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기업간 경쟁이 국제화되고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적 자산
의 활용, 그리고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의 혁신이 기
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유사한 산업의 지리적 집적과 지역
내 산-학-연 연계를 통해 혁신의 촉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국내에서는 최근에지역산업의성장, 광역경
제권개발 등의 이슈와 함께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
고있다. 즉‘산업클러스터’란산업이특정지역에입
지해 혁신의 소스나 공급자 및 생산 요소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내 다양한 기
능 간 또는 기업 간에 연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며

(Bergman and Feser, 1999) 특히‘지역산업클러스
터’란클러스터의구성요소들이특정지역내에지리
적으로집중된산업클러스터를말한다.
산업클러스터는 이와 같이 산업의 집적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산, 학, 연 관련 기능의 입지, 그리고 이
들 혁신 주체 간 연계와 협력,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통한 혁신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의 개념과
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역경제의
발전, 또는산업의육성을 위해산업클러스터를 어떻
게개발또는육성할것인가의문제에대해선국내외
에서많은연구와논의가있어온데반해지식경 의
개념을 이용해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의 지식 공유와
교류를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선 그다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드물게관련 역의연구가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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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기업 단위가 아닌 산, 학, 연 네트워크로서의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 지식경 을 어떻게 도입,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 과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클러스터

에서 새로운 개념의 지식경 이 필요한 혁신 환경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

식경 체계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으며 통합적, 체계적 지식경 활동의 지원을 위한 산업클러스터에서의 실험적 지식경 시

스템으로‘지식허브(Knowledge Hub)’의 구축을 제안해 보았다. 지식허브는 산업별, 지역간 연계를 통해 확장된 개념의

혁신체계에 대한 지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산, 학, 연 등 산업클러스터 구성 요

소의 입지가 부족한 편인 지방 산업클러스터의 효과적 혁신 촉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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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는 있으나 주로 산업 단위에서의 지식프로세
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 또는 지역 단위에서의 학습
효과 등에 대한 연구로(Lin 등, 2007; Gertler와
Wolfe, 2004; Pinch 등, 2003) 산업클러스터 단위에
서의성과향상을위한구체적관리 역으로서의지
식경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시스템으로서의
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한 지식 교류의 촉진과 관련된
이슈는 그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아직까지는
관련연구를찾기어렵다.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 주
제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즉 경제지리학에서의 관련
연구는 주로 클러스터에서의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
한 기업의 혁신 및 산업성장 효과와 같은 거시적 이
슈에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 지식경 분야에서의
연구는주로기업내부에서의지식관리와성과향상
등 미시적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연구의 범위
를 확장해 기업 내부의 지식관리뿐만 아니라 기업간
지식 공유와 교류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주로 수직적 연계 기업간 지식경 을 다루는
것으로 산업 또는 지역 단위에서의 지식경 개념과
는거리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다양한국내외사례연구를토대

로 지역 또는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단위에서 지식경 의 통합
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식경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으로서 지식허브(Knowledge

Hub) 의실험적모델을제안해본다. 지식또는정보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이 상호작용에 있어 거리의
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임을 감안해 보면 본 연구
의결과는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의혁신촉진을위
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관련
기능의 입지가 부족한 지방 전통산업클러스터에서의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된다. 본 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배경 설명과 기
존 문헌 검토이다. 제3장은 국내외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로 산업클러스터의 운 에 있어 지식
공유와 교류를 위한 활동을 파악해 보고 산업클러스
터단위에서의 통합적, 체계적지식경 지원이필요
한 환경을 파악해 본다.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토
대로 산업클러스터에서의 지식경 체계의 특성을 파
악해 보고 실험적 지식경 시스템으로서 지식허브의
모델을 제안해 본다. 제5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
이며, 제6장은본연구의결론과향후연구과제이다.

2. 이론적배경

1) 산업클러스터의개념

최근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선진국
들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
며 이는 개별 기업 단위 보다는 지역 수준의 경쟁력
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마이클 포터(M. Porter, 1998)

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역할이 기업 경쟁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로 기업 및 구성 요소
간 접근 개선, 관계의 구축, 정보의 교류, 각종 지원
과 혜택, 그리고 생산성에서의 이점 등을 지적하
다.
최근 지역과 관련된 산업의 혁신은 혁신체계이론

(Edquist, 1997; Lundvall, 1992; Wolfe, 2002)과산업
클러스터이론(Porter, 1998; 1999; 2000) 등으로 논의
가 되고 있다. 혁신체계이론은 기업간 관계네트워크
와 혁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환경 등에 초점
을두어분석을하는것이다. 즉혁신을지원해줄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해
주는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지리적 연계와 근접성
등을모두포함해분석을하는것이다(Wolfe, 2002).
산업클러스터이론은 마이클 포터(Porter, 199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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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체화되었다. 즉 기업의 경쟁 이점을 결정해
주는 핵심적 요소가 기업 내부에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존재할수있으며그대표적예가산업클러스
터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산업의 집적
이 이루어지면 기업 간 또는 다양한 구성 요소 간 원
활한상호작용을통해개별기업의경쟁력향상을기
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산업클러스터는 기업의
집적만이루어지면그기능이활성화되는것은아니
며 다양한 지역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Porter는산업클러스터에서혁신과경쟁능력을결정
해 주는 요소로 1) 산업의 요구에 맞는 노동과 자본,
2) 물리적, 과학적, 기술적하부구조, 3) 혁신을유발
할 수 있는 세련된 지역 고객의 존재, 4) 투자, 창업,
기업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체제와 법, 5) 각종 지원
체제, 6) 경쟁압력의체계, 7) 다양한공급업체의존
재, 8) 전문 기술지원기업, 그리고 9) 각종 산업 협회
나 다양한 협력을 위한 연계 필요성 등을 지적하
다.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로도 다양한 항목이 지적

이 되고 있다. SQW(2000)는 먼저 동일 산업 내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 기업간 지리적 근접성, 이들
기업간 강한 경쟁과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외
에도 전문적 지원 기업(부품생산자, 하청 업자, 장비
공급 및 서비스업자, 은행 법률 경 컨설팅 회계 벤
처자본가등), 지원인프라(학교, 대학, 전문협회, 인
력훈련기관, 비즈니스리더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도로, 항공, 철도, 물류, 물, 쓰레기처리등) 등이필
요하다고 지적을 하 다. 또한 Isaksen(1998)은 성공
적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되기 위해 전문화, 지역 학
습 네트워크의 존재, 적절한 연구개발과 교육기관의
존재, 양질의노동력존재, 기업과타기관간협력등
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 외에
도 Bergman 과 Feser(1999)는 산업클러스터를 산업
의 지리적 집적, 혁신 기능과 연계, 공급자 및 생산
요소의공유등을통해기업의경쟁력향상을기하는
체계로정의하 다.

2) 지식경 의중요성

산업클러스터에서 혁신의 촉진을 위해 중요한 것
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어떤 학자는 협력과 신뢰, 관행 등 기업간 관계를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자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지원기관과 같은 조직적 요소를
주로 강조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저자는 팀워크, 지
리적 근접성,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의 존재, 지식의
교류와 확산, 리더십, 연계를 통한 학습 등을 강조하
기도 한다(Cooke and Morgan 1998; Cooke et al,

1998; Landabaso et al, 1999).
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요인과 관련해 Fornahl과

Brenner(2003) 등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성공적으
로추진된경우에서는다음과같은공통적특성이발
견이 된다고 지적하 다. 첫째, 특정 지역이 갖는 유
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분석을 통해 클러스터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내에 혁신을 주도
할수있는산업내핵심기업또는활동을주도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개 혁신은
소수혁신가들의활동을통해시작이되는경우가많
다는 것이다. 셋째, 혁신 활동이 시작이 되면 혁신네
트워크를통한교류와협력을통해혁신의확산과증
폭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혁신 활동의
시작은시장의변화나기술의변화등에의해촉발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혁신 활동이 전파, 확산을
통해 조직 내 또는 지역 단위의 범위로 확장이 되도
록관리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업클러스터는

기업의혁신촉진을위해중요한역할을하지만단순
히 특정 산업의 지역 내 집적을 통해 이런 효과를 기
대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기능의 입지, 연계의 구축
과 교류, 원활한 지원 체계 등을 필요로 한다. 즉 산
업클러스터의혁신능력을높이는데있어특정산업
의 지리적 집적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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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많은 산업 들에서 기업
간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지식과기술의관리가기
업경쟁력향상을위한새로운핵심요소로등장을하
고 있으며(권 섭·허은 , 2000) 이런 이유로 최근
엔 산업클러스터의 구성 주체간 다양한 상호 작용이
혁신의 과정에 어떤 향을 주는가의 문제가 산업클
러스터의 분석에 있어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Landabaso et al., 1999). 이와 같이 많은 기존 연구
가 네트워크 연계, 지식의 교류, 확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산업클러스터에서의 지식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네트워크에 의한 연계
및이를통한다양한혁신활동을지식경 이라는틀
로설명을하거나(Karlsson et al., 2004), 개별기업의
지식경 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와 기능을 어
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
로(정형일·김종득, 2008)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본격적지식경 의적용과는거리가있다.
이런연구의흐름과논의의경향을보면지역또는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에 대한 필요성,
가능성, 방법론 검토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경 에서 개
발된 지식경 기법을 지역 또는 산업클러스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과제에 접근해 보
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토대로 지역 또
는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기법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고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
식경 체계의 특성을파악해본다. 또한 다양한지식
경 활동에 대한통합적, 체계적지원을 위한산업클
러스터에서의 지식경 시스템으로서 지식허브
(Knowledge Hub)의실험적모델을제안해본다.

3. 국내외사례연구

앞에서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성공요인 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산업클러스터에

서내부기능간또는외부의국내외다양한기능들과
의지식의교류와공유는혁신의촉진에필수적이다.
특히 산업클러스터 외부 지역의 기능들과의 원활한
지식교류와상호작용의촉진은최근기업활동의범
위 확대와 기업 환경 변화 속도의 증가 등으로 클러
스터에서의지식교류와혁신촉진을위한중요한과
제가 되고 있다. 즉 현실에서는 제한된 자원의 특성
상 혁신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특정 지
역에 모두 잘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며 다양한 산업 지원 기능이 잘
입지해 있지 않은 지방 도시에 입지한 산업클러스터
의 경우 지역 외부 기능들과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선 몇 가지 국내
외 조사 및 문헌 사례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교류지원활동의현황을이해해보고이를토대
로 산업클러스터에서 체계적, 통합적 지식경 의 지
원이필요한혁신환경을파악해본다.

1) 진주실크산업단지의사례

먼저 국내 지방전통산업단지의 사례로 진주실크산
업단지를 연구하 다. 경남 진주는 전통적으로 세계
적 실크 산지로 알려져 있다. 한복지, 양장지, 벽지
등을생산하는 약 100여개의실크중소기업이입주
해 있으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점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그러나 최근
국내 수요의 급감과 수출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산 등
과의 경쟁 등으로 산업 전체가 침체를 겪고 있다. 이
의 극복을 위해 지역 산업계에서는 지역의 대학, 업
계, 연구원 등이 주최가 되어 원가, 품질, 마케팅 등
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위해선지역내에서다양한기능의역할과이들간의
원활한상호관계의형성이필요한데현재이런혁신
자원의부족이문제가되고있다.
이런 점은 산업자원부 보고서“진주실크산업의 혁

신자원조사(2006)”결과에잘나타나있다. 혁신의촉
진은 위해선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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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1998), 실크의 수요나 판매 기능이 주로 서
울, 부산 등 대도시 권에 집중돼 있어 고객의 반응을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없다는 점이 혁신의 촉진에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경 법률
자문, 인력양성지원 등을 포한한 지방 중소 도시의
취약한 사업서비스 기능도 혁신의 촉진에 문제가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판매’, ‘마케팅’부문의 관련 지식이 혁
신의 촉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진
주지역에서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치 않은 점
이 개선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
내부에서의 지식 교류와 협력도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지역 내에 5개의 대학과 실크 관련
전문연구원 등의 연구 개발 지원 기능이 잘 입지해
있지만 이들 기능들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미흡한 상
태에있으며현재까지의대부분혁신활동은주로개
인적 경험, 기술 등에만 의존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인들은 이와 같이 내 외부 지
식교류활동이 미흡한 이유로‘협력지원기관의 활동
미흡’항목을가장중요한것으로지적함으로써혁신
의촉진을위해각종협의체활동을포함해제 3의조
직에 의한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지원
활동이필요한상태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사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
이 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틀러스터의 예
이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정부에 의해 설
립되어운 이되고있으며주로기술사업화및창업
의지원, 기술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과정보교류의
지원, 투자유치활동과건물및시설의취득및임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본부에서는‘대덕특
구포털’웹사이트를 개설해 특구 내 뉴스의 제공과
홍보, 웹진의 발행(이노브리지), 신기술 안내 사이트
제공, 기업의 신제품 소개, 특허 신탁 업무, 기술 및
시장동향의 소개, 지역 내 기업의 소개, 학술 대회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을 보면 지역 내부 기업 및 연구 기관 간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의 기능은 지역 내
기업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을 외부에 알리는
활동도함께하고있다. 특히이본부가발행중인웹
진‘이노브리지’의 내용을 보면 개발된 신기술 사업
화, 창업 촉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앞의 전통산업
단지와는 다른 특성이 발견이 된다. 이는 대학과 다
양한 부문의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능이 주축을 이루
어구성된대덕특구의특성과관련된것으로벤처기
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클러스
터를 활성화해야 하는 산업클러스터 개발 초기의 주
요 과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별도로 설
립된 민간 기업에 의해 지역내 기업, 연구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웹진, 신문, 소식지 등을 판매하
는형태의지식교류도이루어지고있으며이런기업
활동도 지역 내 기업의 홍보와 정보의 교류에 일정
부분역할을하고있다.
대덕특구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전통산업단지인

진주 실크산업단지에 비해 다양한 지식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산업클러스터에서지식의창출, 저장, 공유, 이용, 가
치의 창출 등 다양한 지식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지식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식의 창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선 암
묵적 지식(tacit knowledge) 의 창출, 교류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 지원, 소그룹
활동 강화와 지원 체계의 구축, 국내외 대학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 지원 체계의 구축 그리고 이런 활
동에 대한 촉진과 성과 평가, 피드백 등을 포함한 통
합적관리활동이필요하다. 또한기업의시장지향적
혁신 활동의 지원을 위해선 시장, 고객의 반응과 관
련된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통로의 제공을 위한 대
안도마련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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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사례

해외의 여러 산업클러스터들에서도 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 3의 기관의 설립, 지역 내외 네트워크의 구
축, 지식과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등의
예가 발견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양한 문헌,
웹사이트의 관련 정보들에서 통합적 의미의 지식경
의 적용 예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클러

스터에서의 지식경 과 관련된 분야가 다양한 역
의 학문 및 업무 분야 간 학제적 연구(interdispilnary

study)의 역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존 문헌에 등장한 지식, 정보 교류의 촉진 사
례를 가지고 외국 산업클러스터에서의 지식 교류와
혁신 촉진 현황을 파악해 본다. 현재까지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 3의 기관의
설립, 정보 교류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지
원, 그리고사설소식지, 신문등을이용한정보교류
의지원등에초점을둔예들이발견이된다.
카나다 워털루 대학 근처에 발달한 벤처연구단지

는 키체너, 워털루 등지의 기업인들과 워털루 대학
간의 산학 협력이 합쳐져 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
로 조성한 예이다. 이 연구단지의 성공 요인 중 중요
한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산학 연계네
트워크이다. 대표적 예인 씨티티(CTT: Canada’s

Technology Triangle)는 1987년에 조성되었으며 지
역의 정부와 산업, 잠재적 투자자 간에 투자 촉진을
위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형태의 조직이다. 비 리조합인 커뮤니테크
(Communitech)는 지역 내 기술의 공유와 협력 촉진
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것으로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 인
터넷 기업, 콘덴츠 개발자, 전문서비스업 등을 포함
해약 300여개에달하는기업이이네트워크에 포함
돼있다. 이기능을통해다양한지역내기업과비즈
니스서비스, 개발전문가 등과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
하도록지원이되고있다.
제3이탈리아의리얼서비스센터는지역의혁신산업

클러스터에서정보기술을이용해지식및정보의교
류와협력을촉진시키기위한제3의지원센터를구축
한사례다(권오혁, 2004). 이탈리아의산업지역은크
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제1 이탈리아는 남부의
농촌지역, 제2 이탈리아는 북부의 공업지역, 제3 이
탈리아는 에 리아, 로마냐주등에서가장 발달하
으며 발 비브라타 같은 농촌지역 또는 준농촌지역들
로구성되어있다. 이중제3 이탈리아가주로하이테
크를 이용한 소규모 가족 회사를 통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발 비브라타
계곡이 유명하며 여기엔 이같은 소규모 회사가 1천6

백50개나있다. 이들회사는의류, 가죽제품, 가구류
등을만들어 1년에약 10억달러이상의매출을올리
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리얼서비스센터들
은 주정부들에 의해 설립이 되었지만 일부는 민간의
출자를 받기도 했으며 따라서 민관 협동의 혁신지원
기관이다. 이들 네트워크는 다양한 협력 기관인 기
업, 지방 정부, 하청 업체, 은행, 노조 등을 네트워크
로 연결해 서로 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초기엔 개별 기업이 기 노
출을 꺼려 정보 교류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 역할
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를받고있다.
실리콘벨리는 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로 잘 알

려져 있다. 또한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분업 체계가
잘 발달돼 있어 각 주체는 강점을 지닌 핵심부문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문은 외부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
져 있다(복득규, 2004). 이런 협력을 지원해 주기 위
해 산학연 각 주체 간 긴 한 연계는 필수적이며 실
제로 실리콘 벨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협력이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양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통로
로 각종 기업 협회와 서점, 지역 신문, 전문 인력의
이동, 다양한 인적 연계 등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득규, 2004). 실리콘벨리에서
도 개별 기업이 정보교류사이트를 개설해 수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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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지원해 주는 예가
발견이 된다. Silvalonline 은 주로 실리콘 벨리 내에
입주한 업체들의 인터넷 홍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개인기업으로 silvalonline.com 에서 서비스하
고 있다. 초기적 형태의 정보와 지식 교류 허브의 사
례로 공공 기관 또는 단체의 주도가 아닌 민간 업체
가 운 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입주업
체들의위치나전문인력의고용관련정보를인터넷
에서 알려 주고 있으며 이런 역할을 통해 실리콘 벨
리 내 다양한 기업들을 세계와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광고료 수입을 받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있다. 또한실리콘벨리에입
주한기업이아닌외부의기업도이사이트에서광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실리콘 벨리 기업들에게
판매를할수있는좋은수단이된다. 이는지역내에
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보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
교환 사이트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
업체는 기업의 정보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을 얻는 데도 어려움
이있다는점에서 (권오혁, 2004) 이런민간웹사이트
모델이 본격적으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지식 교류와
혁신촉진을위한광역적지식허브로성장을하기엔
어려운점이있다.
도요타시티의 사례는 기업의 공급체인에서 수직적

관계를 갖는 다양한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
에서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
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일본 아이치현에 위치한 도
요타시티에는 부품 자재, 설비, 물류 등에 걸쳐 약
3,159개의자동차관련협력업체와대학, 연구소, 지
자체 등이 입지해 있고 이들 간 정보와 지식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용환, 2005).
도요타사가 부품업체들과 교류를 위해 함께 구성한

‘협력회’는매월열려생산일정, 구매정책, 시장상황
등에대한의견교환이이루어지며또한협력회내에
서 안전, 품질, 비용 등을 주제로 한 소모임 등이 수
시로 열리고 있다. ‘자주연구회’는 주요 부품업체들

의생산성향상과품질개선지원을위해토요타사가
구성한 것으로 지술지식의 교류와 전파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이 외에 부품업체의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
는 컨설팅 그룹의 활동, 경 인력의 재배치 및 기술
자 파견 등의 인적 교류 활동이 또한 토요타시티의
정보와 지식 교류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복득
규, 2004).
네덜란드의 농식품 클러스터인 푸드밸리는 지식의

확보를 위해 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예이다(매일
경제신문, 2010). 현재 푸드밸리는 세계 최대의 농식
품 클러스터이지만 이 푸드밸리에서도 내부에서는
확보가 되지 않는 지식이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지역내기업의지식교류촉진을위해제3의기
관인‘푸드밸리재단’을 설립하 으며, 유럽 각국의
식품산업관련지식의교류를위해벨기에, 국, 스
웨덴 등 여러 국가의 식품클러스터가 참여하는 푸드
이노베이션네트워크유럽(Food Innovation Network

Europe)을 결성하 다. 또한 세계적 지식 교류와 협
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일본 삿포로,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농식품 및 생명공학클러스터들과
도협력을하고있다.

4) 사례연구의정리

앞의사례들에서보듯이국내지방전통산업클러
스터의경우지역내혁신자원이부족해외부기능과
연계와교류가혁신의 촉진을위해필요하다. 대덕연
구개발특구의 경우 국내 대표적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정보의공유와교류를위한여러가지방안이지원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지식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와 성
과의측정, 피드백활동을 포함한산업클러스터 단위
에서의 통합적, 체계적 지식경 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보기는어렵다. 해외산업클러스터의 경우도특성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와 지식의 교류 촉진
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경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적, 체계
적관리활동이이루어지는예는찾아보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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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지역 내 및 지역
간 네트워크의 형성이 미약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이되고있어(남기범, 2008) 앞의사례가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산업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혁신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방 특화 산업 단지의 경우는 더욱
더그렇다. 이에본연구에서는 산업클러스터에서 가
능한 지식경 체계를 파악해 보고 클러스터에서의
통합적 지식경 의 지원을 위한 실험적 지식경 시
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모델로‘지
식허브(Knowledge Hub)’의구축을제안해본다.

4. 산업클러스터에서의지식경

1) 지식경 체계의특성

산업클러스터에서의 지식경 은 기업, 공공기관과
같은 개별 조직에서의 지식경 과는 다른 특성을 갖

는다. 우선 지식경 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조직간,
지역간 지식경 의 특성을 갖는다. 이는 기업 내 또
는조직내에서성과의향상, 효율성향상, 혁신의촉
진에초점을두는전통적의미에서의조직내지식경
과는다른것이며, 수직적가치사슬로 연계된협력

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간 지식경 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클러스터에서의 지식경 은 지식, 기
술, 지적 자산의 활용과 혁신의 촉진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의발전, 산업의경쟁력향상등공공적, 사
회적 차원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조직
에서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식경
의주체의측면에서도제 3의기관의설립, 협회기능
의 이용 등과 같은 공공정책적 접근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있다는점에서그주체와적용범위가명확한
개별 기업, 조직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식경 의 목적,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식의 창출, 공유, 이용 등과 관련된 미시적 지식관
리프로세스는 기업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특성은 산업, 지역 단위에서의 지식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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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클러스터에서 지식경 활동의 분류

분류 지식경 활동의종류 특성

지식교류지원시스템운 명시적지식
다양한분야전문가네트워크의구축 암묵적지식

기술적활동 국내외기업, 조직과협력을지원 연계의지원
(Techonocratic) 웹사이트에서지역내기업의홍보 웹포털

지식교류프로세스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관리
온라인소식지, 웹진의발행 웹포털

경제적활동
특허거래지원과사업화촉진 중개, 거래, 컨설팅

(Economic)
그외지적자산의거래와활용의촉진 중개, 거래, 컨설팅
시설, 장비의공동활용알선 중개, 거래

협회, 촉진기관등설립 활동의주체
지역내외, 해외활동참여자확보 참여의유도

행동적활동
연구개발소그룹활동의지원 암묵적지식

(Behaviroral)
정기모임의지원 정보, 지식의교류
세미나, 컨퍼런스의정기적개최 정보, 지식의교류
교육, 강연, 박람회 정보, 지식의교류
정보자료실, 회의실등의준비 활동공간의확보



연구한 문헌들에서도 나타나 있다(Lin 등, 2007;

Pinch 등, 2003; 정형일·김종득, 2008). 즉산업클러
스터에서 지식경 의 적용 범위나 조직적 특성이 기
업의그것과같을수는없지만다양한지식활동의지
원을 위한 체계와 지원시스템 개발에 기업의 그것이
참고가될수있다.
표 1은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식경 활동을 기존 문헌과 사례 연구를 토대로 정
리한 것이다. 이는 Earl(2001)의 지식경 분류체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산업클러스터의 특성을 반 하
면서 개발된 것이다.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
동이라기 보다는 클러스터에서의 체계적 지식관리를
위해 향후 개발 및 적용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포함
해 정리한 것이다. 산업클러스터에서 지식경 활동
은 타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활동, 경제적
활동, 행동적활동등으로분류할수있다. 기술적활
동은 지원시스템 운 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 산업
내에서 명시적 지식의 창출, 공유, 이용의 지식프로
세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경제적 활동과 행동적 활동의 지원 채널로서의 역할
을할수있을것이다. 경제적, 행동적활동은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런 활동의 측면
지원활동은 온라인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
이다. 경제적 활동은 특허나 지적 물적 자산의 중개,
거래등과관련된것이며, 행동적활동은산업클러스
터에서 지식경 활동 주체의 결정, 조직의 구축 및
참여유도활동, 그리고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지식경 활동들을포함한것이다.

2) 지식허브의필요성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업클러스터에서 필요
로 하는 지식경 과 관련된 활동은 기술적, 경제적,
행동적 활동에 걸쳐 다양하나 이들 활동이 체계적으
로 지원이 되고 있는 예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산업
클러스터의 본래목적이 정보, 지식의공유와교류를
통한혁신의촉진에있다는점을생각해본다면정보

시스템의 이용을 통한 명시적 지식프로세스의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수있는체계적지원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특히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는 산업클러스터에는
세한 규모의 기업이 많아 독자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축, 정보의수집등지식경 활동이 어려운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지식경 활동이 좀더통합적,
체계적으로지원될수있다면이들기업의혁신촉진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 산업클러스
터의경우는지역내에서정보와지식의교류와공유
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입지가 미흡한 기
능에대해선지역외부의혁신기능과연계가필요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지역 외부 기능과 정보시스템
연계를통해정보와지식의교류를지원할수있다면
혁신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 산업
클러스터에서지식경 시스템운 과 2) 다양한온오
프라인 지식경 활동의 통합적 지원 그리고 3) 지역
간, 국내외 다양한 기능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식허브가필요한것이다.
경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는 이런 목

적의 정보시스템 개발이 개념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역에있음을설명해 준다. 특히지식경 포털의 개

발과 관련된 연구나(Benbya 등, 2004) 도시 단위에
서의 공공서비스 통합적 지원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연구(Zhu 등, 2009)는 개발의 목적과
범위는 다르나 본 연구에서의 지식허브모형 개발의
개념적기초를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

의지식경 지원시스템역할을하는것으로지역내
부뿐만아니라지역외부의다양한기능과연계를지
원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시스템으로‘지식허브
(Knowledge Hub)’의 구축을 실험적 묘형과 함께
제안해본다. 그림 1은산업별지식허브의지역적연
계 체계와 다양한 기능 간 연계의 범위를 보여 주고
있다. 지역내에판매와마케팅, 컨설팅, 기술과디자
인 등의 기능 입지가 미약한 경우 지역 외부에 위치
한 기능과 연계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교류,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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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정보시스템의 연계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이 보여 주는 바와 같
이 지식허브는 정보와 지식 교류를 위한 클러스터의
포털, 지식의창출과교류를지원해주는지식경 시
스템, 거래와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고객과 시장
의반응을취합할수있는비즈니스플랫폼등을포함
한 통합적 웹기반 지원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다. 그림 2는 앞에서 언급된 지식허브의 주요 기능을
요약해설명해준다.

3) 지식허브개발의고려사항

지식허브의설계에있어다양한혁신관련주체의
참여를어떻게유도할것인가문제는가장핵심적요
소다. 클러스터의 지역 내 혁신 능력이 미흡한 경우
이의 보완을 위해선 지역 외 기능(국내 지방산업단지

의 경우 수도권 및 기타 대도시 지역)과 연계가 필수
적이며 특히 판매, 마케팅 업체, 고객을 포함한 지식
교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지역 내 혁신 관련 주체들뿐만 아니라 지역 외 다양
한 협력 기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면 지식 허브
는 원래의 의도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런 목적의
원활한달성을위해선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지식
허브가 업계의‘정보와 지식 교환의 장’이자‘판매,
마케팅 경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
요가있다. 즉지식허브가지역내외의산, 학, 연기
능간 지식교류뿐만 아니라 기업 대 기업(B2B), 기업
대고객(B2C) 간마케팅, 거래촉진채널로서의역할
을할수있도록설계될필요가있을것이다.
지식허브의설계에있어또다른중요한요소는운
주체의 선정이다. 즉 운 의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의도된역할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가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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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이다. 지식 허브란 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그 대부분 기능은 공공서비스의 성격
과가깝다. 그러나완전히 공공서비스의 성격을갖는
지식 허브의 경우 자칫 또 다른 행정부서화할 수 있
으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와 혁신 등에서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 허브가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갖기 위해선 공공의 성격
과 민간 기업 특성을 동시에 갖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지식허브가 자체적 혁신 능력을 갖기 위해
선독자적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자체적비즈니
스모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허의 거래,
마케팅지원, 기업및제품의홍보지원등에대해일
정액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기능의지원을 통해지방의생산업체들
은 현재까지는 획득이 쉽지 않았던 유통, 고객과 관
련된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며 시장, 고
객지향적 혁신이가능할 것이다. 물론지식허브의 지
배 구조는 그 투자 또는 설립 기관에 따라 산업의 협
회나 지방 정부, 회원기업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수있을것이다.

5. 토론: 국내지방전통산업단지에
대한시사점

최근의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첨단 산업 및 신 성장 산업 등에 집중돼 있으
며 상대적으로 지역의 전통적 특화 산업, 지방 산업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산업클러
스터구축을통해산-학-연자원을집중시키기위해
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성장 산업이어야 한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는 혁신이 지역 내에
서 최초로 활동을 시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신기술
개발 등의 가치가 있는 성장 산업, 첨단 산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Fornahl and Brenner, 2003) 점
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산업은 그 지역
의 특성에 따라 성장해 온 산업이라는 점에서 각 지
역의특화산업일뿐만아니라지역의노동력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지방 전통 산업의 혁신을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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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의
건실한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의 촉진에 대한 논의
는첨단기술산업, 신성장산업등에대해서뿐만아
니라 지역의 전통 산업, 특화 산업 등에도 필요한 과
제가된다.
국내지방산업단지의경우는다양한혁신관련기

능을필요로하고는있으나관련기업의유치도어려
울 뿐만 아니라 유치 후 입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역 외부의
광역적범위에서의혁신기능간연계를통한문제의
해결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지역 내 기능
중 충분한 혁신 능력을 가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나
머지 기능에 대해선 외부와 연계를 통해 혁신 촉진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으며 정보 기술을 이용한 지
식허브개념이매개역할을할수있다.
특히 국내 지방 산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유통,

고객등의정보로부터소외돼있다는점을생각해볼
때 판매 마케팅 업체가 함꼐 참여할 수 있는 지식허
브를 구축할 수 있다면 시장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지식허브는 특히
촉진 기능의 입지가 취약한 지방 산업클러스터에서
외부 협력 기능과 효과적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클러
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이 필요한 혁신 환경을 설
명하 으며 사례의 현황을 기초로 기존의 지식 교류
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다 진화한 모델로서의 지식허
브모델을제안하 다. 이는일종의개방된산업클러
스터 단위의 통합적 체계적 지식경 지원 시스템으
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최근 클러스터에서의 제3의
기관의설립과이의역할에대한연구가증가추세에

있다. 새로운 개념으로서 산업클러스터, 지역 단위에
서의 지식경 이 제3의 기관의 역할, 기능과 관련해
연구, 논의될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
또한 최근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가 진화한 형태로

서의 연계클러스터(Linking Cluster)의 개념이 논의
가되고있다. 이는입지상호간지역적, 국제적연결
을 통해 지역간 클러스터간 협력을 추구하는 개념으
로서(문휘창 외, 2008) 예를 들면 미국 켈리포니아의
헐리우드와 인근의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의 카지
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를 형성하는 경우다. 이는 한 국가의 지역 범위를 넘
어 국제적 범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지식허브의 개념은 이와 같은 연계클러스터의 성
공적 운 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제안한 지식 허브 모델은
산업 단지에서의 지식경 개념의 적용을 위한 초기
모델로의미를갖는것이며따라서산업의발전과혁
신의 단계에 따라 지식 허브의 모델과 역할, 기능도
함께진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가 필

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개별 기업
이 아닌 산업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지식경 개념의
적용이기업의혁신촉진에유용할수있다는새로운
연구, 실무 역을 제안해 보는 것으로 순수한 학술
적동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연구가 제안한
지식 허브의 모델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는 분명하
지만 관련 개념,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가 많지 않아 구체적 정보시스템 디자인, 기능 설계
등의 분야는 연구 범위에 포함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구체적지식허브의 개발을위한학문적, 실무적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본연구가제안한지식허브모델이성공적으로
운 이되기위해선다양한주체의지속적참여가필
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 대안이 허브 모델 설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향후 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참여 주
체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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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산업클러
스터에서의 정보시스템 이용 및 이의 기여가능성을
다룬것으로학제간연구의 역에속하는특성등으
로인해현재까지는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분
야에속하는것이다. 따라서 향후산업클러스터의 성
공적 개발 및 운 과 관련된 정보 기술의 이용과 관
련한다양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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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Innovations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in 
a Regional Industrial Cluster

Sung-Eui Cho*

Abstract：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concept in a
unit of regional industrial cluster is explored based on diverse case studies. For this purpose, a new
framework for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in an industrial cluster was developed and a
model of Knowledge Hub was suggested for the support of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in
an industrial cluster. Additionally,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Hub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Hub are discussed. The concept of Knowledge Hub in this study could be
particularly useful for the promotion of innovations in linking clusters and provincial industrial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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