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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집합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적 집적인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있어서 기관 간 신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실증연구를 통하여 볼때, 신뢰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대학과 연구소는 신뢰하지만,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신뢰하지 못한다.

이를 통하여 클러스터의 작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Abstract

A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rust formed among actors in clusters effects on the

innovation for firms. This paper finds that trust is not enough formed. firms feel trust in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nd between firms and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rust not to be formed in relationship between firm and public agencies and between firms and

other firms. By mean of the finding, the various network types which can facilitate trust must be

made by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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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제의 경쟁 환경을 극복했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

는 기업인들이 새벽이면 또 다른 신기술의 변화에 고

민하는 것이 경쟁 환경의 모습이다. 이것이 비단 개인

차원만이 아니다. 기술이 첨단화되고 고도화 될수록

개별기업이 이를 이겨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막대

한 투자의 부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적, 지역적 단위 안에서 그 구성 단위기관들이

역량을 고루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지식, 정보, 경험의

자원의 총체적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 클러스

터 정책이다.

진행 중 인 클러스터육성 정책의 목표는 클러스터

의 육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지역의 균형적

인 경제발전에 있다. Rosenfeld (1995, 1996)가 주장

하는 클러스터정책의 두 가지, 장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물리적인 이점으로는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음

으로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의 효율성과 기업들이

일정장소에 군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특

화된 노동력의 확보로 생산성이 높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의 확보가 빠르다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이점으로는 클러스터 내 기업

및 구성기관들이 서로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내부 및 기관과의 신뢰가 증진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이전, 암묵적지식과 노하우 등 학습의 효

과가 이점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보, 지식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개인 또는 구성단

위 기관 간 서로 직접 만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

다. Rosenfeld의 클러스터 정책의 이점 중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기관 간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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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제휴 및 협약. 공식 비공식네트워크 활동

Parameter

Estimate
t-value p-value

기업간

1단계 ( β 1
) 0.337*** 6.03 <.0001

2단계 ( β 2
) 0.062 0.98 0.3283

3단계 독립 ( β 3
) -0.109* -1.80 0.0732

3단계 매개 ( β 4
) 0.498*** 8.14 <.0001

R 2 0.1969

F 33.72***

β 2
- β 3 0.171*** 2.70 0.0074

Sobel Test 4.47*** <.0001

대학간

1단계 ( β 1
) 0.431*** 7.22 <.0001

2단계 ( β 2
) 0.221*** 3.46 0.0006

3단계 독립 ( β 3
) -0.004 -0.06 0.9509

3단계 매개 ( β 4
) 0.508*** 8.84 <.0001

R 2 0.2625

F 46.81***

β 2
- β 3 0.225*** 3.52 0.0005

Sobel Test 5.20*** <.0001

연구소간

1단계 ( β 1
) 0.429*** 7.60 <.0001

2단계 ( β 2
) 0.228*** 3.86 0.0001

3단계 독립 ( β 3
) -0.010 -0.17 0.8637

3단계 매개 ( β 4
) 0.543*** 9.92 <.0001

R 2 0.3113

F 59.43***

β 2
- β 3 0.238*** 4.03 <.0001

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성으로 클러스터 내 기

관구성원 간의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정보와 지식의 교환은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이런 대면접

촉, 혹은 기관간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

까지 진솔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이다. 신뢰는 중

요한 정보 및 지식의 교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뢰가 크면 지식이전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Tsai

& Ghoshla 1998). 신뢰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협력적인 행동을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하다. (Das &Teng, 2000), 크면 지식

이전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고도의 상호신뢰, 목표공

유와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클러스터내의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혁신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

식, 경험 등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것은 타 기관관의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지

식, 정보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동

이 활발한지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클러스터 내 위치한 기

업, 대학, 공공기관 및 연구소등의 구성액터들이 상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기술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이를 위해 3개 지역( 대덕, 창원, 반월)의 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실증 연구 하고자한다. 연구의 분석은 3

단계 매개회귀분석법을 통하여 진행한다. 대덕, 반월,

창원 3지역 클러스터 내 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공

공기관으로 설문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응답자는 기

업의 경우 CEO 급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소의 경

우 일반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은 기업과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나, 했던 교수 그리고 기

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특별히 클러스터 조성과

관리를 주로 하는 산업단지공단(KICOX) 및 클러스터

내 기업과 관련이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원하는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직접 기관에 사전 협조의사를 보내고 연구

의 취지와 설문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설문지도

기관별로 나눠 즉 대학용, 기업용, 연구소용, 공공기

관용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은 900의 설문지가 배포되

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 하거나 무

응답이 많은 것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280, 대학은

62개, 연구소 39, 공공기관 80부 총 461부 즉 51%가

회수되어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클러스터 내 개인 또는 기관간의 신뢰

는 기관 간 제휴 및 협약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가설 2 : 클러스터 내 개인 또는 기관간의 신뢰는

기관 간 공식적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가설 3 : 클러스터 내 개인 또는 기관간의 신뢰는

기관 간 비공식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1)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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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Test 5.82*** <.0001

공공기관간

1단계 ( β 1
) 0.480*** 8.21 <.0001

2단계 ( β 2
) 0.091 1.39 0.1647

3단계 독립 ( β 3
) -0.146** -2.22 0.0272

3단계 매개 ( β 4
) 0.483*** 8.02 <.0001

R 2 0.1957

F 33.34***

β 2
- β 3 0.237*** 3.64 0.0003

Sobel Test 4.99*** <.0001

3. 결 론

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신뢰와

매개변수인 제휴 및 협약에 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1단계로 독립변수인 신뢰가

매개변수인 제휴 및 협약 간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 기관 간 별로 모두 유의수준 99%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

독립변수인 신뢰가 종속변수인 혁신 간에는 기업, 공

공기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대학과 연구소는 유의수준 99%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3단계로 종속변수인 혁신을 독립변수인 신뢰

와 매개변수인 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동시에 회귀분

석을 한 결과인데, 이에 따르면, 2단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난 대학과 연구소 간에서는 매개변

수인 제휴 및 협약이 유의수준 99%하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그러나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공공기관 간에는 혁신에 있어서 신뢰보다는

제휴 및 협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기업 간에 아직까지 서로 협조하고 신뢰하

는 정식한 관계보다는 클러스터 내에 기업 간에 아직

경쟁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기

업과 공공기관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현재 우리나라

의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기

업은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은 아직까지 지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의 정

보 분야 획득에 대해서는 예상한 결과와 같이 대학과

연구소에 더 신뢰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충족조건인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단계에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

립해야한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기업과 기업 간, 기

업 간 공공기관 간에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지만,

기업과 대학간, 기업과 연구소간에는 전제조건이 성

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충족조건을 성립한 기업과 대학간, 기업과 연구소간

에 대한 Sobel Test결과를 보면 모두 유의수준 99%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클러스터내의 활동에

서 신뢰가 확보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

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신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는 정책의 순응을 확보하는데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내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네트워크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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