25.8 
soαh East 8(25.0) 6(18.8) 7(21.9) 11<34.4) 32(100.0) 58.7 8.7 
West Midlands 14(50.0) 7(25.0) 404.3) 300.7) 28(100.0) 28.8 5.9 
North West 4(80.0) 1<20.0) 5(100.0) 20.5 6.5 
Wales 4(25.0) 7(43.8) 308.8) 202.5) 16(100.0) 35.4 6.7 
S∞Itland 12(40.0) 11<36.7) 403.3) 300.0) 30(100.0) 29.8 10.9 
Northern In태and 2(66.7) 1<33.3) 3(100.0) 12.8 5.3 
전체 설문업체 76(40.6) 52(27.8) 3006.0) 2905.5) 187(100.0) 35.5 10.4 

South 지역 19(29.7) 18(28.1) 14(21.9) 13(20.3) 64(100.0) 46.3 17.0 
North 지역 57(46.3) 34(27.6) 1603.0) 1603.0) 123(100.0) 31.2 7.1 

자료:설문조사 

남북지역별 기술수준의 차이를 연구개발인력비중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인력비중이 10% 이하인 기업이 남부지역의 경우 29.7%인데 반해 북부지역의 

경우는 46.3%로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비중 

은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 연 

구개발인력 비중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8). 

업체당 평균연구개발인력의 수를 지역별로 보면 East Anglia지역이 25.8명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Scotland, South 

East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세 지역의 기술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부지역의 평균 연구인력이 17명인데 비해 북부지역은 7.1명으로 나타 

나 두 지역간의 차이가 뚜렷하며， 이는 F 값 0.013으로도 검증된다. 

연구개발인력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상위 10개지역의 세부특징을 살펴보면，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Oxfordshire의 Didcot 지역이며， 상위 107~ 지역 

중 South East지역이 4개， East Ang lia가 2개， South West가 2개를 차지한다. 

8) t-test를 통한 두 지역의 평균 연구개발인력비중을 비교한 결과 p 값이 0.007로 나타나 두 

지역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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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ast에 속하는 4개 지역은 모두 런던 서부의 첨단산업지대 (crescent)에 

속하며， 특히 상위 3, 4위지역이 Hertfordshire지역에 속해 연구개발인력의 집 

중도로 본 혁신능력이 이 지역에서 우세함을 알 수 있다9) 이러한 결과는 과 

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South East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9> 연구개발인력의 상우I 10개 집중지역 

지역노동시장지역 county 표준지역 입지계수 

Didcot Oxfordshire South East 46.02 
2 Thurso Highland Scotland 20.54 
3 Herford and Ware Hertfordshire South East 17.62 
4 Welwvn Hertfordshire South East 12.35 
5 Huntingdon Cambridgeshire East Anglia 9.95 
6 Bracknell Berkshire South East 9.59 
7 Salisbury Wiltshire South West 9.29 
8 Wevmouth Dorset South West 7.73 
9 Malvem W orcestershire West Midlands 7.55 
10 Cambridge Cambridgeshire East Anglia 7.55 

자료 : Simmie(997), p. 24에 서 재 정 리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또다른 중요한 지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변수는 기업의 

성숙단계에 따라，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즉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과 소규모의 기업에서 연구개발지출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 지표만으로 기술적 수준을 대표하기에는 위험이 따 

른다는 것이 q(Monck， et a l., 1988)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중 연구개 

발비 비중을 다른 변수들과 같이 보완적 지표로 이용하여 과학단지 입주기업 

9) Howells, j., 1995, The dynamic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growth 
in the South East, Paper presented to the SEEDS workshop on R&D in the South East, 
1 Nov 1994, London Voluntary Resource Centre, Simmie, ]., 1997,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in highly innovative areas - the case of Hertfordshire, in 
Simmie, j. (edJ, 1997, Innovation, Networks and Learning Regions?, Regional Studies 
Association에 서 재 인용. 

10) 그러나 본 연구의 과학단지 입주기업 설문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오래된 기업의 연구 
개발지출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연구개발지출비중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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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술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과학단지 입주기업 전체의 매출액대비 평균 연구개발지출 비중은 24.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996년 현재 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연구개발지 

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4%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단지 입주기 

업의 연구개발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1 1). 

조사결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10%이하인 기업은 전체의 53.7%를 

차지하였으며， 50%이상의 연구개발지출비중을 가진 기업의 비중도 전체의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지출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0> 지역별 연구개발지출비중 및 평균연구개발비 

(단위 : 개소， %, 천파운드) 

구 - 노‘『-Fj-
연구개발지출비중(%) 

겨| 
연구개발 평균 

0-10 11-50 51-80 81-100 지출비중 연구개발비 

North 9(64.3) 4(28.6) 1(7.1) 14(100.0) 15.8 428.5 
Yor1<shire and Hurrberside 5000.0) - - - 5(100.0) 6.6 76.0 
East Midlands 3(50.0) 3(50.0) - 6(100.0) 12.5 41.9 

SEMasth A Enga|siat 12(52.2) 7(30.4) - 407.4) 23(100.0) 28.5 743.0 
10(40.0) 7(28.0) 302.0) 5(20.0) 25(100.0) 41 .1 847.2 

West Mdlands 12(57.1) 7(33.3) 1(4.8) 1(4.8) 21(100.0) 19.3 185.3 
North West 3(75.0) 1 (25.0) - 4(100.0) 9.0 π.0 
W해es 4(33.3) 5(4l.7) 206.7) 1(8.3) 12(100.0) 28.8 96.5 
Scotland 13(54.2) 7(29.2) 2(8.3) 2(8.3) 24(100.0) 24.3 486.4 
Northem Ir，태and 2000.0) 2(100.0) l.5 41.0 
전체 설문업체 73(53.7) 41(30.1) 8(5.9) 14(10.3) 136(100.0) 24.9 451.0 

South 지역 22(45.8) 14(29.2) 3(6.3) 908.8) 48(100.0) 35.1 789.3 
North 지역 51(58.0) 27(30.7) 5(5.7) 5(5.7) 88(100.0) 19.3 266.0 

자료:설문조사 

연구개발지출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Y orkshire and Humberside와 

Northem lreland.지역에서는 전 업체 (100%)가 10% 미만의 연구개발지출 비중 

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두 지역 과학단지의 기술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 또 

North West지역 (75.0%) ， North 지역 (64.3%)도 연구개발지출 비중이 10% 이 

11) 과학단지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지출비중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지출비중을 

맞비교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한 하나의 비교지표로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영국 전체의 국내총생산대비 연 

구개발지출비중 자료는 인터넷상의 자료이다(http://www.dti.gov.uk/public/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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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지출 비중이 80%이상인 기업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East Midlands와 South East지역으로 두 지역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역별로 평균 연구개발지출비중을 살펴보면， South East지역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ales, East Anglia지역의 비중도 각각 28.8%, 28.5% 

로 나타나 과학단지 전체 평균 24.9%보다 높다. 또 남북지역별로 연구개발지 

출비중의 차이를 보면， 남부지역의 평균이 35.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북부지 

역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9.3%로 두 지역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ANOVA에 의한 유의도 또한 0.01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두 지역간의 연 

구개발지출 비중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당 평균연구개발지출비를 지역별로 보면 연구개발인력의 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12) 즉 평균 연구개발인력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 

East Anglia <?l 데 비해 평균 연구개발지출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South East로 

업 체 당 평 균 84만 파운드로 나타났다. 뒤 이 어 East Anglia:Al 역 이 74만 파운드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Scot1and가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반면 남부 

지역의 평균 연구개발지출비가 약 80만파운드인데 대해 북부지역은 27만 파운 

드로 두 지역간의 차이가 뚜렷하며 이는 P 값 0.017로도 검증된다. 

〈표 5-11>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지출비의 지역벌 분포 

(단위: 명， 천파운드) 

표준지역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지출비 

North 65300.2) 155(7.5) 4,950(7.8) 
Yorkshire and Humberside 1250.9) 8(0.4) 380(0.6) 
East Midlands 225(3.5) 69(3.4) 377(0.6) 
East Anglia 2,549(39.7) 826(40.2) 17,090(26.9) 
South East 637(9.9) 29404.3) 22,026(34.6) 
West Midlands 84603.2) 178(8.7) 3,335(5.2) 
North West 680 .1) 390.9) 385(0.6) 
Wales 210(3.3) 113(5.5) 1,448(2.3) 
Scotland 91204.2) 35807.4) 12.16009 .1 ) 
Northern Ireland 232(3.6) 16(0.8) 8200.3) 

。〈:j〉 국 저L..: 처| 6,418000.0) 2,056000.0) 63,591000.0) 

자료:설문조사 

12) 연구개발인력수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출비간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TE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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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총 연구개발지출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응답업체 전 

체 연구개발인력 중 40.2%7} East Anglia지역에， 17.4%가 Scotland에， 14.3%가 

South East지역에 입지하여 세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비중을 합하면 71.9%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들은 종업원수 비중보다 연구개발인력의 비중이 

높게 나와 기술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지 

출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연구개발인력의 지역별 분포와는 약간 다른 양상 

을 보이는데，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East Anglia지역보다 낮은 South East 지 

역이 가장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34.6%)을 나타낸다. 또 East Anglia지역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전국의 26.9%. Scot1and지역이 19.1%를 나타내어 역시 세 

지역의 연구개발 수준 즉 기술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지역별 연구개발 지출비를 기업과 정부 그리고 대학 부문으로 나 

누어 본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은 South 

East로 33.9%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East Anglia지역이 21.6%를 차지한다. 또 

한 North West지역도 12.0%로 높게 나타났으며， Scot1and의 경우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지출 비중은 높게 나타난 반면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 

비중은 3.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의한 연구개발지출비의 지역별 분 

포현황도 역시 South East 지역에서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otland 

도 12.5%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2> 지역별， 부문벌 연구개발지출비 
(단위: 백만파운드， %) 

표준지역 기업 ~체3 드 lE HEI 
North 230(2.5) 16(0.8) 91(3.4) 
Yorkshire and Humberside 279(3.0) 46(2.2) 209(7.8) 
East Midlands 615(6.6) 65(3.1) 142(5.3) 
East Anglia 2,024(21.6) 26102.6) 195(7.2) 
South East 3,182(33.9) 955(46.0) 1.073(39.8) 
South West 777(8.3) 24902.0) 122(4.5) 
West Midlands 663(7.1) 179(8.6) 149(5.5) 
North West 1,12102.0) 82(3.9) 223(8.3) 
Wales 960.0) 310.5) 102(3.8) 
Scotland 332(3.5) 175(8.4) 33602.5) 
Northern Ireland 61 (0.7) 18(0.9) 520.9) 

。〈그# 국 전 처| 9.379000.0) 2.076000.0) 2.695000.0)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997) 

- 111 -



2) 기업주의 학력 

기업주의 학력 역시 첨단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 과학단지 

의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업주 

학력 현황을 보면， 전체 1907ß 기업중 38.9%가 박사급으로 나타나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과학단지 입주기업과 

과학단지 외에 입지한 첨단기술기업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 

력을 가진 기업주의 비율이 과학단지내 기업의 경우 52%인 반면 과학단지 밖 

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 16%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Monck， et al., 1988; 115-6). 

지역별로 기업주 학력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주의 학력이 박사인 기업의 비중 

이 높은 지역은 North West로 75.0%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East Anglia 

가 59.4%, Wales 52.9%, South East가 40.0%로 나타났다. 또 남북지 역 간의 기 

업주 학력차이를 보면， 대체로 남부지역의 기업주 학력이 북부지역의 학력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카이제곱 검증의 결과 p-값이 0.035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지역별 기업주의 학력현황 
(단위 : 개소， %) 

구 ..!:‘-,-j- 고등학교 대 학 석 사 박 사 합 계 

North 2(9.1) 13(59.1) 303.6) 408.2) 22000.0) 
Yorkshire and Humberside 2(50.0) - 2(50.0) 4000.0) 
East Midlands 307.6) 7(41.2) 307.6) 4(23.5) 17000.0) 
East Anglia 3(9.4) 402.5) 608.8) 19(59.4) 32000.0) 
South East 3(7.5) 14(35.0) 707.5) 16(40.0) 40000.0) 
West Midlands 301.1) 12(44.4) 301 .1) 9(33.3) 27000.0) 
North West 1(25.0) 3(75.0) 4000.0) 
Wales 201.8) 5(29.4) 1(5.9) 9(52.9) 17000.0) 
Scotland 2(8.7) 11(47.8) 1 (4.3) 9(39.1) 23000.0) 
Northern I reland 2(50.0) 1(25.0) 1(25.0) 4000.0) 

전체 설문업체 2000.5) 69(36.3) 2704.2) 74(38.9) 190000.0) 

South 지역 6(8.3) 18(25.0) 1308.1) 35(48.6) 72000.0) 
North 지역 1401.9) 51(43.2) 1401.9) 39(33.1) 118000.0) 

자료:설문조사 

- 112 -



이상에서 기술학신의 투입요소라고 볼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과 지출， 기업주 

의 학력으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에는 혁신성과 기술수준을 나타 

내는 모든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첨 

단산 업 이 런 던 과 Hertfordshire, Hampshire, Berkshire, Buckinghamshire, 

Surrey 등을 포함한 ‘런던서부초승달지역 (London Westem Crescent)’지역에 집 

중해 있다는 사실13)과도 관련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특히 과학단지의 발달에 있 

어 캠브리지지역의 두 단지 즉 Cambridge 과학단지와 St. John's 과학단지의 

역 할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기술혁신의 상당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로 남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기술혁신과 이윤 및 수출 등도 이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에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사실(Wynarczyk， et al., 1997)에서도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3) 신제품개발과 특허 

지역의 혁신성 지표로 이용되는 특허건수와 신제품 개발건수는 기술혁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들로서 14)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지표로 이용되었다15). 이 중 특허건수는 부문간， 기업간， 국가간 

에 특허능력의 차이 16)로 인해 수평적인 부문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종종 기술개발의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상당비중이 신생기업임을 감안할 때 특허개발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기업 

13) 이 지역의 첨단산업 고용이 영국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각 지역의 첨단산업고용에 의한 

입지계수가 각각 3.60. 2.00. 2.04, 1.15, 1.79로 전국 평균보다도 집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Castells and Hall(994) , p. 147. 
14) 이 중 특허와 관련된 변수는 ‘기술혁신의 중간적 결과Ontermediate output)‘의 성격을 가진 

다. Monck, et a1. (988), p. 142. 
15) Davelaar & Nijkamp(989)와 Oakey, Thwaites & Nash(980)의 연구에서 특허 건수와 신 

제품개발건수를 지역혁신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16) Taylor, C. and Silberston, A., 1973, The economic impact 01 the patent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avitt, K. , 1982, R&D patenting and innovative 

activities, Research Policy, 11(1), pp. 33-51. Monck, et a1. (988), p. 157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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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는 점과， 소프트혜어나 생산부문의 경우 특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특허는 기술혁신성 지표에 있어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Monck， et 

al.. 1988, p. 157). 

앞절에서 살펴본 기술혁신의 투입요소적 변수들 즉 연구개발인력과 지출이 

실제로 기술혁신의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개발인력 및 지 

출， 신제품개발건수 및 특허건수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인력이 

많거나 지출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신제품개발이나 특허건수가 높은 것은 아 

니라는 것이 밝혀졌다17). 그러나 연구개발인력이나 개발비 지출의 절대값이 

아닌 연구개발의 비중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인력비중이 높을수록 신제품 

개발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 ， 특히 연구개발지출비중과 신제품개발 

건수간의 상관분석결과 P 값이 0.040으로 나타나 신제품개발건수와 특허건수 

가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보완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 

다19) 。 

먼저 지난 2년간 신제품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과학단지 전체에 

서 49.1%로 나타났으며， 이 중 North West지역의 경우 전체 6개 기업 중 모 

두가 신제품 개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Y orkshire and Humberside, 

West Midlands , East Anglia, South East 지역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한편 남부지역의 신제품개발경험기업의 비중이 북부지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다. 

평균 신제품개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North West지역이 1 1.4건으로 

17) 연구개발인력수/신제품개발건수， 연구개발인력수/특허건수， 연구개발지출비/신제품개발건수， 

연구개발지출비/특허건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결과 p 값이 각각 0.079. 0.383, 0.777. 

0.422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인력수와 특허건수 사이에는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를 볼 때 연구개발의 노력이 반드시 신제품개발이나 특허로 나타나늪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8) ANOVA분석결과 p 값이 각각 0.051로 나타났다 
19) 연구개발지출비중과 특허건수와의 관계에 대한 ANOVA분석결과 F값이 0.062로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로 연구개발지출이 높을수록 특허건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건수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수는 전체 과학단지 응답기업의 1 1.4%에 지나 

지 않는 31 개 기업으로 표본수가 너무 작아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특허건수는 하나의 보조적 설명변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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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고， South East 지역이 1 1.3건， Wales 가 7.4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평균 특허건수 기술개발인력 비중 등 다른 혁신성 지표 

로 분석할 경우 East Anglia의 혁신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신제품개발건수에 

있어서 지역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부지역의 평균 신제품개발건수는 8.98건으로 North 지역의 4.90건보다 약 

2배나 높게 나타났으나 ANOVA에 의한 P 값이 0.14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경향만으로 본다면 남부지역의 혁신성이 북 

부지역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4> 특허기업 및 신제품개발기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소. %) 

구 - 뇨』『-Fj-
특허기업 평균특허 신제품개발 평균신상품 
비 중 건 τ ι~ 경험기업 개발건수 

North 12(36.4) 5.89 
Yorkshire and Humberside 5(62.5) 2.75 
East Midlands 407.4) 1.50 7(30.4) 5.67 
East Anglia 13(33.3) 3.78 21(53.8) 5.82 
South East 13(27.7) 3.57 25(53.2) 11.30 
West Midlands 8(21 .1 ) 2.20 21 (55.3) 3.63 
North West 1(16.7) 6000.0) 11.40 
Wales 404.8) 2.00 12(44.4) 7.40 
Scotland 705.9) 3.50 22(50.0) 2.84 
Northern Ireland 106.7) 2(33.3) 3.50 
지역간의 차이 검증 p-값 0.035 0.926 0.1 14 0.787 

합 계 51(18.8) 3.09 133(49.1) 6.37 
South 지역 26(30.2) 3.69 46(53.5) 8.98 
North 지역 2503.5) 2.53 87(47.0) 4.90 

남북지역간 차이 검증 P 값 0.001 0.133 0.322 0.146 

자료:설문조사 

지난 2년간 특허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8.8%에 해당하는 51개 기업이 

었으며， 지역별로 볼 때 특허개발 경험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East Anglia, 

South East, West Midlands 지 역 의 순이 었다. 반면 North와 Y orkshire and 

Humberside지역의 경우 특허개발경험 기업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 

로 혁신성이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07~ 지역간의 특허기업비중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상의 P 값이 0.03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지 

역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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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업의 비중을 남북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지역의 특허기업 비중이 

30.2%인데 반해 북부지역의 경우는 13.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간의 차이를 

겸증하는 카이제곱의 P 값이 0.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기업당 평균 특허건수를 조사한 결과 East Anglia 지역이 3.78건으로 

가장 높고， South East 지 역 이 3.57건， Scotland가 3.50건으로 높게 나타난 반 

면 , North, Y orkshire and Humberside, North West, Northern lreland지 역 의 

경우 특허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지역별로 특허건수의 차이 

를 보면 북부지역의 평균특허건수가 3.69건， 북부지역의 경우 2.53건으로 나타 

나 남부지역의 혁신성이 북부지역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술혁선적 특성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매 

출액과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 변수중 오직 연구개발인력수만 

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제품개 

발건수， 특허건수， 연구개발지출비중 연구개발인력비중 등은 오히려 부적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기술혁신과 경제발 

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異論)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반드시 매출성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며， 

특히 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연구개발투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매출성장으 

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표 5-15>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기술적 특성 피어슨 상관계수 P 값 

연구개발지출비 0.118 0.250 
연구개발인력의 수 0.316 0.000 
신제품개발건수 -0.047 0.647 
특허건수 -0.182 0.363 
연구개발지출비중 -0.056 0.547 

1.....-연구개발인력비중 -0.140 0.090 

자료:설문조사 

4) 기술수준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 평가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기업자체의 평가도 하나의 보완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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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래， 3가지 기술수준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다른 기업에 비해 보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한 기업일수록 평 

균연구개발인력 및 지출비， 평균연구개발인력비중 및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 

나20) 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자체적 평가도 기술적 능력( technological 

capability)을 파악하는 하나의 보완적 지 표로 이 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업의 기술수준을 시장의 리더역할을 수행하면서 첨단선도기술Oeading 

edge)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첨단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모방자(follower)에 

가까운 경우， 그리고 보다 일반화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혁신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2.1%에 

해당하는 1227B 기업이 당해업체의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고도로 첨단화된 기 

술에 기초하면서 시장의 리더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생산품이나 서비스 

가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에 기반하지만 시장에서 모방자의 입장에 있다고 응답 

한 기업이 457B 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시장의 리더역할을 하거 

나 또는 모방자의 입장에 있지만 첨단화된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한 기 

업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표 5-16>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자체 기술평가수준 

(단위 : 개소， %) 

구 1:‘:Ê-
leading high generalized 

합 계 
edQe technoloQY technoloQY 

North 9(32.1 ) 7(25.0) 12(42.9) 28(100.0) 
Yorkshire and Humberside 3(50.0) 2(33.3) 1(16.7) 6000.0) 
East Midlands 12(60.0) 4(20.0) 4(20.0) 20000.0) 
East Anglia 22(64.7) 40 1.8) 8(23.5) 34000.0) 
South East 22(53.7) 9(22.0) 10(24.4) 41000.0) 
West Midlands 15(42.9) 10(28.6) 10(28.6) 35000.0) 
North West 4(80.0) 1(20.0) 5000.0) 
Wales 11(50.0) 2(9.1 ) 9(40.9) 22000.0) 
Scotland 21(53.8) 502.8) 13(33.3) 39000.0) 
Northern I reland 3(75.0) 1(25.0) 4000.0) 

전체 설문업체 122(52.1) 4509.2) 67(28.6) 234000.0) 
South 지역 44(58.7) 1307.3) 18(24.0) 75000.0) 
North 지 역 78(49.1) 32(20.1) 49(30.8) 159000.0) 

자료:설문조사 

20) 4개의 변수에 대한 ANOVA분석결과 p-값이 각각 0.001 , 0.027, 0.001, 0.0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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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입주기업과 과학단지외에 입지한 첨단기술기업의 자체 기술수준 

평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이 첨단선도기술Oeading edge)에 근거하 

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의 수가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과학단지외에 입지한 기 

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데서도(Monck， et al., 1988; 141) 과학단지의 

기술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단지의 기술수준이 높음으로 해서 지역승수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입주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의 연구개발인력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부가적인 

소비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신기술기반기업은 (NTBFs) 광고， 마케팅， 은행， 

금융서비스 등 지역경제에 높은 부가가치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e 

지역별 기술수준 평가의 차이를 보면， 고도의 기술에 기초하며 시장의 리 

더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North West, 

Northern lreland, East Anglia 등이며， 기술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비중 

이 높은 지 역 은 North, Wales, Scotland, West Midlands 지 역 등 이 다. South 

와 North지역간의 기업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갖지 못했으나(Chi 제곱검정의 결과 P 값이 0.3797임) , 대체로 North 

지역에 비해 South 지역의 업체들이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과학단지 유형별 기술적 특성 

1 ) 과학단지벌 기술적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의 지표들은 입주기업 

수행활동의 특성， 부지이용현황，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 지출 비중， 기업주 

학력， 신제품개발 및 특허건수， 자체 기술수준 평가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들 

을 과학단지별로 살펴보고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진 과학단지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학단지별 평균 연구개발인력비중을 보면 Reading이 97.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 다음으로 East Anglia 76.5%, Aberystwyth 75.0%, Cardiff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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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mingham 65.2% , Brunel 62.0% , Oxford 6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eriot-Watt, Surrey, South Bank단지의 연구개발인력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연구개발인력의 수로 보면 East Anglia단지가 1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Aberystwyth, West1밟es ， Heriot-Watt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17> 과학단지별 기술적 특성 

(단위 %, 명， 천파운드， 개소， 건) 

연구 연구 표C*iι큐4 평균 스쩌품 평 균 
특승P법 

평 균 박사 71술수쥔11 

과학단지 개빌~력 개빨}출 연귀H발 연구개발 개밸|업 신제품 
비 중 

특허훗바 기업주 빽 g8평용d7가2rgE끼 비중 비중 요법수 지출 비중 개발횟수 뾰{j 비중 

Aberdeen 19.0 18.6 2 151.3 8(72.7) 3.57 208.2) 4.0 2(25.0) 
Aberystwyth 75.0 80.0 34.5 325.0 3(75.0) 31.5 0 1(33.3) 3(75.0) I 

Antrim 12.8 1.5 5.3 410.0 2(33.3) 3.5 106.7) 0 1(25.0) 3g4752이이 1 Aston 24.4 22.3 4.4 138.3 7(50.0) 3.3 204.3 2.5 5(50.0) 
Belasis Hall 13.0 2.0 1.1 4.0 2(1 1.8) 4.0 - 0 1(9.1) 3(18.8) 
Birmingham 65.2 41.6 8.0 241.0 4(66.7) 4.3 1(16.7) 2.0 3(60.0) 2(40.0) 
Brunel 62.0 40.7 5.3 358.6 5(62.5) 1.8 102.5) 0 3(37.5) 3(밍'.0) 
Cambridge 26.8 23.0 15.6 599.4 18(60.0) 6.2 10(33.3) 3.3 17(68.0) Ua3((86506i끼이4) lll Cardiff 70.2 55.5 4.5 146.5 2(50.0) 1.5 2(50.0) 1.5 1(50.0) 
Chilworth 36.0 24.0 7.8 537.2 5(83.3) 21.8 106.7) 0 3(60.0) 
Durham fvb빼oy 50.0 14.8 2.8 50.0 6(85.7) 2.0 0 2(33.3) 2(40.0) 
Harefield 50.0 100.0 2.0 15.0 - 0 -
Heriot-Watt 58.2 28.5 27.2 886.5 8(61.5) 2.3 3(23.1) 1.5 4(57.1) 6(54.5) 
Highfields 43.0 20.0 7.4 55.0 3(23.1) 9.0 205.4) 0 3(30.0) 8(72.7) 
Listerhills 15.4 10.0 2.0 50.0 2(66.7) 3.0 0 - l(밍.0) 
Loughborough 25.0 0 1.5 0 1(33.3) 5.0 1(33.3 2.0 
Manchester 25.6 8.7 7.8 90.0 5000.0) 13.5 1(20.0) 0 3000.0) 4(00.0) 
Menai 17.8 10.0 1.0 20.0 2(66.7) 1.0 1(33.3) 1.0 1(50.0) l(밍1.0) 
Merseyside 0 10.0 0 25.0 1000.0) 3.0 - 0 
NEL 41 .1 50.5 11.5 812.5 2(40.0) 3.5 0 2(40.이 
Newcastle 36.7 26.5 4.5 225.0 4(80.0) 13.0 0 1(33.3 3(40.0) 
Newlands 24.0 4.3 1.5 93.3 3(60.0) 2.5 0 2(밍1.0) 
Newtech 13.8 9.0 0 1(50.0) 0 0 2(100.0) l(밍.0) 
Oxford 61.9 67.3 16.0 3650. 5(62.5) 2.3 3(37.5) 8.0 4(50.0) 5(71.4) 
5t John’S 42.3 35.5 21.0 325.0 3(42.9) 4.0 2(28.6) 5.5 2(28.6) 3(밍이 
5heffield 35.4 18.3 1.4 52.3 3(42.9) 1.0 1(14.3) 1.0 1(25.0) 4(57.1) 
South Bank 56.7 33.3 4.2 218.8 5(83.3) 5.4 2(33.3) 2.5 106.7) 2Cß.3) 
Stirling 4.0 0 1.0 0 2(22.2) 2.0 101.1) 6.0 1(50.0) 4(ffi.7) 
Surrey 54.2 34.4 12.3 968.0 4(30.8) 2.3 6(46.2) 3.0 2(25.0) 8(ffi.7) 
East Anglia 76.5 100.0 165.0 5000 1(50.0) 0 2(100.0) 
Reading 97.2 50.0 8.0 150.0 1(20.0) 1애.0 0 3(75.0) 1C13.3) 
Swansea 49.2 26.5 2.8 75.0 2(40.0) 1.5 1 (20.0) 4.0 3(60.0) 3(뻐'.0) 
Warwick 16.9 6.4 5.9 185.7 10(55.6) 3.6 5(27.8) 2.0 1(8.3) 7(43.8) 
Westlakes 25.0 33.0 27.5 1650 0 0 l(밍1. 0) 

West 이 Scotla때 19.4 16.5 2.5 115.0 2(33.3) 2.0 1(16.7) 4.0 2(50.0) 1(16.7) 
Wrexham 18.3 9.3 0.8 41.3 2(22.2) 1.5 0 1(33.3) 1(16.7) 
합 채 38.6 25.2 10.4 451.0 133(49.1) 8.4 51(18.8) 1.7 74(38.9) 122(많.1)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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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출비중을 과학단지별로 비교해 보면 Harefield와 East Anglia단 

지가 100%라고 응답하였으며， Aberystwyth단지 80%, Oxford 67.2%, Cardiff 

55.5%, NEL 50.5%. Reading 50.0%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연구개발지출비를 

과학단지 별로 보면 East Anglia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Oxford. 

West1akes , Surrey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선제품개발건수가 높은 단지는 Reading단지로 2년간 신제품개발건수 

가 100건 이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Aberystwyth가 31.5건， Chilworth가 21.8 

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Manchester, Newcastle 등의 단지에서도 선제품 개발건 

수가 평균개발건수보다 높게 나타나 신제품개발건수와 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간에는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허건수로 과학단지를 비교해 보면 

Oxford가 2년간 평균 8건의 특허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tirling 

6건， St. John ’s 5.5건， S wansea, West of Scotland, Aberdeen이 각각 4건씩， 

Cambridge단지가 3.3건의 특허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단지별로 기업주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박사인 기업의 비 

중이 Manchester, l'‘Jewtech에서 100%를 나타내며， Reading이 75.0%, Cambridge 

가 68.0%를 나타내었다. Birmingham, Chilworth, Heriot-Watt단지의 박사 기업 

주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체기업의 기술수준이 첨단선도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장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과학단지는 East 

Anglia, Manchester 등으로 나타났다. 

2) 유형별 기술수준의 차이 

앞장에서 시도한 과학단지의 일반적 특성 즉 기업규모 · 조직형태에 따른 

유형분류에 의한 기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Antrim, Newtech 단지가 속하 

는 대규모 분공장형의 경우 연구개발인력비중， 지출비중， 신제품개발건수， 특 

허건수 모두에 있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기술수준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인력비중과 연구개발지출비중 등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규모기업 또는 초기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어 실제 소규모 지역기업형과 중규모 혼재형의 경우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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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다만 평균연구개발인력이나 지출비에서 소규모 지역기업형보다 중규 

모 혼재형이 각각 약 3배에 달하는 값을 보여 중규모 혼재형의 경우 기술적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ambridge, Oxford. S t. J ohn ’s, 

Belasis Hall, Heriot-Watt, Warwick, West1akes 등의 단지 가 상대 적 으로 기 

술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18> 규모 · 조직에 의한 과학단지 유형벌 기술수준 

(단위 : %, 명， 천파운드. 건) 

과학단지 유형 
연구개발 연구개발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력비중 인력수 지출비중 지출액 

소규모지역기업형 36.5 5.3 25.1 235.1 
대규모분공장형 13.2 6.8 1.5 273.3 
중규모혼재형 30.4 14.5 22.9 763.5 

p-값 0.112 0.000 0.080 O.어O 

주)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P 값은 ANOVA 검증 결과임. 
자료 : 설문조사 

신제붐개 
특허건수 

발건수 

6.5 2.8 
3.5 0 
4.3 3.5 

LJ2건26 0.853 

기업의 활동유형에 따른 기술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순수연구중심 

형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비중， 연구개발지출비중， 신제품개발건수， 특허 

건수 모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대체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기술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 차이를 ANOVA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P 값이 연구개발인력비중， 연구개발 

지출비중， 특허건수에 있어 각각 0.000, 0.000, 0.030의 P 값을 보여 유형들간의 

가술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었다. 

유형별로는 신제품개발경험기업의 비중과 특허기업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순 

수연구형 기업보다는 연구개발 · 서비스형 기업이나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 

기업의 신제품개발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연구중심형 기업의 특허경험이 

58.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산중심형 기업의 경우 특허 경험이 었 

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지출비의 차이도 순수연구중심형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연구개발 · 서비스형，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 생산 

중심형의 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다른 변수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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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표 5-19> 활동유형별 기술적 특성 

(단위 %, 건， 명， 천파운드) 

연구개 연구개 신제 
신제 

구 -뇨』，-j-- 발인력 발지출 품개발 
품개발 특허건 

비중 비중 건수 
경험기 「‘~ 

업비중 

순수연구 중심형 88.4 89.2 9.0 ?E.7 7.0 
연구개발·서비스형 52.1 35.9 5.5 53.9 2.8 
연구개발·생산·서비스형 38.5 26.1 5.5 80.3 2.2 
생산중심형 13.9 13.8 3.0 45.5 
서비스중심형 9.4 3.3 8.7 30.3 4.2 
전 체 ?E.5 24.9 6.4 49.1 3.1 

~한←← O.αm O.αu LO.쨌 LJ1αu 0.0.떼 

주)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P 값은 ANOVA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평균연 평균연 
특허경 

구개발 구개발 
험기업 

인력 지출비 

50.0 2E.7 2141.7 
28.9 13.7 698.2 
21.3 10.5 잃0.7 

0.6 53.0 
8.3 5.0 41.3 
18.8 10.4 451.0 
O.아R 0.101 o.cxn 

수행활동별 기업주 학력현황을 보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유형의 경우 기업 

주 학력이 박사인 비율이 거의 50%로 생산중심형 기업의 27.3%보다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지출 신제품 및 특허 

경험기업의 비중 등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이 생산이나 서비스 중심의 기업에 비해 기술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20> 활동유형별 기업주 학력현황 

(단위 : 개소， %) 

구 τ trj 고등학교 대 학 석 사 박 사 합 계 

순수연구중심형 2(20.0) 3(30.0) 5(50.0) 10000.0) 
연구개발 • 서비 λ형 2(3.6) 20(35.7) 702.5) '2:1(48.2) 56000.0)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 3(6.3) 15(31.3) 602.5) 24(50.0) 48000.0) 
생산중심형 208.2) 4(36.4) 208.2) 3(27.3) 11(100.0) 

서비 λ중심형 1106.9) 27(41.5) 1208.5) 15(23.1) 65(100.0) 
전 처| 2000.5) 69(36.3) 2704.2) 74(38.9) 190000.0) 

자료:설문조사 

기업의 활동유형에 따른 자체 기술수준의 평가를 보면 연구중섬형 기업일수 

록 당해 기업의 기술적 수준을 높게 평가했으며， 생산중심형， 서비스중심형 기 

업의 경우 생산품의 수준을 일반화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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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기업의 활동유형에 따른 자체 기술수준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 

과 P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활동유형에 따라 기업자체의 기술적 수준을 다르 

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21> 활동유형에 따른 자체기술 평가수준 
(단위 : 개소%) 

순수연구 연구· 연구·생산 생 산 서비스 
구 -벼‘!:" 

중심형 서비스형 ·서비스형 중심형 중심형 

•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고도로 첨단(Ie시ad장m의g 8(72.7) 45(66.2) 32(58.2) 4(40.0) 33(36.7) 
edge)화된 기술에 기초한 기술， 
리더역할 

•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고도로 첨단화된 기 3(27.3) 1207.6) 15(27.3) 3(30.0) 12(26.7) 
술에 기초하지만 기술이나 시장측면에서 
모방자(follower) 입 장 

• 생산품이나 서비A가 기존의 일반화된 지 11 06.2) 804.5) 3(30.0) 45(:50.0) 
식에 근거함 

합 겨| 11000.0) 68000.0) 55000.0) 10000.0) 90000.0) 

자료:설문조사 

특히 순수연구중섬형 기업에서 ‘선도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서비스， 연구개발생산， 생산중심형， 

서비스중심형의 기업 순으로 자사의 기술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분석결과 대체 

로 모든 변수에서 순수연구중심형 기업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서비스형 연구개발·생산·서비스형 생산중심형 서비스중섬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기술수준이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높은 연구 

개발중심형 기업이 많은 지역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활동유형별 지역분포(<표 5-4> , <표 

5-5>)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남부지역에 연구중심형 기업이 많이 입지 

하고 생산중심형 서비스중심형 기업은 북부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지만， 순 

수연구중심 형 기 업 147~ 중 5개가 Scot1and지 역 특히 Heriot-Watt, Stir1ing 

단지에 입지하고 있어 비록 주변지역에 입지하더라도 단지에 따라 기술수준이 

차이를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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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영국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특성 

1. 분리선설기업의 형성 

과학단지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신설기업의 창출， 즉 창업 

기업을 통한 당해지역의 고용증대 및 연계강화이며， 신설기업의 창출에서 분 

리신설기업1)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분리신설기업은 과학기 

술의 상업화와 함께 주요 기술을 확산 이전시키는 채널로 기능하기 때문에 지 

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axenian， 1985).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에 관한 논의는 Saxenian(1985) , Glasmeier(1988) , 

Haug(1986)의 연구들이 있으며，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이 첨단산업 집적지의 성 

장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인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제시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영국 과학단지 입주기업중 85개 기업이 창업기업이었 

으며 이 중 557~ 기업이 분리신설기업이므로 창업기업 중 분리신설기업의 비 

중은 64.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신규고용증가에 있어 분리신설기업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분리신설기업 55개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분리신설기업 중 18.5%에 속하는 

107~ 기 업 이 East Anglia지 역 , 8개 기 업 (14.8%)이 Wales지 역 , 7개 기 업 (13.0%) 

이 각각 East Midlands와 South East지역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 

역별 분리신설기업의 비중을 보면 North West지역이 66.7%로 가장 높고， 

Y orkshire and Humberside가 37.5%. East Midlands가 30.4%로 나타났다. 반 

면 N orthem lreland의 경우 분리신설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otland, West Midlands 지역의 경우 분리신설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앞장에서 살펴본 결과 남부/북부지역간에 기술 특성면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북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혁신적인 환경에 있는 

남부지역에서 분리신설기업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2) 

1) 분리신설기업이란 기존조직을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일반 

적으로 일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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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남부/북부지역별 분리신설기업의 비중을 보면 남부지역이 

19.8%, 북부지역이 20.0%로， 남부지역에서 분리신설기업의 비율이 많을 것이 

라는 가설은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시설 

집적지의 분리신설기업 창출 비중이 낮다는 가설 (Miller and Cote, 1987; 

Gordon, 1991)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지역별 분리신설기업 및 모기업의 형태 

(단위 : 개소， %) 

분리신설 
모기업(배태조직)으| 형태 

구 -뇨‘--，j- 단지내 지역 
기업 비중 대학 

기 업 기업 
국내기업 기타 

North 505.2) 2(40.0) 1(20.0) 2(40.0) 
Yorkshire and Humberside 3(37.5) 3000.0) -
East Midlands 7(30.4) 5(71.4) 104.3) 104.3) 
East Anglia 10(25.6) 3(30.0) 2(20.0) 2(20.0) 2(20.0) 100.0) 
South East 704.9) 4(57.1) 2(28.6) 104.3) 
West Midlands 5(13.2) 4(80.0) 1(20.0) 
North West 4(66.7) 2(50.0) 1(25.0) 1(25.0) 
Wales 8(29.6) 6(75.0) - 2(25.0) 

Scotland 501 .4) 3(50.0) 1(25.0) 1(25.0) 
Northern Ireland 0(0.0) -

전체 설문업체 5409.9) 32(59.3) 4(7.4) 601.1) 601.1) 601.1) 

South 지역 1709.8) 7(41.2) 4(23.5) 307.6) 201.8) 307.6) 
North 지역 37(20.0) 25(67.6) 3(8.1 ) 400.8) 3(8.1) 

자료:설문조사 

분리신설기업 형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생산물과 시장관련 인자들보 

다는 혁신기업가적인 개인 및 모조직의 역할에 집중되었다(Garvin ， 1983). 모 

조직의 형태는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분리신설기업 

의 주요한 모조직들은 대학， 정부연구소， 그리고 민간기업들이다. 대학으로부 

터 분리신설된 업체는 처음에 R&D와 검증 및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하는 반 

면 첨단기술기업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업체는 표준적인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 

향이 있다. 

2) Saxenian{ 1985)은 숙련기술인력과 모험자본의 이용가능성， 저비용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세 
금감면， 저교통비용， 그리고 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지역의 분위기 등과 같은 지역인자 

들이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을 자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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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입주기업 중 분리신설기업 54개의 모조직 형태를 보면 전체의 

59.3%가 대학으로부터 분리신설되었으며， 단지내 기업을 포함한 지역기업으로 

부터 분리신설된 업체가 107~ 로 18.5%를 차지하고， 기타 타지역의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분리신설기업이 16.7%인 9개 기업이다. 기타 연구소 등으로부터 

분리신설한 기업은 3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으로부터의 분리신설율 

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Massey 동(1992)은 일부대학으로부터의 분 

리신설이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리신설기업의 모조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Y orkshire and Humberside 

지역의 경우 모조직이 대학인 비중이 100%이며， West Midlands 80%, Wales 

75% , East Midlands 71.4%로 높게 나타났다. 또 단지내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분리신설기업 4개 중 2개의 기업이 각각 East Anglia와 South East 지 

역에서 창출되어 당해지역 과학단지의 기업칸 네트워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었다. 

남북지역간 분리신설기업의 모기업을 비교하면 북부지역의 경우 모기업이 

대학인 경우가 67.6%로 납부지역의 41.2%보다 크다. 또 앞에서도 본 바와 같 

이 당해지역의 과학단지내에서 분리신설한 기업의 비율이 납부의 경우 23.5% 

를 차지하는 반면 북부지역의 경우는 단지내 기업으로부터 분리신설한 경우는 

없었고， 남부지역에 있어 지역기업으로부터의 분리신설비율이 41.1%인 반면 

북부지역은 8.1%로 납부지역의 창업환경이 더 활발함을 보여준다. 남/북지역 

별 모기업 형태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의 F값(0.020)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 

조사결과 분리신설기업 54개 중 70.4%에 해당하는 38개 기업이 모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모기업과의 연계행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공식적 접촉으로 전체의 64.1%에 해당한다. 그밖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서관 및 회의실 이용， 실험장비 이용， 구매자 

와 공급자의 관계 등으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분리신설기업 전체의 

59.0%, 51.3%, 43.6%에 속한다. 

모기업과의 연계유형에 있어 남북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장비 이용과 

도서관등의 이용에서 카이제곱 검정의 P 값이 0.002, 0.031로，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서 연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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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분리신설기업의 모기업과의 연계유형 

(단위 : 개소%) 

모기업과 
연구개발 후원시험 비공식적 졸업생 

구 매/ 
실험￡버| 

도서관， 
구 긴 닙r 의 지속적 

자 문 연 구 접 촉 
연구계약 

임 용 
공급자 

이 용 
회의실 

관 계 관 계 이 용 

I\brth 5(100.0) 3(00.0) 3(00.0) 4(뻐1.0) 2(40.0) 1 (LD.O) 4(00.0) 3(00.0) 3(00.0) 
Yorkshire and HUrT'OOrside 2((6.7) 1(밍1.0) -1 1(밍.0) 1(밍.0) 1(밍1.0) 1(밍1.0) 2(100.0) 
East Mdlaræ 4(57.1) 2(밍.0) 1(2).0) 1(2).이 2(fÐ.0) 1(2).0) 2(밍.0) 3(75.0) 3(75이 

East Anglia 7(70.0) 1(14.3 1(14.3) 4(57.1) 1(14.3) 1(14.3) 1(14.3 -1 1(14.3) 
없Jth 닮st 3(42.9) 1(33.3 1(33.3) 3(100.0) 1(33.3) 3(100.0) 2((6.7) 1(33.3) 2((6.7) 
West Mdlaræ 5(100.0) 2(때.0) 2(40.0) 5(100.0) 2(40.0) 2(40.0) 2(40.0) 3(00.0) 4(00.0) 
Nath West 2(밍.0) - -1 1(fÐ.O) 1(밍'.0) 1(밍.0) 1(밍.0) 2(100.0) 
뻐les 7('if1.5) 1(14.3) 1(14.3) 4(57.1) 1(14.3) 3(42.9) 6(ffi.7) 5(71.4) 
Scotland 3(00.0) 3(100.0) 1(33.3 2((6.7) 1(33.3 2((6.7) 2((6.7) 2((6.7) 1(2).0) 
써them 1때때 - -

전체 설문업체 l3(70.4) 14(35.9) 1O(정1.6) 2)(64.1) 10(2).6) 13(33.3) 17(43.6) :lX51.3) Z3(밍.0) 

&미h 지역 1아않.8) 2(:lW) 2(æ.0) 7(70.0) 2(æ.0) 4(40.0) 3C?D.0) 1(10.0) 3C?üO) 
뼈th ^I역 'Æ(75.7) 12(41.4) 8(27.6) 18(1없.1) 8(27.6) 9(31.0) 14(48.3) 19(65.5) æ(뻐.0) 

p-값 O.쨌 0.224 O.細 O.없 0.댔 O.뼈 0.315 0.002 0.æ1 

자료:설문조사 

모기업과의 연계유형을 모기업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기업이 대학인 경 

우 연구개발자문 비중이 다른 모기업의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대체로 

모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비공식적 접촉이나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 모기업 형태별 연계유형 

(단위 : 개소， %) 

구 τ trj 대 학 지역기업 국내기업 
다국적 

기업 등 

연구개발 자문 11 (42.3) 2(33.3) 1(20.0) 
모기업이 후원하는 시험적 연구 7(26.9) 2(40.0) 1(20.0) 

비공식적 접촉 17(65.4) 2(66.7) 4(80.0) 2(40.0)1 
연구 계약 8(30.8) 2(40.0) 
졸업생의 임용 10(38.5) 1(20.0) 2(40.0) 

구매 자/공급자로서 의 관계 11(42.3) 3(60.0) 3(60.0) 

개발， 시험， 분석 등을 위한 장비나 시설 이용 15(57.7) 3(60.0) 2(40.0) 

컴퓨터 도서관 회의장 등의 시설 이용 17(65.4) 4(80.0) 2(40.0) 

합 겨| 26000.0) 3000.0) 5000.0) 500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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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신설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분리신설기업이 아닌 경우와 비교하면， 분 

리신설기업의 경우 규모가 비교적 작고， 연구공간 비율， 연구개발인력 비중， 

연구개발 지출비중이 모두 분리신설기업이 아닌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연구공간 비율과 연구개발인력 비중은 ANOVA에 의한 P 값이 각 

각 0.000, 0.00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분리신설기업의 특성 

(단위 : 명， %, 건) 

구 -닙‘i!:" 
평균 생t!낼간 연구공간 신상품 연구개발 연구개발 

Z응E。 닙{ 으 전| 1 끼-‘ 비율 비율 개발건수 건수 인력비중 지출비중 

분리신설기업 21.9 8.3 26.0 5.4 2.6 48.4 27.4 

분리신설기업이 아닌 경우 29.6 10.5 12.3 6.6 3.2 31.7 24.3 
그룹간의 차이 p 값 .423 .503 .000 .724 .490 .007 .633 
전 처| 27.9 10.0 15.0 6.4 3.1 35.7 25.1 

자료:설문조사 

독일의 인큐베이터에 대한 기존 조사에서는 입주기업의 77%가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었으며， 전체의 49%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분리신설기업이 

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지향적 기업과 분리신설기업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인큐베이터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척졌 

다COECD， 1997; 78-89). 

2. 기업깐의 연계특성 분석 

연계는 일반적으로 한 기업(또는 조직)이 재화와 용역(원료， 장비， 가공재， 

하청， 기타 서비스) 투입요소들을 또 다른 기업들(또는 조직들)로부터 구입하 

거나 또는 산출물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흐름을 총칭하는 것이다CWalker & 
Storper, 1981; Hoare, 1985). 어떤 기업에 대한 연계는， 그 기업에 재화와 용 

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을 의미하는 후방연계 Cbackward linkage)와 그 기 

업의 고객들을 의미하는 전방연계 Cforward linkage)로 구분된다. 

연계연구의 배경은 우선 지역경제활동에 따른 승수효과 또는 성장을 어느 

만큼이나 한 기업(조직)에서 다양한 조직들로 전달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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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지역정책 수립과 형성에 실질적인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Hagey 

& Malecki, 1986), 또한 공업지리학내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기업(혹은 조직)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켜 줄 수 있 

다는 데 있다(Hoare， 1985). Scott(1983)는 이를 두고 연계가 생산의 외부조직 

의 직접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산업조직과 입지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기 때문에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연계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계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이 부문(또는 산업)/생산물 유형 기업규모 그리고 조직형태 등이라 

고 밝힌 바 있 다(Taylor & Thrift, 1982; Scott, 1983; Hoare, 1985; Hagey & 
Malecki, 1986; Glasmeier, 1988). 

연계형성의 부문/산업/생산물별 차이는 상이한 종류의 투입요소들 또는 그 

중 일부가 모든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첨 

단기술 소기업 (high tech small firms)의 경우， 높은 수준의 R&D와 배치방식 

으로 생산되는 비표준화된 특성 때문에 국지적 연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0밟ey， 1984).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로서 R&D 집약도 대신에 주요 생산물의 부가가치 비율과 생산과정의 비표준 

성을 사용하여 R&D 수준과 국지적 연계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연구도 있다(0’ Farrel & 0' Loughlin, 1981). 이것은 생산물이 비표준화될수 

록 그 생산물에 대한 투입요소의 공급자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수준에 따른 물자연계와 정보연계에 대한 연구에서， 저기술제품 생산 

기업은 국지적 투입물자연계구조를 가지며 반면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은 공 

간적으로 다양한 연계구조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국지적 연계의 질이 중소 

첨단기업의 혁신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첨단기업간에 밀접한 공간적 큰접성과 

물자의 상호교환이 낳는 직접적 경제 이익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지 

적 정보 피드백을 통한 정보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복 

잡한 이익은 혁신에 기여한다. 따라서， 국지적 산업환경의 질에서의 차이가 소 

기업 혁신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akey ， 1984). 

또한 기업의 규모가 국지적 연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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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 당해지역에 그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자에 대한 탐색과 

정이 국지적 환경에 제한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국지적 연계형성은 소유 

와는 상관없이 소기업내 조직발전의 미약과 소기업이 대기업처럼 다양한 지리 

적 규모에 걸쳐 시장 또는 공급자를 탐색할 수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Glasmeier, 1988). 

본절에서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행태를 판매연계， 물자구매연계， 서비 

스연계， 하청연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과학단지내 기업간의 관계 

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간의 연계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과학단지 

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중요하게 언급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학단 

지가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공헌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 ) 입주기업의 연계분석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행태는 각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어떠한가를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즉 보다 광역적인 판매연계를 

보일수록 그 기업의 발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q(Monck， et al., 

1988; 173). 판매연계의 지역적 범위를 보면 단지내 입지한 기업에 생산물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중이 1.8%, 지역내에 18.9%를 차지하여 국지 

적 판매연계 비중이 약 20%를 차지한다. 기타 국내 지역에 대한 판매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해외판매 비중이 29.3%를 차지하여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판 

매영역이 국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구매연계는 후방산업의 발달을 통한 고용과 부의 창 

출에 있어 그 지역적 범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내 구매가 약 30%, 

기타 국내연계 비중이 55.3%, 해외 비중이 14.5%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역외 

에서 유입되는 물자의 구매가 약 70%를 차지하여 구매연계의 범위가 상당히 

광역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이 보다 첨단기 

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1) 

1) 0 ’Farrel & 0 ’Loughlin(981)은 연구개발수준과 국지적 연계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 

을 밝혀내어 생산물이 비표준화될수록 그 생산물에 대한 투입요소의 공급자수가 제한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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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통적 산업부문으로 특화되어 있는 Cleveland.지역 신생기업의 구매연 

계에 대한 분석 2)에서는 지역내 구매연계비중이 74% 해외구매비중이 5%로 

나타나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구매연계가 상대적으로 광역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연계는 지역내 비중이 44.7%로 다른 연계행태에 비해 가장 크며 하 

청연계의 지역내 비중도 41%를 차지하여 지역내 타 기업과의 관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연구개발활동과 자문 기술서비스 등의 

활동으로 특화되어 있는 과학단지의 특성으로 인해 하청연계는 상당히 제한적 

이다. 그래서 전체의 23.6%에 해당하는 64개기업만이 하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연계의 분석 역시 구매연계나 서비스연계와 같이 고용 

과 부의 창출을 통한 후방연계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역내 연계비중 

이 판매연계나 구매연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과 과학단지외에 입지한 첨단기술기업의 하청연계를 비 

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소득의 원천으로 하청활 

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보다 낮으며 외부의 제조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Monck， et al., 1988; 176). 

〈표 6-5>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연계행태 
(단위 : %) 

구 .!:‘『-，i- 판매연계 물자구매연계 서비스연계 하청연계 

단지내 입지 1.8 0.8 4.4 2.5 
같은 county내 18.9 29.4 40.3 38.5 
기타 국내 타지역 50.0 55.3 47.3 45.2 
해외입지 29.3 14.5 8.0 13.9 
전 처| 100.0 100.0 100.0 100.0 

자료:설문조사 

2) 연계행태의 지역별 차이 
지역별 판매연계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내 판매비중이 높은 지역은 

North, Scotland이며 해외판매연계 비중이 높은 지역은 East Anglia, Northern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 Storey, D. ]., 1982,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firm , Croom Helm, London. Monck, et 

a1. (988) 에 서 재 인 용，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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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eland, North West, South East 등으로 판매연계범역이 국제화되어 있어 세 

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이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고 볼 수 있 

다. N orthern lreland의 Antrim 단지의 경우 분공장 형태의 기업비율이 80%에 

달하여 기업의 본사가 외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외지역의 판매비중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연계특성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분석 (ANOVA 

table)에서 판매연계의 지역내 연계가 F값 3.2111 , P 값 0.001로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분석되었다. 

<표 6-6> 표준지역별 연계특성의 차이 

(단위 : 개소%) 

구 .!:‘,-j--
판매연계 물자구매연계 서비스연계 

지역 국내 해외 지역 국내 해오| 지역 국내 해외 

North 42.0 45.4 12.5 39.7 53.0 7.3 45.0 51 .1 3.6 
Yorkshire and Humberside 16.3 60.1 23.4 47.8 48.5 3.8 100.0 0.0 0.0 
East Midlands 14.2 56.8 29.0 47.9 44.7 7.4 65.6 32.5 1.9 
East Anglia 11.9 48.3 39.5 25.2 54.1 20.3 36.5 54.4 8.7 
South East 11.8 53.6 33.8 27.8 53.6 18.7 38.2 53.4 8.4 
West Midlands 24.8 52.7 22.7 33.9 55.8 10.3 44.4 53.4 2.2 
North West 11.0 53.0 36.0 45.0 27.5 27.5 42.5 32.5 25.0 
Wales 13.3 59.4 27.3 17.8 72.5 9.7 43.5 54.5 2.0 
Scotland 31.3 38.4 30.3 26.0 58.5 15.2 41.6 42.0 16.2 
Northern Ireland 6.4 54.6 39.0 2.5 57.5 40.0 53.3 20.0 26.7 

과학단지 전체 21.2 50.2 28.4 31 .1 55.0 13.8 45.2 47.2 7.5 
South 지역 11.8 51.3 36.3 26.6 53.8 37.5 37.5 53.8 8.5 
North 지역 25.4 49.8 24.9 33.1 55.6 48.9 48.9 44.1 7.0 

P 값 0.001 0.741 0.021 0.241 0.747 0.064 0.420 0.096 0.636 

자료:설문조사 

물자구매 연계행태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지역내 연계 비중이 높은 지역은 

Yorkshire and Humberside, East Midlands, North West지 역으로， 지 역 별 기 

술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기술수 

준이 낮은 지역들이어서 물자구매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인다. 해외로부터의 물자구매연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분공장 비율이 높은 N orthern lreland로 40%를 나타냈으며， 이외 

에 North West, East Anglia, South East 지 역 도 높 게 나타난다. 

서비스연계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m 

패
 



비중이 Y orkshire and Humberside의 경우 100%를 차지하여 최고를 나타냈 

고， East Midlands가 65.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Northern lreland의 

경우， 물자구매의 지역연계 비중은 2.5%로 상당히 낮은데 비해 서비스연계 비 

중은 53.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체로 물자구매연계나 판매연계보다는 서 

비스연계의 국지적 연계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서 

비스연계 비중이 높은 지역은 Northern lreland, North West, Scotland 지역으 

로 분공장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서비스공급 해외연계비중의 P 값은 0.041 

로 표준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에 입 

주한 업체의 대부분(80%)이 타지역에 본사를 둔 분공장의 형태라는 것에 기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된 것이다3) 

연계행태의 남/북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South지역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 

업체들의 판매연계는 지역내 비중이 1l.8% 국내 51.3% 해외가 36.3%로 

North지역 기업의 연계비중 25.4%. 49.8%. 24.9%와 비교해 볼 때 보다 국제화 

(globalized)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북 지역별 지역내 연계 비중 차 

이에 대한 ANOVA상의 p-값이 0.001 , 해외판매 연계비중의 차이에 대한 p

값이 0.02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두 지역간에 판매연계 차이가 분명하게 나 

타난다。 즉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가 세계시장에서 경 

쟁하는 보다 발전적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물자구매 연계행태의 남/북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부지역의 지역내 연 

계비중이 26.6%인 반면 북부지역의 경우는 33.1%로 북부지역의 국지적 물자 

구매연계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물자구매의 해외연계비중은 북부지역 

이 48.9%로 남부지역의 37.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Manchester단지와 Antrim단지내 기업의 조직형태와 상관관계가 높 

은 것이다. 

서비스연계의 남/북지역별 차이를 보면 남부지역의 지역내 연계비중이 

3) 조직형태별 연계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 판매연계， 해외물자구매연계， 해외서버 
스연계에서 조직형태간 차이가 동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가 각각 0.033. 

0.025, 0.035로 나타남). 즉 당해지역에 뿌리플 내리고 있거나 단일공장기업인 경우 지역내 

판매연계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타지역에 본사뜰 둔 지사나 분공장의 겸우 특히 해외구 

매연계와 해외서비스연계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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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인데 반해 북부지역의 경우 48.9%로 국지적 서비스연계 비중이 높게 나 

타난다. 해외서비스 연계 비중의 경우는 남부지역 기업이 8.5%로 북부지역의 

7.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3) 과학단지내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과학단지내 입주기업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형태를 알아보는 것은 단지내 

기업간의 기술혁신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과학단지 자체가 혁신적 환경을 창출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과학단지 입주기업 

2717~ 중 당해 과학단지내 입주기업과 관계를 가지고 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에 속한다. 

〈표 6-7> 지역벌 단지내 기업간 네트워크유형 
(단위 : 개소， %) 

단지내 
계약 고C그도o 전략적 장비 시설 사 업 하청업 

구 -벼i!:" 기업과으| 
연구 연구개발 제 휴 이용 이용 서비스 

고객 공급자 
처| 

연계기업 

써th 23(69.7) 2(8.7) -1 4(17.4) 3(13.0) 6(26.1) 12(52.2) 15(뻐1.2) 15(ffi.2) 1(43) 
Yorkshire 6(75.0) -1 1(16.7) -1 3(밍1.0) -1 3(밍1.0) 4(ffi.7) 2Cn3) 
타:lSt Mdlar뼈 12(52.2) 2(16.7) 1(8.3 -1 2(16.7) 1(8.3) 4(33.3) 4(:~.3) 4(33.3) 1(8.3) 
터st hYJlia 31(79.5) 5(16.1) 1(3.2) 2(6.5) 2(6.5) 6(19.4) 8(25.8) 12(æ.7) 14(45.2) 5(16.1) 
없.Jth 터않 33(70.2) 7(21.2) -1 6(18.2) 10(30.3) 7(21.2) 7(21.2) 14패4(4따24) 1아1).3) 1(3.0) 
Wæt Mdlards 21(55.3 2(9.5) 2(9.5) 5(23.8) 5(23.8) 9(42.9) 12(57.1) 12(57.1) 5(23.8)1 
써th 'N3st 2(33.3) 1(ED.O) 2(100.0) 1(ED.O) 1(밍.0) 2(100.0) 2(100.0) 1(밍1.0) 

뻐les 15(55.6) 1(6.7) 1(6.7) 1(6.7) 4(26.7) 4(26.7) 6(40.이 5(앓3) 6(410) 2(13.3) 
Sootlard 21(47.7) 2(9.5) 4(19.0) 1(4.8) 6(28.6) 2(9.5) 7(33.3) 6(æ.6) 8ØH) 3(Î43)I 
삐n벼m In허ard 2(33.3) 1(밍.0) 1(밍.0) l(밍1.0) l(밍.0) -
전 처| 100(61.3) 22(13.3 7(4.2) 18(10.8) 34(W.5) 35(21.1) 또(33.1) 7껴때'4(4왜4.6) 76(45.8) 2102.7)1 

South 지역 64(74.4) 12(18.8) 1(1 .6) 8(12.5) 12(18.8) 13(20.3) 15(23.4) a3(40.6) 24(37.5) 
15 6(l(4947)) North 지역 102(55.1) 10(9.8) 6(5.6) 10(9.8) 22(21.6) 22(21.6) 40(39.2) 48(47.1) 52(51.이 

P 값 O.αJ2 0.098 0.178 0.587 0.661 0.847 0.036 0.417 o.cro 0.315 

자료:설문조사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East Anglia의 단지내 기업과의 연계비중이 79.5% 

로 가장 높고， Y orkshire and Humberside가 75.0%, South East가 70.2%로 높 

게 나타난다. 남북지역별로 단지내 기업과의 관계여부를 보면 남부지역의 경 

우 단지내 연계비중이 74.4%인데 반해 북부지역의 경우 55.1%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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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차이의 P 값이 0.00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부지역 기업의 단지내 네트워크가 보다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내 기업간 연계유형을 보면 공급자로서의 관계가 45.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객으로서의 관계 역시 44.6%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사업서비스 이용관계로서의 기업간 연계가 

3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약연구나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의 관계는 

각각 13.3%, 4.2%로 낮은 비중이다. 이는 기업간에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으 

로서 관계를 지속하는 사례는 희소하며 주로 사업자 중심의 비공식적 네트워 

크(수요업체， 부품공급업체， 설비공급업체， 산업단체)를 통하여 기술정보에 접 

근한다는 Valentine(1995)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이 다. 

남북지역별로 단지내 기업간 관계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부지역의 경우 

계약연구， 전략적 제휴 등의 비중이 북부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북부지역의 

경우 공급자로서의 관계와 사업서비스 이용의 관계 비중이 높았으며 이들 각 

각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의 P 값이 0.036, 0.09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단지 개념중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관리기능 

의 존재이며 이는 기술혁신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과학단지 입주기업 중 37.5%가 관리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의 단지 자체의 관리서비스기능 

이용유무를 비교한 결과는 P 값이 0.0004로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의 입주 

기업들이 단지자체의 관리서비스기능을 덜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미국 연구단지의 단지관리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개개 입주기업의 물리 

적 환경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해당되며 이에는 다업체빌딩의 건설， 상하수도 

서비스， 도로건설， 경관관계， 표지，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의 단 

지관리는 종종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기능의 제공인더1， 여기에는 화 

의시설， 단지내 숙박시설， 관리자문기능， 식당， 오락， 아동보육시설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기능은 입지이익 Oocalization economies) 개념에 판거한 것이다. 

세 번째 단지관리서비스는 입주기업과 그 지역내 다른 기관 즉 대학과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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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계기능Oiaison)을 담당하는데， 이는 입주기업 자체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가 단지를 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땅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Luger and Goldstein, 1991). 

영국 과학단지 관리서비스의 이용유형을 보면 96개 이용기업중 69.8%에 해 

당하는 67개 기업이 단순한 단지경영 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31.3% 

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이 사업정보서비스를 관리주체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하 

였다. 그러나 과학단지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기대된 기술이전의 중개역할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개 기업에 불과하였다. 

〈표 6-8> 지역별 단지내 관리기능 활용 

구 -닙‘L!:" 
관리기능 기술이전 

이용기업 중개자 

North 13(39.4) 
Yorkshire a때 Humberside 5(62.5) 
East Midlands 5(25.0) 
East 싸lQlia 12(33.3) 
South East 5(11 .1) 
West Midlands 25(69.4) 
North West 3(50.0) 

Wales 7(30.4) 
Scotland 18(40.9) 1 (5.6) 
Northem Irela때 3(60.0) 

저L..: 처| 96(37.5) 10.0) 
South 지역 17(21.0) 
North 지역 79(37.5) 10.3) 

남북간의 차이 p-값 0.000 0.641 

주) 남북간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마케팅 관리경영 

자 문 서비스 

8(61.5) 
1(20.0) 3(60.0) 

5000.0) 
206.7) 9(75.0) 

4(80.0) 
18(72.0) 

3000.0) 
5(71.4) 

306.7) 12(66.7) 

6(6.3) 67(69.8) 

201.8) 13(76.5) 
4(5.1 ) 54(68.4) 
0.300 0.509 

(단위 : 개소， %) 

二C그그 흔 c그3" 사업정보 

서비스 서비스 

1 (7.7) 3(23.3) 
1(20.0) 1 (20.0) 

2(40.0) 
3(25.0) 206.7) 

1(20.0) 
2(8.0) 9(36.0) 

2(28.6) 
201 .1 ) 8(44.4) 

2(66.7) 
9(9.4) 30(3l.3) 

307.6) 3(17.6) 
6(7.6) 27(34.2) 
0.197 0.182 

미국 연구단지 관리서비스에 대한 조사(Luger and Goldstein, 1991)에서는 

전체 응답자 69명 중 84.3%가 대학과의 연계 또는 중개기능을 담당한다고 하 

였고， 영국 과학단지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도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역할을 강 

조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 

업체가 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기술이전의 중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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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영국 과학단지의 개념과 모순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3. 대학과의 연계특성 

1980년대 이후 서구의 대학은 그들이 지닌 지식 및 기술을 토대로 ‘지역혁 

신요인으로서의 대학’으로 그 역할을 변모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의 기업에 이전하는 산학협동이 활발해졌고， 이 

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대학이 지난 각종 노하우 

및 기술정보와 고급기술인력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와 대학이 첨단기술지향적인 기 

업체를 지역사회에 유인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혁신을 통한 지식 및 기술집약적 생산품의 제조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 

라 지식과 경제를 이어주는 연계망의 구축이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잡게 되 

었으며， 지식 및 기술이전과 정보이전은 대학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었다. 세 

계화시대의 경쟁상황에서는 ‘발명-기술혁신에서 제품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시 

간적 단축이 기업존속의 기반이었으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하려는 기업에 

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대학의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였다. 

대학과 기업체의 기술이전을 위해 대학내에 대학연구이전기관이 설치되어 

대학 외부의 협력자를 구하려는 대학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편， 대학의 연구시설 및 연구관계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외부의 모든 사람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촉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정보의 획득은 기업 특히 소규모 첨단기술기업 

의 연구개발노력을 자극한다고 Qakey(l984)는 보았으며， Silicon Valley와 

Route128 지역의 첨단기술산업은 기술지향적인 대학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상 

당히 많이 집적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Castells and Hall, 1994). 이틀은 

새로운 산업이 기본적인 대학연구로부터의 ‘스핀오프’가 될 것이며， 전통있고 

명성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첨단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창출한 스탠포드대학의 Terman교수도 대학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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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장소를 넘어서 국가산업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가져 당해지역의 산 

업입지， 인구집단 등 지역특성을 규정짓는다고 보았으며 대학을 하나의 “천연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Castells and Hall, 1994). 이처럼 결정적인 성공을 위 

한 산학연계 원칙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또한 콘트라체프 주기에서 지 

식， 기술 진보의 결정적 단계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Taylor， 

1985). 

실제로 영국대학의 경우 산업과 학문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 

학 내에 산학연계실(Industrial Liaison Office)을 두어 기술이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이에 과학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 대학 산학연계실로부터의 방문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총 255개 응답업체 중 13.7%에 해당하는 35개업체가 방 

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North West와 Northem 

lreland.지역에서는 ILO(산학연계실)의 방문을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East Midlands 지역의 응답기업중 26.1%가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지역별 

로 10%에서 25% 정도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한편， 영국 과학단지의 경우에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고등교육기관이나 주 

요 연구센터와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CURDS. 1995). 이에 대해 

먼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기업연계를 살펴보면， 지역소재대학과 공식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은 전체의 46.1%로 나타났다. 즉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지역소재 대학과 공식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 

한 것이다. 그 외 다른 지역의 대학과 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22.9%, 공공연구기관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11.1%로 나타났다. 

Smith(1997)는 지역개발전략과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들이 산업계와 공공연 

구소와의 연계보다는 주로 대학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적 조건들이 양호하다면 공공연구소와의 연계가 인큐베이터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과의 연구개발연계는 기술혁신의 투입요소중의 하나이 Q(Monck， et 

al., 1988; 142). 즉 대학과의 연구개발연계정도가 높으면 그 기업의 기술수준 

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대학과 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 

답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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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및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 ， 평균매출액에 있어서도 대학과 연계를 가지는 기업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제품개발건수와 특허건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학과 

의 연계가 없는 기업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5) 따라서 대학과 공식적 

연계를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혁신의 결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고 볼 수 있다6) 

〈표 6-9> 고등교육기관과의 공식적 관계 

구 I trj 지역소재대학 

North 12(36.4) 
Yorkshire and Humberside 5(62.5) 
East Midlands 14(60.9) 
East Anglia 17(43.6) 
South East 22(46.8) 
West Midlands 22(57.9) 
North West 2(33.3) 
Wales 11(40.7) 
Scotland 16(36.4) 
Northern Ireland 4(66.7) 

합 계 125(46.1) 

South 지역 39(45.3) 
North 지역 86(46.5) 

남북간의 차이 p-값 0.861 

주) 남북간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임. 

자료 : 설문조사 

타 지역의 대학 

7(21.2) 
2(25.0) 

8(34.8) 
10(25.6) 
11 (23.4) 
8(21.1) 

7(25.9) 
9(20.5) 

62(22.9) 
21(24.4) 
41(22.2) 

0.681 

공공연구기관 

3(9.1 ) 

407.4) 
707.9) 
807.0) 
3(7.9) 

2(7.4) 
2(4.5) 

106.7) 

3001 .1) 

15(17.4) 
15(8.1 ) 

0.023 

반대로 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른 대학과의 연계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평가에 따라 대학의 연계정도를 분석한 결과 ‘당해기업이 첨 

단선도기술에 기반하며 시장의 리더역할을 한다’고 본 기업의 경우 지역소재 

4) 연구개발인력비중 평균연구개발인력의 수， 평균연구개발지출비에 대한 ANOVA분석결과 

p 값이 각각 0.002, 0.005, 0.014로 나타났다. 
5) 신제품개발건수 및 특허건수가 대학과 공식적 연계플 갖는 기업의 경우 각각 평균 4.1, 3.0 
건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과 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의 경우 각각 8.3, 3.2건 

으로 나타났다. 
6)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허건수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작아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무리 

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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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비중이 ‘일반화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7) 이를 볼 때，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이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정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소재대학과 공식적 연계를 가지는 기업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N orthern lreland지 역 이 66.7%로 가장 높고， Y orkshire and Humberside지 역 이 

62.5%로 높으며， North West 및 N orth, Scotland지역의 기업이 평균보다 낮 

은 비중을 보인다. 

지역소재대학 및 그 외 다른 지역대학과 공식적 연계를 갖는 기업의 비중 

은 남부/북부 지역간에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공공연구기관과의 공식적 

연계는 남부지역의 경우가 17.4%인데 비해 북부지역은 8.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ANOVA P 값이 0.023으로 나타나 남부지역 입주기업의 경우가 북부지 

역에 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공식적 연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지역소재 대학과의 연계유형 

구 τ 닙!:" 응답사업체수 

계약연구 4105.1) 
대학의 장비이용 57(2l.0) 
학생 프로젝트 71(26.2) 
고등교육기 관에 의 한 훈련 17(6.3)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 지원 3402.5) 
대학에서 실험 및 분석 25(9.2) 
졸업생의 고용 5008.5) 
교육 프로그램 21 (7.7) 
학계종사자에게 파트타임 저12일자리 제공 11(4.1) 
대학의 컴퓨터 시설이용 2700.0) 

회의장 시설이용 2900.7) 
도서관 이용 74(27.3) 
식당시설 이용 3001.2) 
오락시설 이용 3502.9) 
음향 및 영상시설 이용 16(5.9) 

기타 18(6.6) 

합 겨| 271000.0) 

주) 남북지역간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South지역 

1305.1) 
19(22.1 ) 
25(29.1) 

5(5.8) 
1608.6) 
100 l.6) 
1608.6) 

5(5.8) 
5(5.8) 
8(9.3) 
7(8.1) 

23(26.7) 
5(5.8) 
7(8.1 ) 
3(3.5) 
6(7.0) 

86000.0) 

(단위 : 개소. %) 

North지역 p-값 

28(15.1 ) 0.997 
38(20.5) 0.770 
46(24.9) 0.464 

12(6.5) 0.832 
18(9.7) 0.040 
15(8.1 ) 0.351 

3408.4) 0.514 
16(8.6) 0.964 
6(3.2) 0.417 

1900.3) 0.804 
2201.9) 0.352 
51 (27.6) 0.887 
2503.5) 0.060 
2805.1 ) 0.1 10 
13(7.0) 0.250 
12(6.5) 0.880 

185000.0) 

7) 지역소재대학과의 공식적 연계 비중이 각각 54.1 %. 3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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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연계 여부에 관계없이 과학단지 입주기업이 지역대학과 가지는 

연계유형을 살펴보면 대학의 도서관 이용이 전체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27.3%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26.24%를 차지하며， 대학의 장비이용이 21.0%, 졸업생 고용이 18.5%를 차지한 

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과 관련있다고 보여지는 계약연구나 후원 

연구， 시험연구를 통한 기업과 대학과의 관계는 각각 전체 입주기업의 15.1%, 

12.5%를 차지하여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구단지의 대학과의 연계유형을 보면， 특허， 면허증 지원 (83.3% 응 

답) , 사적 기업과 공동연구 참여 (82.8% 응답)， 소규모 기술지향적 기업에 대한 

기술 · 경영 지원， 중소규모기업지원센터 (SBACs) 참여， 대학기금으로 소규모기 

술지향적 기업에 대한 지분 구입 전문적 실험실이나 다른 시설 등의 조성 · 

운영， 소규모 인큐베이터 건설 · 운영， 연구단지 후원 등이 있다(Luger and 

Goldstein, 1991) . 

남북지역별 연계유형의 차이를 보면，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 지원에 있어 

남부지역의 기업비중은 18.6%를 차지하는데 비해 북부지역은 9.7%를 보이며， 

카이제곱 검정의 P 값이 0.04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두 지역간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를 통한 연계유형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을 제외한 대학의 다른 시설 즉 회의장， 식당， 오락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대체로 북부지역의 비중이 남부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 

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과의 연계행태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7.3%를 차지한 도서관의 이용이었으 

며 계약연구나 후원연구， 대학교수에 대한 제2의 일자리 제공 등의 관계는 제 

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를 강조한 과학단지협회의 기 

존 정의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면서 최근 영국과학단지협회에서는 “대학 

또는 주요연구센터와의 공식적 또는 조작적인( operationaD 연계”로 과학단지 

정의를 보다 완화시켰다. 

산업연구개발에 관한 예일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기술지식의 외부원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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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공급기업과 생산설비공급기업이 대다수 산업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연구장 

비공급기업과 사용자기업도 상당수 산업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학과 정부 

시험연구기관 등이 높게 평가된 산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8) 기술적 기회가 유 

지되는 일부 첨단기술산업에서 기초 ·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정부시험연 

구기관이 기술지식의 외부원천으로 높이 평가되기는 하지만， 기술적 기회가 제 

한된 대다수 산업의 기술혁신은 자연기술궤적 (natural technological trajectory) 

상의 점진적 제품 · 공정개량(incremental improvement)에 집중되어 기초 · 응 

용연구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희소하다는 것이다. 

학술기관의 연구비에서도 60년대 중반이후 기초연구의 비중은 저하되었고， 미 

국의 첨단기술산업에서 1975-85년간에 개발된 신제품 · 신공정 가운데 직접적으 

로 학술기관의 최신연구성과에서 비롯된 것은 10%로 추정되었다(Mansfield， 

1991). 

신제품 · 신공정의 개발에 기여한 대학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과학의 연 

구업적이 탁월한 상위권 대학이 장단기 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타대학 

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중위권 대학도 산업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에 대한 미국기업의 지원은 1984-93년간에 3배 증 

가하였으며， 기업의 지원이 대학의 연구비에서 점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하지 

만 대학의 연구비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조 

성되고 있다. 또 기업이 대학의 응용연구를 활용하는 경우에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Manfield and Lee, 1996). 

영국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지역별로 대학에 배분 

되는 교육기금의 지역별 비중에 대한 연구기금의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입지 

계수 1과 지역별 인구비중에 대한 연구기금의 비중을 나타낸 입지계수 2로 나 

누어 지역별 대학연구활동의 집중도를 분석해 볼 수 있다(CURDS， 1995(b)). 

<표 6-11>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기금에 대한 연구기금의 지역별 비중을 나타 

내는 입지계수 1은 East Anglia지역이 3.16으로 나타났으며， South East지역 

이 1.24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East Anglia와 London지역에 연구집약적 대학 

8) Klevorick, et a1. 1995, On the Source and Significance of Inter-industry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Opportunities, Research Policy, 185-205(박준경， 1998, p.107에서 재인용). 

- 143 -



이 우세하여 높은 연구기금을 수혜하고 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특히 East 

Anglia의 경우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유일하게 전국적 수준의 연구기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계수 2 즉 지역별 인구비중에 대한 연구기금의 지역별 집중도 역시 

East Anglia 지역이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London이 1.77, 스코틀랜드가 

1.46으로 나타나 연구집약적 대학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 6-11> 94-95년 사이의 대학기금협회 (HEFC)에 의한 지역별 기금배분 

(단위 : 천파운드) 

지 。-1j 교육기금 연구기금 입지계수1* 입지계수2* J 
North 127,731 29,169 0.80 0.71 
Yorkshire and Humberside 껑4，147 61.462 0.85 0.93 
North West 293,820 73,321 0.87 0.86 
East Midlands 179,176 38.969 0.76 0.72 
West Midlands 207,084 47,971 0.81 0.68 
East Anglia 55.487 50,130 3.16 l.81 
South East 367.135 109,543 1.04 0.76 
London 459,325 162,377 1.24 1.77 
South West 171 ,646 38,845 0.79 0.62 
Scotland 346,515 99,168 1.00 1.46 
Wales 154,712 37,767 0.85 0.98 

영국전체 2.616.778 748.722 

주) 입지계수 1은 대학에 배분되는 교육기금의 지역별 비중에 대한 연구기금의 지역 

별 비중올 나타낸 것이며 입지계수 2는 지역별 인구비중에 대한 연구기금의 비 

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 CURDS, 1995(b) 

앞에서 살펴본대로 과학단지 개념이 내걸고 있는 ‘대학과의 연계’라는 부분 

에 있어서 실제로는 연계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계 

가 과학단지입주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과학단지 입주에 의해 연계관계가 

창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계유형에 있어서도 대학의 전문가 

등 자원을 활용하고 기술이전을 수행하는 역할로서라기보다는， 대학의 시설 

즉 도서관의 이용， 스포츠， 사회적 모임， 식당， 회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반적 

인 연계관계를 주로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단지 개발주체에 따라 대학주도형， 대학과 지방정부 공동 개발형，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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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주도형 등 3유형으로 나누어 대학과의 연계관계를 보면 지역대학과 공 

식적 연계를 가지는 기업의 비중이 대학주도형의 경우 44.0% , 공동주도형 

50.0%, 사적부문 주도형 35.1%로 나타난다. 결국 대학이 개발에 참여하는 경 

우가 사적 부문이 주도하는 경우보다는 대학과의 연계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6-12> 개발주체에 따른 대학과의 연계 

(단위 : 개소， %) 

후원연구 지역대학과의 계약연구 대실학험에 및서 
개발주체 

공식적 연계 비중 
장비이용 및 졸업생고용 도서관이용( 

시험연구 부석 

대학 주도 37(44.0) 12(14.3) 19(22.6) 16(19.0) 12(14.3) 
대학+지방정부 75(50.0) 27(18.0) 34(22.7) 17(11.3) 13(8.7) 
사적부문 주도 13(35.1) 2(5.4) 4(10.8) 1(2.7) 
과학단지 전체 125(46.1) 41(15.1) 57(21.0) 34(12.5) 25(9.2) 
p-값 0.240 0.155 0.260 0.035 0.041 

주) 개발주체별 대학와의 연계 비중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15(17.9) 26(31.0) 
30(20.0) 43(28.7) 
5(13.5) 5(13.5) 

50(18.5) 74(27.3) 
0.651 0.120 

계약연구를 통한 대학과의 연계비중을 보면 대학 단독으로 개발한 과학단 

지의 비중 14.3%보다 지방정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과학단지의 연계비중이 

18.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며， 사적부문이 주도하여 개발한 과학단지의 경 

우 5.4%만이 계약연구를 통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 지원， 대학에서의 실험과 분석을 통한 대학과의 연계 

비중에 있어 대학이 단독으로 개발한 과학단지가 각각 19.0%. 14.3%로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이고， 공동개발형이 11.3%, 8.7%로 그 다음이며 사적 부문이 주도 

한 과학단지의 경우 2.7% , 0%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개발주체간에 연계비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카이제곱겸정의 P 값이 0.035, 0.041로 나타 

나 두 연계형태에 있어 개발주체간 연계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단지별로 지역대학과의 공식적 연계 비중을 보면 Swansea와 Newlands 

단지가 8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Surrey 76.9% , Sheffield 71.4% , 

Antrim, Loughborough가 66.7% , Oxford 62.5% 둥으로 나타난다. 지 역 대 학과 

의 연계유형중 계약연구를 통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41개 기업중 17.1%에 

해당하는 7개 기업이 Cambridge단지에 속한다. 반면 후원연구나 시험연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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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한 지역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34개 기업중 20.6%에 해당하는 7개 

기업이 Surrey단지에 속하며， 17.6%에 해당하는 6개 기업이 Cambridge 단지내 

기업들이다. 또한 4개 기업이 Warwick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이다. 

<표 6-13> 과학단지별 대학과의 연계특성 

(단위 %, 개소) 

지 역 타대학과의 
계약연구 

대 학의 학생들의 후원연구 
졸업생의 대학도서관 j 과학단지 대학과의 공식연계 장비이용 프로젝트 ·시험연 

공식적 연계 비 중 
비 중 

비 중 참여비중 구비중 
고용비중 이용비중 

Aberdeen 36.4 27.3 - 208.2) 3(27.3) 1(9.1) 1(9.1 ) 4(36.4) 
매ery얹Wýth 25.0 0 1(25.0) 2(50.0) 1(25.0) 2(50.0) 
Antrim 66.7 0 2(33.3) 1(16.7) 2(33.3) 3(50.0) 
Aston 57.1 35.7 204.3) 1(7.1) 3(2l.4) 204.3) 3(2l.4) 4(28.6) 
Belasis Hall 23.5 23.5 20l.8) 20 l.8) 1(5.9) 
Birmng때m 50.0 0 106.7) 3(50.0) 4(66.7) 106.7) 2(33.3) 3(50.0) 
Brunel 50.0 12.5 102.5) 2(25.0) 3(37.5) 2(25.0) 3(37.5) 5(62.5) 
Cambrict1e 43.3 26.7 7(23.3) 7(23.3) 10(33.3) 6(20.0) 6(20.0) 6(20.0) 
〔김띠iff 50.0 50.0 1(25.0) 1(25.0) 1(25.0) 1(25.0) 2(50.0) 
대|뼈끼h 16.7 0 106.7) 106.7) 106.7) 106.7) 
마Jrham tvbu때oy 57.1 28.6 104.3) 104.3) - 104.3) 104.3) 3(42.9) 
Harefield 0 0 -1 1000.0) 1000.0) 10애 0) 
Heriot-Watt 38.5 15.4 1 (7.7) 3(23.1) 205.4) 1(7.7) 205.4) 6(46.2) 
Highfields 53.9 30.8 205.4) 3(23.1) 3(23.1) 205.4) 1(7.7) 4(30.8) 
Usterhills 33.3 0 1(33.3 - 1(33.3) 1(33.3) 
Lo때hborough 66.7 66.7 2(66.7) 2(66.7) 2(66.7) 2(66.7) 1(33.3) 
뼈nchester 40.0 0 1(20.0) 1(20.0) - 2(40.0) 
fv1enai 33.3 0 2(66.7) - 2(66.7) 1(33.3) 
N농rseyside 0 0 
NEL 20.0 0 1(20.0) - 1(20.0) 1(20.0) 
NeVvæstle 40.0 0 1(20.0) 1(20.0) 
Ne'뻐ands 80.0 40.0 1(20.0) - 4(80.0) 1(20.0) 2(40.0) 2(40.0) 
Newtech 0 50.0 1(50.0) 1(50.0) 
Oxfo띠 62.5 50.0 102.5) - 2(25.0) 
st John’s 28.6 14.3 -
Sheffield 7l.4 28.6 3(42.9) 2(28.6) 3(42.9) 1(14.3) 2(28.6) 3(42.9) 
South Bank 33.3 16.7 106.7) 2(33.3 4(66.7) 106.7) 1(16.7) 2(33.3) 
Stirling 44.4 33.3 2(22.2) 2(22.2) 2(22.2) 1(11 .1) 3(33.3) 
Surrey 76.9 38.5 205.4) 3(23.1) 4(30.8) 7(53.8) 3(23.1) 6(46.2) 
East Anglia 1(50.0) 2000.0) 1(50.0) 
Reading 0 0 1(20.0) 2(40.0) 1(20.0) 
SWansea 80.0 40.0 1(20.0) 1(20.0) 1(20.0) 1(20.0) 1(20.0) 4(80.0) 
War에ck 61 .1 16.7 201.1) 306.7) 6(33.3) 4(22.2) 4(22.2) 306.7) 
Westlakes 50.0 25.0 1(25.0) 1(25.0) 1(25.0) 1(25.0) 1(25.0) 
West of Scotla때 33.3 16.7 2(33.3) 2(33.3) 3(50.0) 1(16.7) 
Wrexham 33.3 22.2 101.1) 3(33.3) 2(22.2) 101.1) 

합 계 46.1 22.9 41(15.1) 57(2l.0) 71(26.2) 3402.5) 5008.5 74(27.3)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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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비이용을 통해 지역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57개 기업인데 

그 중 12.3%에 해당하는 7개 기업이 Cambridge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 

Birmingham, Heriot-Watt, Highfields, Surrey, Warwick, Wrexham 단지 내 각 

각 3개 기업이 대학의 장비이용을 통해 지역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 졸업생고용 둥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기업의 

14.1%, 12.0%에 해당하는 10개， 6개 기업이 각각 Cambridge 대학에 입지한 기 

업들로 다른 단지에 비해 비교적 대학과의 연계가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 유형벌 가엽연계의 차이 

입주기업의 일반적 특성 중 기업규모와 조직형태로 구분한 세 과학단지 유 

형간의 기업연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유형별 분리신설기업비중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기업형에 속하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분리신설기 

업 비중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규모 분공장형의 경우가 12.5%로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소규모 지역기업형의 분리신설기업 비중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부지역에 입지하는 과학단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부지역의 분리신설기업 형성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것과 

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분공장이 우세한 지역 

보다는 소규모 기업이 우세한 지역에서 창업율이 높다는 가설이 입증된 것이기 

도 하다. 하지만 세 유형간의 분리신설기업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의 결과 

P 값이 0.2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4> 규모 · 조직에 의한 유형별 분리신설기업 비중 

자료:설문조사 

과학단지 유형 

소규모지역기업형 

대규모분공장형 

중규모혼재형 

(단위 : 개소， %) 

분리신설기업 비중 

36(24.5) 
102.5) 

1505.8) 

기업규모 및 조직형태에 의한 과학단지 유형에 따라 기업의 연계행태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분공장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해외연계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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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며， 특히 물자연계와 서비스연계의 경우 해외연계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소규모 지역기업형의 경우 서비스연계의 국지적 연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규모 혼재형의 경우 해외판매연계 비중이 소규모 지 

역기업형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난다. 

〈표 6-15> 규모 • 조직에 의한 유형별 연계행태의 차이 

(단위 : %) 

구 -t』-，-j-
판매연계 물자구매연계 서비스연계 

지역 국내 해오| 지역 국내 해외 지역 국내 해외 

소규모 지역기업형 19.4 54.1 26.3 3l.3 56.0 12.7 48.1 44.2 7.6 
대규모 분공장형 18.7 48.0 33.3 28.3 45.0 26.7 40.0 40.0 20.0 
중규모 혼재형 25.2 43.2 3l.5 3l.5 53.1 15.2 43.1 49.4 7.4 

합 계 2l.6 49.8 28.5 3l.3 54.7 13.9 46.1 47.2 7.8 

자료:설문조사 

유형별 대학과의 연계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세 유형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며， 소규모 지역기업형의 경우 중규모 혼재형보다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기업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세 유형간에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비중이 차별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규모나 조직형태가 대학과의 연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단지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그 기업의 기술적 특 

성 파악이나 연구개발연계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 

고 있다. 

<표 6-16> 규모 · 조직에 의한 유형별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비중 

구 .!:‘『-Fj- 지역소재대학 타 지역의 대학 

소규모지역기업형 73(48.3) 35(23.2) 

대규모분공장형 4(50.0) 102.5) 
중규모혼재형 42(43.3) 23(38.3) 

승tjL 겨| 119(46.1) 59(22.9) 

p-값 0.724 0.768 

주) 유형간 연계비중의 차이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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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공공연구기관 

14(9.3) 
1<12.5) 

1303.4) 

2800.9) 

0.590 



앞장에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은 5개 수행활동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특성에 따른 기업연계의 차이를 5개 유형별 

차이로 분석하였다. 

먼저 5개 유형별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율을 비교하면 분리신설기업 54개 중 

4개 (7.4%)가 순수연구형에 속하며， 연구， 서비스중심형 분리신설기업이 22개로 

나타나 분리신설기업 전체의 48.1%가 연구개발중심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 

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15개로 27.8%를 차지하 

며 생산중심형 기업은 54개 기업 중 한 개에 지나지 않는다.5개 유형별 분리 

신설기업 여부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P 값이 0.031로 나타나 분리신설기업은 

연구중심형 기업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7> 활동유형별 분리신설기업 비중 

활 표c三〉 T C3T 형 분리신설기업 비중 

순수연구중심형 기업 4(30.8) 
연구개발·서비스형 22(28.9)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 15(24.6) 
생산중심형 1(9.1) 
서비 λ중심형 1201.7) 

전 처| 54(20.5) 

자료:설문조사 

첨단기술기업일수록 국지적 연계 형성보다는 역외 연계가 발달한다는 가설 

(0따{ey ， 1984)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활동유형에 따라 연계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판매연계 행태의 차이를 보면， 순수연구중심형 

기업의 판매는 역내 비중이 1.9%에 지나지 않으며 해외 연계 비중이 55.6%를 

차지하여 상당히 국제화(globalized)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 

서버스형과 연구개발 · 생산 · 서비스형 기업의 판매연계도 해외연계 비중이 비 

교적 높다. 반대로 생산중심형과 서비스중심형 기업의 경우 국지적 연계 비중 

이 높은 대신 해외연계 비중은 낮은 편이다. 

앞장에서 연구중심형 기업일수록 기술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보면， 첨단기술산업의 판매연계가 보다 광역화 특히 국제화되어 있다 

는 것이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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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활동유형에 따른 연계행태의 차이 

구 -뇨‘-，-j-
판매연계 물자구매연계 

지역 국내 해외 지역 국내 

순수연구중심형 1.9 42.5 55.6 11.5 76.3 
연구개발·서비 A형 16.5 48.6 34.9 31.9 51.9 
연구개발·생산· 7.9 52.2 39.4 25.5 59.4 서비 λ형 

생산중심형 23.4 55.0 21.6 33.6 49.3 
서비스중심형 35.4 50.3 14.3 38.1 51.3 
합 계 21.2 50.2 28.4 31 .1 55.0 

」 윤걷l 도 0.000 0.151 0.124 0.912 0.244 

주) 활동유형별 연계비중의 차이는 ANOVA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해외 

12.3 
15.9 

14.9 

17.1 
10.6 
13.9 

0.031 

(단위 : %) 

서비스연계 

지역 국내 해외 

23.6 67.9 8.6 
47.3 43 .1 9.5 

43 .4 51.5 5.1 

73 .1 15.0 11.9 
43.4 49.5 6.9 
45.2 47.2 7.5 

0.000 0.811 0.787 

활동유형별 물자구매연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순수연구중섬형 기업의 역내 

연계 비중이 1 1.5%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생산중심형 기업이나 서비스 중심형 기업의 역내 연계 

비중은 높게 나타나 Oakey의 가설 즉 첨단기술산업의 물자연계가 비국지적이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인다. 

서비스연계를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역시 순수연구중심형 기업의 경우 역내 

비중이 낮게 나타나며 생산중심형 기업의 경우 역내 비중이 73.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국내 서비스연계의 유형간 차이 P 값이 0.000으로 나타났는데 연 

구중심형 기업의 서비스연계가 지역내보다는 국내 타지역과 많이 연계되어 있고 

생산중심형 기업의 경우 지역내 서비스연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NOVA에 의한 유형별 연계행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판매연계의 지역 

내 연계에서 유형간 차이 검증의 P 값이 0.000으로 나타나 유형간의 지역내 

판매연계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비스연계의 국지적 연계에 

있어서도 유형간에 차이가 있음이 P 값 0.000으로 검증된다. 즉 순수연구중심 

형 기업의 경우 판매， 물자구매， 서비스 연계 등 모든 연계유형에 있어 국지적 

연계 형성정도가 약하며，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생산중심형 기업과 

서비스중심형 기업의 경우 국지적 연계 형성정도가 름을 알 수 있다. 

Simmie and Kirby( 1998)의 연구에서 혁신성이 있는 기업은 경제적， 공간적 

측면에서 세계화/지역화 전략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깅조하고 있다. 즉 혁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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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적이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특정 장소에서 세계적 시장 

에 판매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들은 

경쟁력있는 투입요소와 세계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Sirnmie 등의 주장에 따르면 혁신적 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특정요건을 갖춘 지역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유형에 따라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 비중을 살펴본 결 

과 연구중심형 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순수연구형 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가 있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 

이 71.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생산중심형 기업의 경우는 45.5%, 서비스 

중심형 기업은 35.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활동유형별 지역소재대학과 

의 공식적 연계비중의 차이를 검증하는 P 값은 0.034로， 연구중심형 기업일수 

록 지역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6-19> 활동유형별 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식적 연계 

구 τ tEjr 지역소재대학 타 지역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순수연구중심형 10(71.4) 3(21.4) 
연구十서비 λ 41(53.9) 23(30.3) 

연구+생산+서비 A 30(49.2) 15(24.6) 
생산중심형 5(45.5) 1(9.1 ) 
서비 λ중심형 39(35.8) 2008.3) 
P 값 0.034 0.296 

주) 유형별 대학과의 연계비중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204.3) 
17(22.4) 
403.3) 

7(6.4) 

0.005 

(단위 : 개소， %) 

합 계 

14000.0) 
76000.0) 
61000.0) 

11(4.1 ) 
109000.0) I 

활동유형별로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 비중을 보면 순수연구중심형 기업의 

경우 연계 비중은 14.3%이며， 연구개발 · 서비스중심형 기업의 경우는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연구개발 · 생산 중심형 기업의 경우도 연계비중이 13.3% 

로 나타나며， 생산중심형 기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가진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중심형 기업의 연계비중이 6.4%로 

나타나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공공연구기관 

과의 연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P 값도 0.005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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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른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과학 

단지의 일반적 · 기술적 특성과 기업연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개 

의 과학단지가 발달해 있는 영국을 사례로 하여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일반적， 

기술적， 연계 특성 분석을 통해 과학단지 전체 및 지역별， 과학단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 과학단지는 산업구조상 컴퓨터관련산업， 자문， 기술서비스， 기업 

지원서비스 둥의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었다. 평균 기업규모는 18.5명으로 주로 

소기업 위주로 발달해 있으며， 창업률도 낮게 나타나 절대적 고용증가 규모로 

볼 때 지역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단지의 역할은 제한적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부분의 과학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았으며，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지출 비중， 신제품개발， 특허건수， 기업주의 학력， 기 

업자체의 기술수준 평가 등의 지표로 분석한 과학단지의 기술혁신 수준도 상 

당히 높게 나타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단지의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과학단지의 일반적， 기술적 특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규모와 조직 측면에서 

살펴보면， Wales, West Midlands, Scotland 등에서 소규모 기업이 우세하며， 

East Anglia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상대적 

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East Anglia, South East. 

Northern lreland지역의 경우 분공장이나 지사형태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나 이 지역들에서 대규모기업의 분공장이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가 과학단지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순수연구개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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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업이 Scot1and, East Anglia, South East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지출 비중， 신제품개발 및 특허 기업주의 학력 등 

기술 수준이 높은 지역은 주로 East Anglia와 South East지역으로 나타나 지 

역별 과학단지의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연구개발에 종사하 

는 평균 연구개발인력의 수와 연구개발에 소요된 평균지출비 등의 지표에 있 

어서 East Anglia와 South East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 입주기업들의 헥신성 

이 다른 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에 비해 월동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영국 지역경제격차를 노정해 왔던 남부/북부지역별로 과학단지 

특성을 파악하면 남부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창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 

수에서 남부지역에 입지한 과학단지의 기술수준이 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과학단지의 발달이 남북 지역격차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유형에 따른 기술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활 

동유형은 기업의 기술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수 

연구중심형 기업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연구개발중심형 

기업의 기술수준이 생산중심형이나 서비스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조직 · 규모에 의한 유형에 따른 기술특성은 소규모 지역기업형과 중규모 혼재 

형보다 대규모 분공장형의 경우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단지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첨단기술산업의 창업 촉진，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및 학문적 연구의 상업화， 혁신적 환경 구축 

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설기업의 창출， 족 창업기업을 

통한 당해지역의 고용증대 및 연계강화는 과학단지 조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며， 신설기업의 창출에서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학단지 입주기업 중 약 1/5이 분리선설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남부 

/북부지역별 분리신설기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연구시설 집적지의 

분리선설기업 창출 비중이 낮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대학과의 연계속에서 발달하는 과학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과학단지들도 우수한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분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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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환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지역간 연계특성을 분석한 결과 판매연계의 국지적 

비중은 낮으며， 상당한 비중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구매연계는 국지적 비중이 판매연계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나， 역시 국제적 연계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학단지 입주기 

업의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앞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성을 가진 것이라 

고 판단된다. 지역별 연계행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로 국지적 연계비중이 높 

은 지역은 N orth, Scot1and이며 해외연계 비중이 높은 지역은 East Anglia, 

Northern lreland, North West, South East 등으로 나타났다. 연 계 행 태 의 남/ 

북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부지역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북부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국지적 연계비중이 낮은 반면 해외연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과학단지내 기업간에 기술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학단지 자체가 혁신 

적 환경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역할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과학단지내 입주기 

업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비중의 기업들이 단지 

내 기업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고객과 공급자의 관계로서의 연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공동연구개발， 계약연구 등 기술혁신네트워크 

형성정도를 나타내는 연계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거의 절반이 지역소재 대학과 공식적인 연계를 가지 

고 있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에 대학과의 공식적 연계 비중에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으며， 단지 공공연구기관과의 공식적 연계 비중에 있어 남부지역 

의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공식적인 연계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대학과 가지는 연계유형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학의 

도서관 이용으로 대학과의 기술이전이나 연구개발연계와 관련있는 계약연구，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 등의 연계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의 연계유형 차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후원연구 및 시험연구 지 

원， 대학에서의 실험 및 분석 등에서 남부지역의 연계비중이 높은 반면， 식당， 

오락시설이용 등에 있어 북부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별 대학연계행태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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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일반적 특성 즉 조직 · 규모에 의한 유형별 연계행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대규모 분공장형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해외연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대학과의 공식적 연계 비중은 유형간 

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 

는 기업 활동유형별 연계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중심형 기업일수록 

분리신설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연계의 차이를 보면 순수연구 

중섬형 기업의 경우 상당히 국제화된 판매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생산중심형과 서비스중심형 기업의 경우 국지적 연계 비중이 높 

은 반면 해외연계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과의 공식적 연계는 

연구중심형 기업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연구중심형 기업이 강한 공식적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일반적 · 기술적 특성으로 과학단지를 유형 

화하고 이들의 지역별 특성을 기술하여 각 지역별로 과학단지가 지역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개별 과학단지별로 그 특성들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는 과학단지의 설립이 대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다는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비록 주변지역에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기술개발능 

력이 뛰어난 명문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과학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예는 스코틀랜드의 Heriot-Watt, Stir1ing 단지 등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남부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Cambridge. 

Oxford, Surrey, Warwick 등의 과학단지가 다른 지역의 단지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고 기술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부지역에 존재하는 과학 

단지들 중에서도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적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Heriot-Watt, Stirling, Newtech, Birmingham, West1akes 단지 등이 존재하는 

등 과학단지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일반적 특성， 기술적 특성， 기업연계의 측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국 과학단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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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과학단지는 대학과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간의 접목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기술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 및 하부구조로 인식되었다. 과학단지가 

첨단기술기업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술적 수준도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불균등하게 발달할 뿐만 아니라 과학단지 개념에 

서 중요하게 언급된 기술이전의 제도화도 실제 연구결과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EC 기술이전정책은 과학단지와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보다는 네트 

워크와 분산화된 기구들을 통해 기술혁신을 확산시키는 연구-산업간의 연계 

강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새로운 도구의 발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국가경 

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헥신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며，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전략 논의는 계속되리라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연구단지의 개발， 테크노파크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들 

도 있다. 향후 과학단지의 발전을 위해 영국 과학단지의 특성과 기업연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특성이 

연구개발지향적이며， 기술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역별로， 과학단지 

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저개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과학단지의 경 

우 과학단지보다는 업무단지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단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혁신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과학단지만이 

과학단지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높은 기술수준의 성공적인 단지개발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신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지역에 단순히 물리적 

인 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술혁신잠재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에서도 지역기술정책 (regional 

technology policy RTP)의 초점을 보다 기업에 기반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 

환하고 있으며， 첨단소기업의 생성과 발전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신생첨단기술기업의 생성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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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또한 기술궤적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없이 지역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기술하부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도출한 또 하나의 시사점은 과학단지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인 대학과의 연계 및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흔히 기대된 바와 달리 대학 

이 주도하여 조성한 과학단지의 경우에도 공동연구 및 상업화를 통한 기술이 

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단순히 단지조성보다 훨 

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과학단지 입주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실제 입주기업의 수가 작거나 회수율이 낮은 과학단지의 경우 표본이 가지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과학단지의 개념중 가장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이전에 대한 분석을 분리신설기업의 형성， 대학와의 

연구개발연계만으로 살펴보아 실제 기술이전과정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다루 

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미시적 접근을 통한 기업의 기술이전과정 사 

례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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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SURVEY OF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PARK FIRMS 

Name of Company 

Address 

Telephone number : 

Name of respondent ........... Position within the company 

A.GENERAL 

1. Pleas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your main products/activities/outputs at this 

site. 

l.a. Whi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r functions do you carry out on this 

site?(please tick the relevant boxes). 

Research and development 
Manufacturing/production 

Marketing 
Consultancy 

Sa1es [] Financial and business services 
Administration [] Other technical services 
Others (please specify) ...... . 

2. Is the business named above : (tick one box only) 

Single-plant independent company [] 
.Joint venture [ ] 

Independent company with other branches [ 
Wholly or ma.ioritv owned subsidiary 

2.a. If it is part of another company, what is the name and location of your 

ultimate parent company or group? 

Name . . . . . . . . . . . . Location ........ town ......... country 

3. In which year was this establishment initially set up? . 

4. When did this establishment start business at this park? 1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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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this establishment was relocated. where was the previous location?(Tick one 

box only) 

Within 10 miles from the park 
Elsewhere in the UK 

Same county but over 10 miles from the park [ 
Overseas . . . . . . . . . . . . . . . . . . . . . . . . [ 

6. Please identify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ed the choice of the firm for 

the present park?(Please tick relevant boxes) 

Prestige and overall image of site and premises [] High quality accommodation 
Prestige of being linked to university [] Already located in area 
Access to universities; facilities [] Cost of premises 
Good transport and communication 1inks [] Key founder lived local1y 
Key founder worked in local university [] Scope for attracting graduates [ 
A vailability of management services and facilities [] A vailability of skilled labour 
Opportunity for links with other firms [] Kev founder worked locally 
Others(please specify). . . . . . . . . . . . . . . 

7. Approximately what was the total tumover of this establishment in 1995? 

8. What is total floorspace which your company occupies? ........ sq. ft. 

8.a. Please provide an estimate<to the nearest 5%) of the proportion of floorspace 

in these premises falling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 of floorspace % of floorspace 

Offices 
Manufacture/production 
Others(please specify) . 

M
씨
 M
씨
 

%…… 

R&D Laboratories 
Storage 
Total 

ι
…
”
 
ν
…
”
 
ι
…
”
 

B.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9. Have you filed any patents over the last two years? Yes[] No [ 

If yes, how many? .. 

10. Have you launched any new products over the last two years? 

Yes[] No [ ] 

If yes, how man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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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lease estimate the total employment and number of employees with university 

level degrees at this establishment. If your company was set up after 1990. 

please give the estimates at the time of st따t-up 

Total employment 
Number of Qualified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first degree in science and/or technology subjects 
With higher degree in science and/or technology sub.iects 

1995 1990 

12. Please indicate the final educational qualification(s) of the founder(s) of the 

company? 

13. Please indicate the number employed in Research & Development at this 

company on this site? 

1995 1990 

14. Approximately what was the total R&D expenditure in 1995? . . . . . . . . . . f 

)% of Turnover 

15. Which category do you think your company can be put in in terms of 

technological level of the products or services you supply? 

Your company is a technicaVmarket leader with your product/services based on 

leading-edge or advanced technology [ ] 

Your company is a technical/market follower with your product/services based on 

leading-edge knowledge or advanced technology [ ] 

Your product/service is based on established knowledge [ ] 

C. INTERACTION WITH HEIs AND TECHNOLOGY TRANSFER 

16. Is your company a ‘spin-off’ from either a HEH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another firm? Yes [] No [ ] 

If yes, please ariswer below. If no, go to Q17. 

16.a. Which type of organisation did your company spin off from?(tick one box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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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Please specify). . . . . . . . . . . [ 
Loc머 firrn outside the park [ 
Multinational firrn [ 

Private sector firm on the same park [ 
National firm outside the park 

16.b. Where is the location of this organisation? . . . . . . . . . . . . . . town 

. county 

16.c. Do you have any continuing relationship with this organisation? 

Yes[] No[] 

If yes, what kind of contacts are involved? (please tick relevant boxes) 

Research consultancies [] Contract research 
Sponsored researcψ'trials [] Graduate employment 
Inforrnal contact [] Customer/Supplier 
Access to equipment for development, test and analysis 
Use of facilities like computer, library, conferences etc. 

16.d. Please indicate the sources of finance used when your company started its 

own business(please tick relevant boxes). 

Loan from finance company 

Loans/overdrafts from clearing Banks 

Extemal equity participation from 

Bank [] Venture capital 

Grants from: 

DTI (please specif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epartment of Environment (please specify) . . . . . . . . . . . . . . . . ’ ... .... [ ] 

European (please specif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hers (please specif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rsonal savings 

University [] Customer 

17. Have you received any visits from the Industrial Liaison Office in HEIs for 

the last two years? 

Yes [ ] No [ If yes, how many times? ... 

18. Has this company had any formal links with (please tick relevant boxes) 

Local universities 

Other Higher Education Institute(HEls) 

Public Research Establishments(PREs) 

1,---‘ 

、
‘
，
，
，
」
’·
l

，
，
」

r’’’’‘ 

r,.,.‘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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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 If yes, please specify the names and locations of local universities and HEls. 

19. Please identify the 1inks with local HEls of which your company has made 

use(please tick relevant boxes). 

Contract research [] Sponsor researcψtrials 

Access to equipment [] Test/analysis in HEI 

Student projects [] Graduate employment 
Training by HEI [] Teaching programmes 
Employment of academics as part-time secondment 
Teaching company scheme [] 
Use of facilities: computer [] library [] recreation [] 

conferences [] dining [] audio-visual [] 
others(please specify) .... 

20. If your company has recruited graduates from local universities, how many 

were recruited for the last two years? . 

D. INDUSTRIAL LINKAGE!NETWORKING BETWEEN PARK TENANTS 

21. Has your company had links with other tenant firms on the park? 

Yes [] No[] 

21.a. If yes, please identify the 1inks of which your company has made use( tick 

relevant boxes) 

Contract research 
Business services 
As a customer 
As a supplier 

Access to equipment 
Use of facilities 
As a subcontractor 
Others(please specify). . 

22. Please indicate approximate proportions of the location of customers or 

clients/suppliers of material/suppliers of services of y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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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suppliers suppliers subcontracted 
of materials of services manufacturers 

on the same park )% )% )% )% 
Same county )% )% )% )% 
Elsewhere in UK )% )% )% )% 
Overseas )% )% )% )% 

23. Have you used the park' s own management services? Yes[ 

If yes. 

No[ ] 

23.a. What kind of services were used? 

As a broker for technology transfer with HEI 
Marketing strategy consulting 
Administration services 

23.b. How useful did you find the services? 

Very useful [ ] U seful [ 

E. REGIONAL TECHNOLOGY POLICY 

Financial advice 
Business 
servlces 

înformation [ 

Others(please specify) .. 

Not useful [ ] 

24. Has your company received any central or local government grants/subsidies 

during the period of tenancy in this park? 

Yes [ ] No [ ] 

If yes , please specify .. 

25. Has your company received any EC grants/subsidies during the period of 

tenancy in this park? Yes [] No [ ] 

If yes, please specif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If you would lik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nts on the value of science 

park location/link with HEls/park managemenνpolicy dimension for science 

park development etc. , then 1 would be really pleased to receive these 

comments and they will be incorporated anonymously into the report. 

•••••••••• I ••••••••••••••••••••••••••••••••••••••• 

• • • • • • • • • • • • • • • • • I •••••••••••••••••• I ••••••••••••• 

• • • • • • • • • • • • • • • I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Linkages of Science Parks 
A Case Study of the United Kingdom 

Cho, Hyeyoun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apid growth of science parks worldwide since 1980s is caused by 

both the widespread perception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the essential 

elemen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notified cases of successful 

high technology c1uster like Silicon Valle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linkages of science park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regiona1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science 

parks in the United Kingdom were chosen and 271 tenant firms were 

surveyed by the questionnaire. 

Firstly, science parks in the U. K. are mainly occupied with the 

computer-related industries, consulting, technical services and business 

services. Majority of the firms are very small, represented by the average 

employment, 18.5 per firm. In addition, the level of new firm formation is 

not so high that the role of the science park as a tool for employment 

creation seems to be marginal. 

However, analyzed in terms of R&D employment and expenditure, new 

product launches, patent registration, qualifications of the founder, 

self-rated technological level and the like,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science parks in the U. K. reveals very high. Besides, a high proportion of 

tenant firms are engaged in the R&D activities. With these 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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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cience parks appear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industries in the long terms. 

The effect of science park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depends 

on these characteristics. Generally the parks located in the ’ South' are 

more successful and more sophisticated in terms of technological level. But 

some R&D intensive firms identified to be more sophisticated in 

technological terms are located in the ’ North ’ , especially Scot1and, N orth 

West, Wales. It is understood that the science parks in the peripheral 

region can be revita1ized when they have c10se relationships with excellent 

universities in capable of technological exploitation. 

One fifths of tenant firms on science parks is represented as spinoff. 

Yet there is no difference in terms of the spinoff rate between the ’North ’ 

and the ’ South ’ . It represents that some of the science parks located in the 

’North ’ are also well equipped with the firm formation environment. 

Science parks in the U. K. are characterized by the globalized customer 

linkages and material linkages. The parks in the 'South ’ are shown to 

have more globalized linkages compared with those in the 'North'. 

While nearly half of the firms on the science parks are represented to 

be forma11y linked with universities, the use of the library is referred most 

frequent1y among the types of the linkages. R&D links such as contract 

research, sponsored research, test and analysis were rarely mentioned. 

Among the types of the science park firms c1assified by the main 

activities, R&D intensive firms have more globalized customer linkages and 

more formal links with the local universities. Science parks with the higher 

technological level tum out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upporting the argu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It is difficu1t to c1assify the types of the science park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each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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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Some parks located in the ’ South' such as Cambridge, Oxford. 

Surrey, Warwick and others located in the 'r“ rth ’ such as Heriot-Watt. 

Stirling, Newtech, Birmingham, West1akes are more activated and more 

sophisticated in terms of technological level than others. 

Summing up, science park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es with superior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But in 

reality, there remains so much difference among the individual parks and 

their location. In additio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with universities seems to be limited. This study proposes that only when 

the science parks are based on the innovative environment they can be 

successful in the capability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ional technology policy should target 

towards the incrementation of the potential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with the 

unlversity. 

Key words: science park,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firm formation, spinoff, industrial linkage, 

link with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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