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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혁신체계 특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진석 

본 연구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특성과 형성과정을 분석하 

였다. 지역혁신체계의 형성과정과 그 요인은 지역의 산업발달 단계와 사회문화적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산업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 

의 적용은 지역의 혁신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나라의 주변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의 특성은 산업발전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 

며 그 형성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과 같은 주변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검토하고， 사례연구 대상인 전북의 자동차산업 

의 혁신체계를 분석하였다. 지역혁신체계의 형성과정과 형성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을 위해 개별산업단지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북지역의 혁신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북지역의 경 

우 상대적으로 지역내부보다 지역 외부 기업 또는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난 

다. 이것은 전북지역의 경우 생산체계의 발달이 부진하여 물자 및 정보연계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관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또 경쟁이 낮아 이들 연관기업 



들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외부지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전북지역의 

경우 혁신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외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은 전북지역 내에서 부족한 혁신자원을 

공급받기 위하여 외부지역의 혁신주체들과 더욱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특성 

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전북지역에서는 지역 내 기업집적이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소수의 기업에 의한 생산의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기업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밀집 Gnstitutional thickness)이 이 

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헥신 주체 간 혁신의 전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 

째， 전북지역은 금융체계 발달이 미약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다. 전북지역에서는 모험자본(venture capital)과 같은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장 

의 발달이 미약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혁신체계 형성 요인은 다음의 네 가 

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취약한 혁신하부구조가 지역혁신체계의 발달에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산학연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주변지역 

혁신체계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은 혁신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학의 혁신 역량 

을 강화하고 이를 생산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산학연계 

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때 기술지원기관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셋째， 전북지역 

은 기업간 정보교류가 빈약하고 생산체계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집 

적지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외부지역의 혁신원천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혁신을 

수용하는 것이 산업의 발달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형성에 지역의 혁신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리더는 기업과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앞에서 분석된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의 주요 요인들을 토대로 주변지역 혁 



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지역 발전전략으로 지역 

혁신체계 전략의 적용은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따라 물리 

적 하부구조나 산업의 집적 수준， 산업구조， 기업 조직의 특성과 같은 생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문화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지역산업발전전략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혁신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 구 

축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집적이 클러스터를 형 

성할 수 있는 임계규모Ccritical mass)에 미치지 못하는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일 

정 수준의 산업집적을 이루기 위한 기업의 유치나 창업의 촉진과 같은 정책이 우선적 

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계에서 강조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나 협력 문화의 형성과 같은 지역혁신체계 형성 요인들에 대한 지원은 산업집적이 이 

루어지기 이전에는 산업발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셋 

째， 주변지역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의 지역적 전문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주변지역에서는 먼저 핵심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전략 

적인 집중을 통해 혁신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타 산업부문에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개방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혁신요 

소들 가운데 강점을 가진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체계를 특화하며， 부족한 부분 

들은 외부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급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변지역의 혁 

신체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리더의 육성이 중요하다. 주변지역에서 

는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 주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발달을 위해 지역의 혁신발전을 선도할 수 있 

는 혁신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역학선체계， 자동차산업， 전라북도 

학 번 : 9020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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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장 서론 

저1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정책은 인구 및 경제활동의 보다 균등한 공간적 분포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불 

균형을 시정하려는 방향으로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의 완화는 

시정되기 보다는 지속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반세기동안에 

걸친 경제성장과정에서 심화되어 옹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 

역개발정책들이 시도되어 왔지만 지역격차의 완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지역간 소득격차 

나 지역간 실업율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 

로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나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또는 

조세감면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정책에 의해 지역간 격차가 완 

화되는 경우에도 경기침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사 

례가 자주 발생하였다CMaillat. 1998). 이것은 전통적인 지역개발정책이 문제의 근본 

적 원인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쟁력을 확보해야 한 

다는 인식에서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용웅 외， 

2003).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물리적 하부구조， 과학기술인력과 양질의 노동력， 연구 

개발 활동이나 첨단기술산업의 존재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발전의 지체 

는 이들 요소들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저개발 혹은 낙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하부구조를 개선하거나 테크노폴리스 

C technopolis) 혹은 과학단지Cscience park)와 같은 지식하부구조를 구축하거나 기업 

에 R&D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경우 성공 



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Mailat ， 1998) 더구나 막대한 재정투자를 필 

요로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는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 

내 집합적 자산Oocal collective goods)의 활용 능력이다(Pezzini ， 2003). 집합적 자 

산은 대도시 지역의 강력한 집적효과， 클러스터내의 긴밀한 기업간 관계，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 등으로 지역적 속성이 강한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집합적 자산의 

활용능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집합적 자산의 활 

용능력은 지역 내 각 주체간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지역문제의 공동해결 능력，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무형의 요소들로， 사 

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개발정책 

의 초점은 물리적 하부구조의 개선이나 인적 자원의 개발， 과학기술의 육성뿐만 아니 

라 이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 

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혁신체계전략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발전지역만이 아니라 낙 

후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Cooke 등， 1998). 이미 유럽에서는 지역발 

전 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개선을 통한 학습지역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Morgan ， 

1997). 그러나 여러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혁신체계는 산업의 성격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박삼옥， 2002; 홍성범 등， 2001; 

Scott, 2001; Saxinian, 1994, 2001). 

그동안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발전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산업 기반이 취약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약하다. 

산업발전지역 또는 대도시와 산업발전이 지체된 지역은 상이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혁신체계가 동일하게 구축되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가 산업중심지역의 그것 

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토대로 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지역혁신체계 전략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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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크게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 간에 발생하는 격차의 문제로 이해되 

어 왔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집적불경제의 문제가 국가경제성장의 장 

애요인으로 인식되면서부터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은 최근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1) 

본 연구는 최근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산업발달 수준이 

낮은 주변지역에서도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주변지역 혁신체계 

의 특정은 무엇인가? 기업의 혁신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혁신체계 형성 방안은 무 

엇인가? 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북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 

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 특성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중 하나인 전북의 지 

역혁신체계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지역 혁신체계 형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 

해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향을 파악한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전북의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산 

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에 대해 분석하여， 주변지역 산업발전에서 혁신체계의 형 

성이 지니논 의미를 파악한다. 특히 기업수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주변지역의 혁신 

체계 형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전북지역의 

혁신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변지역 개발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의 적용을 위한 정책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2004년부터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 내용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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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주변지역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 

의 적용 가능성과 그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산업의 집적 수준이 낮은 지역을 사례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주변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북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인 전북지역은 지난 40여 년에 걸친 산업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2002년 현재 전국대비 GRDP가 3.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주변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전북의 산업구조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동에 비해 시기 

적으로 지체현상을 보여， 1990년대 중반이후에 이르러서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의 전북 산업구조 전환에는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1990 

년대 초에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이 지역에 입지한 이후 자 

동차산업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중심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 

께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관 산업인 기계산업은 전북의 주력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 

다2) 혁신은 기업과 관련 연구 및 기업지원시설들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창 

출되고 전파， 활용되는 경향을 가진다. 전북의 경우 자동차산업에서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발달이 지체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지 

역혁신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변지역 산업발전의 전략으로 

서 지역혁신체계의 함의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 전북의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에서 전북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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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분석방법 

지역혁신체계는 혁신의 창출과 전파，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의 제 

도적 측면을 강조한다. 기업의 혁신 수행력은 경제주체들간의 기술과 정보의 교류， 

즉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주체들간의 활발한 네 

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시스템으로부터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 

혁신체계의 특정을 분석하기 위한 특정 산업의 수행능력은 관련 산업과 제도의 수행 

능력과 연계해서 파악해야 한다. 

관련 산업과 제도， 그리고 관련 산업 및 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 

거래를 통한 교역적 관계뿐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비교역적 (untraded)인 관계를 분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혁신체계 분석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정량적 분석방 

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이 필요하다(홍성범 등， 2001). 

정성적 관점의 연구는 비공식적이고 비교역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각 지역 

의 혁신주체들의 관계나 제도적 특정을 서술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의 분석으로 

(Cooke , 1995; Cooke & Morgan, 1998; Braczyk, Cooke, & Heidenreich, 1998), 

매우 근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강하고 빈번한 경제적 연계를 갖는 기업에 대한 직접관찰 

에 의존한다. 근접 입지의 원인은 지역에서만 공급되는 특수한 자원이나 지역 내재적인 

생산의 효율성 때문에 기업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연한 역사적 우월성이다. 이런 종류의 

매우 상세한 연구는 혁신체계의 제도적인 특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지역의 상황을 서술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쳐 그 특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다. 

정량적 접근의 연구는 구체적인 실증분석의 방법을 원용하여 지역의 혁신의 원천과 

경로， 장애요소를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연구하는 방식이다(OECD， 1997; 

Meeus, 1999; Simmie , 1996, Mothe & Paquet, 1998). 이러한 분석방법에서는 한 

경제 내의 모든 기업 간의 다양한 흐름의 채널을 형성하는 연계( connections)와 상호작 

용의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OECD(1997)의 국가혁신체계 실증조사 방식을 

I 
J 



원용한 혁신의 발생과 그 전파 경로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중심이 된다. 즉， 기업내 

부， 공급자， 동종기업， 고객， 공공부문 등 혁신의 원천과 이들 각각의 중요도와 혁신 

전파 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 전파경로의 장애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는 경 

향이다(Mothe & Paquet, 1998). 

정량적 관점의 연구는 기업의 혁신활동에서의 네트워크의 성격과 중요도를 정량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네트워크간의 상호관계나 집적지의 역 

동성 등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3) 

따라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과 확고한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정성적 분석 

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분석 방법의 유용성을 

취하여 지역 생산체계의 특성， 산업 집적지의 형성 수준， 혁신활동의 특성， 기업 지원 

기관 및 제도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즉，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인 

혁신주체，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크， 지역의 협력문화를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과 기능， 

수준과 정도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혁신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주체인 기업을 중 

심으로 분석한다.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기업 간 관계와 기업 및 각종 기업 지원기관 

들의 역할， 그리고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정도와 지역의 신뢰 문화 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의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둘째，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의 종류와 중요도， 셋 

째， 지역 내 기업간 혁신네트워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넷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특징은 무엇이며， 혁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요 

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3) 이러한 분석의 대안으로 다양한 산업집적지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ooke(1 998)은 기업혁신지원에 필요한 지배구조(governance)차원과 기업혁신(business 

innovation)차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배구조 차원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소프트 하 

부구조를 제공하며 지역의 기술이전방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풀뿌리 (grassroots) , 

네트워크， 통제(dirigiste)로 구분하였다. 기업혁신 차원은 기업의 혁신활동 범주에 관한 것으 

로 지 방형 Oocalized) , 상호작용형 Cinteractive) , 세 계 형 (globalized)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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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혁신 주체들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제도적 요인들을 분석한다〈표 1-1>. 설문조사는 혁신체 

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라북도 제조업체 

명부J (2003)에 등재된 종업원 10인 이상인 자동차부품업체 1817~와 일반기계업체 

1537~의 총 3347~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4) 지역별로는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집 

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에 전체의 95.5%인 3197~ 

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04년 1월부터 2월에 거쳐 우편과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는 1767~로 회수율은 52.7%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업체가 1817~ 중 

49.7%인 90개， 기계업체가 1537~ 중 56.2%인 867~가 회수되었다〈표 1-2>. 시군별 

회수율은 17.9%에서 75.0%로 큰 차이가 있으나，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전주의 경우， 회수율이 30.9%인 김제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산업 집중 

지역의 회수율이 48.1% 이상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의 혁신체제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기업의 혁신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가의 혁신행태와 기술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네트 

워크의 형성과정 등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섬층조사를 병행하였다. 

4)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일반기계업체의 상당수가 
자동차부품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직접 자동차부품을 제작하기도 한다. 따라 

서 업종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과 일반기계산업으로 분류된 많은 업체들이 긴밀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분석을 위해 기계업종을 포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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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설문조사 항목과 목적 

구 분 조사항목 조사목적 

기업 일반 사항 
업종， 생산품， 종업원수， 매출액， 기업의 일반 현황 

회사형태，설립년도 파악 

생산네트워크 
거래 모기업 수 및 거래 규모 생산체계의 공간적 

구매 및 판매 업체의 지역별 분포 특성 파악 

연구인력수 

연구개발 
연구조직 설치 유무 

혁신활동의 수준 
매출액 중 연구개발투자비 

활동 
특허 등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연구개발 경험 

기업 내부， 공급업체， 고객업체， 

동종의 경쟁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 활동의 공간적 

혁신활동 및 기업지원기관， 공개된 정보원 
혁신정보원 토--，츠λ ~ 

경로 (전시 및 박람회， 특허공개， 

매스컴(인터렛)， 학술잡지 등) 
협력관계 

공식적·비공식적 각종 모임 

연구개발 유형(기업내부·외부， 
혁신의 지역내 확산 

헥신의 전파 공동연구) 및 지역 

연구소(공공·민간연구소)와의 협력관계 
가능성 

기업 애로 기술， 경영， 마케팅， 금융， 정보， 기업의 혁신 관련 

사항 중앙·지방정부의 제도 등 요인들의 중요도 

기업 지원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혁신체계 하부 

혁신지원기관 상공회 의소，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의 

지원 여부 
구조분석 

지역 내 동종·이종업종 협의체 및 비공식 

혁신문화 
적 모임 참여 여부 지역혁신체계 상부 

협력 분위기 구조분석 

산학연 협력시의 애로사항 

n 
。



〈표 1-2> 설문대상 업체수 및 회수율 

개， (%) 

구분 군산 익산 김제 완주 ~? 정읍 남원 기타 합계 

자동차 업체수 50 37 31 36 6 14 4 3 181 

부품산업 비율 27.6 20 .4 17.1 19.9 3.3 7.7 2.2 1.7 100 
설문 

업체수 20 24 16 34 14 8 153 37 -
대상 기계산업 

업체 
비율 24.2 13.1 15.7 10.5 22.2 9.2 5.2 - 100 

업체수 87 57 55 52 40 28 12 3 334 
합계 

비율 26.0 17.1 16.5 15.6 12.0 8.4 3.6 0.9 100 

자동차 업체수 27 23 9 18 5 3 4 1 90 

부품산업 회수율 54.0 62.2 29.0 50.0 83.3 21.4 100.0 33.3 49.7 

응답 업체수 28 12 8 7 24 2 5 0 86 

업체 
기계산업 

회수율 75 .7 60.0 33.3 43.8 70.6 14.3 62.5 56.2 

업체수 55 35 17 25 29 5 9 1 176 
합계 

회수율 63.2 61.4 30.9 48.1 72.5 17.9 75.0 33.3 52.7 
•• L ----'---

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주변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적용에 관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으로서의 지역혁신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지역혁신전략의 등장 배경과 지역혁신이론 

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변지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의의와 

강조점을 고찰한다. 3장과 4장은 주변지역의 혁신체계의 특정과 혁신체계 형성의 주 

요 요인들을 분석한다.3장에서는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혁신체계 형성의 문 

제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혁신체계 형성의 중요 

요소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을 토대로 주변지역 혁 

q 
) 



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경제환경의 변화 
·경제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 산업발전의 새로운 요소 

• 지역잠재력 개발 
• 지역의 자율적 발전전략 

• 혁신의 창출， 확산， 이용 
·네트워크 

·지역 

이론적 고찰 
(주변지역 발전전략으로서의 RIS 의의) 

전북지역 혁신처|계 분석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문제점 도출 

전북 자동차산업 혁신체제 분석 
·주변지역 혁신체계 형성요인 분석 

주변지역 혁신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정책적 함의도출 

〈그림 1-1>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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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지역혁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저11 절 지역혁신이론의 발달과 한계 

경제발전에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Schumpeter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한 이후 계속되어 왔다CBaptista ， 1998). 그러나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혁 

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이다. 이것은 기존 지역발 

전이론이 가진 한계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신과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지역혁신이 지역개발의 주요 

전략으로 대두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지역혁신이론의 발달과정에 따른 주요 이론 

과 그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다. 

1. 지역혁신 전략의 배경 

1)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그동안 지역간 격차를 줄이려는 지역발전정책은 낙후지역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나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등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발 

전정책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의 완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기존 지역발전정책들이 대체로 지역간 소득격차나 취업률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은 지역문제의 본질이 아닌 증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문제의 본질은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 부족에 있다는 인식에서 새 

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발전잠재력 향상을 위한 요소로 지역의 물리적 하부구조， 양질 

의 노동력， 연구역량 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은 

테크노폴리스C technopolis)나 과학단지Cscience park) 등의 조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 

나 이러한 지역의 기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증진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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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발전정책들은 많은 사례들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Amin， 

1998) , 이것은 이들 정책들이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하드혜어도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새로운 하드웨어는 지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저활용되어 

지역경제발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존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는 이 

들 물리적 하부구조의 조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경제활동과 활발히 연 

계되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하부구조라는 인식이 대두 

하였다. 즉，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역발전요소와 함께 지역 내 경제활동 주체들 간의 협 

조체계， 지역 문제의 지역 내 공통해결을 위한 지역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 이 강조되고 있다. 

2) 경제환경의 변화 

지역혁신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꼽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극심한 기업간 경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요소비용의 절감만 

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경제 시대로의 이 

행에 따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경제 세계화는 지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이것은 경제 세계화에서 국민 

국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는 점5)과 함께 국가 내 특정지역의 산업집적 

5)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앤소니 기든스(마1thony Giddens)는 “국민국가는 이제 생활의 큰 문 

제에 대해서는 너무 왜소해진 반면 생활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큰 것”이 되어버렸 

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의 큰 문제’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적 과제들을 일걷는 것으로， 가속 

화되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개별국가는 이런 경제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을 상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규모 지역공동체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훨씬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근접적이고 미시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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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었고， 이러한 산업집적지의 성장이 

지역의 활발한 혁신활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6)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이 혁신의 창출·확산·이용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 것은 혁신의 특성에 대한 인 

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Lundvall ， 1992). 전통적인 혁신관은 혁신은 기초연구를 기 

반으로 응용연구， 개발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제품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는 선형적 관점Oinear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혁신관에서 혁신활 

동이란 신기술개발 혹은 연구개발 활동과 동일시되며，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과학단지와 같은 연구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혁신이론에서는 혁신의 개념이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뿐만 아니라 디자인， 마 

케팅， 파이낸싱， 기업경영 등 기업활동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 

고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되었다(OECD， 1999).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의 발생은 

이들 다양한 기업활동 관련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새로운 

혁신이론은 상호작용적 혁신관Gnteractive approach)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 

르면 혁신은 다양한 혁신주체들간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통해 창출， 확산， 습득된다는 

것이다. 결국 상호작용적 혁신관에서는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환경이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지역발전전략에서 지역혁신역량 증진이 부각되었다(Morgan， 1997). 

2. 지역혁신이론의 개념과 특칭 

혁신을 강조하는 지역발전전략들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이론， 내 

생적 발전이론， 상호작용적 혁신이론， 진화경제학， 네트워크 이론， 거버넌스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 이들 지역혁신이론들은 계보와 각 이론의 특성과 

차이점에 따라 사업지구론， 신산업공간론， 혁신환경론， 클러스터이론， 지역혁신체계이 

2003) 

6) Porter(1990)는 산업의 지리적 군집 (cluster)이 혁신과 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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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으로 유형 화 할 수 있다(Lagendijk ， 1997; Moulaert and Sekia, 2003) (표 

2-1), 여기에서는 이들 이론에 대해 개관하고 그 한계점을 검토하여 지역혁신체계론 

이 갖는 특정을 살펴본다. 

〈표 2-1> 지역혁신이론 연구의 주요 특정 

주제 | 신산업공간론 산업지구론 혁신환경론 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초기의 뿌리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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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지구론 

산업지구론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제3이태리 지역을 대상으 

로 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대두된 대표적인 공간혁신이론의 하나이다. 산업지구론의 

이론적 근원은 19세기 말 집적지역의 성장을 설명한 Marshall의 산업지구Cindustrial 

district) 개념으로， Piore와 Sabel(1984)의 유연생산체계 논의 이후 지역발전이론으 

로 주목받았다(Webber， 1991). 

산업지구론의 관점에서는 경제발전을 한 사회의 사회문화조직에 뿌리내린 

(embedded) 개인 간 의사소통체계에 토대를 둔 일련의 과정의 결과로 본다. 즉， 산 

업지구론에서는 지역발전의 요소로 경제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내 전문화된 소규모 기업들이 신뢰에 기반 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생산 

활동의 높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Hirst and 

Zeit1 in, 1991). 따라서 산업지구론에서는 산업지구 내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지 

역의 사회적 제도와 공동체적 연대감과 같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산업지구론은 영역적 관점에서 산업집적지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공의 토대가 된 특정의 사회역사적 상황에 의존하였고， 유연적 전문 

화와 국지화 논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공간경제의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일반화했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신산업공간론 

신산업공간론은 불균등 공간발전에 대한 급진적 해석을 산업조직론에서 유래된 새 

로운 개념들과 연계하려는 관점이다(8enko and Dunford. 1991). 신산업공간론은 자 

본주의 발전에 대한 규제학파적 해석， 비판노동이론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거래비용 

이론의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신산업공간론의 이론적 핵심은 순환적 과정으로서 산업의 수직적 분리 (vertical 

disintegration)와 공간적 집중(spatial agglomeration)의 관계이다. 산업조직이 보다 

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형태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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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러한 공간적 집적은 다시 통합 생산의 해체와 분업의 접합(articulation)을 가 

져온다. 공장간 거래구조의 공간적 클러스터가 출현하면서 기업의 전문화， 기업간 의 

사소통의 개선， 노동력 풀과 지원기관 등과 같은 공유요소(commons)를 통해 외부경 

제가 창출된다고 본다(Scott ， 1983). 

신산업공간론은 생산조직의 측면에서 공간적 거래시스템을 풀어나깐 것으로， 국지 

적 수준의 조직적 변화를 세계의 구조적 변화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요소들의 본질과 이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 

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공간적 분리와 집중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비교역적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ies)과 관습(convention) 등 문화나 제도， 지배 

구조(governnce)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혁신환경론 

혁신환경론은 혁신적 지역네트워크의 배경과 형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GREMI 학파에 의해 주창된 개념이다(Camagni ， 1991). 이 접근의 특징은 학습과 혁 

신을 강조한 지역경쟁력의 사회학적·문화적 측면을 탐구함으로써 공간경제의 거래구 

조 변화의 이면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GREMI 학파에 따르면 혁신환경에서의 성공은 정보수집과 전파 비용의 하락과 결 

합한 집합적 학습과정의 역량(capacity)에서 나오며， 이런 역량은 지역의 주체와 제도 

를 상승적 (synergetic) 네트워크로 결합시켜 주는 공통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유래 

한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암묵적 정보(code) ， 복잡한 메시지의 

해석(decoding) , 그리고 생산품과 기술에 대한 공통의 재현(representation)과 광범위 

하게 공유된 믿음(trust)이 형성되기에 가능하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에 축적된 지식 

은 암묵적 속성 때문에 그 지역의 혁신능력을 외지인들이 쉽게 모방하지 못한다고 본 

다. 즉， 이들은 혁신과정과 지역 특성 간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혁신행동의 창조자로 

서 지역 환경 (milieux)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환경론은 공간관계의 사회적 뿌리내림에 있어서 행위자의 역할과 세계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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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차지하는 지역의 자리매김이란 측면에서 산업지구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 

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관점은 혁신능력을 지탱하는 사회적 과 

정의 지역화 방식에 대해서 풍부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공간적 상호의존성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일관된 연구틀과 방 

법론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클러스터이론 

클러스터 개념은 공간적 집적의 개념을 대중적으로 설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 

중의 하나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지역의 경쟁우위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상호교류 

기업， 전문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연관산업의 기업， 그리고 관련된 제도적 기구 

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조하는 지리적 집적체인 클러스터로부터 발생한다 

(Porter, 1998) , 즉， Porter(1990; 1998)는 국가경쟁력은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력에 

서 발생하며， 경제공간은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 투입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 

산업과 지원산업의 성격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2-1), 그는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클러스터의 분석에도 적용하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집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클러스터이론은 경제변화를 숨페터적 관점에서 개관한다는 즉면에서는 혁신환경론 

과 맥을 같이 하지만， 사회적 합리성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접근에서는 경쟁에서 입지의 역할 즉 경쟁을 위한 지역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클러스터 접근은 경쟁우위의 역동적 특성， 특히 혁신과정에서 산업간 연계의 역할 

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산업의 집적을 낳는 기저원리 

나 경제적 과정의 사회적 특성과 지역생산시스템의 혁신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 

화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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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우위의원천 

투입요소조건 

기업전략과 

기업경쟁 여건 

• I l •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촉진하는지역여건의조성 

·지역 경쟁 기업들간의 

활발한기업활동 

생산요소조건 

·투입요소의 앙과 비율 

투입요소의 품질 

·투입요소의 전문성 

관련산업/ 

지원조직 

·주요한 지역 구매자의 존재 

·국제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다수의 

구매자존재 

·전체적인 시장성향과 유사 
한 기호를 지닌 구매자 다수 

출처 : Porter, M.E.(998). 

〈그림 2-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5) 지역혁신체계론 

지역혁신체계론은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체계론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지역적 차 

원으로 전개한 개념이다. 즉， 국가혁신체계론이 국가라는 영역 범위에서 혁신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 지역혁신체계론은 경쟁력의 공간적 

단위를 지역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국가혁신체계론은 1980년대 후반이래 출현한 혁 

신의 본질과 원천，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의 혁신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새로 

운 개념들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국가혁신체계라는 용어는 Freeman (1987)과 

Lundvall(1 988)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사회과학 전 분야에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경 

제지리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신지역과학과 혁신체계론적 논의를 결합한 지역혁신체계 

연구를 촉진시켰다. 

지역혁신체계론은 혁신의 지역적 특성， 즉 혁신의 창출과 전파에 도움을 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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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과정이나 매개기관， 제도적 뿌리내림 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CCooke ， 

1998). 지역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혁신은 체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체계가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역혁신체계론의 

핵심 내용이다. 

지역혁신체계 접근은 산업집적지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지식의 창출과 혁신에 관한 

이론을 결합함으로써 혁신과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CLawson， 1999). 기존의 산업집적지에 대한 논의들이 기업간 협력과 집 

적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결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지만 기업의 영역적 집 

중이 기업의 신지식에 대한 학습능력이나 창조능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혁신체계론에서는 기업의 학습 및 혁신능력에 산업 

의 집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제도적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공간적 

환경에 있어서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보다 발전된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역적 상황성을 고려해서 일련의 구체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간의 사회적 관 

계와 의사소통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함으로써， 경제적 수행력과 다이내믹스의 공간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이 제공되었다. 

3.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론의 의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가 줄어틀 것이라는 신고전경제이 

론에 기초한 초기 공간균형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위적인 자원의 이동 

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의 전략인 성장거점 및 하향식 지역발전모델도 동원 가능한 자 

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CAmin ， 1989).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 

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활용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Pezzini ， 2003). 이것은 지식과 정보가 경쟁의 주요 자원이 되는 새로 

운 경제체계에서 학습과 혁신， 산업조직의 네트워크가 중시되기 때문에 경제의 논리 

는 기존의 경제체계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정책은 기업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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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산업이 요구하는 지식체계의 성격， 학습과 

혁신과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기술혁신 및 학습의 정책을 강조한다(표 

2-2)(변창흠 등， 2000). 

〈표 2-2> 성장극 전략과 지역혁신체계 전략의 대비 

성장극 전략 지역혁신체계 전략 

포드주의의 대량생산 학습경제의 지식기반생산 

- 자연자원과 물리 적 노동에 - 지식창출 및 역량에 기반한 

지배적 생산체계 
기초한 비교우위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 비용최적화 - 조정의 최적화 

- 단선적 혁신 - 상호작용적 학신 

(생산/혁신의 분리) (생산/혁신의 통합) 

지배적 지역경제 포E 주의 지역 학습지역 

전략의 주체/대상 국가-)지역 지역 

계획의 논리 합리적 · 종합적 계획 전략적 계획(구성주의적 계획) 

범위 일국적 전지구적 

전략의 내용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제도(혁신체계의 하위체계) 
(대규모 집합재) 

조정양식 
위계(명령/통제) 네트워크(협력/조정) 

외생적 자원동원 내생적 자원동원 

자료: 변창흠 등(2000)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EU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 적용되기 시작한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Hassink， 1999; OECD, 1999; 김정홍， 2001). 

먼저 지역혁신체계론에서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발전경로가 있다 

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첨단산업지역과 같은 산업발전지역이 그 지향점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Cooke ， 1998). 이것은 기존의 지역발전이론들과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으 

로， 각 지역이 지닌 혁신체계의 특성과 지식과 정보 흐름의 경로를 파악하고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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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지역혁신체계론은 혁신의 체제적 속성을 인식하고 혁신이 창출되고 전파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영역적 기재(mechanism)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산업지구나 혁신환경과 같은 다른 이론들은 실리콘밸리나 제3이태리 등의 소수의 성 

공지역의 경험에 주로 기반을 둔 반면에， 지역혁신체계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경험에 

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적용하 

기 어려운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더욱 폭 넓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Hassink， 

1999). 지역혁신체계론에서는 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들 구성요소들의 관 

계를 체계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지역이 혁신 지향적 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필요 요 

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즉 물리적·사회적 하부구조와 제도적 상부구조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차이와 이들 구성요소들 간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지역혁신체계론은 다른 지역혁신이론들과는 달리 첨단산업지역이나 산업집적지와 

같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 주변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유용성을 지 

니고 있다. 산업이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혁신체계의 구성요소들과 이들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들 지역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 

원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체계 개념의 적용은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주변지역의 경우 물리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없고， 협력의 사회적 자 

본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고양하고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지역 

혁신은 비공식적인 규칙과 사회적 프로세스가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Storper 

등， 1997). 즉，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기술과 산업발전과 함께 사회적·문화적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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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역혁신체계 분석의 기본 틀 

1.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상호작용적 학 

습의 적정 단위로서의 지역 내의 혁신주체들 간의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 

을 토대로 혁신의 창출， 확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협력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장재홍， 2003). 이러한 정의에서 지역혁신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지 

역， 혁신， 혁신주체， 그리고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이를 강화하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요소를 꼽을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은 중앙 및 연방정부보다는 차하위지역이며， 일 

정의 문화적 혹은 역사적 동질성을 갖는 소지역(Iocal)보다는 차상위 수준인 중범위 

수준의 지역적 범위를 갖는 것으로 설정된다(김인중 등 2001). 이처럼 지역의 범위 

가 강조되는 것은 혁신체계의 형성에 있어서 지역이 갖는 중요성 때문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박삼옥， 2002) 

첫째는 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협력과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학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타 기업이나 기관관의 협력과 공동작업을 통해서 경 

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전문기관이나 업체들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통 

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지역 내 타 기업의 성공 

과 실패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둘째로는 기술혁신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특정지역의 제도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기업 조직 내부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타기업이나 관련 기관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Morgan， 1997), 상호작용의 과 

정은 제도적 관행과 관습이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학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로는 지역적인 산업의 클러스터와 전문화가 혁신에 중요하기 때문으로，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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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기술과 기능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집적이익과 거래비용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학습과 지식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사회， 

문화， 제도적 요소가 공간적 근접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의 창출과 확산 과정에서 공간적 근접성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지식의 창출은 암묵적 지식 (tacit-knowledge)과 형식적 지식(coded

knowledge)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의 전환이 이루어 

진다(Nonaka 등 1995)7). 형식적 지식은 암묵적 지식에 비해 공간적 근접성에 의한 

영향이 작지만， 문자화하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은 대면 접촉이나 현 

장경험을 통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내에서만 전달이 가능하다. 

지역혁신체제론은 결국 혁신에 있어서 지역이 가진 특성， 즉 혁신의 창출과 전파에 

도움을 주는 지역적 학습과정이나， 매개기관이나 제도적 뿌리내림 등에 관심의 초점 

을 맞추게 된다. 지역혁신체제론이 기존의 지역 이론 및 정책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 

은 혁신에 있어서 물리적 하부구조의 존재 여부 보다는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즉 그들 간의 상호교류 및 학습네트워크의 질과 시너지 효과의 창출 여부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강현수， 2000).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나 요소를 창출하고， 반대로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에 

관심을 둔다. 

이상의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는 개념적으로 일정한 요 

소와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Cooke 등(1998)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 

는 요소를 지역혁신 하부구조Cinfra - structure)와 상부구조(super-structure)로 구분 

하고 있다〈표 2-3>. 지역혁신 하부구조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로 

물리적 하부구조와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된다. 전자는 도로， 공항， 통신망 등을 의 

미하며， 후자는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교육훈련기관， 지방정부 등을 의미한다. 여기 

7) Nonaka와 Takeuchi(995)는 지식의 유형을 과학적 지식 (know-why) , 대상지식(know-what) , 방법에 
관한 지식(know-how) ， 인적 · 조직적 지식(know-who)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과학적 지식과 
대상지식이 부호화되기 쉬운데 비해， 방법에 관한 지식과 인적·조직적 지식은 개인의 의식 및 경험， 습 
관， 그리고 사회적 집단의 공동의 이해를 통해 형성되고 역사적·제도적으로 배태되는 것으로써 그 내 
적 특성상 타 주체가 쉽게 접근하거나 모방하기 힘든 지식체계로 혁신의 창출에 있어서 암묵적 지식 

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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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된 지역혁신체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하부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려 

야(embedded) 한다. 사회적 하부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배제하고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통제와 조정력 

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지역혁신 상부구조란 기업과 그 지원체계 간에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조직과 제도의 관행， 분위기， 규 

범 등을 의미한다. 

〈표 2-3>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 요소 내용 

지역혁신 물리적 하부구조 도로，공항，정보통신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 지방정부，대학，연구소，금융기관，교육훈련기관 

조직적 요소 
기업조직의 성격 

지역혁신 
지 역 통치 체 제 (governance) 

상부구조 
제도·문화적 요소 관행，분위기，규범 

자료: Cooke 등(1998) 

Cooke 등(1998)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지역혁신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의 설명 

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핵심 주체인 기업과 산업생산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산업생산체계를 포함하여 혁신 주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역혁신체 

계의 기본 구성요소는 〈그림 2-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변창흠 등， 2000). 먼저 

지식응용 및 활용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산업의 전문화를 통한 지역 산업클러스터로 

서， 이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수직적 • 수평적 연계를 형성한다. 즉， 수직 

적으로는 사용자와 공급자 관계가， 수평적으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중 

소기업들 사이에 형성된다. 둘째로는 지식창출 및 확산 하위체계로 이는 교육 및 훈 

련기관， 공공， 준공공 및 민간연구소， 기술지원 및 정보센터 등 기술 및 혁신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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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조직(technology intermediation organization)으로 구성된다. 셋째로는 학습 및 

환경(innovative milieu)으로 여기에는 기업의 신설과 학신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지 

으
 」

같
 웹

 

0..1 
^ 정보통신 공식적 제도， 등의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정책 0..1 

^ 적재산권 
t::: 
o 주체들 간 신뢰와 협력 기술문화와 기업가주의， 이에 더해 혁신적 기술하부구조， 

자산 관계적 언급한 Storper( 1997)가 이것은 포함된다. 자본들이 사회적 의 

맥락속에 (relational assets)으로써， 지리적으로 구속된 기업 내 • 외부의 거래의 

수한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공식적 법률 

및 정책 

여1: 지적소유권 

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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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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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핫홀 및 활사 하워 i 

:(knowledge generation and diffusion) 

\ï 

“ll 지식응용 및 활용 하위체계 
(knowledge application and exploitation) 

산업클러스터: 
특정산업부문에서 사용자/생산자관 

글로벌 경제환경 

혁신지향적 

기술문화， 
기업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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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규범’ 
신뢰와 협력 

의 문화 

금융체계 기술 및 혁신하부구조 

c) 강====> 혁신체계의 

하위체계 
혁신체계의 요소 관계 및 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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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변창흠 등(2000). 

<그림 2-2>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및 



2. 지역혁신체계 분석의 틀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는 개념적으로 산업생산체계， 그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 그리고 이들 구성요소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하는 제도적 

상부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이들 요소들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결합하여 실제에 있어서 지역혁신체계는 혁신활동의 

범주， 거버넌스의 양상， 주요 혁신주체，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 

타난다. 

Cooke 등(2002)은 거버넌스의 양상과 기업의 혁신활동의 공칸적 영역에 따라 지 

역혁신체계를 9개로 유형화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세계 주요지역의 혁신유형을 

〈그림 2-3>과 같이 구분하였다. 

지역혁신체계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이들 혁신체계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성들 

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특성들을 통하여 지역혁신체계 분석을 위한 기본 요소들 

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 기본요소들은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박삼옥， 

2003). 이것들은 첫째， 생산 활동의 집적과 기업간 네트워크， 둘째， 생산 활동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고차서비스 기능， 셋째， 새로운 벤처기업과 첨단신설기업， 넷째， 지 

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다섯째， 공동학습과정， 여섯째， 지원하부구조 등이다.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의 집적과 정보통신시설과 같은 양질의 물리 

적 하부구조가 기본적인 필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생산체인상의 전후방 연관관 

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적이 일정 규모(critical mass)를 이루어야 활발한 지역 내 기 

업 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금융， 회계， 디자인， 광고， 법률， 경 

영자문 등의 지식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의 지원， 모험자본의 공급과 같은 금융시스템 

의 발달，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은 혁신클러스터로의 진화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들 구성요소들이 지역 내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인 요소들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주체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학습이 촉진될 수 있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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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01 국) 

시애툴(미국) 

글로벌화 
지향형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 캠브리지(영국) 
• 템즈밸리(영국) 
• 바바리아(독일) 
• 매사추세츠(01 국) 
• 바덴뷔르텀베르크(독일) 

• 퀘백(캐나다) 

·일본 

녁덴마크 

캘리포니아(미국) 

카탈로니아(스페인) 

상호 
작용형 

기
 
업
 
획
 
신
 시
 스
 템
 

• 투스카니(이탈리아) 

지역 

내포형 

중앙주도형 네트워크형 

공적 거버넌스시스템 

• • 자생형 

출처: Cooke et. al.(2002) 장재홍(2003)에서 재인용 

한편 Rosenfeld(2002)는 클러스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강점과 약 

점을 찾는 지표로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의 잠재력， 노동력의 숙련도， 교육과 훈련， 공 

〈그럼 2-3> 세계주요지역의 지역혁신체계 유형 

급자와의 근접성， 자본의 이용가능성， 특화전문서비스의 역할， 지역 내 네트워크와 제 

휴정도，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의 발휘 정도， 혁신과 제약요인 비전의 공유도와 

리더쉽 등을 제시하였다〈표 2-4>. 이들 지표들은 클러스터의 발달에 기여하는 주요 

낀
 

요소들로 간주할 수 있다. 



〈표 2-4> 클러스터의 강점과 약점을 찾기 위한 벤치마킹 가이드 

요소 내용 

연구개발 활동 잠재력 공공/민간의 연구개발활동 지출액 

노동력의 숙련도 특화된 기술을 가진 노동인력수， 대학원생 이상 종업원수 

교육과훈련 교육과 훈련효로그램 수료 노동인력수 인턴쉽 노동인력수 

공급자와의 근접성 투입-산출분석(I-O분석)， 또는 실사를 통한 공급기업수 

자본의 이용가능성 
지역 투자 벤처기업의 투자액， 융자액， 

클러 A터 활동 참가 은행 

특화서비스 
클러스터 내에 서비λ를 제공하는 컨설팅 종업원수 

지역내에서 아웃소싱한 서비스의 지출액 

장비와 소효 E 왜어 클러스터 내에 장비와 소효 E 웨어를 설치한 기업수 

네트워크와 제휴 제휴，합자，컨소시엄수 

사회적 자본 전문가협회， 기업협회， 교류 협회수， 각 협회의 회원수 

기업가 정신 클러스터 내 신규창업수， 클러스터 유입 기업수 

혁신과 제약요인 특허와 지적 재산권수， 신기술 투자액， 신제품 생산라인 

주도적 기업 대기업 본사수， 수출액 

외부와의 연계 외부와 연계된 제휴， 외부기업의 벤치마킹 

공유하는 비전과 리더쉽 
클러스터의 비전과 공유하는 전략， 

클러스터의 명칭과 브랜드의 공유정도 

자료: Rosenfeld(2002) , 남기범(2003)에서 재인용 

이상의 클러스터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크게 지역의 혁신자원，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로 범주화 할 수 

있으며， 지역혁신체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지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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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역헥신체계 발달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 발달수준 

과 정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지역인 전북과 같은 주변지역의 경우 아직 산업 

집적의 임계규모Ccritical mass)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 

본 구성요소들도 충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 구성요소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 

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들 구성요소들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 

잉
 



제川장 전북 경제의 현황과 혁신역량 

지역의 혁신체계는 지역의 산업발전 역사(traj ectory)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 즉，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 산업구조 및 집적 수준， 과학기술의 발달정도， 지역의 

문화， 정부의 정책 등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다양한 요소들이 지역혁신 

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전북의 경제발전 과정과 혁신역량의 특성 

을 살펴봄으로써，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형성에서 전북의 혁신환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저11 절 전북 경제 및 산업현황 

1. 전북 경제의 낙후와 혁신역량의 약화 

전북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혁신 

자원들의 외부 유출은 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와 

자본의 지역 외부로의 유출과 외부 자본투자의 부족은 지역 혁신 역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196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있 

으며， 이 가운데 지역 경제발전의 동력인 경제활동인구가 선택적으로 이출함으로써 

전북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표 3-1>. 전북의 연 

령별 인구구조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비율 

이 높은 특정을 보이고 있다8) 

8) 2000년 현재 전북의 노령화율은 1 1.5%로 전국평균 7.5%에 비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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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북의 인구 추이 
단위:명 

구분 1944 1966 1985 2000 

전 국 25,120,174 29,159,640 40,419,652 45,985,289 

전 북 1,639,213 2,521,207 2,201,265 1,887,239 

전북점유율(%) 6.5 8.6 5.4 4.1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인구의 감소는 경제적 낙후가 주요 원인이다. 전북경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제규모는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가운데 제주와 강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 

히 이러한 전북경제의 상대적 침체는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1990년대 들어 전북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1960년 

대 이후 계속되어 온 침체에서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던 추세가 1997년 이후 다 

시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2>. 

〈표 3-2>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단위:% 

GRDP 1언당 산업구조 
구분 

버중 GRDP비중 농림어업 광공업 건젤업 서비스업， 기타 

전국=100 전국=100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1985 4.1 76.6 12.5 32.0 30.5 23.3 10.6 7.1 46.5 37.6 

1990 3.5 72.8 8.7 25.5 29.7 21.3 13.7 13.2 47.9 40.0 

1995 3.7 85.0 6.8 18.6 32.2 24,4 14.6 15.3 46.4 41.7 

2000 3.4 82.4 5.1 13.5 34.9 28.3 12.1 13.7 48.2 44.5 

2에2 3.2 79.8 4.0 11.9 33.0 27.2 12.0 12.9 50.8 47.6 
L-

자료:통계청，지역내총생산，각년도 

전북경제의 침체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농업의 비중이 80년대 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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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10%미만으로 낮아지고 제조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북의 경우에 

도 그동안 산업구조의 재편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북은 1차 산업의 비중 

이 감소하고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2002년에도 1차 산업이 전 

국의 3배에 달하는 1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의 발달은 전국적인 수 

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7.2%로 발달이 지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산업발달 추이를 보면 전북지역의 전체 사업체수는 1993년 

94， 2957ß에서 2002년에 119 ，4437ß로 2，l487ß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993년 

423 ，090명에서 2002년 478，066명으로 54 ， 976명이 증가하였다〈표 3-3>. 하지만 동 

기간 동안 사업체수의 점유율은 4.1%에서 3.8%, 종사자수 점유율은 3.5%에서 3.3% 

로 각각 하락하였다. 농림수산업의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의 연평균성장률은 전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점유율도 사업체수는 4.2%에서 7.7%로， 종사자수는 1.8%에서 

6.4%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증가하고 종사자수는 

감소하였는데 전국에 비해 전북의 제조업체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종사자수 

감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전기， 가스 및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전북 

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과 기타부문에서의 전국 수준과의 성장률 격차는 전 산업의 실질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성장률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전국적인 수준과의 

성장률 격차는 당연히 지역소득에 승수적으로 파급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1인당 지 

역내 총생산도 전국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북의 1인당 GRDP는 1985년 1 ，747천원에서 2000년에는 8,838 

천원으로 약 5.1배 증가하였으나 전국평균의 70-80%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전주와 군산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체들이 입주하여 본격적 

으로 가동하면서 지역내 생산규모가 증가하여 1인당 지역총생산이 개선되었으나， 

1997년의 경제위기 여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크게 작용하면서 산업활동의 증가 

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의 성장속도는 광역시지 

역을 제외한 도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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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북지역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993-2002) 
단위:% 

-------- 전국 전북(구성비) 

사업체(개) 종사자(명) 사업체(개) 종사자(명) 

1993 1,188 26,200 50(4.2) 463(1.8) 

농림수산업 2002 2,327 34,562 179(7.7) 2,211 (6.4) 

연평균성장률 10.7 3.5 28.7 41.9 

1993 2,736 51 ,788 131 (4.8) 1,770(3.4) 

고c:3}G tj{ 2002 1,942 20,405 86(4.4) 735(3.6) 

연평균성장률 -3.2 -6.7 -3.8 -6.5 

1993 281 ,590 3,884,496 9,779(3.5) 101 ,366(2.6) 

제조업 2002 333,921 3,392,865 9,842(2.9) 86,076(2.5) 

연평균성장률 2.1 -1 .4 0.1 -1.7 

1993 1,008 38,729 78(7.7) 2,239(5.8) 
전기，E: 가스 및 2002 1,486 59,280 97(6.5) 2,230(3.8) 
수 사업 

연평균성장률 5.3 5.9 2.7 0.0 

1993 52,042 654,457 1,910(3.7) 33,730(5.2) 

건설업 2002 78,582 700,262 2,977(3.8) 23,603(3.4) 

연평균성장률 0.2 0.1 0.1 -0.4 

1993 1,965,686 7,589,403 82,347(4.2) 283,522(3.7) 

서비스업 2002 2,713,705 10,400,948 106,262(3.9) 363,211 (3.5) 

연평균성장률 4.2 4.1 3.2 3.1 

1993 2,304,250 12,245,073 94,295(4.1 ) 423,090(3.5) 

합계 2002 3,131 ,963 14,608,322 119,443(3.8) 478,066(3.3) 

연평균성장률 4.0 2.1 3.0 1.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년도 

이러한 현상은 전북이 아직도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1990년대 들어 이전의 노 

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조가 약칸 개 

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재편과정과 비교할 때 시간적으로 지체되면 

서 전북경제의 낙후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01년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보면 전북은 최종소비지출이 

82.8%로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13.3%가 높다. 총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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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30.6%로 전국평균 28.0%보다 높으나 이는 설비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투자에서 기인하고 있다. 순이출은 -1 1.9%로 이출보다는 이입이 많아 재화와 서 

비스의 자체 조달보다는 외부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내총생산의 

지출구조는 전북지역의 산업 활동이 취약하고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임을 의미 

하고있다. 

이러한 전북 경제와 산업구조의 낙후，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혁신자원의 부 

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정체시킴으로써 지역의 혁신문화의 형성 

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요소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내 집단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최낙필 등， 1991).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지역 내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을 통해 혁신의 전파와 수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지만9) ， 전북지역의 경 

우 이러한 문화가 산업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전북 제조업의 발달과 특정 

전북 경제의 상대적 침체를 가져옹 주 요인은 산업구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발달이 크게 뒤떨어 

져 있으며， 이것은 다른 산업부문의 발달을 지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 제조업 성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960년대 말에 조성되기 시작한 전주지방공단을 시작으 

로 1973년에 이리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고， 1970년대 말에 군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전북의 근대적 공업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북의 제조업 

발달은 짧은 역사와 더불어 국가의 공업중심 축에서 벗어나 있어 그 발달의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전북 개발이 지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전북의 제조업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경제에서의 비중 

9) 제3이태리지역의 산업지구는 전통을 중시하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소가 기업 간 협력에 기여하기도 
한다(Am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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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로 높아졌다. 

전북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과 

비교하면 발달이 지체된 모습을 보인다. 전국대비 전북의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수에 

서는 197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종업원수와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 다른 

지표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3-4>. 이것은 전북의 제조업 구조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 

서 이후 보다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전북 제조업의 구조재편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의 변 

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업 발달과정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지 

체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1975년부터 1980년대 말까 

지는 1960년대의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재편이 이루어 

지던 산업구조조정 기간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는 후발개도국의 성장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세계경쟁력 확보 

를 위해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는 뚜렷한 정책 변화를 보이는 시기라 할 

수 있다(류제헌 등， 1993). 그러나 전북은 1990년대 초까지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 

업구조로 재편되었다. 

전북의 제조업 발달 추세에 변화가 나타난 1990년대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1960년대에 노동집약적 경공 

업 중심으로 발달이 시작되어 1970년대의 구조조정을 거쳐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 

업 중심으로 구조가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제조업 업종별 고용은 크게 변화되어， 1970 

년대 중반에 35.5%로 중심 부문이던 섬유·의복업종은 1990년에 22.1%로 크게 감소 

하였다. 반면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은 같은 기간동안 20.8%에서 37.7%로 크게 증 

가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력업종이 되었다. 

이에 비해 전북 제조업은 1970년대의 경공업 중심의 공업구조가 1980년대에도 이 

어지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전북의 중심 부문은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가죽，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 등의 경공업 부문으로 이들 업종이 전북 전체에서 차지 

하는 고용비중이 72%에 달한다. 특히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과 음식료품 부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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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전북 제조업의 전국 비중 
단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유형자산 

1975 4.78 2.83 2.48 2.44 3.33 

1980 3.91 2.72 2.31 2.30 2.61 2.22 

1985 3.13 2.53 2.13 2.13 2.59 2.20 

1990 2.80 2.45 2.08 2.06 2.23 2.22 

1995 2.47 2.77 2.42 2.47 2.59 3.70 

2000 2.15 2.76 2.81 2.81 2.64 3.71 

2002 2.12 2.60 2.61 2.60 2.63 3.3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년도 

전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능가하여 특화 된 부문으로 1970 

년대의 전북 제조업을 대표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섬유·의복 부문은 전북 내에서 높 

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 

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던 이 부문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1970년 

대의 전북 특화산업은 비금속 부문으로， 이들 전북의 중심 부문들은 비숙련 노동집약 

적 부문으로 농촌 노동력이 기반인 주변지역의 전형적 산업구조를 보여준다(백영기 

등， 2000). 

1980년대 전북의 공업형태는 1970년대 형태의 일부가 그대로 지속되는 추세로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가죽， 목재·나무 빛 나무제품 등이 60% 이상의 높 

은 비중을 유지하여 경공업 중심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부문들 내에서는 음· 

식료품，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 부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섬유·의복 부문은 크게 

성장하여 1980년대 동안 3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특화도가 계속 높아져 전북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집약적인 중심 부문들의 전북 내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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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또한 조립금속·기계·장비， 비금속， 기타제조 

업， 종이 및 종이제품 등의 전북 내 고용비중이 증가하면서 업종 구조가 다양화되는 

특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고용이 증가한 부문들 

중에 중화학 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1980년대에 전북 공업의 구조적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전북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바람직 

하지 않게 보인다. 1990년의 전북 제조업 구조를 보면 전북의 특화 부문들이 대부분 

경공업 부문에 속하며， 1980년대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한 조립금속·기계·장 

비 부문은 전북 내에서 높은 고용성장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전국 평균에는 크게 미치 

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전북 제조업 발달은 이전 시기와 큰 변화를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에 비 

해 저조하던 전북의 제조업 성장속도가 1990년 이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구조에 있어서도 1990년 이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3-5>. 

즉， 1990년 이전 전북 제조업의 중심 부문이었던 섬유·의복， 음식료품， 나무제품 

등의 비중은 1990년의 56%에서 2002년에는 34%로 낮아졌으며， 반면 조립금속·기 

계·장비， 화학제품 등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4%에서 42%로 증가하여 1990년대 

의 중심부문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에 고용의 중심업종은 의복·모피， 섬유제품， 

음·식료품， 비금속， 종이제품 제조업의 순이었으나 2002년에는 음식료품， 자동차， 화 

학， 비금속제품， 의복·모피， 섬유제품 제조업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 전북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주도한 부문은 1980년대까지 성장이 부진하 

였던 자동차， 1차금속， 사무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의료·정밀기기 등 가공조립 

형 부문으로， 사무기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국의 성장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 

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북지역에 1990년대 초에 

전주지역에 현대상용차가， 군산지역에 대우자동차가 입지하면서 1990년에서 2002년 

의 기간동안 무려 연평균 20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전국 평균을 능가하여 특화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전북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였다. 이와 함께 고무， 1차금속， 기타 

기계 등도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의 주도 

부문이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의 비중은 음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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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북 제조업 업종별 변화(1990-2002) (종업원수) 

전국의 구성비 전북의 구성비 

1990 1996 2002 
연명균성장율 

1990 1996 2002 
연평균성장율 입지계수 

(1990-2002) (1990-2002) (2002) 
제조업 100 100 100 -0.9 100 100 100 -0.5 

음식료품 6.9 6.8 6.8 -1.0 13.1 14.7 16.4 1.5 2.4 

담배 0.2 0.2 0.1 -4.7 1.0 0.0 0.0 -8.3 0.0 

섬유제품 11.8 8.9 7.5 -3.6 14.7 8.3 7.4 -4.3 1.0 

의복， 모피 8.0 6.3 5.4 -3.3 21.5 14.8 8.1 -5.4 1.5 

가죽，가방 7.2 2.4 1.6 -6.7 1.1 0.0 0.1 -7.4 0.1 

목제，나무 1.4 1.3 1.0 -3.0 4.6 3.2 2.4 -4.2 2.3 

펄효，종이 2.2 2.3 2.2 -0.8 6.4 5.5 4.8 -2.3 2.2 

출판，인쇄 2.5 3.2 3.7 2.8 1.1 0.8 1.5 2.1 0.4 

석유정제 0.3 0.4 0.4 0.9 0.0 0.0 0.0 -8.3 0.0 

화학제품 4.3 5.2 5.1 0.5 5.3 7.2 8.5 4.4 1.7 

Jl~口「 4.5 5.0 6.6 2.5 1.5 2.5 3.2 7.9 0.5 

비금속 4.3 4.3 3.2 -2.8 9.5 10.1 8.3 -1.4 2.6 

1차금속 4.1 4.0 3.9 -1.3 1.6 3.6 3.4 8.7 0.9 

3::~ 二n;L” 」는1 4.8 7.0 7.4 3.0 2.3 3.4 3.6 4.0 0.5 

기타기계 8.5 10.5 10.7 1.0 2.1 3.5 4.4 8.2 0.4 

사무기계 0.6 1.1 1.6 10.0 0.5 0.5 0.3 -4.2 0.2 

전기기계 3.7 4.8 5.3 2.5 3.2 2.7 1.9 -3.5 0.4 

통신장비 9.9 9.4 10.6 -0.3 3.5 4.6 6.3 6.1 0.6 

의료， 정밀 1.5 1.7 1.8 0.3 0.5 0.8 0.7 3.9 0.4 

자동차 6.2 8.1 7.9 1.2 0.5 10.2 14.5 204.6 1.8 

기타운송 2.1 3.2 3.8 5.2 0.2 0.2 0.1 -3.0 0.0 

가구 4.9 3.6 3.3 -3.3 5.8 2.5 3.0 -4.2 0.9 

재생재료 0.0 0.1 0.2 48.4 0.0 0.1 0.2 61.4 1.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년도 

% 



전체에 비해 더욱 빠른 쇠퇴를 보이면서 전북 제조업 고용 감소를 주도한 업종이 되 

었다. 노동집약적 부문들의 침체는 1990년대의 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이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문별 성장의 차이는 전북 

제조업의 업종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의 제조업 발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 

체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구조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에서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전북의 제조업 구조재편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전 

북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큰 부문인 자동차산업 생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 발달 수준이 낮 

은 전북에서 지역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동차산업의 발달이 지역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전북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성숙한 자동차 산업 생산체계의 발달은 자동차 

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전북의 경제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10) 

3. 전북의 제조업 집적지 

경쟁이 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활발한 혁신의 창 

출과 확산，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특정 지역에 일정한 산업집적이 

이루어져 지식의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환경에서 보다 잘 수행되는 경향이 있 

다. 형식적 지식에 비해 암묵적 지식의 확산은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 

이다(Nonaka 등， 1999). 따라서 전북의 제조업 집적지의 발달 수준은 전북 제조업의 혁 

신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북의 제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 수준이 낮지만， 전라북도 내의 전주， 군산， 익 

산의 3시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그림 3-1>. 사업체수와 종업 

원수는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의 순으로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의 경우에는 군 

10) Bassett(1984)는 영국 Bristol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경기침체와 함께 도시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 
하던 자동차산업이 구조재편 됨에 따라 도시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39 -



。
m 

。F 

m 
F 。N 

* 
m 
N 뻐

 
니
…
…
…
-
하
치
됐
 • 

L
…
…
…
-
아
매
 

매
빼
 
몹
 

4
………-+ 

-
파
 
패
{
〈
 [
니
 

-E 

CCζcVv〉〉
、‘...... ’ 
|메 

。 ι I ]꾀 
õTI 
써 

~ 11 ßIU 
rt-J 
<

!‘8A a tP? @ 

노J 강--....、、r→ <
-r--

σ3 

0 피D 
’ e옳싫 미 

>

- 40 -



산시， 익산시， 전주시의 순으로 집적이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 도시와 전주에 인접한 완주군을 포함한 지역의 제조업체수는 1，402개로 전북 

전체의 60.9%를 차지한다11)<표 3-6>. 여기에 인접한 김제시와 정읍시를 합하면 제조업 

체수는 1, 8737TI로 8 1.3%에 이른다. 반면에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경우 제조업의 발달은 매우 부진하여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 

지 못하다. 

〈표 3-6> 전북 제조업의 공간분포(2002)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 며。 % 백만원 % 

전라북도 2.303 100 69.812 100 16,502,309 100 
전주시 358 15.5 10,727 15.4 2,216 ,870 13.4 

군산시 365 15.8 13,190 18.9 4,252 ,165 25.8 
익산시 524 22.8 18,783 26.9 3,836 ,422 23.2 
정읍시 210 9.1 5,448 7.8 834.343 5.1 
남원시 158 6.9 2,855 4.1 434 ,306 2.6 
김제시 261 11.3 5,899 8.4 1,004 ,171 6.1 
완주군 155 6.7 8,284 11.9 3,146,990 19.1 
진안군 33 1.4 485 0.7 49 ,397 0.3 
-[「]-;Z「 二~ 17 0.7 220 0.3 25.823 0.2 
장수군 21 0.9 460 0.7 47 ,921 0.3 
임실군 58 2.5 1,124 1.6 169.720 1.0 
순창군 30 1.3 646 0.9 145,518 0.9 
고창군 49 2.1 625 0.9 111 ,041 0.7 
부안군 64 2.8 1066 1.5 227.622 1.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3.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의 경우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나무제품， 음식료， 기타제품， 비금속 

광물 등 일부에서 농촌지역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타 

11) 이들 세 도시는 전북의 중심도시로 전북 인구의 65%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약 50여 km의 공간 내 
에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연담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간거리로는 5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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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공간분포(사업체수， 2002) 

업 표oE 
6개 시군1) 

업체수 비율 

제조업 1873 81.3 

음， 식료품 제조업 253 60.2 

담배 제조업 1 50.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15 90.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41 97.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1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6 57.6 

펄효， 종이 및 조이제품 제조업 81 88.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9 95.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 1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6 83.5 

고무 및 플라스되제품 제조업 118 90.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02 74.5 

제 1차 금속산업 21 95.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30 88 .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8 94.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5 100.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4 96.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8 9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7 85.0 

자동차 및 E레일러 제조업 130 95.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100.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79 71.2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4 100.0 

주:1)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정읍시， 김제시 

2) 남원시，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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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개.% 

기타 시군2) 

업체수 비율 

430 18.7 

167 39.8 

1 50.0 

12 9.4 

6 2.4 

0 0.0 

56 42.4 

11 12.0 

3 4.8 

0 0.0 

21 16.5 

13 9.9 

69 25.5 

4.5 

17 11.6 

7 5.2 

0 0.0 

2 3.6 

3 9.7 

3 15.0 

6 4.4 

0 0.0 

32 28.8 

0 0.0 



지역의 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도 시·군내에 20개 이상의 업체가 입지한 업종은 

음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남원시의 나무제품제조업만이 있을 뿐이다. 음식료품의 경우 

에는 무주군과 장수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 각각 207~ 업체 이상이 분산 분포 

하여 입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가공과 연계한 지연산업의 성격이 강하다12)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는 전북 제조업의 핵심지역이 전주， 군산， 익산의 3시와 

정읍 빛 김제를 포함한 전북의 서북부 지역으로， 이들 지역이 전북 지역에서 산업 클 

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3567~ 업체 

가 집중된 섬유·의복과 3887~ 업체가 집중된 자동차， 기계， 조립금속이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990년대에 전북의 중심 산 

업으로 급성장한 자동차산업은 기계산업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또한 3시 지역에 GM대우 및 현대자동차의 완성차공장과 6개의 기술혁신센터와 기술 

지원기관들이 입지하여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클러스터로 발 

전할 가능성이 높다. 

제 2절 전북의 기술혁신역량 

지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혁신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혁 

신을 주도하는 연구소와 연구인력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고， 이 

들이 활발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신기술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 내 다른 혁신 

주체들에게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의 기술혁신 역량을 연구개 

발 하부구조 현황과 연구개발 활동 현황， 그리고 이들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네트 

워크의 현황，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2) 3시를 제외한 시·군의 경우 대표적인 식품산업의 집적지는 수산물가공업 중심의 부안군， 유가공산업 
중심의 임실군， 장류산업 중심의 순창군을 꼽을 수 있다. 

낌
 



1. 연구개발 하부구조 

전북지역의 주요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은 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비 등을 통하 

여 파악할 수 있다. 

전북지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연구기관수， 연구인 

력수， 연구개발비는 2000년 현재 각각 1037TI , 4 ， 898명， 135 ， 482백만원으로， 전국대 

비 비중은 모두 2.1%이하이다〈표 3-8>. 특히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연구개발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과 비교하면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가 각각 0.8%,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 

계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 전북지역에 대한 연구기관의 입지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전북의 연구역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 

〈표 3-8> 전라북도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대 학 기 업 시험연구기관 계 

1995 2000 1995 2000 1995 2000 2000 
연구기관수 12 16 39 75 10 12 103 

(개) (4 .4) (4 .4) (1.6) (1.6) (4.0) (5.3) (2.0) 
연구인력 1,761 2.510 502 1,748 236 640 4,898 

(명) (3.9) (3.9) (0 .7) (1.5) (1.6) (3.0) (2. 1) 
연구개발비 34,180 21.805 24,563 92,475 16,868 21 ,202 135 ,482 
(백만원) (4 .4) (4 .4) (0.4) (0.9) 0.0) (1.0) (1.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방과학기술연감， 2001 

연구개발을 주 

2% 미만에 불과 

연구개발기관의 현황을 보면 연구기관 수나 연구개발비에서 전북의 

도하는 부문은 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도 전국대비 비중이 

한 낮은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전북의 연구개발 역량이 낮음을 보여준다. 

13) 2000년대에 들어 전북지역에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식품개발연구원 분원， 임실치즈연구소， 순 
창장류연구소 등의 연구소 설립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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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의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연구개발 역량에 큰 차이가 있다. 즉，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욱 취약한 형편이고 대기업은 섬유와 기계금속 분야에서 

전국대비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완주에 현대 상용차 공장， 군산에 

GM대우 승용차 및 상용차 공장이 들어서 있고， GM대우자동차의 디젤엔진공장 입주 

가 확정되었으며， 현대자동차의 엔진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군산에 대우 

종합기계가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이들 대기업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분야에서의 

R&D 수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구인력의 경우에는 대학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전북에는 4년제 대학 10개， 전 

문대학 117~에 이공계 의약학， 농수해양 분야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이 총 1,927 

명， 기업 및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인력 2，388명 등 약 4 ，300여명이 있다14)(표 3-9>. 

또한 전북소재 대학에서 매년 약 14 ，000여명의 이공계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서 대학 

의 연구역량과 인력양성은 비교적 양호하다〈표 3-10>. 

산업 분야별로는 연구기관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정부연구기관은 농림 

수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분포가 농수산해양분야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의약학분야， 자연과학분야， 공 

학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수산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북의 농업비중 

이 높은 산업구조와 관련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전북의 제조업구조가 자동 

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산업자원부에서 전북의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 및 기 

계산업이 지정되면서 점차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관련분야의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은 전국대비 1%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 

다.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의 연구예산은 

연구기관수나 연구인력에 비해 전국 점유율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역의 연구 여건 

이 매우 취약하다. 

지방정부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예산도 총예산의 1%대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총 

예산은 2000년에 비해 2001년도에 4 ，000억원 정도 증가했으나 연구개발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아 연구개발예산의 점유비율은 오히려 1.36%에서 1.05%로 하락하였다. 

14) 대학 연구인력은 2004년， 기업 및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2000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 



〈표 3-9> 전라북도 이공계， 의약학 및 농수해양 연구인력 현황 
단위:명 

관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겨| 

군산간호대학 0 0 12 0 12 

군산대학교 54 105 6 28 193 

군산대학교(소룡) 0 2 0 2 4 

군장대학 2 15 0 0 17 

백제예술대학 6 0 0 7 

벽성대학 0 11 0 0 11 

예수간호대학 0 0 13 0 13 

예원예술대학교 0 0 0 

우석대학교 44 37 40 21 142 

원광대학교 80 86 279 19 464 

원광보건대학 11 14 37 3 65 

익산대학 5 32 0 20 57 

전북과학대학 5 9 2 0 16 

전북대학교 165 242 231 71 7æ 

전주공업대학 2 61 0 0 63 

전주교육대학교 13 3 2 19 

전주기전여자대학 10 10 4 4 28 

전주대학교 48 56 2 0 106 

등tj} 겨| 440(4.46) 690(3.59) 627(4.93) 170(5.92) 1927(4.31 ) 

주: ( )은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학술진흥재단， 연구인력현황，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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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전라북도의 이공계대학 졸업생 수(2002) 

단위:명 

조ξ르어 뇨l 새 o 스 l 
인구만명당 

겨|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즈ξ크5 0 tj{ A C>” 즈 l즈 

전국 274.131 4,623 22,911 125，αm 121 ,537 57 

전북 
13,800 283 927 7,087 5.503 

69 
(5.0) (6.1 ) (4.0) (5.7) (4.5) 

주: ( )은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3) ， 교육통계연보 

〈표 3-11> 전라북도의 연구개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T-j-

총예산(A) 재정자립도 연구개발예산(B) B/A(%) 
지역 연도 

1999 1,385,400 20.9 16.727 1.21 

전북 2αp 1,320,014 22.8 17.914 1.36 

2001 1,712,277 23.7 17.959 1.05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 

연구개발 기자재는 187~ 기관에서 490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자재 보유 기관수나 

기자재 종수에서는 다양한 편이다〈표 3-12>. 그러나 기자재 투자액을 보면 351억여 

원으로 전국의 1.9%에 불과하고， 연구원 1인당 기자재 투자액도 900만원으로 전국의 

81.8%에 불과하여 전북의 연구개발 여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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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기자재 현황 
단위:개，백만원 

보유기관수 보7。T 조 c3-〈「 기자재 보유액 
인구만명당 연구원 1 인당 

보유액 보유액 

전국 329 19,183 1,889,005 391 11 

전북 
18 4~ 35,121 174 9 

(5.5) (2.6) (1 .9) (44.5) (8 1.8) 

주: ( )은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 

이상의 연구개발 하부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북의 경우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이전에 

비해 미약하지만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인 자동차산 

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농수산분야 중심의 연구개발과 

함께 자동차 및 기계분야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급 연구개발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이 전북의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다른 지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러나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2. 연구개발 활동 

전북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연구개발 하부구 

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 

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대비 비중이 매우 낮다. 2000년에 전북 

의 특허 출원건수는 2，36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이 0.5%이며， 등록건수는 747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이 0.4%로 등록률이 3 1.59%에 불과하다〈표 3-13>. 특이한 점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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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현황의 연평균 변화율이 1998-2000년 사이에 전북이 매우 높게 나타나， 167R 

시·도 가운데 제주도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역량이 최근 크게 증가해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북의 경우 국공립연구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해석은 전북의 특허 등록률이 167R 시·도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전라북도의 특허출원 현황(2000) 

단위:건，% 

도 71'튿- 원 
드c>드 를 -，튿 

언평균 증가율 

건수 인구10만명당 
1982-1990 1991-1997 1998-2(0) 건수 등록률 

『EE:이~~、 

전국 481 ,595 30.25 33.15 1.79 205,010 42.57 153 

전북 
2,365 

12.여 21.51 52.48 
747 

31.59 33 
(0.5) (0.4) 

주: ( )은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특허 청 (2003) 

SCI 논문 발표 건수의 경우에도 2000년에 전북은 362건으로 전국 12 ， 523건의 

2.9%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인구 만명당 발표 건수는 1.8개로 시도별평균 

대비 6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구원 1인당 발표건수는 0.09건으로 전국평균 0.07 

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전북의 특허와 SCI 논문발표 실적이 부진한 것과는 달리 제조업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산업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에 전북 제조업 

의 연구개발 수행 기업과 기업 내부 연구개발 조직 보유율은 전체의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전국 평균 비율인 85%에는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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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만， 90%가 넘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타 지방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 

는 편이 아니다. 

전북지역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성격을 보면 개발 1-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 

여야 하는 개발연구(75.7%)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응용연구는 16.2%, 기초연구 

는 8.1%로 낮게 나타난다(산업연구원， 2002). 하지만 응용연구의 전국평균이 10%, 

기초연구의 전국평균이 5%임을 감안하면 전북지역 제조업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북지역 제조기업의 산업별 산업재산권 현황을 보면， 기계， 전기통신， 음료위생， 

농림수산 분야에서 활발한 등록 및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1990년대 중반이후의 자 

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표 3-14>. 

〈표 3-14> 전라북도 산업별 산업재산권 현황(2000년) 
단위:건 

구 .!‘1-j-- 기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체광 음료 사무용 농림 

잡화 기타 계 
일반 통신 건설 二[그::r.~는1 위생 품 인쇄 수산 

10 15 23 8 2 13 8 3 82 
드c>드를 --，를 

AE르|요 C그 160 16 12 84 72 6 38 11 1 여 72 575 

특허 89 83 6 226 38 10 161 2 44 24 3 686 
출원 

人E극|요 〈그 179 22 13 92 84 13 46 16 91 % 2 648 

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1) 

3. 연구개발 네트워크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들 사이의 

활발한 지식의 교환을 통한 혁신의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식의 

교환은 또한 혁신의 창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혁신의 창출과 

전파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 사이의 공식적·비공식적인 네트워크 

m 

ω
 



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 네트워크는 공식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연구자 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 

크가 기술혁신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 주체들 간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네 

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북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현장 애로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이 장비와 인력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표 3-15>를 보면 전북의 경우 이 사업은 

2003년에 9개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0개의 참여업체가 997~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제수와 참여업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 3-1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 현황 

단위:개 

구 E tj: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컨소시엄수 4 5 6 9 9 

연구개발과제수 9 33 59 64 84 99 

참여업체수 37 48 70 64 % 100 

자료:전북지방중소기업청，내부자료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공동기술개발 협력 대상은 국내의 연구소·대학이 54%로 압도 

적으로 많고， 다음은 수요기업 13%, 부품/소재 공급기업 13%, 동종기업 13%, 해외 

기업 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 활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의 경우 연구인력이 주로 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3-16>. 

네트워크 형성은 기술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기술교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혁신주 

체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식교류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간， 산학연간 교류회는 이러한 지식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 

재 수립 중인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의 대표적인 조직 

은 각 시도에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이다. 이 외에도 지역혁신연구회나 이노베이션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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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전북지역 제조업의 공동기술개발 대상 

채 수요기업 
부품/소찌 

동종기업 
국내 외부 헤외기관 

구 .!:‘:Ë 
공급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대학， 연구소) 

응답업체수 
175 23 23 23 94 12 

(개) 

비중(%) 100 13 13 13 54 7 

자료: 산업 연구원(2002) 

페， 산학협력단협의회， 기업협의회 등도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협의체들은 운영기간이 매우 짧거나 또는 협 

의체를 조직 중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혁신 주체간 교류를 통한 지식확산 네트워크로 대표적인 조직은 지방상공회의소를 

꼽을 수 있다. 전북지역에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에 상공회의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기업인들간의 네트워크 조직으로는 이종업종 기업인들의 모임인 이업종교류 

회가 있다. 전북지역의 이업종교류회는 1991년에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여， 1995년 

에는 이업종교류회들의 연합체인 전북이업종교류연합회가 결성되었다. 2003년에 전 

북이업종교류연합회에는 10개 이업종그룹， 16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표 

3-17>. 또 다른 기업인들의 조직으로 동종업종교류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종업종 기업인들간의 경쟁관계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3-17> 전북이업종교류연합회 현황 

구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여성 겨| 

1;;;;르 ~κ「 3 3 10 

회원수 54 62 18 6 12 15 167 

자료: 전북지방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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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혁신 활동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창출된 지식이 기업으로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기술 매개기관으로는 연구개발 지원 기관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로는 창업지원기관들로 대학의 지식이 생산활동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기술관련 예산 지원 

도 중요하다. 이외에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북무역 

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대표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 

협력연구센터(RRC)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별 산업구조 및 특성에 따라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하여 지역기술거점을 구축하고 우량 벤처기업이 창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북지역에 기술혁신센터는 4개 

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전주와 군산에 소재한 3개는 자동차산업 및 기계산업 분 

야에 특화된 센터이다〈표 3-18>. 지역협력연구센터는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학 

에 따라 특성화 되어있다. 

이 외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설치한 전북디자인가치혁신센터(DVIC) ， 생 

물벤처기업지원센터，기계산업리서치센터，자통차부품혁신센터，첨단방사션이용연구센 

터 등의 기술개발 지원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2) 창업지원 

전북지역의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말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전북의 벤처기업은 총 1137TI 이다. 창업지원을 위한 

보육센터는 167TI 기관에 2067TI 창업보육실， 2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을 보유하 

고 있으며， 총 107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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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기술개발지원기관 설치 현황 (2003년) 

유형 대학 
설립 

센터명 분야 
년도 

원광대 1995 의약자원연구센터 의약학 

지역연구 
전북대 1998 메카트로늬스연구센터 전기전자기계 

센터 

(RRC) 군산대 1999 새만금환경연구센터 화학화공 

전북대 2001 바이오식품소재개발 및 산업화 연구센터 농수산 

전북대 1999 자동차부품 및 금형 llC 자동차부품 

기술혁신 
군산대 1999 자동차 샤시부품 llC 자동차부품 

센터 

(llC) 전주대 2001 농기계부품 끼C 기계부품 

원광대 2002 귀금속 • 보석， 석재 가공 및 디자인 llC 귀금속·보석 

자료: 전라북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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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활동 지원 정책 

전북지역은 2002년도에 527~ 정책 프로그램에 총 1 ，925억 7 ， 200만원을 투자하였 

다. 이것은 전국 총예산의 5.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육성에 많 

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0>. 전북지역의 과학기술지원 예산은 

56.6%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여 전국 평균인 36.7%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전북의 과학기술지원 정책의 초점은 전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유 

형별로 과학기술예산 투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단지조성이나 정보유통시설구 

축과 같은 과학기술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는 연구센터와 연구소 지원 등을 통한 기술창출부문에 총 

예산의 46.5%를 지원하고， 다음으로는 산학연 협력사업과 같은 기술공유부문에 

20.3%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는 16.9%에 그치고 있어 전국의 경 

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의 56.5%가 기술창출부 

문에 투자되고 있어 기술창출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북에서 기술창출부문에 대한 투자가 높지만， 기술개발 성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먼저 전북의 기술창출부문 투자의 많은 부분이 기계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혁 

신센터， 방사선이용연구센터 등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개발 유형에 있어서도 기초연구 장려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응용개발사업들도 연 

계성을 가지기 힘든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엄， 방사선산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과학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부 2003). 또한 연 

구개발 성과를 산업과 연계시키는 기술활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낮은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 

기 때문에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 

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문들에 대한 예산의 집중 지원과 함께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연결하여 지식 

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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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전북 창업보육센터 현황 

기 관 명 설립년도 -동「어I::::t조c> 보육실(실) 입주업체수 입지지역 

계 2æ 170 

중소기업진흥공단 태 1995 기계장비 16 16 전주 

전북대 태 1999 전자부품 m 19 전주 

군산대 댐 2001 운송장비 12 9 군산 

원광대 뻐 2(XX) 바이오환경 14 12 익산 

전주대 버 1999 정보처리 14 14 전주 

우석대얘 1999 정보처리 17 12 
완주 

우석대 뻐 2(뼈 디자인산업 12 8 

호원대 댐 2αx) 전자부품 10 5 군산 

전주공업대 댐 2001 정보처리 10 10 전주 

군장대 태 1999 기계장비 13 8 
군산 

군장대 |태 2000 정보처리 15 12 

기전여대 |태 1999 정보처리 11 11 전주 

벽성대 태 2αx) 디자인산업 9 9 김제 

백제예술대 태 2001 디자인산업 10 6 완주 

전북과학대 2001 전자부품 10 8 ;c서:::>드 C그극 

전북기능대 태 2002 기계장비 14 11 김제 

주: BI: 창업보육센터 
DBI: 디자인창업보육센터 

자료: 전북도청 (2004) 

IBI: 인터넷창업보육센터 
BBI: 바이오테크창업보육센터 

% 



〈표 3-20> 전라북도 기술혁신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정책유형 측o으~~~ 지방정부 민간투입 채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 

인력양성 
8,553 168,412 1,387 78,423 1,877 20,341 11 ,817 267,176 

(7.9) (13.6) (2.3) (5.0) (7.6) (3.6) (6.1) (7.9) 

기술장출 
50,608 326,703 33,982 428,890 5，여O 137,285 89,630 892.878 

(46.9) (26.4) (56.5) (27.4) (20.5) (24.2) (46.5) (26.5) 

기술활용 
6,200 184,455 10,032 271 ,687 3,100 48,158 19,332 504,300 
(5.7) (14.9) (1 6.7) (1 7.4) (1 2.6) (8.5) (1 0.0) (15.0) 

기술공유 
21 ，7쩌 146,781 6,051 92,270 11 ,384 93,431 39,165 332,482 
(20.1) (1 1.9) (10.1) (5.9) (46.3) (16.5) (20.3) (9.9) 

하부구조 
20,798 411 ,278 8,650 693,525 3,180 267,589 32,628 1,372,392 

(1 9.3) (33.2) (14.4) (44.3) (1 2.9) (47.2) (1 6.9) (40.7) 

107,889 1,237,629 60,102 1,564,795 24,581 566,804 192,572 3,369,228 

겨| (100.0) (100.0) (1 00.0) (1 00.0) (100.0) (100.이 (100.0) (100.0) 

(56.6) (36.7) (31 .2) (46.4) (12.8) (1 6.8) (1 00.0) (1 00.0) 

자료: 과학기술부(2003) ， 

5. 소결 

지금까지 전북 경제의 현황과 혁신역량에 대해 분석하여，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의 

혁신체계 형성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전북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 

며， 이러한 경제적 낙후는 인구의 선택적 이출과 자본의 유출로 이어져 전북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의 경제적 문제는 전북의 제조업 발달이 부진한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전 

북의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구조변화의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지체된 발달을 보 

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제조업 구조 

가 변화되었지만， 전북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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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에서 조립금속， 기계， 장비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구조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전북의 제조업 발달 부진은 전북의 인구 유출로 이어져， 전북은 지속적인 인구이출로 

절대인구수가 감소되어 왔으며， 인구구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령화율이 높은 특정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출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 주체인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전북의 발전 잠재력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의 제조업은 1990년대 들어와 과거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1990년대 초에 이 지역에 입지한 대규모 자동차 조립공장이 생산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의 자동 

차산업은 공간적으로 전주， 익산， 군산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범위에 집적지를 형성하 

고 있어 클러스터로 육성하기에 좋은 공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혁신역량은 매우 미약하다. 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비 등 연구개발 

하부구조가 매우 취약하며， 연구개발 활동도 부진하다. 특히 혁신활동에 중요한 연구 

개발 네트워크의 형성도 미약하여 전북의 지역혁신체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경제체제에서 지역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이 활발히 

창출， 활용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발달이 부진한 전북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은 보다 전략적으로 접 

근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이 빈약한 지역의 경우 선택적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 

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전북의 산업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 

축을 위해서는 비교적 지역 내에 산업의 집적이 잘 이루어져 있고， 혁신역량이 갖추 

어져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제 IV장 전북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저11 절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하였다. 1990년도에 전국의 자 

동차 및 관련업체는 2， 1387~ 업체에 종업원수 18만 6천여 명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3，534업체에 19만 1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1990년에 9.2%에서 2002년도에 11.26% 수준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 급성 

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4-1>. 특히 해외 수요도 동기간에 3.0%에서 11.0%로 

크게 신장하여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표 4-1>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치 

구 .!;!‘!:'" 1990 1995 2000 2002 

사업체 
제조업(A) 68.872 95,904 98.110 110,356 

(개) 
자동차(B) 2.138 3.063 3,200 3.534 
B/A (%) 3.1 3.2 3.3 3.2 

종업원 
제조업(A) 3.020 2,995 2.652 2.230 

(천명) 
자동차(B) 186 220 204 191 
B/A(%) 6.2 7.5 7.7 8.6 

생산액 
제조업 (A) 1.773.187 3.644.810 5.648.341 6.34 1.993 

(억원) 
자동차(B) 162.393 350.080 538.888 704.149 
B/A(%) 9.2 9.6 9.5 11.1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2003).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이전에는 전혀 발달하지 못하였다. 1989년 

m 
J 



에 전북에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2개 뿐이었고 종사자도 396명에 불과해 자동차산업 

이 매우 취약하였다.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이후 정부의 자동차 산업의 육성정책과 때를 같이하여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전북에 진출한 1994년 이후이다. 두 자동차회사의 협력업체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전북의 자동차 업체수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도의 

0.5%에서 2002년도에는 4.6%로 높아졌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조립공장이 입지한 이후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빠르게 성 

장하여， 업체수는 1997년도에 120개로 증가되었으며 종업원수도 7천여 명으로 늘어 

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1997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 

로 위축되었다.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 

서 군산의 대우자동차공장이 GM대우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 

조조정을 겪었고， 현대자동차의 상용차생산라인은 연10만대 생산 목표에서 연6만대 

생산 규모로 축소되었다〈표 4-2>.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승용차 생산은 13.2%, 상 

용차는 20.5%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2> 자동차 생산 추이 

1996 
구분 

승용차 상용차 계 

전 국 2.265 546 2.811 
(한국비중1)) (6. 1) (3.5) ( 5.2) 

전 그 1:::::1구 

300 112 412 
(전북비중2)) 

(13.2) (20.5) (14 .7) 

주:1)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산업의 비중 

2) 한국시장에서의 전북 자동차산업의 비중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0997， 2003), 자동차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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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대.% 

2002 

승용차 상용차 겨| 

3.713 810 4.523 

( 9. 1) ( 4.6) ( 7.7) 

300 70 370 

( 8.1) ( 8.6) ( 8.1)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동차산업은 다시 빠른 성장을 보이면 

서， 2002년에는 업체수가 1537~ 업체로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도 1만 5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북의 완성차업체는 금융위기 이후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 

게 생산라인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4-3>. 국내자동차 생산의 세계시장 점 

유율이 7.7%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전북지역의 자동차 생산량이 상 

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국내의 생산비중이 8%대로 낮아졌다. 

〈표 4-3> 전북 완성차 업체현황 

는l 지 생산 능력 증업원수 -. 
생산차종 구 ~‘*-j- 01 ^I 

(천대) (명) 
t:::J 

(천평) 

상용자 
60(상용차) 2.766 현대 전주3공단 226 

(버〈，E 럭·특장차) 

상용자 12(상용자) 3，425(승용자) 
GM대우 군산국가공단 1,060 

(버 ^E 럭， 승용차) 300(승용차) 1 ，616(상용차) 

자료: 전라북도(2003년 말 현재) 

한편，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발달이 시작되었지만， 대규모 

조립공장이 입지한 이후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집적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전북도내 

에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2003년도 말 1647R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는 전주·완주 497R 업체， 군산 357R 업체， 익산 467R 업체， 김제 227R 업체， 정읍 6 

개 업체， 남원 4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다〈표 4-4; 그림 4-1>. 전북의 산업 발달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전주， 익산，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집적이 

이루어져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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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전북지 역 자동차부품업 체 

단위 : 개.% 

구 분 겨|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 기타 
완주 

110 15 22 31 22 9 9 2 
1996 

(100) (13.6) (20.0) (28.2) (20.0) (8.2) (8.2) (1.8) 

144 34 35 39 22 6 5 3 
2000 

(100) (23.6) (24 .3) (27.1) (15.3) (4.2) (3.5) (2.1) 

164 49 35 46 22 6 4 2 
2003 

(1 00) (30.1 ) (21.3) (28.1 ) (13.4) (3.6) (2.4) (1.3) 

주: ( )는 시·군별 비율임. 

전라북도， 투자통상과(2004. 2). 

전라북도의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 

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 후 이를 중심으로 여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 인 

력양성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먼저 군산지역에 조성된 자동차부품집적 

화단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자동차부품업체의 유치 및 집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단지 내에 기술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계획 

이다. 또한 전주에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에 기반이 되는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 

하여 첨단맨처기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와 생산의 

연계를 통한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분야의 TIC 

와 RRC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자동차관련 학과의 신설， 기존학과의 자 

동차관련학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인력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북지역의 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하여 이 산업부문을 제외한 여타의 부문에서 적절한 육성산업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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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데 기인한다. 산업집적지 형성의 면에서 보면 전북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집적을 보이는 산업은 니트 중심의 의류산업과 음식료품산업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니트산업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중국 등으로의 이전， 휴폐업 등으로 급격히 침체하 

고 있으며， 향후 기술집약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음식료품산업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생물 

산업보다는 전통식품 가공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첨단기술에 기반한 생물산업의 

발달은 매우 부진하여 전라북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한 전북의 산업구조에서 자동차산업은 대규모 자동차 조립공장이 입지 

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여 전국적인 비중이 비교적 높 

을뿐만 아니라 전북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아졌다. 또한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집적이 형성되어 앞으로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전라북도 산업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저12절 전북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특성 

본 절에서는 전북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체계 

는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수정， 확산 과정에서 역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 

정 지역내의 연결망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 

신자원과 이들 자원들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 혁신자원은 혁신분야와 혁신차원의 관점에서 분류·조사한다. 혁신분야는 연 

구개발， 생산， 금융， 마케팅 및 유통， 인력양성， 경영정보 및 정보제공 등으로， 혁신차 

원은 혁신주체， 혁신주체간 연계， 물리적 환경 및 학습여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 

인중 등， 2001). 혁신네트워크의 특성은 기업의 혁신행태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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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및 기계산업의 혁신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혁신분야별 

로 혁신주체， 그리고 혁신주체들간 연계를 분석한다. 특히 오늘날 산업혁신에서 연구 

개발 분야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집중적 

으로 분석한다. 혁신네트워크의 특성은 연구개발의 수행형태， 혁신활동의 유형， 혁신 

의 원천， 혁신주체별 협력관계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1. 전북 자동차산업 혁신자원의 특성 

혁신자원 중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은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은 과 

학기술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활용하게 

하는 과학기술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활발하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시스템의 

구축 여부 및 이러한 시스템이 각종 경제활동과 결합하는 정도는 혁신과 관련된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 연구개발 부문 

@ 혁신 주체별 연구개발 활동 

전북 자통차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았다. 전북의 총 연구비 중 자동차 관련분야의 연구비는 37.2%로 매우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5>. 또한 전북의 자동차 관련 분야 연구비는 전국의 4.5% 

를 차지하여 전북의 전국대비 총 연구비 비율인 2.4%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다. 

전북 자동차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은 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의 자 

동차 관련 연구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비 분포는 기업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는데 비해 대학은 5.9%에 불과하다. 기업 연구비의 전국 대비 비율 

도 5.3%로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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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전북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분야 연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구 분 전 북 전 국 
전국대비 

비율(%) 

전산업 173,917 7,401 ,072 2.4 

총연구비 
자동차부품관련 산업 63,848 1.425.824 4.5 

연구원 1 인당 72.4 58.0 
GDP대비(%) 0.4 0.4 

二C그그 O -1H 3.794 63.232 6.0 
대학연구비 비중(%) 5.9 4.4 

교원 1 인당 7.9 8.2 
二[그그O -1H 60,054 1,144,144 5.3 

기업연구비 비중(%) 94.1 80.2 
생산액대비(%) 2.1 7.0 

c그그O -1H 218.4 16 
공공기관 

비중(%) 13.32 
연구비 

연구원 1 인당 88.0 - -

자료: 과학기술부(2003)에서 재정리 

그러나 기업의 연구소 수는 전국의 3.2%를 차지하여 연구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며 생산액 대비 연구비의 비중도 전국의 7.0%에 비해 크게 낮은 

2.1%로 전북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낮은 이유는 먼저， 전북의 자동차 산업 구조가 완성차의 경 

우 분공장으로 연구개발이 주로 본사공장의 입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또 한편 

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하청업체들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 자동차 기업의 낮은 연구개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의욕은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전북 자동차산업분야 연구소는 전체 기업의 9.8%인 

167~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경우 기업연구소가 전체 기업의 7.2% 

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전북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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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4-6>.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연구소가 19.4%, 중소기업 

연구소가 63%로， 전국에 비해 대기업의 연구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 전북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 현황 

전 북 B 국 
전국대비 

비율(%) 

자동차 기업수 163 6.912 2.4 

겨| 16 496 3.2 

(100) (100) 

대기업 4 96 4.2 
기업 

(25.0) (19 .4) 
연구 

'"‘」、-/「、
중소기업 10 336 3.0 

(63.0) (67.7) 

벤처기업 2 64 3.1 

( 13.0) (12.9) 

자료: 과학기술부(2003)에서 재정리 

전북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연구조직 설치 유무를 살펴보면 

27%인 477R 업체가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62%인 109개 업체는 연구조직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표 4-6>에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크 

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설문 응답 기업들이 독립연구소와 연구개발 부서를 

혼동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개발조직 유형은 연구소 형 태보다는 전담부서 형 

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북 내에서 독립기업의 형태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계열 

사에 비해 연구소 형태보다는 전담부서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내 독 

립기업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및 자금능력에 있어서 연구조직을 연구소 형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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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에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조직이 없는 기 

업의 42%가 향후 설치의사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난다. 

전북의 전체 연구인력은 3，987명인데， 이 중 자동차 분야의 연구인력은 882명으로 

전북의 자동차산업분야 연구인력은 상대적으로 많다〈표 4-7>.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는 4.4명으로 전국의 5.0명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과 대전 등을 제외 

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작지 않다. 전북의 자동차분야 연구인력에서 대학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전북의 대학 교원 수나 기업 연구인력 수는 비교적 풍부하다. 

〈표 4-7> 전북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분야 연구인력 현황 
단위 : 명 

항 목 구 분 전 북 저L..! 국 
전국대비 

비율(%) 

전산업 3,987 85.920 4.6 

총연구원수 자동차산업 882 16 ,816 5.2 

인구만명당 4.4 5.0 

교원수 (명) 483 8,592 5.6 

대학교원수 교원수 비중(%) 54.8 51.1 

인구만명당 2.5 2.0 

연구원수(명) 399 7.584 5.3 

민간연구원 비중(%) 45.2 45.1 

종업원 천명당 36.3 29.0 

공공기관 연구원수 - 656 

언구원 비중(%) 3.9 

자료: 과학기술부(2003)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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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은 업체당 평균 8.0명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구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석사이상의 전문연구인 

력이 26% 수준이고 학사이하의 인력이 74%로 나타나 비전문적인 연구인력에 상당 

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연구개발비 현황 

전북의 총연구비는 앞의 〈표 4-5>에서와 같이 1 ， 739억여 원으로 전국의 2.4% 수 

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개발비는 638 

억여 원으로 전북 총연구비의 약 36.7% 수준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자 

동차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북 자동차부품산업의 연 

구비는 전국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연구비의 4.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 

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7천여 만원으로 

전국의 5， 60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0.36%로 전국의 

0.37%와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혁신주체별로는 대학의 경우 총 연구비가 379억여 원으로 전국의 6.0%를 차지하 

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교원 1인당 연구비는 8백여만 원으로 전국의 경우와 비슷 

한 수준이다. 대학이 전북의 자동차산업 분야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정도 

로 전국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전북지역 대학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 

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북의 연구개발 활동의 대부분은 기업이 담당하고 있 

어 대학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연구개발비도 전국의 5.3% 수준으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연구개발 활동은 약한 편이지만， 

자동차산업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 연구개발유형 

전북지역은 기술혁신에 있어서 2002년에 527~ 정책 프로그램에 총 1 ，926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STEPI， 2003).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56%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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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1，079억여 원을 연구센터지원 등 기술창출 부문에 집중 투자하였고， 전라북도 

는 31.2%에 해당하는 601억여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중 37.9%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기술창출 부문에 집중하였다. 민간부문은 12.8%인 246억여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중 46.3%인 114억원을 산·학·연 협력 등 기술공유 활동을 위해 집중 투자하였다. 

이처럼 전북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술창출 부문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술 수준은 아 

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보면 기존 상품을 수정·보완·개선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57.0%, 생산공정 개 

선을 통해 품질향상 또는 비용절감을 이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52.3%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나며， 국내외에서 개발되지 못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8.6%로 낮 

게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연구개발 연계 및 지원 활동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 혁신지원기관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들 지원기관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3개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전북테크노파크(TP) ， 전북자 

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등 6개가 있다〈표 4-8>. 이들 센터들은 

자동차 및 기계분야의 특정 분야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특화하고 있다. 

이들 센터들 대부분은 운영기간이 하드웨어 구축 단계인 1-2년에 불과하여 가시적 

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전북대TIC의 경우 산학연 

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9>을 보면 1차 년도 

에서 4차 년도에 이르는 동안 장비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정보교류 등의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센터들은 대학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연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들 연구센터 외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등이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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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전북도내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지원기관 

지원기관 주요 사업대상 분야 

전북대 TIC 자동차부품·금형기술 

군산대 TIC 자동차새시부품기술 

전주대 TIC 농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 

전북테크노파크1) 전북 전략산업 전반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기계산업 

군산전북자동차부품산업 자동자부품 

혁신센터 (설계 및 신뢰성 평가) 

주: 1) 2004년에 설립하여 현재 하드웨어 조성중 

2) 2004년 예산임 
자료:전북도청 

〈표 4-9> 전북대 TIC 실적 

1999 2000 

사업기간 

1999 
-2004 
1999 
-2004 
2001 
-2006 
2004 
-2009 
2001 
-2006 
2002 
-2007 

2001 
사업내용 단위 누계 

-2000 -2001 -2002 
장비 사용시간 시간 63.209 8.581 8.326 8.207 
활용 활용기업 297 34 36 62 

건수 33 8 9 6 

연구 
연구과제 c그그 O --H1 

842 196 228 156 
개발 

(백만원) 

특허줄원 건 10 0 0 4 
특허등록 건 9 6 3 0 

창업보육 개 15 4 2 5 
기술지도업체수 건 56 9 12 15 
ii!~그，. 교과과정 강좌 120 14 28 22 

교육시간 시간 4.834 1.044 1,331 869 
훈련 참여기업 개 543 134 126 95 
정보유통 건 387 70 83 95 

자료: 전북대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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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μ 참여 

(억) 기업수 

15.9 30 

14.8 82 

13.9 30 

43.1 

17.5 

2002 2003 
-2003 -2004 
17.391 20 .704 

65 100 
5 5 

133.5 128.5 

4 2 
0 0 
3 
10 10 
26 30 

682 908 
62 126 
74 65 



2) 기업창출 및 유치관련 부문 

기업창출 및 유치를 위한 활동은 창업보육센터와 산업용지의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북지역의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과 1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자동차산업 관련 창업보육센터는 4개로 총 55개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신기술창업보육(TBI)사 

업 15)이 있으며， 2000년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17건， 13억여 원의 지원을 받았다. 

전북지역의 산업용지 공급은 양호한 편이다.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지방공단의 경우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아직 가용용지가 많이 남아있다〈표 4-10>. 또한 국가공단의 

경우에도 현재 조성 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완공되면 충분한 

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더구나 전북은 산업발전이 지체되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 

아 수도권과 영남권 등 기존 산업집적지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16) 

〈표 4-10> 전북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단지수 면적(천 m’) 분양률 업체수 가동률(%) 종사자수 

국가 35 414.098 96.5 18 ,141 84.8 579 ,093 
전국 

지방 175 213.106 94.7 10.706 86.2 364.355 

국가 3 21 .438 97.5 248 74.3 9.784 
전북 

지방 10 20,240 85.6 545 79 .4 25.637 

자료: 한국산업 단지 관리 공단(2004) 

15)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기술보유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 
한 자금， 정보， 인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전북의 경우 2001년부터 광주TP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16) 수도권과 영남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에는 5147ß 업 
체가 전국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왔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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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지원서비스 부문 

기 업지원서 비스 부문은 금융， 마케팅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금융부문의 경우 

전북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전북지역에는 엔젤클럽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중개하는 

민간기관이 전무하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있다. 

일반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활발하지 못하다. 2003년 현재 일반은행 

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 비율은 57% 수준으로 낮다17) 이중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36%인 반면 지방은행은 64% 수준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보다 활발하다(이지은， 2004). 전북지 

역의 중소기업들이 영세성을 띠고 있어 이러한 자금공급의 어려움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마케팅 및 유통부문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북무역관(KOTRA)에서 중소기업에 대 

한 시장， 무역상담 등 종합적인 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전북무역공사가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 전문 무역업체 

의 발달이 부진하여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업체를 통하여 무역을 하고 

있다. 

2. 전북 자동차기업의 혁신행태 

기술혁신이 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기술혁 

신의 메카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의 과정에 대한 전통 

적인 관점， 즉 선형적 혁신관과는 달리 기술혁신은 기업활동의 다양한 단계에서 상호 

작용적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상호작용적 혁신관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호작용 

적 혁신관에 기초할 경우 기업의 기술혁신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는 기업의 혁신과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북 자동차기업 

17) 전라북도， 전북경제동향，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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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 행태를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전북의 자동차기업이 어떠한 유형의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혁신활동 

에서 주요 혁신원천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1) 셜문웅답업체의 일반적 성격 

설문에 응답한 업체는 총 1767R 업체로 자동차부품업체가 907R 업체인 51.1 %, 기 

계업체가 867R 업체인 48.9%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30인 미만의 

소기업이 53.1%,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기업이 40.6%, 300인 이상의 대 

기업이 6.3%로 나타난다. 설립시기별로는 전북에 자동차 조립공장이 입지하기 이전 

인 1993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가 28.6%이고， 1994년 이후 창업한 업체가 7 1.4%로 

대부분의 기업이 1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창업한 업체도 

33.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짧은 역사를 지닌 신생 기업들에 해당한다〈표 

4-11> . 

〈표 4-11> 창업 시기 및 지역별 업체의 분포 
단위: 개.% 

창업지역 
창업년도 

전북 수도권 기타 겨| 

14 8 2 24 
1990년 이전 

(16.7) (72.7) (66.7) (24.5) 

70 3 74 
1990년 이후 

(83.3) (27.3) (33.3) (7 5.5) 

84 11 3 98 
겨| 

(100) (100) (100) (1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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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역은 85.7%의 업체가 전북이며， 수도권이 11.2%, 기타가 3.1%로 나타 

난다. 전북 외부지역에서 설립한 업체의 경우 7 1.4%가 1990년대 이전에 창업한 반 

면에 전북에서 설립한 업체들은 16.7%만이 1990년대 이전에 창업했고， 83.3%에 해 

당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1990년 이후에 창업하여 전북지역으로의 자동차조립공장 입 

지가 기업의 유치 및 창업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 업체가 9.3%, 초기성장기 업체가 30.2% , 고도성장기 업 

체가 27.9% , 성숙기 업체가 12.8% , 정체기에 속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19.8% 

로 58.1%에 속하는 업체가 성장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18) 성장기에 속한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북의 자동차부품산업이 짧은 발달 역사에도 불구 

하고 활발한 생산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응답업체의 41.9% 

에 달하는 많은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역발전 방향 

을 선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4-12>. 이들 선도업 

체는 자동차부품업체에 비해 기계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부품산업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모기업에 크 

게 의존하는 하청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19) 

18) 창업기: 회사 창업과 제품/서비스의 개발단계 
초기성장기: 자사 최초의 대표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는 단계 

고도성장기: 후속 신규 제품/서비스가 출시되어 매출이 증가되고 시장이 다각화되는 단계 
성숙기: 일반 중견기업으로서 안정화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단계 
정체기: 뚜렷한 매출 성과의 향상 없이 기업활동이 다소 정체된 단계 

19) 지역 내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높은 비율이 반드시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의 경우 생산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비해 전북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즉， 전북 내에서 특정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품목의 생산에서 경쟁업체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일 가 
능성이 있다. 이것은 지역 내 동종업체와의 경쟁이 높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乃



〈표 4-11> 기업의 지역 내 역할 

비율 

계 자동차부품 기겨| 

해당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역의발전방향 선도 41.9 37.5 45.7 

부품과 소재를 구매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판매 66.3 65.0 67 .4 

-닝「 E II5 흐 -1i 드 L-즈 -/4、 재” 그 E>1 = 노j1 65.0 34.8 48.8 

기 타 2.5 4.3 3.5 

단위:%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2) 혁신활동의 유형 

혁신활동의 유형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그리고 마케팅 혁신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제품혁신의 경우 신제품 개발과 기존제품의 개선으로 다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9.1%가 최근 3년 동안 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혁신활동의 유형은 기존제품 

개량이며， 그 다음으로 신제품개발， 공정혁신， 판매 및 마케팅 혁신의 순이다〈표 

4-13>.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례연구의 경우와 동일하다(장석인 등， 2001; 김인중 

등， 2001).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혁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 

기업은 공정혁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제품혁신의 경우에 중소기업은 기존제품 

개량이 신제품 개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규모 기업은 소기업에 비해 판 

매·마케팅 혁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제품의 개량이 높 

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구개발 역량이나 연구개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기업의 

경우 중규모 기업에 비해 판매·마케팅혁신이 크게 낮은 이유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중규모 또는 대기업의 하청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기업 

개
 



의 경우 제품혁신에 비해 공정혁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또 판매·마케팅 혁신은 전 

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경우 신제품개발이 높게 나타나는 일반 

적인 경우와 크게 다른 것으로20)， 설문응답기업 가운데 대기업이 9개 업체에 불과하 

기 때문에 내용이 왜콕된 것으로 보인다. 

〈표 4-13> 혁신활동의 유형 

전체기업 규모벌 

혁신기업 유형별 혁신유형 
소기업 1) 중기업 2) 

비중 비중 별 순위 

신제품개발 72.9 28.3 @ 29.7 20.9 

신공정도입/개선 85.6 37.9 @ 34.1 27.9 

경영혁신 81 .4 26.0 @ 27.5 30.2 

판매 및 마케팅혁신 30.9 7.8 @ 8.8 20.9 

겨| 100 100 100 

주:1)소기업: 30인 미만， 2) 중기업: 30-300 , 3) 대기업: 300인 이상 

자료:설문조사 

2) 지식이전 과정 

단위:% 

대기업 3) 

12.7 

6.3 

80.9 

100 

지역 내에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업과 기 

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 사이에 활발한 지식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에서의 지식이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혁신에 기여하는 

조직， 기업의 혁신 정보의 원천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20) 설문 대상기업의 수가 너무 작아서 설문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숙산업의 경우 공정혁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북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경우 공정혁신이 높게 나타나는 이 
유가 전북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성숙산업이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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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기술개발 등의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관은 

도급기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연구소， 지역소재 협력기업， 해외 관련기업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그림 4-2>. 도급기업이 가장 중요한 혁신기여기관인 이유는 모기업의 

하청관계로 이루어진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체계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도급기업의 중요도가 50.0%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 

면， 기계산업의 경우에는 18.2%로 나타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부품들을 

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과정을 갖는 기계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달리 상 

대적으로 도급기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 기계산업의 경우 혁신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기관은 대학연구소로 나타난다. 

60.0 

50.0 

50.0 

40.0 

33.8 

30.0 
24.2 

10.0 

20.0 

0.0 
2 

0.0 

3 4 
0.0 

5 6 7 8 9 10 

l 터자동차부품 펴기계 .계 | 

주: 1-도급기업(모기업)， 2-지역소재 협력기업 3-해외 관련기업， 

4-관련 중앙행정부처， 5-대학연구소 6-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7-정부 출연연구소 8-기업연구소 9-동종업종 기업협회 10-기타 

자료:설문조사 

〈그림 4-2> 기업의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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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활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이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 

나 기업의 지식획득 방법은 지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자화하거나 언어 

를 통하여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적 지식 (codified knowledge)은 정보통신기술 

및 출판 매체 등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 모방， 실행을 통해 감지되는 지식으로 문자화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은 대면접촉이나 현장 경험을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형식적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관련서적이나 학술 

논문을 통한 획득으로 나타났다〈표 4-14>.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전시회 및 박람회 

와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획득방법으로 나타난다. 형식적 지식을 얻는 방법을 2 

개까지 복수로 응답한 결과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세 가지 방법 

이 형식적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정기술정보의 

획득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서는 관련서적 및 학술논문을 통한 획득이 

가장 높고 전시회 및 박람회，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방법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 

에 비해， 복수응답의 경우에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획득 방법이 관련서적 및 

학술 논문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품혁신의 경 

우 공정혁신에 비해 기술혁신을 위한 형식적 지식의 획득방법에서 관련서적 및 학술 

논문을 통한 획득 방법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암묵적 지식의 경우에는 실무자의 개인/조직 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내 연 

구개발부서 등의 연구 및 토론， CEO의 판단 또는 개인관계 등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 3 가지가 암묵적 지식을 얻는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준다〈표 4-15>. 이 

외에 고객업체와의 교류도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2개까지 복수로 응답한 경 

우에는 사내 연구개발부서 등의 연구 및 토론， 실무자의 개인/조직 관계의 2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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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형식적 지식 (codified knowledge)을 얻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제품기술정보 공정기술정보 

관련서적 및 
34.2 30.0 

하-，승 i근노 L-무 ι-

PC통신 및 인터넷 21.1 20.0 

전시회 및 박람회 22 .4 25.7 

신문， 잡지 및 방송 5.3 8.6 

특허 정보 5.3 4.3 

학술회의 및 
7.9 7.1 

학술세미나 

기 타 3.9 4.3 

계 100 100 

주:1) 2개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한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단위:% 

중요한 방법1) 

제품기술정보 공정기술정보 

50.8 49.6 

40.0 51.1 

41.5 44.0 

18.5 14.2 

13.8 11.3 

29.2 25 .5 

6.2 4.3 

5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CEO의 판단 또는 개인관계는 고객업체와의 교류와 함께 

25%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 공급업체와의 교류도 1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품기술정보의 획득과 공정기술정보의 획득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암묵적 지식의 중요한 획득방법으로 나타난 사내 연구개발부서 등의 연구 

및 토론， 실무자의 개인/조직 관계， CEO의 판단 또는 개인관계 등의 3가지 방법은 

암묵적 지식의 획득은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객업체와의 교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하청기업으로 이 

루어진 자동차부품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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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을 얻는 방법 

단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요한 방법 1) 

제품기술정보 공정기술정보 제품기술정보 공정기술정보 

CEO의 판단 또는 
20.3 17.6 28.2 25.0 

개인관계 

사내 연구개발부서 
22.8 23.5 52.1 48 .4 

등의 연구 및 토론 

사내 세미나 및 토론 3.8 8.8 8.5 15.6 

실무자의 개인/조직 
24.1 26.5 40.8 51.6 

관계 

고객업체와의 교류 11 .4 16.2 28.2 32.8 

공급업체와의 교류 6.3 4.4 19.7 15.6 

경쟁기업 근무자와의 
6.3 1.5 11.3 3.1 

비공식 교류 
대학·연구소 등 전문 

2.5 0.0 7.0 4.7 
인력과의 비공식적 교류 

해외투자지역 O로부 
2.5 1.5 4.2 3.1 

터의 현지교류 

겨| 100 100 

주: 1) 2개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한 결과임. 

자료:설문조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형식적 지식은 비교적 공간에 자유롭게 획득될 수 있는 반 

면， 암묵적 지식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같은 공간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구로공단" 수도권， 구미공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암묵적 지식의 획득은 공간적 근접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한 공동학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박삼옥， 2002). 

암묵적 지식의 획득이 공간성을 가진다고 할 때， 전북의 자동차산업에서 암묵적 지 

식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창출되고 확산될 수 있는 혁신체계의 발달 수준은 낮은 것 

Q 
u 



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혁신정보의 습득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4-16>. 전북 자동차산업의 경우 혁신정보의 주요 습득지역을 보면 전북지역에서 습 

득한다는 비율은 35% 정도에 불과한 반면 전북 외부의 국내지역이 50.5%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북지역이 혁신 주체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 

의 창출과 확산에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혁신정보의 주요 습 

득지역으로 수도권지역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도권에 자동차산업의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기업들이 부품을 

수도권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21) 

〈표 4-16> 혁신정보의 습득지역 

응답업체수 비율 
규모별 

~、- E ;-5 대 

입지 시·군 25 30.1 25.9 46.2 14.3 

입지 시·군외 도내 4 4.8 3.7 7.7 0.0 

수도권 25 30.1 33.3 19.2 14.3 

영남권 6 7.2 7 .4 3.8 14.3 

충청권 4 4.8 7 .4 3.8 0.0 

광주，전남 7 8 .4 11.1 0.0 28.6 

해외 12 14.5 11.1 19.2 28.6 

겨| 83 100 100 100 100 

자료:설문조사 

21) 가장 펼요로 하는 협력 기업/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판매처가 3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재부품업체가 33.7%로 나타난다. 또한 2개까지의 복수응답에서는 58.1%가 소재부품업체 
를， 5 1. 2%가 주요 판매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에 생산체계상의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 
의 발달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북의 산업집적 수준이 클러스터의 형성에 펼요한 임계규모 
Ccritical mass)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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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연계의 특성을 보면 구매연계 비중이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의 경우는 수도권 

과， 중기업은 입지 시·군 지역과， 대기업은 해외지역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17>. 중규모 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중요성이 크게 낮은 반면 입지 시·군의 중 

요성이 큰 것은 이들 기업이 일차하청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소기업의 

경우 물자의 전후방 연계가 입지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원료의 주된 구입처는 전북 내가 39.6%로 가장 높고， 수도 

권이 25.6%, 영남권이 15.1%, 전남이 12.8%로 나타난다. 

〈표 4-17> 물자연계의 특성 

연계형태 
응답 

비율 
규모벌 

업체수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입지 시·군 22 25.6 28.6 21.9 20.0 

입지 시·군외 도내 12 14.0 16.3 9.4 20.0 

수도권 22 25.6 22 .4 25.0 60.0 

영남권 13 15.1 10.2 25.0 0.0 
구매연계 

충청권 1.2 2.0 0.0 0.0 

광주，전남 11 12.8 18 .4 6.3 0.0 

해외 5 5.8 2.0 12.5 0.0 

겨| 86 100 100 100 100 

입지 시·군 31 45.6 40.5 53.3 44.9 

입지 시·군외 도내 16 23.5 27.0 20.0 23.2 

수도권 5 7.4 8.1 6.7 7.2 

영남권 5 7.4 8.1 3.3 8.7 
판매연계 

충청권 1.5 2.7 0.0 1.4 

광주，전남 4 5.9 8.1 3.3 5.8 

해외 6 8.8 5.4 13.3 8.7 

겨| 68 100 100 100 1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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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영남권과의 구매연계가 높은 것은 전북지역에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 

업들이 잘 발달하지 못한데 비해 두 지역에 자동차부품업체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전북 내의 경우 입지시군에서 구입하는 기업의 비율이 25.6%로 높게 나타 

나는데， 이것은 전북의 산업집적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에 자동차부품 관련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품의 주요 판매지역별 비율은 전북지역이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 

로 해외지역과 수도권， 영남권이 비슷한 경향이다. 이에 비해 소기업의 경우 전북 내 

구입비율이 44.9%, 판매 비율이 67.5%로， 제품의 판매비율은 전북 전체와 비슷한 것 

에 비해 구입비율은 5%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일차하청업체의 경우 입지지 

역 내 하청업체인 소기업과의 연계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즉， 혁신네트워 

크의 강도는 지역 내 물자연계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해외지역의 중요성이 큰 것은 이들 기업의 생산 활동이 국제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간의 지식 이전은 노동력의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인력의 

채용은 형식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을 동시에 기업에 이전해 오는 효과를 갖 

는다. 따라서 지역 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식의 활발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돗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북 내에서의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인력이동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기업의 67.5%가 부정 

적인 답변을 하였고 5.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전북지역 내에서 전문인력 

의 기업간 이동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외부로부터 

전북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인력이 많으냐는 질문에도 59.3%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 

고 9.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 

로 인력 공동활용이 이루어진 기업의 비율도 7.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에서의 전문인력 간 상호작용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역 내 

지식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북지역 혁신체 

계의 형성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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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역 내 기업들 간의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정도는 연구개발 수행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의 주요 형 

태를 보면 최근 3년 간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응답업체의 74.1%이 

며， 25.9%는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없었다. 연구개발 수행형태는 독자적으로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33.1%이고， 37.4%는 타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4-18>. 따라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기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연구수행이 없었으나 

향후 계획이 있는 업체는 287R 업체로 연구수행이 없는 367R 업체의 78%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개발에 강한 의욕을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8> 연구개발 수행의 주요 형태 

단위:개，% 

독자수행 
외부기관과 

위탁연구 미수행기업 겨| 
공동연구 

기엽수 46 52 5 36 139 

비율 33.1 37 .4 3.6 25.9 

자료:설문조사 

공동연구를 수행한 기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대상 기관은 대학이 88.3%, 정부출 

연연구소 21.7%, 동일업종 혹은 경쟁회사 20.0%로 공동연구는 주로 대학과 연계되 

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대상 전문가에 대한 설문결과에 

서도 70%가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협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력 관계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업과 이들 공동연구 대상 기업 또 

는 기관들의 협력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46.3%가 대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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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활동에서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상기관의 입지를 보면， 전북 지역이 70.8%이다. 

이 중 기업이 입지한 시·군과 동일한 경우도 45%로 대부분의 공동연구가 도내 기관 

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인접한 광주전남지역과는 11%, 수도권과는 

8%, 충청권과는 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의 자동차 기업의 경우 산학 

연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보면 산학협력의 성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3>. 즉， 산학협력시의 애로사항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모든 사항에 있어 어느 정도의 애로를 느끼고 있 

으나， 특히 그 중에서도 애로정도가 심각한 것은 산업체의 실제 기술수요 미반영， 연 

구개발 장비의 공동활용 곤란，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어 

서 산학 연계에 있어서 대학의 산업현장과 밀착된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산 

업기업의 기밀 누설 우려， 상호신뢰 부족 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및연구소의연구 2 .7 

능력 부족 

연구개밭장비의 공동활 2.6 
용 곤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기 218 

피 

산업체의 기술수요 미반 2.6 
영 

연구개밭의 기밑유지 부 3.0 
~드 

상호신뢰부즉 
3.0 

o 0.5 1.5 2 2.5 3 3.5 4 

애로정도 

주:5점 척도임(1: 매우 심각， 2: 심각， 3: 보통， 4: 문제없음， 5: 전혀 문제없음) 

자료:설문조사 

〈그림 4-3> 산·학·연 협력 시 애로사항별 애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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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절에서는 전북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혁신자원과 혁신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혁신자원의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지원서비스 부문 등 

혁신분야별로 전북지역 혁신 주체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혁신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혁신활동의 유형， 연구개발 수행형태， 혁신 정보의 원천， 혁신주체별 협력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혁신자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연구기관의 수， 연구개 

발 인력， 연구개발비 등 기술혁신에 핵심적인 연구개발 관련 요소들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혁신 창출의 원천이 빈약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 주체 

별 연구개발 역량은 대학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기업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에 치중해 

있음에 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단기적으로 생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개발연 

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가 지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연구 

개발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역량이 높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생산활동 

에 전환시킬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기술 매개 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부문에 있어서도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전북지역에서는 높지만 전국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집적 수준이 낮다. 이에 따라 생산체계에서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단계에 따라 적절히 분포되어 있지 못하여 전북 내에서의 물자연계보다 

수도권 등 타 시도와의 연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체계 

의 특정 중의 하나가 매우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 걸친 전후방 연계 관계를 필요로 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기업 집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Capello(1 999)에 따르면 산업 집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산업발 

전 단계에 지역혁신체계의 형성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은 기업 유치와 창업을 통한 산 

업집적지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런 면에서 전북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 용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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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 수도권과 영남권의 산업 집 

적지에서 집적 불경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호남권으로의 기업 이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초의수， 1993). 

이와 함께 전북의 자동차 산업 생산체계가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조립공장을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많 

은 경우에 자동차산업은 대규모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하청체계가 형성되는 허브-스 

포크 형의 산업지구가 형성된다(박삼옥， 1993). 이러한 생산체계를 가진 지역의 혁신 

체계 형성에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 

역의 경우 기존 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인 수도권과 영남권과의 성능제품을 중심으로 

한 물자연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요 부품이 벌크제품 중 

심이다(최지선， 1998). 이것은 전북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달 수준이 아직 충분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 마케팅 등 경영지원활동과 같은 기업지원 부문의 경우에도 전북지역의 역량 

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 

우 크다(Cooke ， 1998). 금융부문에서도 모험자본과 같이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지지 

할 수 있는 자본의 형성과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벤처금융을 중 

개하는 기업은 전무하며， 금융권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빈약하다. 따라서 기술신 

용보증재단과 같은 기술을 담보로 기술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에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요소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케팅 등 경영지원 부문도 

전북무역관 등 공공 부문의 몇 개 기관만이 있을 뿐이어서 전북지역 혁신체계 구축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의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된 혁신의 확산과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전북의 경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량이 높은 대학에서 창출된 혁신의 기업으로의 이전을 촉 

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북지역에는 대학 

과 기업을 연결하는 매개기관인 TIC, RRC 등 각종 기업지원센터들이 상대적으로 풍 

부하다. 그리고 이들 센터들의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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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매개기관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중단되었 

을 때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전북 

지역의 산업집적 수준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 매개기관들이 기능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전북지역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심이어서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개기관의 역할 

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를 보면 산업계와 대학과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정 

보의 주요 원천으로 고객/판매처가 주요하며， 전북지역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대 

학과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 활동 

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형 

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혁신 하부구조가 취약하고 이를 제도적으 

로 지원하는 상부구조 역시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특성은 

산업이 침체된 주변지역에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 

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역혁신체계가 지역의 잠재역량을 개발 

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시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주변지역의 산업육성 전략으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혁신 

자원이 빈약하고， 계속된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집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 

t:}(Capello , 1999).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일부 산업 집적지와 기업에서 혁신활동을 통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사례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은 전북지역의 지역혁 

신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 

다. 

- 89 -



저13절 사례분석: 전북 자동차산업 혁신체계 형성과정 및 요인 

앞 절에서 전북 자동차 산업 혁신체계의 특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으로는 혁신체계의 형성요인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혁신체계 

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혁신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혁신행태와 기술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작용하는 중요 

요인， 그리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자극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은 둘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집적이 이루어져 있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 

다. 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에서 클러스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는 지역의 혁 

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에 대한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최근 기술개발을 토대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는 미시적 측면에서 한 기업이 기술혁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세밀 

하게 분석함으로써 전북지역 산업 환경의 특수성이 혁신체계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 

고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지역의 내적 고유성에 따라 혁신체계는 지역별로 상이하 

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은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형성에 작용하는 중요한 형성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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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의 사례분석 

1) 단지의 개관 

사례조사 대상인 J벤처단지는 2001년에 단지가 지정되어 2002년 9월부터 기업의 

입주가 시작된 역사가 매우 짧은 산업단지이다. 이 단지는 첨단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 

고 조성되었다. 부지면적이 8천 평인 소규모 단지로 2004년 현재 147~ 업체가 입주 

해 있다. 단지로부터 5분 정도의 거리에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으며， 전북의 

중심도시들인 익산과 군산이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 

장임대료가 저렴하여 입주 희망 기업들이 많다22) 

단지의 운영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북대자동차부품TIC(CAMTIC)와 전 

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JMRC)가 입주해 있다. 2004년도에는 전북테크노파크(TP)가 

단지와 인접하여 입주할 예정이다. 

CAMTIC는 단지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CAMTIC는 자동차부품·금형기술로 특 

화된 기술혁신센터로， 응용기술 중심 연구개발， 공동활용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산업체 인력 재교육， 이공계 대학생 현장적응교육 등 교육훈 

련사업， 신기술 보유업체의 창업보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 지원을 위해 

CAMTIC에서는 상품화지원센터와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화지원센터에 

서는 설계， 가공， 즉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설비하고 입주기업들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금형 및 정밀가공， 주조， 열처리 등 생산과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 역설계Creverse-engineering) , 사출주조해석 등의 연구개발 지원도 활발히 수 

행하고 있다. 인력양성센터에서는 현장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산기술인력 양 

성을 담당하고 있다. 부품 및 금형설계， 유동해석， 역설계， NC가공기술 교육 등이 행 

22) 2001년에 입주업체를 공모했을 때， 12개 업체 선정에 267~ 업체가 신청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단 
지의 성공적 운영이 알려지면서 매 주 3-4건의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전북대TIC 관계자 면담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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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다. 

CAMTIC와 함께 2003년말에는 기술중개기관인 JMRC가 단지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JMRC는 CAMTIC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기업지원 사업과 함께 기업간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JMRC에서는 

CAMTIC과 기능을 분담하여 부품소재， 초정밀가공，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특화하여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입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단지의 성장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2002년에 입주한 127TI 입주기업의 2001년 고용 및 매출액은 56명에 33 

억원 수준이었지만， 입주가 이루어진 2002년에는 78명에 72억원， 2003년에는 120명 

에 12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 단지의 특정 

단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우수·유망 벤처기업의 유치와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조성의 목적에 적합한 기 

업을 유치한 특정이 있다. 

단지에 입주가 시작된 2002년에 총 267n 업체가 공모하였으며 이중 기술력과 성 

장가능성이 높은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시켰다〈표 4-19>. 전북지역이 자동차부 

품 및 기계산업 발달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이 많았던 것은 입주기업에 대 

한 금융， 세제， 기술지원기관의 연계 등의 기업지원정책과 함께， 연구개발 능력을 갖 

춘 첨단벤처기업을 주요 입주대상업체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23) 업체의 선정에는 

앞의 요인들 외에도 기업간 기능적 연계성도 함께 고려하여， 금형， 열처리， 판금， 자 

동화 등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의 생산과정상 전후방 연계를 갖는 기업들이 계획적으로 

23)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첨단벤처기업들은 창업기에 자본의 부족으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와 함께 편리한 교통을 갖춘 입지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지조건 
을 지닌 이 산업단지가 매력적인 입지지역으로 선호되었다. 이러한 입지조건과 함께 지방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책과 단지내 기업지원 기술중개기관의 입지 등이 많은 입주희망업체를 유치한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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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J벤처단지 입주업체의 기술 현황 

업 체 명 보유기술 특이사항 

대중국 수출 140만불 달성 

- 사출금형 설계 및 가공 기술 보유 (‘02.09- ’03.1 1) 
가 

- 효러lA금형 설계 및 가공 기술 - ‘ 04년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 선정 

-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 

- 기능성 선소재 제조기술 
(‘0 1.6월) 

- 산자부 신기술실용화사업 선정 
- 초경량 복합재료 고압용기 설계， 

(‘02.9월) 

나 
제조기술 

- INNO-BIZ 선정(중기청， ‘02.12월) 
- 목재고분자 복합재료 제품제조 기술 

- 과기부， 21세기 효론티어연구개발 
- 써l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수조저장랭크 

사업 선정(‘03.10) (9년 27억) 
개발 (미국인증신청 중) 

- ‘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금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 산자부 과제 선정(‘0 1. 12월) 

-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 선정 

- 무기나노소재 및 광촉매 제조 
(‘02.4월) 

- ISO 9001/2000 인 증 획 득 
원천기술 

- 광촉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다 - 난연 및 단열재 제조 기술 

(FDA승인， '02.6월) 
- 유/무기 복합 소재 및 기능성 

- 중소기업청 중기전략과제 선정 
코팅제 

(‘ 03.8월) 

- 산자부，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선정(‘03.11월) 

-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 정밀금형 설계 및 제조 기술 
(‘01. 4월) 

- 산자부， 석박사 인력양성사업 선정 
라 -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조 기술 

(‘03.6월) 
- 설계 및 정밀가공 전문성 확보 

- ISO 9001/2000, KSA 9001/2001 
획득(‘03.7월) 

- 가A터빈 엔진류 고정밀 부품개발 - ISO 9001 인증획 특(‘02.9월) 
- 우주비행체 핵심부품개발 - 산자부， 부품소재 전문기 업 인증 
- 터보차져/터보압축기/터보냉동기 획득(‘03.2월) 
기술 - (주)TCT 영남지사 설립(‘03.4월) 

m 

빙
 



벤처기업 인증획득 

(중기청， ‘03.5월) 

- 소형터보기기 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03.6월) 

- 역설계사업， 5축 초정밀가공 기술 
- ‘ 03년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 ‘ 03년 산자부 지역특화기술개발 
사업 선정 

- 고압터보블로워 Green Pressor 

- F oil Gas Bearing을 이용한 완전 
HB35개발 성공 

무윤활기술 
-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획득 

- 고무금형 I때eller 정밀석고 주조볍 
(‘ 03.10월) 

바 - 고속모터 및 모터드라이브 기술 
- 벤처기업 인증획득(‘03.10월) 

- Integration 설계 기술 
- ISO 9001 인증획 득(‘03.10월) 

- 차세대 연료전지자동차용 공기공급장치 
- ‘ 03년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개발중 (원천기술 보유) 
선정 

- ‘ 03년 산자부 지역특화기술개발 

사업 선정 

- 티타늄 용해 및 정밀주조기술 
- ‘ 03년 9월 창업 

- 알미늄 및 스텐레스， 주강용해 및 
- 일본 요나다사와 티타늄 정밀주조 

주조기술 
사업기술 협력계약 체결(‘03.9월) 

사 - 금속간 화합물 용해 및 주조기술 
- 국내최초 티타늄 정밀주조 성공 

- 티타늄 선재 가공기술 
(원천기술 확보) 

- 세라믹 도가니 제조 및 코팅기술 
- 산업자원부 고도기술 인정 

- 티타늄 용접 및 가공 기술 
(03.10월) 

- 벤처기업 지정(중기청， ‘03.11 월) 

자료: 전북대 TIC 

선정되었다. 

단지 내 입주 기업의 빠른 성장은 입주 기업들 간의 전후방 연관관계 보다는 센터 

와 입주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 

들이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금이나 인력， 설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제품들이 센터의 장비와 연구인력， 정부 연구개발 자금의 신청 알 

선 등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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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J맨처단지 입주업체의 주요특성 

업 체 명 주요특성 

- CEO: 대우전자(금형분야) 근무 

- 센터의 첨단장비， 공동마케팅/홍보 지원 활용 

- 센터로부터 CAM 데이터 생성 등 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지 
원받아 단납기 및 개발기간 단축효과 유발 

- CEO: 전북대 고분자공학과 교수 

- 자체 기술연구소내에 우수연구자 보유 

- 센터의 첨단장비 (H/W， S/W) , 공동마케팅/홍보 지원 활용 

- CEO: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졸업 

- 자체 기술연구소 내에 우수 연구자 보유 

- 센터의 첨단장비 (H/W ， S/W) , 공동마케팅/홍보 지원 활용 

- CEO: 전주대학교 기계공학석사 

- 업체의 우수기술과 TIC의 첨단장비가 복합되어 매출신장， 고용 

효과 발생， 현재 자체 Item 발굴 중 

- 센터의 R&D , 공동마케팅 및 홍보 지원 활용 

- 2001년( 매출1 억， 인원 4명)， 2003년(매출9억， 인원12명) 

- ‘ 04년7월중 : 삼성테크윈， 10억 수주예상 

- CEO: 삼성테크윈 5축가공 실무과장 역임(1 2년) 

- 우수한 초정밀 5축가공기술과 TIC의 시설 지원으로 매출 및 고 

마 | 용창출 효과 발생 

가 

나 

다 

라
 

- 2002년(매출5억， 고용6명)， 2003년(매출6.6억， 고용11명) 

- 센터의 R&D , 공동마케팅 및 홍보， 시설지원 

- CEO: 삼성전자， LG전자생산기술연구소 근무(14년) 

- Global Networking(è1 시아， 우크라이나， 한국)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앤틀) 3각 국제법인 설립 

-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 연료전지 핵심부품기술 보유 

- 센터의 R&D , 공동마케팅 및 홍보， 시설 지원 활용 

- CEO: 일본 동북대 신소재분야 박사 

- CEO: 삼성종합기술연구소 삼성자동차 근무(20년) 

사 1- 기술연구소 및 자체 우수연구진 보유 
- 한일 티타늄관련 기술협약 체결 

바 

자료: 전북대 TIC 

- 센터의 R&D , 공동마케팅 및 홍보， 시설지원 활용 

따
 
밍
 



단지 내 기업들간의 네트워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입주 기 

업의 선정시에 기업간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이들 기업의 역사 

가 짧고 생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간 생산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통한 정보 교류는 비교 

적 활성화 되어있다. 아직 이러한 기업들 간의 대면접촉을 통한 정보교류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 경쟁이 심 

하여 협력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동종기업이 아닌， 연관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 

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단지 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과정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높다. 센터의 성장은 이들 기업들 

의 기술혁신에 기초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관련 분야의 기업이나 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정보와 동향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개발 과정을 보면 창업 전 직장에서 습득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 

탕으로 창업하여， 러시아， 일본 등 해외 연구소와 국내 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기술협 

력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고가의 첨단 장비들 

을 제공하고， 센터의 연구인력이 기업과 협력하면서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마케팅， 금융기관 알선 등을 

통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및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과정에서 J벤처단지를 제외한 지역 내 다른 기관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대학 교수가 학교기업을 창업한 후 단지로 이전해 온 한 개 업체 

의 경우는 대학과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 

로 전북 내보다는 외부지역과의 연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기술개발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북 외부의 지역과 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 요인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전북 지 

역에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의 발달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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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이들 기업들의 창업주가 주로 외부 지역의 기업에 근무하여 네트워크 형성이 지 

역 내 보다는 지역외부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들 기업들은 기술력 

이 비교적 높은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전북지역 내에서 적절한 협력 기관이나 기업 

을 찾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전북지역 내에서의 협력이 보다 활발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후방 관련기업의 집적이 먼저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기업에 관한 사례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 지역과의 연계보다는 전북지역 내 대학의 전문가와 

단지 내 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센터의 전문인력과 전문고가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단 

지 내 입주기업들과 생산연계를 하고 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지역과 높은 

연계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창원 

지역과의 연계도 비교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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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 기업들의 사례분석 

기업의 혁신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 기술개발과 함께 빠른 성 

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면담내용은 기술혁 

신과정에서의 정보의 획득 및 기술개발과정 기술개발지원과정 등에 관한 것이다. 

l) A기업 사례 

가. 회사개요 

2002년에 설립되어 알루미늄 휠 등 알루미늄 합금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2003 

년 후반부터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002년말 2.6억원에서 2003년말 

에는 20.1억으로 773%가 증가하였으며， 종업원수도 같은 기간동안 10명에서 30명으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인정받 

게 되면서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4년의 매출 예상액은 500억원이다. 

나.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회사 소재지는 전북 김제시이다. 기업주는 대전의 관련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재직 

하다가 퇴사한 후 부도업체를 인수하여 창업하였다. 기업주의 고향은 부산으로 전북 

지역과는 연고가 없다. 김제시에 입지하게 된 동기는 창업전 재직하던 회사의 동료가 

퇴직 후 운영 중인 관련기업(K기업)이 이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K기업은 알루 

미늄 주조회사로 1998년에 창업하였으며， 대전의 창업전 재직하던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K기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창업비용 

이 낮았기 때문이다.A기업은 당시 부도로 경매 상태에 있던 현 공장에 대한 정보를 

K기업으로부터 입수하여 낮은 가격에 공장을 구입할 수 있었다. 

다.혁신활동 

창업 당시부터 창업 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신공정기술에 대한 아이디 

어를 보유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창업 전 직장과 연구협력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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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러시아의 연구소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신공정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이 

용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금형작업을 통한 시험생산이 필요하였고， 창업 전 직장 

과 거래업체였던 경기도 안산시의 금형 생산업체인 K기업과 긴밀한 연구협력이 이루 

어졌다. 이와 함께 창업 전 직장과 거래 관계에 있던 또 다른 기업인 대전시의 C기업 

과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전북지역 외부와 정보 및 생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는 전북지역에 적절한 금형생산업체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 

유였다. 

창업 초에 신공정기술 및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특허를 받았지만， 신생기 

업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으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2년 중순에는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역 부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한 전주 J센터 관계자의 도움으로 제품의 신뢰도 확보 및 거 래처 확보를 하게 되 

면서 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J센터는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도옴을 제안하였으나， A기업은 기술누출의 위험 

때문에 2개월 이상에 걸친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신뢰가 확보된 후에 J센터에 기 

술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이 시작되었다. J센터는 인천의 1차 부품업체와 대전의 공인 

시험평가기관에서 시제품을 평가하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후，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통한 연구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현대자동차 및 인천의 1차 부품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였다. 

이와 함께 J센터는 A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된 신공정기술을 활용한 신제 

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초기에 신제품이 개발된 이후 신제품 개발 

품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A기업은 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2003년 한 

해 동안 3건의 신제품 개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J센터는 기업에게 부족한 새로 

운 지식의 전달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공， 연구개발을 지원하였고， 개발된 신제품의 

인증 절차도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A기업이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대학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그림 4-4>. 

J센터는 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신제품 인증을 알선하여 제품의 국제적인 신뢰 

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인증은 해외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져， 

- 99 -



2003년 말부터 호주와 아일랜드 등에 월 15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점 

차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업무는 서울의 수출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현재 J센터와의 협력은 실험 및 가공장비를 기업에서 구입하여 센터에 

설치하고 회사 연구원을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원료의 구입은 주로 인천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제품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북 내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입이 이루어지고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북지역 내 기업들과는 매우 제한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 

은 특히 전북 내에 후방산업이 발달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J센터에서는 생산체인 

상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유치와 창업을 통해 지역 내 연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제품의 판매는 창업 초기에는 대전의 창업 전 재직 기업과 대부분 이루 

어졌다. 그러나 제품의 2003년 말부터 전북의 자동차 조립기업과도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으며，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면서 거래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종업원의 채용도 점차 전북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 전 직장과 

연계를 맺고 있던 기업에서 핵심인력을 공급받고， 전북 내에서는 단순 노동력만을 고 

용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전북 내에서 연구인력과 생산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A센터는 창업 초기에는 전북지역과 유리된 생산 빛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의 성장과 함께 물자연계와 인적자원 연계， 그리고 정보연계에서 

점차 전북과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내에 뿌리내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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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기업의 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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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기업 

가.회사개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엔진제작기계의 하나인 함침장비의 설계 및 생산 

전문업체로 국내 함침장비 생산 선도 기업의 하나이다24). 주로 주문제작방식으로 생 

산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1년 매출액은 6억원， 종 

업원수는 8명에서 2003년에는 각각 22억원과 2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성장 

은 고품질 제품의 생산능력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해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회사소재지는 전주시이다. 기업주는 전북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화공기계제작회사에 

서 20년 이상 생산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았다. 창업 동 

기는 창업 전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창업을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기업주는 

제품의 설계나 제작에 관한 체계적인 고급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험에 의해 

제품개발이나 생산공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주문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다. 전주시에 입지하게 된 것은 전주시에 관련 기업이 비교적 많 

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다.혁신활동 

기업주는 관련업계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자동화공정기술 분야의 기술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주는 제품에 대한 해석과 제작 능력은 뛰어나지만 기업이 영세하 

고 고급 설계능력이 떨어져 신제품 및 신공정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창업 초기 

에는 고급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일반 제품을 주문제작하여 성장이 느리게 이 

루어졌다. 그러나 기업주가 창업 전 재직했던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기업주의 

기술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된 서울의 관련업체로부터 함침장비 생산에 대한 아 

24) 함침장비란 알루미늄 엔진주물의 주입구 밀폐장비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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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제공받아 신제품을 개발한 이후부터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25) • 

기업주는 함침장비를 자동화생산공정으로 크게 개선한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크게 낮추었다. 그러나 이 신생산공정은 기업주의 경험 

에 의한 혁신에 기초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이 개 

발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생산 초기에 소량 주문생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였지 

만， 제품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기업에 납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신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말에 일본의 자동차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동차회사 

가 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제품 및 생산공정에 대한 신뢰도 검 

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기업 

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계도면의 3차원 시율레이션을 요구했고， 기업 

주는 J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공정에 대한 3차 

원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센터의 초정밀 가공기계를 활용하여 생산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B기업과 센터와의 공동연구과정에서 제품의 공정 및 품 

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제품개발이 완료된 2003년부터 일본의 자동차회사에 함침 

장비를 수출하게 되었고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 

다. 현재 B기업과 센터는 2건의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센터는 B기업에 

공정시율레이션기술을 지도하고 있다.B기업은 도내 대학과도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 

하고 있다. 

B기업은 성장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다수의 전북 내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다품 

종 소량주문생산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을 하였다. 원료와 부품의 구입도 대부분 창업 

전부터 알고 있던 지역 내 업체들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종업원도 대부분 전북 내에서 

채용하였다. 그러나 성장기에 들어와 함침장비가 주력제품으로 생산되면서 소수의 전 

북 내 자동차 부품기업 및 해외 자동차업체와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5) 그러나 함침장비 생산에 대한 권유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초기에 아이디어 제공자 
는 좋은 사업 대상이라는 점과， 기업주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유를 했다. 그러나 함침장비의 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는 아이디어 제공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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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기업 

가. 회사개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금형 생산과 자동화장비 설계 및 제작이 주업종이다. 매출 

액은 2001년 1. 1억원에서 2003년 9.5억원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종업원 수 

도 같은 기간동안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다.2004년에는 기업 성장과 함께 인근 

의 과학산업단지에 신규로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나.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전주첨단벤처단지에 입지한 소기업이다. 기업주는 현대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인 전 

북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정밀가공분야 전문기술자이다. 창업 동기는 기업주가 

보유한 정밀가공분야 설계 및 제작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창업 초기에는 자 

동화장비 및 부품 설계 및 제작이 주업종 이었으나， 2003년부터 금형생산으로 사업 

을 다각화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첨단벤처단지의 장비 및 기술지원이 주요 

입지 요인이다. 창업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였으나 공간 

이 협소하여 애로를 겪던 중 첨단벤처단지가 설립되면서 2002년에 현 입지로 이전하 

였다. 

다.혁신활동 

C기업의 주 업종인 자동화 장비 및 부품 설계·제작이 정밀가공과 시험평가를 통시 

에 요구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와， 전문기술인력과 전문생산인력의 협업이 필요하 

다. 따라서 창업초기부터 지역 내 대학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창업초기에는 

자본의 부족에 따른 설비부족 및 기업 홍보부족으로 매출이 부진하였다. 자동화 장비 

및 부품 설계·제작업체에 대한 지역 내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지역에서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첨단벤처단지에 입주하면서 단지 내에 입지한 TIC와 J센터의 도움으로 사 

업이 수주되고， TIC의 고가장비 이용과 기술지원을 받게 되면서 성장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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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J센터와의 연구개발 협력과 TIC의 중개를 통한 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이 활성 

화 되면서 C기업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기술력 강화는 기업 

의 성장으로 이어져， 2003년도에는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 천안， 창원 등 지역 

외부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 설비 및 부품 설비·제작 분야의 성장과 함께 2003년에는 금형제작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금형제작업으로의 진출은 C기업의 자동화 장비 설계·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한 신생산공정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 

였기 때문이다.C기업은 부도위기에 있던 기존의 금형제작업체를 인수하여 생산공정 

을 개선하고，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함으로써 금형제작업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 

다. 주요 생산품은 고무금형으로 지역 내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C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는 서울이나 창원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 

회와 인터넷 등에서 크게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된 아이디어의 제품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은 지역 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단지 내 TIC와 J센터는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통하여 C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 C기업은 신소재 고무제품을 

이용한 제품개발 등 J센터 및 대학과 4건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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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기업 

가. 회사개요 

2003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티타늄소재 제품생산 업체이다. 아직 제품개발단계 

에 있는 기업으로 종업원수는 12명이다. 주요 생산품은 골프드라이브 헤드이며， 반도 

체부품 공구， 인공관절， 밸브 등 티타늄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창업기의 기업이지만 티타늄 용해 및 정밀주조， 용접 및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나.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첨단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다. 기업주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창업 

하였다. 기업주의 고향은 대구로 전북지역과는 연고가 없다. 단지에 입주한 동기는 

단지의 명성과 낮은 입주비용， 다양한 지원 혜택 때문이다. 기업주는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금속분야의 전문가로 첨단 소재를 이용한 제품의 틈새시장을 목표로 창 

업하였다. 도내·외에 형성된 학계 및 연구소， 기업 등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연구개 

발을 하고 있다. 

다.혁신활동 

창업 당시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 

주가 주요 생산품목으로 설정한 제품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므로， 단기 

적으로 제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골프드라이브 헤드 생산에 집중하였다. 

생산품목의 선정은 기업주가 자신의 지식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골프드라이브 헤드는 현재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일본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다.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일본의 티타늄 정밀주조 전문기업과 기술협정을 체결하여 수 

시로 협력하고 있다. 창업 전 기업에 근무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일본기업과의 

기술협정을 매우 유리하게 체결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개발 과정에서 많은 도움 



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은 기업주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술서적이나 교류가 두터운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은 도내·외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기업주의 넓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 제품생산 관련기업들이 부족하거나 기술수준이 낮아， 외주는 주로 수도 

권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맡기고 있다. 제품개발 과정에서 후처리공정 등의 작업은 주 

로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 지역 소재 기업에 외주를 주었지만， 작업 

기간이 길고 기술력이 낮으며 가격이 높아 오히려 인천지역 업체가 가격이나 품질，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래 기업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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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수도권 

지방 

대학 .... 강한 연계 ‘ ...• 약한 연계 
화살표의 방향은 연계의 흐름을， 굵기는 강약을 의미함 

- 113 -



口

口 창업 전 연계형성 기업 

o 창업 후 연계형성 기업 

창업기 

〈그림 4-11> D기업의 물자 네트워크 

성장기 

수도권 

지방 

.-. 강한 연계 ‘ .... 약한 연계 
화살표의 방향은 연계의 흐름을， 굵기는 강약을 의미함 

- 114 -



5) E기업 

가. 회사개요 

완주군에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부품가공 및 정밀금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다. 자동차부품 1차 하청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임가공업체로 출발하였지만， 

2003년 이후 기술개발과 함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001년 8억원에 

서 2002년에는 15억원， 2003년에는 3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매출 목표는 

60억원이다. 

나.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첨단벤처단지에 입지한 소기업이다. 기업주는 중규모의 자동차 1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창업하였다. 창업시에는 모기업과 같은 공단에 입주하였으나， 생산이 단 

순임가공 형태로 기업의 성장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첨단벤처단지로 이전하면서 생산공정기술이 개발되고，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혁신활동 

E기업의 초기 주생산품은 용접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부품이었 

다. 창업 초기에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였지만 이들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 

는 생산공정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가공형태의 생산활동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자동차산업 경기에 따른 매출 변동이 심하여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첨단벤처단지에 입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북대TIC 관계자로부터 용접라인의 자 

동화기술을 개발하도록 권유받고， 2002년부터 단지 내 센터의 연구진과 자동화라인 

공동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자동용접기계가 개발되어 생산이 자동화되고， 

자동화라인을 설치하여 양산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2003년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생산하던 금형부문 주문이 증가하면서 

단순 프레스금형에서 정밀금형·가공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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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및 J센터가 활발하게 관련 기업들과 연계를 알선하였다. J센터는 협력관계에 있 

는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요를 E기업에 알선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정밀금형생 

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J센터는 앞의 A사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정밀금형을 E기업이 생산하도록 알선하면서 두 기업이 밀접한 기술협력이 이루어지 

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A기업은 기존의 안산으로부터 공급받던 제품 

을 E기업에 주문생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은 두 기업과 

J센터의 연구진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해결하였다. 정밀금형제품의 생산은 제품의 설 

계와 생산과정에서 최소 10여회 이상의 시험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간 상호작 

용이 활발히 발생하게 된다. 현재 E기업은 새로 정밀가공장비를 구입하여 정밀금형· 

가공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J센터와 E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에는 기업주가 전북 도내 대학 졸업생으로 TIC 및 

센터의 관계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개 

인적 관계는 기술개발과정에서도 활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요인이 되었다. 

매출액의 80% 이상을 전북 내 기업들로부터 얻어 앞의 다른 사례기업들과는 달리 

전북 내 비중이 매우 높다. 이것은 앞의 사례기업들과 다른 특정으로， 지역 내 네트 

워크의 형성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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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 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북지역의 혁신역량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인 산업 집적지와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는 주변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벤처단지와 사례기업에 대한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형성과정의 특정과 주요 형성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첨단벤처단지의 사례는 주변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첨단벤처단지는 단지 

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의 선정에 

서부터 생산체계를 고려하여 생산체계상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산업을 선택적으 

로 집적화하고 이를 지원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산업의 발달 

수준이 낮은 주변지역의 경우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 

로써 단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대한 생 

산현장에 밀착된 지원은 단지 운영에 대한 입주기업의 신뢰를 형성하여 단지와 입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관 산업의 집 

적과 신뢰에 기반한 협력체계의 형성은 점차 집적지 내 기업들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서 혁신의 창출과 확산의 분위기가 확대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첨단벤처단지의 사례를 혁신체계 형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형 

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의 집중을 통한 혁신 역량의 고양이 중요하다는 점 

이다. 즉， 주변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체계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활성화 하여 산업 집적지를 형성시키고， 집적지 

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적절한 혁신전략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하여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점차 지역 내 연 

- 119 -



관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혁신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혁신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네트워크와 물자 네트워크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사례기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창업기에 전 

북지역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된 후 성장기에 들어오면서 전북지역 내부의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외생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 

다. 사례기업 중 A기업이 전형적이며 D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전북지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 첨차 지역외부로 

확대되어가는 유형으로， 내생형 네트워크로 부를 수 있다. 사례기업 중 B기업이 대표 

적이며， C기업과 E기업도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E기 

업의 경우에는 전북지역 내부에서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전북지 

역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전북 

지역 내로 네트워크 형성이 국한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 

한 두 유형의 사례기업들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전북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A기업과 E기업의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서 결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결합과정에 정보를 전달하고 연계를 촉진하는 기업지원기관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은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에 중요한 요 

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정보의 획득과 기술개발과정에서 외부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 

요하다는 점이다. 첨단벤처단지와 개별기업에 대한 사례조사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은 

지역 외부와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지역 네트워크는 연구 

개발 역량을 지역 내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전북지역과 같은 주변지역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외부지역과의 네트워크는 산업이 발 

전한 지역에서도 중요하다. 외부지역과 지식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 

쇄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가질 경우 잘못하면 고착효과Oock-in effect)에 의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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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지역과의 네트워크는 특히 

지역 내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주변지역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쟁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장에 혁 

신역량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Oinas와 Malecki (2002)가 지적했듯이 지역혁신체계 

는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체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혁신자원이 부 

족한 주변지역의 경우 먼저 외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부에서 공급받을 수 없 

는 헥신자원들을 외부지역에서 공급받는 것이 혁신체계의 형성에 중요하다. 

둘째， 혁신 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례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J센 

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지원해주는 산 

업지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기업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J센터는 기 

업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 기업과 신뢰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셋째， 기술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첨단벤처단지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지 내에 기업과 밀착된 기술지원기관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 

소기업의 경우 신기술의 개발이나 적용에 있어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거나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이 때 기술중개기관인 전북대 TIC나 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같은 기술지원기관은 고가의 공동활용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하게 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기술지원기관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이나 

경영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구심체로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 간의 정 

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첨단벤처단지 내에 입지하지 않은 A기 

업의 경우에도 J센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술 및 정보， 인력 등의 지원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넷째， 대학의 역량강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이 중요하다. 주변지역의 

경우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대부분은 지역 소재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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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급 자원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은 산업지 

향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례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과정에서 대학과의 협력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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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체계 특성과 형성과정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쟁점으로 삼았다.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특성은 발전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전북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에는 어떠한 요 

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전북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전북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북 

자동차산업 혁신체계의 특성과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일정 정도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접적지 및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1) 전북지역 경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달이 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그 결과 지역혁신체계가 발달하기 위한 물리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사 

회적 하부구조의 형성이 미약하다. 연구개발 역량이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 

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전북지역 내에서 

도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집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관 및 지원기관들도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클 

러스터 가 발전할 가능성 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2)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 혁신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정들을 갖고 있다. 첫째， 전 

북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내부보다 지역 외부 기업 또는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전북지역의 경우 생산체계의 발달이 부진하여 물자 및 정보연 

계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관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또 경쟁이 낮아 

이들 연관기업들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외부지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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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북지역의 경우 혁신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외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혁신의 창출 및 

확산이 산업발전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산업발전지역은 지역 내 연구개 

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내 혁신창출 주체와 기업 간 혁신의 전파가 주변지 

역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자동차산업 

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은 전북지역 내에서 부족한 혁신자원을 공급받기 위하여 외부지 

역의 혁신주체들과 더욱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전북지역에서는 지역 내 기업집적이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소수의 기업에 

의한 생산의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기업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밀집Gnstitutional thickness)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혁신 주체간 혁신의 전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전북지역은 금융체계 발달이 미약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모험자본(venture capitaI)과 같은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 

장의 발달이 미약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전북지역 혁신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혁신체계 형성 요인은 다음의 네 가 

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취약한 혁신하부구조가 지역혁신체계의 발달에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혁신 자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으로 연구 

개발 하부구조， 생산체계， 기업 지원 서비스 등 거의 대부분의 혁신자원이 빈약하다. 

이러한 혁신자원의 부족은 지역의 혁신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혁신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리적 하부구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 

태에서 네트워크의 강화와 제도적 요소들은 혁신체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 

즉， 지역혁신체계 형성에서 전북과 같은 주변지역의 경우 산업집적지 형성을 위한 기 

업의 유치와 창업을 먼저 활성화 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집적지의 경우 전후방 연관기업이 발달하여 이들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활동 

의 강화가 주요 관심이지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생산체계의 형성이 미흡하여 기업 

간 연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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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학연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주변지역 혁신체계의 형성에 중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대학은 혁신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주변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고급 연구개발 인력은 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생산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업에 신속히 전달되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 

타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에 

서 대학 등으로부터 창출된 혁신이 생산활동에 연결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기술 

지원기관들의 확충이 특히 중요하다. 혁신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기업이 성장하 

면서 점차 대학과의 연계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산학연 

계의 형성에 기술지원기관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혁신의 원천으로써 외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북지역의 성장이 빠른 기업들은 외부 지역의 연구소 

나 기업， 대학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혁신의 창출과 확산에 암묵적 지식 

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간적 근접성 과 지 역 의 문화가 중요한 혁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기업간 정보교류가 빈약하고 생산체계 발달이 미약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 산업집적지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외부지역의 혁신원천과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혁신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기업들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 

의 성장과 혁신활동의 수행에 지역 외부로부터의 혁신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이 Oinas 등(1999; 

2002)의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이들의 강조점이 지역 내 고착화Oock-in) 

현상에 의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데 있다고 한다면，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혁신체계 발달 수준이 낮아 혁신역량 자체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혁 

신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방형의 지역혁신체계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형성에 지역의 혁신리더의 역할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마인드를 지닌 혁신적 

인물은 지역의 비전 제시자로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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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리더는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간 네 

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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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책적 함의 

앞에서 분석된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의 주요 요인들을 토대로 도출된 주변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 발전전략으로 지역혁신체계 전략의 적용은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주변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 

계의 구축은 의미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는 산업발전지역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 한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물리적 하부구조나 산업의 집적 수 

준， 산업구조， 기업 조직의 특성과 같은 생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문화와 같은 제도 

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을 지역산업발 

전정책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혁신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모형을 개발하여 적 

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계는 기본적으로 활발한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 

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양한 혁신의 주체들 가운데 기업의 역 

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경우 산업의 집적 수준이 낮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다른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혁신체계의 적용은 처 

음부터 산업 집적이 이루어진 지역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않된다. 즉，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일정 수준의 산업집적을 이루기 위한 기업의 유치나 창업의 촉진과 같 

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계에서 강조하는 기업 간 네 

트워크의 구축이나 협력 문화의 형성과 같은 지역혁신체계 형성 요인들에 대한 지원 

은 산업집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산업발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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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3) 주변지역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의 지역적 전문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주변지역의 경우 생산요소 자원의 부족 등에 의해 지역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산업부문을 중심으 

로 한 자원의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이들 특화된 산업의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혁신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발전의 선도부문인 특화산업부문의 혁신체계의 성 

과는 타 산업부문과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선도 

산업부문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과 경쟁우위를 이룰 수 있는 부문 내 특화 영역을 선 

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방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펼요하다. 주변지역의 경우 생산요소나 혁신기 

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모든 요소가 공급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개방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요소들 가운데 강점을 가진 부문을 중심으로 특화하며， 부 

족한 부분들은 외부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급받는 전략이 펼요하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인접한 외부지역의 혁신체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5)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리더의 육성이 중요 

하다. 지역혁신체계 형성에는 혁신 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혁신체계의 형성에 지역의 혁신 선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사례들 

이 많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경우 물리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하부구조와 제 

도적 상부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사례분석의 J센터와 같이 지역 

혁신 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여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 주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혁신체계 발달을 위해 지역의 혁신발전을 선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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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혁신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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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동차산업 혁신체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혁신체계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제가 준비중 

인 박사학위논문인 「전북지역 혁신체계 특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될 것이며， 개 

별적인 내용은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바쁘시 겠지 만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 다. 

2004년 1월 

김진석 올림 

연락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전화: 016-602-0949 이메일 rehla@hanmail.net 

귀사의 현재 성장단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귀사는 어느 츠121라고 생각하십 

LI 까? 

@ 창업기 @ 초기성장기 @ 고도성장기 @성숙기 @ 정체기 

자사 최초의 대 후속 선규 제품/ 
일반 중견기업으 뚜렷한 매출 성 

회사창업과 표 제품/서비스 서비스가 출시되 
로서 안정화되고 과의 향상 없이 

제품/서비λ의 의 출시를 통해 어 매출이 증가되 
주식시장에도 상 기업활동이 다소 

개발 단계 매출이 발생되는 고 시장이 다각화 
장된 단계 정체된 단계 

단계 되는단계 

2 귀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습니까? 

__ CD 있다(3-1번으로) __ (2) 없다(4번으로) 

2-1 만약 있다면，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해당 

되는 곳에 목토 표시해 주십시오. (전북도외의 경우， 표 아래 내용을 잠조하여 

해당 소재지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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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지 시·군 전북 도내 전북 도외* 해외 

대 학 

연구소 

(기업 및 공공연구소) 

* 전북도외 :CD 수도권 @ 대전·충남 3 충북 @ 강원 @ 전남 @ 대구경북 @ 부산·경남 

3. 귀사는 최근 5년간(1999-2003) 연구소， 고객， 공급자 또는 경쟁자， 대학등과-공 

톰사업를 위해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_CD 있다(4-1번으로) __ (2) 없다(5번으로) 

3-1 협력 경힘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3-2. 협력 경힘이 있다먼 귀사와 협력하고 있븐 기엽이나 기관의 유혁과 위치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북도외의 경우， 표 아래 내용을 잠조하여 해당 소재지의 변호를 적어주십시 

오) 

구 -님i!:一- 입지 시·꾼 전북 도내 전북 도외* 해외 

기 업 

동종 협회 및 조합 

대학 및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기 타 

* 전북 도외 :CD 수도권 @ 대전·충남 @ 충북 @ 강원 @ 전남 @ 대구경북 @ 부산경남 

** 혁신지원기관 : 기술혁신센터 (TIC) , 지역협력센터 (RRC) , 우수연구센터등 중앙정부 추진 혁신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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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사의 협력 톰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글라주십시오. 

해당유무 

@ 시간， 비용 및 노력의 절감 

@ 개발위험의 감소 

@ 시장점유율 향상과 신시장 개척 

@ 장기적인 사업유대 및 사회적 관계 유지 

@ 자사가 소유하지 못한 기술， 정보， 노하우 및 지식의 공유 

@ 기타 ( 

4. 귀사가 협력하고 있지 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유무 

@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 가능 

@ 적절한 파E너의 부재 

@ 노하우 및 지식 손실 우려 

@ 비용과 시간의 비효율적 소요 

@ 기타( 

5. 귀사는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다른 연갇 기엽(또논= 기굉)틀과 어느 점도의 교류와 연 

괄골댄l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업체는 다음의 업체(또는 기관)와 연구 뭘 기술개발 분。힘l서 교류와 연관관계가 활발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공급기업 1 2 3 4 5 6 7 
@ 고객기업 1 2 3 4 5 6 7 
@ 경쟁기업 1 2 3 4 5 6 7 
@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 1 2 3 4 5 6 7 
@ 조합/상의/협회 등 1 2 3 4 5 6 7 
@ 지역기술개발센터 (TIC ， RRC 등) l 2 3 4 5 6 7 
@ 대학 1 2 3 4 5 6 7 
@ 연구기관 1 2 3 4 5 6 7 
@공공기관 1 2 3 4 5 6 7 
삐 금융기관 1 2 3 4 5 6 7 
@ 기업지원서비스업체(마케팅， 법률， 세무등)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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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사와 가장 낀밀함 협력관계의 기엽(또는 기관)까지 슬용차로 이동할 겸우 소요 시간 

은 얼마입니까? 

10분 30분 1시간 2시간 2시간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 공급기업 
.... _. ‘ .......... __ ... ...... _ ..... _ ...... -‘. “·“.-.... _ ... __ .... _.- 0-___ "'_0… ... ‘…… . ......... _ ..... _ ......... 

@ 고객기업 
.-...... ‘.-‘_._. __ .... • .• _ ••• __ 0 ___ ••• ‘ ...... ‘ .... _ ....... _._-_.- ..... __ .. __ ._ ... _.- --_.… ... ……._ ...... 

@ 경챙기업 
..... _ ... _.… .. “0 __ '" ... -… .. _._._.-… ...... _ .. __ ._. __ .. _ .. . ... _. ‘ .. _ .......... _ .. 

@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 
...... _ .. ‘ -‘_.-‘· .... _ ......... _ .. __ ....... -…‘._ ... __ ._ ..... _ .... • 0_0_._-… .. ‘ ......... . __ ._ ..................... 

@ 조합/상의/협회 등 
.. _ ........ _ .. __ .. _ .... --_ ...... __ ._ ... _-_. "'-_0… __ 0_-_- . …-………. __ .... ......... __ .. ‘ .... _._ ... 

@ 지역기술개발센터 (TIC ， RRC 등) 
........ _ .... -._.-‘_. "--' ……_._--_ ... .. __ ._ ..... -_._ ..... _ .. _. __ .. _ .. ‘----' .. ...... _._ .•..... _ ......... 

@ 대학 
.... _._ .... _ ...... _ ....... . ... _ ........ -.…._ .. _- .. _._ .... _-… .... _ .... 

@ 연구기관 
.... _~._ ........... “· _ .. _ .... _ .. _ ...... ‘ ...... ..... ‘ .......... _ .... _ .... “ _ .... - “--_ ... •• _ ••••• _ •••••••••••••••••• ., 

@ 공공기관 
...... … .... _._-_ ...... . ........... __ .‘._._._. _._. __ .‘ ...... ‘ ........ •••••••• _._ ..... _._ •••••• ., 

@ 금융기관 
. ‘ .............. _ ....... . .......... -•...•..... ........... _.-.... - ._ ................. _ ....... 

@ 기업지원서비스업체(마케팅， 법률， 세무등) 

6-1. 귀사와 가잡 긴밀한 협력관계의 기업(또는 기관)과 가장 많이 사용하논 접촉 받 

벌은 무엇입니까? 

직접 만남 e-mail 전화J팩스 기타 

@ 공급기업 
..................................... . .................................... 

@ 고객기업 
.......... “ ••••••••••• ..................................... ................ _ ..•...... _ ........ 

@ 경쟁기업 
...•.•......................•.•.. ..................................... 

@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 
..................................... ..................................... 

@ 조합/상의/협회 등 
..................................... . .........•............... ...................................... 

@ 지역기술개발센터 (TIC ， RRC 등) 
..................................... ..................................... . ........•............................ 

@ 대학 
.............•................... _ . ..................................... . .................................... 

@ 연구기관 
......•.......................... ..................................... . .........•............. ••••••••••••••••••••••••••••••••••••• ‘ 

@공공기관 
..................................... ..................................... ................................. ..................................... 

@ 금융기관 
..................................... ..................................... ....................•......•........ ••••••••••••••••••••••••••••••••••••• ‘ 

@ 기업지원서비〈업체(마케팅， 법률， 세무등) 

잉
 

」1 , , . 



7. 귀사가 지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목토 표A 

해주십시오. 

구 τ trj 현재 담당하고 있음 잘모르겠음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역의 발전방향 선도 
... ‘_ ...... _ ......................... - ........... _ ...... _ ............ _ ... … .............. -_ ...... _._-…_. __ ._ •.•..• _.… .••.• _._.‘ ............... … ......... ....... _-_._ ....................... _._ ..•......................... ..................... _ ..... _ ..... -.. __ ..............•...•......... 
부품과 소재를 구매하여 최종제품을 제조 · 판매 

.•..•. __ •. -..• … •.•• _ ••• _ ••.••.• _-_ ......... _ •••..•• - … ·……" •..• … •.••.••..• _ •. _ .• _ •.•• _. __ •.• _. __ ••. ‘ ... _.… .. _ .. _ ......... -… •..•. _. ._ ... _--_ ...... -... __ .......... _ ......•.•... _ .... _ ............ ••.••.• … •.•• _.…… ....................... _ ••••.•• _ ••• _.…._ ••.. 
-닙rï 효F 호 「으 L .J.. 까、:-^쇄n 고 o 그 a 

•..• …… •..• _ •••.•..•• _ •••.••..•..•••.•• _ •.. … .•..• _ .• “ ._ •••••••••••••• _ •••• _ •• _ •••••• _ •••• _-‘_ .... _ ... __ ._ ... … •. __ ._ ••.•• _ •.••..••..•..••.•••.••.•.. .... _ ........... ‘ ...... ‘ ................... _ ........................ ....................... _ ........... _ ... -•...................... _. 
금융， 법률， 회계， 세무등의 서비스 제공 

」

8. 귀사가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한 순서대로 3개 (1 ， 2, 3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기업이나 기관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 

표시)를 표시해 주십시오. 

중요 순서 

@공급기업 ............... _ ............................ _ ............................ 
@ 고객기업 ................... _ .................................................. 
@ 경쟁기업 ........................•............................................. 
@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 
@ 조합/상의/협회 등 
@ 지역기술개발센터 (TIC ， RRC 등) 
@ 대학 

... ‘ ............................................. _ ..................... 

@ 연구기관 ........................................................................... 
@공공기관 ................................... _ ........ _ ............................ 
뺑 금융기관 .................................................................... 
@ 기업지원서비스업체(마케팅， 법률， 세무등) 

9 다음 각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전혀 그량1 않다 < > 매우그렇다 

@ 지역내 기업으로부터 시장정보를 입수하기 쉽다 1 2 3 4 5 6 7 
...........•................ _ ... _ ....................•........•...................... _ ........................................................................................... 
@ 지역내 다른 기업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1 2 3 4 5 6 7 

._ ...............................................•........................................................................... _ ...... _ .............................•...•.......... 
@ 지역내 다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1 2 3 4 5 6 7 

............................................. ‘ ................................................................................................................................. 

@ 지역내 다른 기업과 제휴가 활발하다 1 2 3 4 5 6 7 
.............................................................................................................................. _ .•..•........................................ 
@ 지역내 다른 기업과 공동마케팅이 활발하다 1 2 3 4 5 6 7 

................................................................................................................................. _ .•....... _ ....................•..•....... 
@ 지역내 다른 기업과 공동 인력양성이 활발하다 1 2 3 4 5 6 7 

@ 지역내 경쟁기업이 많다 1 2 3 4 5 6 7 
.............................................................................................................•........ _ •....•..............•........•...........•...•.•............ 

@ 지역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1 2 3 4 5 6 7 

@ 지역내 다른 기업과의 경쟁으로 시장 경쟁력이 향상 
1 2 3 4 5 6 7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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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사가 소재하고 있는 시 · 도에서 다음 내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 

장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는 변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그햄않다 < > 매우그렇다 

@ 지역 선도업체의 기술개발과 지역발전방향에 공감한다 1 2 3 4 5 6 7 
.................................................... _ ................................................................................................................................. 

@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또는 인력이 많다 1 2 3 4 5 6 7 
...... __ ....................... -.................................................................................................................................................................. 

@ 지역내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간의 인력이동이 많다 1 2 3 4 5 6 7 
............................ ‘ ....... - ............................... --_ ........................... --_ ................................................................................ 

@ 지역내 조합이나 업계단체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_ ............. _ .............................. _ .................................................................................. 

@ 지역내 대학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 ••••••••••••• _ ............................................................................................................................................................................ 

@ 지역내 공공연구기관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_ ..................................................................................................................................................................................... 

@ 지역내 민간연구기관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 지역내 창업지원시설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_ .................................................................................................................................................................................. 

@ 지역내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_ .................................................................................................................................................................... _ ........ 

때 지역내 기업지원서비스업체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 
.............................................................................................................................................................................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71 

11 귀사에 연구개발 조직이 있습니까? 

_CD 있다(13-1번으로) __ (2) 없다( 14번으로) 

11-1 연구개발 조직이 있다면 연구개발 조직의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__ CD 자사 연구소 __ (2) 자사 연구개발 전담부서 

--@ 본사 연구소(계열사 경우) --@ 본사 연구개발 전담부서(계열사 경우) 

__ (5) 기타( 

11-2 귀사의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의 수행 형태는 무엇입니까? 

구분 수행여부 

@자체 연구개발만수행 
............................................................................................................................................................... 

@ 외부 기업·기관과 공동연구개발 
............................................................................................................................................................................... 

@ 외부 위탁연구개발만 수행 
...................................................................................................................................................................................................................................... 

@ 연구개발을 전혀 수행하지 않음 
............................................................................................. ‘ ............................................................................................................................................................. 

@ 현재 연구개발은 수행치 않으나 향후 수행할 계획 

- 155 -



11-3. 최근 3년간 귀사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기술혁신)의 유혐은 무엇입니까? 

구분 수행여부 

@신제품개발 
-------… -----..... _-_._._--‘ ._ .... …---- …… .... _._ .. -…._ .... _.… .. ‘ ... - .... …… .. _._. __ .. _ ........ _ ... _ .... _ ..... _--_. __ ... … ..... __ ..... -…----“ ---_ .. __ .. _--_ ... _-_._. 

@기존제품개선 
._---- … .. __ ._ .... _._ ....... _ .. -… .. -.. _ .... … ...... -.... _ ... … .......... __ . __ . __ .. _--…----.-_ .. … ...... _._ .. _ ... - .. _-_ ..... …._ ... _ ...... __ ....... _. __ . __ .. _ ....... __ .... _--_. __ . 

@ 새로운 공정 도입 또는 개선 
._---_._ ....... -‘…----_0…---“ ....... _ .... _ ....... _._ .... _ .... _. __ .…----.…. __ ... -… __ ---0…-----… .. -. __ .. _-- …--_ .. _---_ ... _-_ .. ‘ _.0.0.… .... ‘---

@판매 및 마케팅 혁신 
- • 

12. 귀사의 현재 주요 기솔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해당 항목에 목토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 여부 

@ 특허 및 실용신안 획득 기술 

@ 국내외에서 개발되지 못한 신기술 

@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었으나 수입 대체를 위한 기술(국내 1호) 

@ 생산공정상 제품의 품질향상 또는 비용절감을 이룬 기술 

@ 기존 상품을 수정·보완·개선한 기술 

@ 보편화된 기술 

@ 기타( 

13 귀사에서 행해지는 기술개발 등의 혁신에 가장 기여하논 기관은 어디입니까? 

_CD 도급기업(모기업_(2) 지역소재 협력기업 -@ 해외 관련기업 

-@ 관련 중앙행정부처 -@ 대학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_(1) 정부 출연연구소 -@ 기업연구소 -@ 동종업종 기업협회 

---맹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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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사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곧개된 정보(혐식적 지식)’ 를 주로 어디에서 마련하십니 

보
 -
보
 

혈
 짧
 

기
，
 「기
 

품
 -
정
 

제
 종
 

기타 

15. 귀사는 ‘비공식적이고 노하우에 해탕하는 정보(암묵적 지석 ) 을 주로 어디에서 마 

련하십니까? 보기를 참조하여 각 정보별로 중요한 2가지 (1 ， 2로 표시)를 표시해 

주십시오. 

* 암묵적 지식 : 학습과 체험등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문자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상태의 지식 

CEO 연구 사내 실무자 고객업 비공식적 대학 해외 
기타 

판단 개발 세미나 개인 체 교류 연구소 교류 

제품기술정보 

공정기술정보 

< 보 기 >

φ CEO의 판단 또는 개인관계 @ 공급업체와의 교류 

@ 사내 연구개발 부서등의 연구 및 토론 @ 경쟁기업 근무자들과의 비공식적 교류 

@ 사내 세미나 및 토론 @ 대학· 연구소등 전문인력과의 비공식적 교류 

@ 실무자의 개인/조직 관계 @ 해외투자지역으로부터의 현지교류 

@ 고객업체와의 교류 맹 기타 ( 

16 귀사에서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문 인력을 채용하십니까? 중요한 2가지( 1, 

2로 표시)를 표시해 주십시오. 

순서 

@ 선후배， 친구， 직장동료등의 개인적 인맥 
.. _-----.--............................ __ .... _-_ .... -......................................................................... -_ ................................. -.... -.........................•...................................... ............................................. -......................... __ .. 

@ 구인광고등의 공개 채용 
••••••••••••••••• _________ ••••• _ ••••••••••••••••••••••••••••••••••••••••••••••••••••••••• a. •• __ .................................. “ •••• __ • __ ._--•.••.•.••••••••••••••••••• _-------_ .••. , ••••••••••••••••••• __ • __ • __ • __ •• __ •• . .................... __ ............................ --.-.................... 
@ 대학 관련학과의 추천 

............................................................. _ .............................................................................................................................................................................. . ................................................................ 
@ 직업소개소(또는 헤드헌터)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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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사가 현재 위치에 입지하게 된 요인의 중요도를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중요치 않다 <--> 빼중요효봐 

@ 연관산업과의 교류 용이 1 2 
.......... _ ••.••..••••.•••• _ .•• _ .......... … ...................... _ •.••.• …… ............. -… ................ _ .•......• _.…--•.• _ •..•• _ ••.• _ •• … ••. -•• _ ••.••..• 

@용지 및 임대가격 저렴 1 2 
............... _-_ •.••.•••••.••• _ ......................... _ •..• … ••. _ .•....••.• _ •.•..••. _._ .............. _ .. __ .....•..•..•..•...• _ •...•..••..• ----_ •..•....• -. 

@교통의 편리성 1 2 
....•...• … ••..•....•• _ ........ _ ••• _ ...................................... --..•.••.•.••.••.•..•.•..•.... -.… •..••.•.•. _ ..•..• --_ •...• ……._ ................ __ ••.•••..• 

@ 장소 자체의 위신， 명성(지역이미지， 혁신적 분위기) 1 2 
........ _-_ •••• __ ••••••••••••• --••••• ‘._---................... … ............................................................ _ ............... … •. __ ............... -••.•. 

@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이용펀리성(LAN ， 국제통신등) 1 2 
................................ _ ..•••..••.•••.•••.•••••••••.•••••..••.•..• _ •.•.••.. _ .......................................................... _ ••..•..• _ •• “ ......... _ ..•. - •.... 

@ 관련산업 종사자 접근 및 확보 용이 1 2 
......................... _._ .................................... _ ••••• _. __ •••••••• _._ •••••••••••• _ ••••••.••••••• ‘ ••••••••••••••••••••• _ .••.•• _ •• _ •• _ ••••••••••••• _ .• 

@ 주요 거래처와의 근접성 1 2 
......••.••.•••. - •..••• _ •••.•••..• … .................................... _ ..•..•.•..•.• _ ..................................................................................... 

@ 공식 , 비공식 모임을 통한 관련정보 확보 용이 1 2 
••••••••••••••••••••••••• _ .••..••. _ ••••• ~ ••••••••••••••••••••••••••••••• _ •••• __ ............... -‘ _ ••••• _ ••••••••••••.••••••••••• _ ••••••••••••••••••••• -._ •• … •..• 

@창업자의 연고 1 2 
•••••• _ •••••••••••••••••••••••••••••••.••••••••••.•••••• _ ••••••••••••••••••••••••••••••••••• ‘ ••••.•••••.••• _ •••••••••••••••••••••••••••••..•..••• _._ •••••••••••••••••• _ •••••• 

맹 지원업종， 협회 , 조합과의 근접 1 2 
•••• _ ............................................................................................... _ ....... _ ••••••••••••••••••••••••••••••••..•••••••••••••••••••••••••••• ‘ •••••• 

@도심과의 근접성 1 2 
..............................•...................................................... _ .....•......................... _ ....................... _ .... _ ............................... 

@ 쾌적한 사무실 조건(생활환경， 공해등) 1 2 
..... _ .. _ .................................................. _ ................... _ ......................................................................................... 

행 쾌적한 주거단지의 근접성 1 2 
•••••••••••• _ ...................... ‘ ••• _ ••.••.••.•••.••..•••••••••••••••••••••••••••••••••• “ •..•....• _ ..•.••..•.•..••....•..• _ ....•.•...•.....•. _ ..................... 

@정부정책의 혜택 1 2 
•..•..•..••..•••• “ .•..•••••..••.••...•. _ ••..•..•...•.••..••..•..••.•..•..•.••.• _ •.• “ .......................................................................... _ •...••..••... 

행자금조달의 용이성 1 2 
•..•..•. _ •.•• ~ •• _ ........... … ••..•••.•••.•...•..•..•..••..•..••.••.••.•.••....• _._-.-..•..•.•..•..•....•.•..•..•.•..•.•••.••.••.. _ ••..•..•..••..• _ .•• _ .•...•...••... 

*기 타 ( 1 2 

18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또는 이전할 의한)01 있으십니까? 

__ CD 있다(22-1번으로) __ (2) 없다(23번으로) 

18-1. 그렇다면 그 으H로는 무엇입니까? 

__ (2) 미숙련 생산인력 부족 

--@ 부품구입처와의 거리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__ CD 과다한 임대료 
--@ 숙련인력 부족 

__ (5) 판매처와의 거리 

__ (J)기타( 

--@ 연구지원 및 연구소， 교육훈련기관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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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귀사의 일반사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 업 명 업 글o드 

설립년도 년 월 최초 설립지 도 시·군·구 

회사소재지 도 시 산업단지(센터) 

종업원수 며o 연구원 수 명 

작성자 전화번호 

20. 귀사의 연간 매출액과 연구개발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단위 : 백만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 

준비된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블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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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cesse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Chonbuk Province: a Case Study of Automobile Industry 

Kim, Jin Seok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 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hereafter) in Auto Industry focused on 

Chonbuk region. The formation process and major factors of RIS differs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degree of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 , cultural characteristics among regions. Thus , development strategies of 

RIS as a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al innovation. We selected and 

analysed Chonbuk region, which is one of the peripheral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Chonbuk region , we tried to clarify the difference of RIS between 

peripheral region and developed region. Based on the results , we tried to 

understand how to establish RIS in order to achieve industrial development of 

peripheral region such as Chonbuk reg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 we 

review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onbuk economy and analysed the 

Chonbuk auto industry’s innovation system. Also , in order to study the 

processes and major factors of RIS closely, we conducted case study on 

individual industrial complex and firm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RIS in Chonbuk region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RIS in Chonbuk has higher network connection with firms or 

organization in outside region than inside region. The reason is that firms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which have relation with production proc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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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buk region were not well established. Second , in Chonbuk region , during 

the process of innovation activity interaction with outside reg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se of Chonbuk region’s automobile industry , innovative 

firms form active network with outside region ’s innovation leader in order to 

acquire needed innovation resources that is lack in Chonbuk region. Third , 

due to the fact that corporate accumulation was not established in Chonbuk 

region we found oligopoly in production which weaken competition among 

firms and topples institutional thickness that stimulat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market principle. These hinders transmission 

of innovation amongst innovators. Fourth, in Chonbuk region , the fact that 

financial system was not well established works as an major hinderance of 

firm's innovation activities. Lack of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that 

support corporate innovation , such as venture capital , work as a hinderance of 

corporate ’s innovation activities. 

2) In the process of RIS in Chonbuk region we found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First, lack of innovation infrastructure found to be the major problem for the 

development of RIS. Secondly, connec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y and 

its supporting system play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innovation 

system in peripheral region. In the peripheral region , university which has 

concentrated R&D capability plays important role in the creation of innovation. 

Thus ,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university and 

connect it to production activity so that it leads to regional firms' innovation 

performance. In this case ,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contributes great1y. 

Third , since Chonbuk region lacks in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between firms and scant in produc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receive 

innovation through close interaction with outside area ’s innovation origin in 

order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until the development of industry cluster. 

Lastly , role of regional innovation leader work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of innovation system in Chonbuk region ’s automobile industry. This 

innovation leader contribute to form network between firms based on the trust 

the leader achieved through mutual interaction. 

3) Based on the analysis of main factors in the formation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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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peripheral region , we found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on system. First, application of RIS strategy as a 

development strategy of peripheral region should be based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Not only production system such as physical 

infrastructure , level of industrial accumulation , industrial structure , and 

characteristics of company structure , but also institutional aspects , such as 

industry cu1ture are different in each region. Thus , in order to apply RIS to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detailed analysis on the regional 

innovation should be preceded. Based on this analysis , one should develop 

and apply RIS model which fits in regional condition. Secondly, we need 

approach RIS on peripheral region stepwise an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case of the peripheral region which have difficulty 

in meeting critical mass for the formation of cluster , such policies as hosting 

firms or foundation of new firm should be preceeded in order to establish 

certain level of industry accumulation. Supporting for the RIS formation factors 

such as establishment of network among firms or formation of cooperative 

cu1ture that are emphasized in RIS will have relatively low effect compare to 

the industrialized region. Third , in order for the establishment of RIS in 

peripheral region specialization of regional industry should be emphasized. In 

peripheral region which has scant resources , strategic approach such as 

development of RIS through strategic concentration of resources and 

propagate this RIS to other industrial area are needed. Fourth , establishment 

of open RIS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the regional innovation 

focused on the regional innovation factor with an advantage and receive 

needed support from the outside region. Fifth , in order for the formation of 

the peripheral region , the role of innovative leaders is important. In the 

peripheral region , one who can work as a innovative leaders are relatively 

ra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oster innovatiive leaders who can lead 

region ’s innovation. 

key words: RIS, Automobile industry, Chon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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