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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개별기업이 고립적으로 생산능력을 최대

화하기 보다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에 분산된 인적·물적자원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이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생산요소의 양적투입

에 의한 규모의 경제 달성여부가 산업경쟁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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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산업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사전 타당성의 중요성과 

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적

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집적 및 HW시설 및 SW지원을 통한 혁신으로 인해 개별 입지해 있던 혹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

해, 대기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들의 차이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클러스터 효과 즉 생산성 제고로 

계량하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개별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에 있어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본 논문에서 산정한 집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즉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구현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산업클러스터, 혁신, 부가가치, 생산성,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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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었으나, 현대에 들어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인

해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여부가 산업경쟁력 결정

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

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역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

에서는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교수가 미국경

쟁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40여개

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사하여 ‘클러스터 맵핑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 싱

가포르의 ‘One-North ’프로젝트 등 세계 각 국은 

이미 클러스터 형성 경쟁력에 나서고 있는 등 클

러스터 붐(boom)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1).

하지만 199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

으로 조성했던 여러 산업단지들이 실패한 것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효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고, 

이전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관된 산업유치를 위한 

공단 부지조성 및 공단 입주희망 기업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이상이 필요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

여 지방의 기업 유치 및 운영 전략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시행 이전에 사전 타당성 즉 그 효과를 

사전에 예측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산업

단지 계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

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 이러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성 이후 효과에 대한 충

분한 사전 검토 및 계획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클

러스터 및 산업단지에 대한 사전 효과 예측 방법

론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 산업단지 정

책에 대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연차별로 입주기업들의 수출, 고용 등의 실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있을 뿐 사

전 연구를 통한 정책 효과 예측 분석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전 지역에 걸쳐 계획되고 있

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전에 사전 타당성 즉 그 

효과에 대한 사전 예측 검증을 위한 방법론을 설

정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산업 클

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후 편익을 산

정하여 이러한 방법론의 적절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현재 산업단지 계

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기여

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 클러스터 효과 증진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2
장에서는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 특히 신규투자 및 

이전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효과 추정 방

법론에 대해서 제시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 식품

산업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클러스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미니 혁신 클러스터의 

성과를 통해 해당 효과 수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

으로 하여 산업 클러스터 효과 증진을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업클러스터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및 방법론 설정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란 일정한 지

역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 사업활

동, 생산혁신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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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산업 거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

터가 기존의 산업단지 혹은 공단과 구별되는 차이

점은 산업단지의 경우 단순히 기업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형성되어 입

주기업 간 연관성이 낮은 반면, 클러스터는 일정

한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클러스터 내 모든 

기업과 연구교육기관의 경쟁력 고양을 주목적으

로 형성되어 그 산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은 물론, 

이들 기업과 연구소 대학과 같은 연구교육기관들

도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교류와 더불어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등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려 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혁신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이며,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이란 정보 및 아이디어

의 교환과 상호학습, 공동기술개발, 기술의 파급

과 전수, 혁신촉진적 경쟁, 협력문화의 창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과 같은 동적 네트워크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는 공장 등 다수의 생산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지역, 즉 공업단지를 

이르는 용어였다. 반면 최근 들어서 생산시설과 

더불어 각 지역 관공서와 관련연구기관, 대학, 지

원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적 집합체를 통틀어 일컫

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은 기업 지원을 위한 정

부의 주요 산업정책수단의 하나로서 197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그림 1.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계획자료

주: 1)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2) 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고시내용),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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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경쟁적인 단지 조성 등에 힘입어 정부가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수는 전국적으로 815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젼을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혁신정

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및 질적발전 정

책 등 5개 정책분야별로 2~3개의 전략사업을 추

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르면 참여정부

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

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목표

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2004년 4월 1일부터 시

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지역혁신체

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구체적으로 혁신 클러

스터 육성을 통해 시도되었는데, 구미, 창원, 울

산, 광주, 원주, 경기 반월 시화 등 6곳의 산업단

지가 2004년 내에 혁신 클러스터 육성 시범단지

로 지정돼 2005년부터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을 그 기관의 특성을 고

려하여 1~2개 그룹씩 지방에 이전시켜 해당 지역

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

여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혁신도시 조성도 

함께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지역특성화 산업

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특화된 클러스

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단지가 집적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관련 연구와 관련해서 산업단

지 조성 이후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입주한 

기업의 기업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

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실증 연구들은 일

부 이루어져 왔다.

최석준 외(2010)는 한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정책적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조성되었고, 이렇

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한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함으로

써 정부의 산업단지정책의 효과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산업 중 지역적 비중이 

가장 큰 경기도의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여부

가 기업들의 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향점수매칭(PSM)분석에서

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혁신성이 비입주기업

에 비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투입-산출관계에 의한 

산업클러스터 도출과 네트워크 구조 파악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삼성경제연구소· 한

국산업기술평가원(2004)은 산업연관표의 기본 부

문을 대상으로 산출계수에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

로 40여 개의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였다. 강창덕

(2002)은 산업연관표상 ICT클러스터를 분류선정

하고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의 중간투입액과 중간

수요액을 기준으로 ICT업종의 구매와 판매연계 

강도와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으로 한국 ICT클러

스터의 산업연계특성을 분석하였다. 

Porter(1999)는 클러스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

해서 수직적 연계정도, 생산의 수평적 연계, 전문

투입물의 수평적 연계, 관련 제도 및 기관, 정부 

등 규제기관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특히 수직적-

수평적 연계의 정도, 클러스터 지원과 관련된 행

위자와 부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규제기

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Castells & Hall(1994)
는 유럽과 미국의 성공사례를 비교연구한 결과 파

트너쉽의 문제점, 인적자원의 이동성 및 인접성

의 부정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혁신클러스터의 성

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선 상생적 파트너쉽, 정

주여건 확보, 집단사고에 의한 폐쇄성 극복이라

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Brown(2000)은 혁신클러

스터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10가지 지역기

반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

인을 지역적 기반, 적절한 정책, 지속적 변화관리, 

효율적인 정보, 지식교류 네트워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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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외국 연구들은 주로 집적(Agglomera-
tion) 경제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검증 즉 집적경제

의 존재유무와 구분방법, 집적경제의 크기, 발생

요인, 지역별·산업별 차이에 대해 주로 분석하였

다. Yang 외(2009)는 타이완의 HSIP(Hsinchu Sci-
ence Industral Park) 내외부의 NTBT(New Tech-
nology Based Firm)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사이언스

파크안의 기업의 혁신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국내에서 클러스터 조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 예측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조사2) 보고서가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된 

방법은 ① 국내의 여타 산업클러스터 사례로부터 

클러스터 조성의 효과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법 

② IT콤플렉스 예비타당성조사(2004)에서 채택

한 공간회귀모형 ③ 환경테마 복합단지조성 예비

타당성조사(2007)에서 채택한 Brenner 모형 등 세 

가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선행 연구 및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본 논

문에서는 국가 전 지역에 걸쳐 계획되고 있는 산

업클러스터 조성이전에 사전 타당성 즉 그 효과에 

대한 사전 예측 검증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신규투자와 이전투자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클러스

터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가장 보

편적인 이론은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이

론으로, 클러스터란 “특정 분야에 있는 상호 연관

된 기업체, 특화된 부품공급자, 서비스공급자, 관

련 산업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 연구소, 협회 등

이 함께 모여 경쟁 또는 협력하는 지리적 집중체”

로 정의(Porter, 2000)하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하면 요소(투입) 

조건(factor(input) conditions), 수요 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전략·구조·경쟁기업 등의 

네 가지 조건이 발전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

는 것으로 주장한다. 산업클러스터는 기업들이 단

순히 함께 모여 있는 상태로부터, 상호 네트워킹

그림 2. 지리적 경쟁우위의 원천(Por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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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사회적으로 고착되며 집단학습이 일어나 

혁신을 발생시키는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형성된

다. 그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및 혁신시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Capello, 1999).
산업클러스터의 효과는 5가지 효과 즉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

시너지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표 1). 
이들 효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산업클러

스터는 단순집적지, 전문화지구, 산업지구, 학

습지구, 혁신지구 등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Capello, 1999). 산업클러스터 내 개별기업은 시

장의 의존도, 기업 내 혁신환경, 기업의 상호작용 

등을 비롯한 전반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

는데, 이는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편익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클러스터 조성의 효과를 계량하기 위한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통상의 클러스터 조

성사업은 일정한 면적을 갖는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토지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단위면적당 창

출되는 부가가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액이 생산성 증가의 추정지표로서 최

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할 것

이지만,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

서 부가가치액은 최소한 차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편익항목으로서 부가가치액을 적용하

는 것은 분석의 제약을 감안할 때, 선택가능한 최

선의 대안으로 평가되며, 추정결과의 신뢰성 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추정방법

이라 평가된다. 물론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산정

되는 부가가치 추정액은 사업추진 이전에 산출되

는 부가가치액이므로 사업추진 이후에야 확인될 

수 있는 사후적 부가가치액과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개연성 있는 상황을 전제

한 후의 부가가치액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인식됨

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클러스터 

편익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신생기업과 이전기업

(이전확장 포함)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편익산

정시 부가가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은 본 

표 1. 산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효과

구분 편익 내용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제고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내지는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효

과 발생

규모의 경제

기술협력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독자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창출(Ahuja, 2000; 
Hagedoorn&Schakenraad, 1994)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네트워크 활동은 참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

한된 자원을 결집하여 투입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투입단위당 효율성을 제고

상호보완적 

자원의 결집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이한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해야 하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참가 기업들이 보유

하고 있는 상호보완적 기술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학습성과의 

공유와 확산

판매시장의 유지와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데, 다양한 협력주체와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공유 및 확산에 기여

문제해결의 

신속성 제고

네트워크는 참여기업들이 상호보완적인 자원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시키고, 사업기회의 탐색 및 시장진입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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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만을 

추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성 분석시에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투자 효과만을 

반영해야 하며, 기투자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제외해야 한다. 기존 업체가 단순

히 이전해 온 경우의 산단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는, 동일 또는 유사한 부가가치가 우리나라 내에

서 이미 창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 전체를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순수하게 증가하는 경제적 

편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존 투자시설의 이전 효과는 클러스터 조성편익 

산정에서 배제함이 바람직하다.

2) 효과 추정 방법론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설립목적은 산업단

지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

력 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를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지원 수

단으로는, 첫째 R&D 투자를 통한 신기술, 신제

품의 개발로 정의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전방위적

인 생산·연구 활동의 지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

방위 생산·연구활동의 지원은 혁신산업단지 조

성으로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단순 

집적의 효과와 더불어 혁신(네트워크효과, 학습효

과)의 효과가 가미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서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

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업경영활동

의 지원을 의미한다. 

요컨대 「클러스터」조성으로 입주기업에게 제공

되는 편익은 다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째, R&D 투자지원을 통한 입주기업의 매출(생산

성) 증대이며, 둘째, 기업 집적 및 HW시설의 지

원이 기업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매출(생산성) 증

대로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R&D편익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

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즉 

R&D 투자 지원 사업으로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

하는 기업 및 연구소는 해당 산업과 관계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여, 증가된 매출에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를 최

종적인 사회적 편익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동 편

익의 추정을 위해 투자대비 매출액 계수 산정에 

있어 전체산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와 식품산업

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를 구분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편익으로서, 클러스터의 이론적 내용 

및 그 효과는 집적 및 기타 지원(HW/SW)효과로 

인해 결론적으로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정지역

을 단위로 마치 하나의 대기업처럼 조직화하는 방

식이라 정리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중소기업은 클

러스터 내에 위치함으로서, 타 기업(혁신주체), 

HW 및 SW측면의 지원,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성)를 통해 지식 창출과 혁신이 가능

하며, 이러한 유기적 기능은 하나의 대기업과 같

이 조직화된 네트워크 활동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혁신클러스터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식

품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매출액, 

부가가치율을 주목하였다. 즉, 개별 입지해 있던 

중소기업들이 혁신클러스터 내에 입지하게 되고, 

일정기간 시행착오 기간을 거치게 되면, 클러스터 

전체의 생산활동은 하나의 대기업 수준으로 그 효

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클러스터 조성

에 따른 혁신 효과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부

가가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부가가치)을 

보유한 대기업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여, 

동 부가가치의 개선효과를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추정 방법의 합리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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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 중인 미니 혁신클러스

터의 성과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동 성과 결과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혁신효과) 

증대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세가지 주요 편익섹터 및 추정 방법론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본 논문의 주요목적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 계량에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익은 

간략히 설명하고 주로 세 번째 효과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한다.

첫째, 신규투자 즉 클러스터 내 입주한 신생기

업의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기로 한다(표 3).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클러스터 내 신생기업의 신규 생산 편익

은 단위면적당 부가가치 창출액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도

출된 클러스터 전체의 매출액은 신규투자와 이전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 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만을 추정하기 위해

서는 4단계의 신규투자 비율을 정의해야 한다. 기

존 업체의 단순 이전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부

가가치가 우리나라 내에서 이미 창출되고 있었던 

것을 단순 이전한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순증하는 경제적 편익으로 보기 어

렵다.

둘째, R&D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편익으

로서 R&D 투자 지출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

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즉 

R&D 투자 지원 사업으로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

하는 기업 및 연구센터, 지원센터는 식품 산업(기

능성 식품 개발사업)과 관계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증가된 

매출에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가 최종적인 사회적 

편익이 된다.

표 3. 신생기업 신규투자로 인한 편익 도출 과정

구분 도출 과정

1단계 관련 유관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산업의 건축연면적당 매출액(출하액) 도출

2단계
1단계에서 도출된 건축연면적당 매출액을 클러스터 규모에 적용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총 매출액

(출하액) 도출

3단계
기존 산업단지의 평균적인 유효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한 총 매출액(출하액) 도출

-유효가동률 = 입주율×가동률

4단계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매출(출하액) 중 신규투자분에 의해 신규로 창출되는 매출(출하액) 정의 

5단계 신규창출분에 대해 해당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편익 산출

표 2.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업특성별 효과(편익) 항목

구분

편익 항목

① 신규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② R&D 투자로 인한부가가치 증대
③ 생산성(혁신) 제고

(집적 및 HW, SW지원)

방법론1 신규 창출분의 매출추정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산출
R&D대비 매출액 비율

부가가치 개선 효과

방법론2 유사 클러스터 사례의 성과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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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지출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발생과정

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정리된다. 산식에서, 

사업화 성공률이란 연구결과물이 기업의 현실적 

매출에 기여하는 확률(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이란, 상업화에 성공

한 제품의 매출액 대비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해 투입되었던 연구개발비의 매출 유발효과를 의

미하는 것이다. 

셋째, 생산성(혁신) 제고 편익으로 기업집적 및 

HW, SW지원에 따른 편익으로 본 논문의 주요 대

상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효과 즉 네트워크에 따른 

효과이다. 이는 산업 클러스터 내 입주하게 되는 

신생기업 뿐 아니라, 이전기업에서도 동시에 발생

하는 편익에 해당한다.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적 내용 및 그 효과는 집적 

및 기타 지원(HW/SW)효과로 인해 결론적으로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정지역을 단위로 마치 하

나의 대기업처럼 조직화하는 방식이라 정리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중소기업은 클러스터 내에 위치

함으로서 타 기업(혁신주체)·HW 및 SW측면의 

지원·타 연구기관과의 교류(네트워크 구성)를 통

해 지식 창출과 혁신이 가능하며, 이러한 유기적 

기능은 하나의 대기업과 같이 조직화된 네트워크 

활동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혁신클러스터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식

품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매출액, 

부가가치율을 중점적으로 검토 한 결과 이를 대리

변수로 적용하기로 한다. 즉, 개별 입지 혹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들이 혁신클러스터 내에 입

지하게 되고, 일정기간 시행착오 기간을 거치게 

되면, 클러스터 전체의 생산활동은 하나의 대기업 

수준으로 그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

이다.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혁신 효과로 인해 중

소기업의 낮은 생산성(부가가치)이 상대적으로 높

은 대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여, 동 부가가치의 개선효과를 클러

스터 조성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추정 방법의 합리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7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 

중인 미니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결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성과 결과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따

른 생산성(혁신효과) 증대 효과(정도)를 실증적으

로 검증해 보았다. 단, 동 추정방법은 비교 산업간 

불일치로 인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같은 생산성 실현을 위

해서 제공 혹은 지원되어야 할 요소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구현하기도 어려

운 반면, 해당 클러스터에서 지원되는 HW/SW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 수

준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전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산정한 클러스터 효과는 클

러스터 조성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

기업의 생산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발생 

가능한 최대 생산성 제고효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성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이 ①부

가가치 개선에 따른 방법과 ②실제 클러스터 사례

의 성과율 적용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비교

하였다.

(1) 방법론1: 식품산업의 사례를 통한 부가가

치 개선 효과 추정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입주기

업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동 개선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클러스터 입주 

산정방식: 

① 해당 R&D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② 사업화성공

률×③ R&D 투자대비 매 출액 비율×④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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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매출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즉 부가가치 개

선 효과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될 수 있

다. 

이러한 방법은 부가가치의 개선 효과는 개별 입

지해 있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

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

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개선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우선 클러

스터 조성 이전 매출액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다

음은 식품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율이다. 한편, 경제성 편익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부가가치율을 활용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 구성항

목 중 조세공과와 같은 이전지출(편익)의 항목은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조세공과와 같은 이전지출

은 정부와 민간경제간의 부(편익)의 단순 이전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적 편익을 증대

시키는 항목이 아니므로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해

당 비율은 제외하도록 한다.

(2)  방법론2: 기존 클러스터 사례의 성과율 

적용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적 내용 및 그 효과는 집적 

및 기타 지원(HW/SW)효과로 인해 결론적으로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정지역을 단위로 마치 하

나의 대기업처럼 조직화하는 방식이라 정리할 수 

있다. 

앞의 방법론1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의 혁신 효과

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부가가치)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생산성(부가가치)을 나타내고 있는 대

기업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여, 동 부가

가치의 개선효과를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정의하였다. 

방법론1의 추정 방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7
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미니 혁신클러스

터의 성과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동 성과 결과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혁신효과) 

증대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동 사업의 사업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이 조성되었다. 7개 

시범단지 내 총 40개의 소규모 산학연협의회(미니

클러스터) 운용을 통해 R&D 등 기업 의 문제과제

를 발굴하였다. 총 3천여 명의 클러스터 회원이 과

제 발굴 및 해결논의, 기술포럼, 세미나 등의 네트

워킹 활용에 참여하여, 기업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완료: 2,402건, 진행: 592건)하였다.

둘째, 기업의 애로과제 해결지원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Pool(Cordinator)을 구성·운영하였다. 교

수, 연구소, 기업지원서비스 등 기술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1,557명이 참여하였다.

셋째,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가 구

축되었다. 혁신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
e-cluster.net)를 구축하여 기술·지식·정보의 공유 

및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

니클러스터 활동(포럼, 세미나, 교류회) 상황, 정

책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로 지역혁신주체 간 커뮤

니케이션이 활성화 되었다.

넷째, R&D역량이 강화 되었다. 지역산업진흥

사업,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범단지 소재지의 R&D인프라를 보완

하였다. 7개 시범단지(시·도 기준) R&D인프라 

지원에 ’05~’06간 총 1,649억원이 지원되었다. 상

대적으로 R&D 인프라가 취약한 원주, 군산단지 

등의 핵심과제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되었다.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R&D자금을 

연계 공급하여 지역 내 기술 혁신주체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 

부가가치 개선 효과 = 

기업의 매출액(입주 전 중소기업 가정)× 

(입주 후 개선된 부가가치율 - 입주 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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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장 리모델링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단지 내 

근무환경 개선 도모로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되었고, 혁신클러스터 교류·협력 및 분위기가 확

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기업의 성과분석(참여기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2007. 4) 결과 기업의 평균매출과 고용 및 연

구개발비, 특허 등의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지 내 교류·협력문화 개선을 통한 산학

연 및 기업 간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니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정도에 따른 재무성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네트워크의 강도(빈도), 범위(대상), 신

뢰도 등의 네트워크 특성변수 모두가 기업의 재무

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참여기업 중 네트워크 활동정도를 평균 

이하와 평균 이상으로 구분하여 재무성과를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기업들의 내부역량에 

따른 재무적 성과비교를 위해 전체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과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인력 수

의 비중을 내부적 혁신역량 지표로 간주하고 재무

성과를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비 비중과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7개 미니 클러스터 산업을 조사한 결

과, 혁신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며, 양호한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동 혁신활동의 수행결과를 수

준 이상으로 흡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18.3%(6.8+11.5%)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 18.3%의 매출 개선 효과

를 혁신활동에 따른 성과지표로 정의하기로 한다.

3. 클러스터 효과의 실증 분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산업 클러스터 효

과(편익) 산정 방법론을 실제 계획 중인 대규모 산

업클러스터 사례에 적용하여 클러스터 효과에 대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미니 혁신 클러스

터의 성과를 통해 해당 효과 수준에 대해 검증하

기로 한다. 단,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클러스터 

효과에 해당하는 생산성(혁신) 제고에 따른 부가

가치 증대 효과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표 4.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정도에 따른 기업성과 분석

구분 마이너스 0~19% 20~39% 40~59% 60~79% 80% 이상 계 평균 차이

강도

(빈도)

평균 이하 18.60% 41.60% 21.10% 8.70% 3.10% 6.80% 100% 24.30%
6.8%

평균 이상 16.90% 44.40% 16.90% 11.10% 3.20% 7.40% 100% 31.1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성과분석」, 2008.

표 5. 내부역량에 따른 기업성과 분석

구분 마이너스 0~19% 20~39% 40~59% 60~79% 80% 이상 계 평균 차이

R&D
지출 비중

평균 이하 18.10% 47.20% 18.50% 8.50% 2.80% 4.80% 100% 22.20%
11.5%

평균 이상 16.90% 34.90% 19.30% 15.70% 3.60% 10.80% 100% 33.7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성과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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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 개요

구분 계획 내용

사업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대

사업기간 2009~2015년(7년)

총사업비

(억원)

계 5,798

국비 1,557

지방비 614

민자 3,627(3,461억원: 국가산단부지조성/공영개발방식(기관 미정)+166억: SW사업비)

부지면적 2,390,517m2

건축연면적 33,300m2(HW 기반구축사업 6개)

주요사업
HW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관리센터, 식품패키징기반구축, 

pilot plant, 임대형공장

□ 식품전문단지 부지조성: 산업용지 내 총 145개 기업유치

○ 일반 기업(140개) + 앵커 기업(5개)

○ 입주업체당 평균 부지면적: 앵커 기업(5개): 31,875m2, 일반기업: 10,457m2 

SW사업 식품특화기술개발, 식품기능성평가, 식품인적자원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추진주체 농림수산식품부(전라북도)

그림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체계

자료: 전라북도(산업연구원 외),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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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실증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동 사업을 사례로 선정한 사유는 식품산업 최초

로 시도되는 대규모 클러스터로서 네트워크의 효

율성과 집적이익 창출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

관이 혁신주체이며, 이들 간의 상호네트워크 구

축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45개 개별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된 사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동 사업의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하면, 2007년 

6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 연

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추

진에 공모한 지자체(5개)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전라북도가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는 2008년 12월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다. 본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표 6, 그림 3, 
4).

1) 식품산업의 사례를 통한 부가가치 개선 효

과 추정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입주기

업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동 개선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클러스터 입주 

전의 매출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즉 부가가치 개

선 효과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우선 클러스터 효과의 기본 전제인 부가가치율 증

가율 산정을 위해 식품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부가가치율산정이 필요하다. 혁신 클러스터의 

정의를 통해 개별 입지해 있던 중소기업의 생산성

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

그림 4.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위치도 및 평면 배치도

클러스터 효과(부가가치 개선 효과) = 

클러스터 입주 전 기업의 매출액×

(입주 후 개선된 부가가치율 - 입주 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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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하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

해, 대기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3개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25.70 
%로 산출되고(표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개년 

평균 부가가치율이 21.86%로 산출된다(표 8). 즉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예측할 수 있

다. 

다만, 동 부가가치 개선효과는 입주 후 5년(도입

기에서 성장기를 거처 성숙기로 접어드는데 소요

되는 기간을 약 5년으로 예측하고 있음)이후 완전

하게 실현됨을 가정한다. 초기 5년 동안은 점증적

으로 부가가치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는데, 초기 5년 동안은 매년 0.77%씩 개선효과

가 나타나며, 5년 이후에는 3.84%만큼의 개선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이후에 발생 

가능한 매출 수준을 파악해야하는데, 면적당 매출

표 7. 대기업 부가가치율

항목 2006 2007 2008 평균

부가가치율 27.13% 27.75% 24.39% 26.42%

조세공과 효과(부가가치 구성 항목 중 3개년 평균 2.73% 비율) 제외 25.70%

주:  2008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는 식료품과 음료산업이 구분되어 부가가치율이 제시되어 있어, 식료품산업과 

음료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동 자료를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2007 및 2008 기업경영분석, 2008/2009.

표 8. 중소기업 부가가치율

항목 2006 2007 2008 평균

부가가치율 24.77% 21.92% 21.20% 22.63%

조세공과 효과(부가가치 구성 항목 중 3개년 평균 2.73% 비율) 제외 21.86%

주:  2008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는 식료품과 음료산업이 구분되어 부가가치율이 제시되어 있음. 이에 본 연구진은 

식료품산업과 음료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동 자료를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2007 및 2008 기업경영분석, 2008/2009.

표 9. 클러스터 입주대상 업체의 입주 전 총연간 생산액(매출액)

구분 매출액(단위: 백만원)

건축면적당 매출액(출하액) (a) 2.46

건축면적(m2) (b) 769,476m2

건축기준 매출액(c=a×b) 1,890,152

임대형공장 창출 매출액(d) 11,250

총발생 매출액(e=c+d) 1,901,402

유효가동률(2020년 기준) (f) 75.48%

유효가동률 적용 후 매출액 (g=e×f) 1,4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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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e)과 유효가동율(f)을 적용한 최종 매출액(g)은 

1조 4,351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신생기업 신

규투자로 인한 편익 도출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표 3). 
마지막으로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율 개선효

과를 적용한 최종 클러스터 효과(부가가치 개선 

효과)는 1조 4,351억원×3.84%(부가가치 개선효

과)한 551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개선 효과 551억원은 개별 

입지해 있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

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

성 수준으로 증가 즉 생산성 증가에 따른 클러스

터 효과임을 의미한다. 

2)  미니 혁신클러스터의 성과를 통한 효과 

수준 검증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 추정 

방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7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 중인 미니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결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성

과 결과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

(혁신효과) 증대 효과(정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7개 미니 클러스터 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

과, 혁신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며, 양호한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동 혁신활동의 수행결과를 수

준 이상으로 흡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18.3%(6.8+11.5%)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 18.3%의 매출 개선 효과

를 혁신활동에 따른 성과지표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편익을 산출하였다. 혁신활동에 따른 매출 

증가 연간 편익(성숙기)은 675억원으로 산정되었

다.

결론적으로 앞서 추정한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혁신효과) 증대 예측효과(정도)(551억원)

의 경우 사후 성과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675억
원)보다는 다소 작은 수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이러한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

단되어, 부가가치 개선 측정방법론이 클러스터 효

과에 대한 사전 예측방법론 설정에 있어 크게 무

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혁신활동에 따른 매출 증가 편익(성숙기)

구분 기본안(단위: 백만원/연)

클러스터 입주 전 기업의 매출액(A) 1,435,135

클러스터 입주 후 기업의 매출 증가율(B) 18.30%

입주 후 매출 증가액((C)=(A)×(B)) 262,629.71

부가가치율(D) 25.70%

최종 편익 발생((E)=(C)×(D)) 67,496

국가식품 클러스터 효과(부가가치 개선 효과) 551억원=

 클러스터 입주 전 기업의 매출액 1조 4,351억원(g)×3.84%(부가가치 개선효과)

여기서, 부가가치 개선효과 =입주 후 개선된 부가가치율 25.70% - 입주 전 부가가치율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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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W/SW지원에 따른 생산성 제고 수준 

고려

상기에서 산출한 생산성 제고 수준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

정하고 있으며, 혁신활동에 따른 매출 증가 편익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수준의 혁신 활동을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

기 위한 요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기 미니클러스터 사례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

이, 약 18.3%의 매출증가를 위해 지원된 사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조성, 기업의 애로과제 해

결지원을 위한 전문가 1,557명의 지원, 온라인 

네트워크의 지원, R&D 역량강화를 위한 2년간 

1,649억원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지한 중소기업

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대기업 수준

의 효율성(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니클러스터 사례에서의 지원과 국가식

품 클러스터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정책적 지원을 

비교하였을 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원정책이 

훨씬 미미한 실정임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R&D 지원금의 규모만 보더라도 국가식품 클러

스터 사업의 경우에는 약 130억 안팎의 지원이 이

루어져 미니 클러스터 사례 대비 약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니클러스터 사례 및 

대기업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생산성 제고 효

과를 계산한 상기의 편익 산정 결과는 과대 추정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생산성 제고 기여 수준

구분 기여 비율
항목별 지원여부

비고
최초 5개년 5개년 이후

식품산업해외마케팅지원 7.40% ○ × 수행

수출지원기반구축 5.70% × × 2단계 사업으로 유보

식품전처리시스템구축 3.60% × × 2단계 사업으로 유보

공동집배송기반구축 3.80% × × 2단계 사업으로 유보

통합생산정보기반구축 1.90% ○ ×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수행

지식교환정보네트워크구축 5.20% ○ ×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수행

지식기반정보포털구축 4.40% ○ ×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수행

투자유인제도 7.10% - × 계획 없음

교육인프라구축 1.40% × × 편익 분석시 미고려

정주여건/환경구축 2.70% × × 편익 분석시 미고려

기업/연구소/투자유치지원 12.60% ○ ○ 진흥원, R&D투자로 수행

국제식품박람회개최 3.60% × × 편익 분석시 미고려

품질인증/기능성평가지원 9.80% ○ ○ 식품기능성평가센터 등에서 수행

기업간협력강화 6.30% ○ ○ 진흥원 등에서 수행

신기출창업지원 8.70% × × 2단계 사업으로 유보

식품기업컨설팅지원 13.70% ○ × 수행

무응답 2.20%   

계 100% 61.3%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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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대 추정 가능성에 대한 보정 단계는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정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업계획에

서 제시된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사례에서는 지원 정책

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

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

업에 대한 설문조사(농림부 수행 자료) 자료가 있

어 여기서 제시된 각 설문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기

초로 분석해 보았다.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 기업의 지원요

구사항은 다양하였으며, 국가식품 클러스터 운영 

계획에 제시된 각 종 지원을 통해 해소 가능한 요

구사항(애로사항) 비율은 전체 요구의 61.3%로 파

악된다. 이러한 논리로 신규투자분에 대한 생산성 

제고 편익, 이전기업의 생산성 제고 편익은 앞 절

에서 산출된 값의 61.3%만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편익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은 기업 지원을 위한 정

부의 주요 산업정책수단의 하나로서 197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단체들의 경쟁적인 단지 조성 등에 힘입어 정부가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수는 전국적으로 815개에 

이르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각 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에서 이들 기업의 생산시

설과 더불어 각 지역 관공서와 관련 연구기관, 대

학, 지원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적 집합체인 ‘산업 

클러스터’가 계획 및 조성되고 있다. 각 지역의 특

성화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이

러한 집적화가 기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별·산업별로 다

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사전 타당성 즉 그 효과를 사전에 예

측 검증할 사전 효과 예측 방법론을 정립하고, 실

제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집적 및 HW시설 및 SW
지원을 통한 혁신으로 인해 개별 입지해 있던 혹

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

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

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들의 

차이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클러스터 효과 즉 생산

성 제고로 계량하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개별 기업 집

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

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식품

산업에 있어 기존 대기업의 경우 3개년 평균 부가

가치율은 25.70%로 산출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3개년 평균 부가가치율이 21.86%로 산출되어,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만큼의 부

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

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게 될 기업의 총매출액

에 상기 부가가치율 개선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클러스터 효과(부가가치 개선 효과)는 약 551억원

으로 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 추정 

방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7개 국가산업단

지에서 진행 중인 미니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결과

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혁신효

과) 증대 효과 방법론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검

증해 보았다. 혁신활동 수행결과를 수준 이상으로 

흡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

우보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18.3%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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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는 연 

675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혁신효과) 증대 

예측효과(정도)에 대하여 사후 성과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성과 적용시보다는 다소 작은 수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오차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 개선 측

정방법론을 클러스터 효과에 대한 사전 예측방법

론으로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이들 생산성 제고 수준은 부가가치 측정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혁신활동에 따른 매출 증가 편

익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수준의 혁신 활동

을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에 입지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제공되

어야 대기업 수준의 효율성(생산성)을 나타나게 

될지는 그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에는 약 130억 안팎의 지원

이 이루어져 미니 클러스터 사례 대비 그 규모가 

약 1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미니클러스터 사례 

및 대기업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생산성 제고 

효과를 파악한 편익 산정 결과는 분명히 과대 추

정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정하

기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국가식품 클

러스터 운영 계획 상 해당 요구사항(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은 61.3%로 평가되어. 생산성 

제고 편익은 산출된 값의 28.7~61.3%만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편익을 축소 보정하

였다. 이러한 과대 추정 가능성에 대한 보정 단계

는 반드시 필요하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추정지표

로서 부가가치 증가액이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동 지표에서 계량되

지 못하는 추가저긴 효과가 있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다만, ‘집적의 효과’에 대한 계량

화 가능여부에 대한 제약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

액은 선택가능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며, 추정

결과의 신뢰성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추정방법이라 평가된다. 물론 사업 타당

성 평가에서 산정되는 부가가치 추정액은 사업추

진 이전에 산출되는 부가가치액이므로 사업추진 

이후에야 확인될 수 있는 사후적 부가가치액과 정

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액이 생

산성 효과 계량에 있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클

러스터 조성 전 후의 구체적인 사례 검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후속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

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입주를 통한 중소기업들

이 대기업의 생산성 달성 즉 본 연구에서 산정한 

집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즉 산업 클러스터 

효과 구현 및 증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

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

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쟁점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있어 이론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HW/SW 사업별 특

히 사업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재 클러스터 조성 계획들은 대다수가 단순히 생산

시설과 더불어 관련 연구기관, 대학, 지원시설 등

을 하나의 단지 내 입지시키면 자연적으로 클러스

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시설 간 

유기적인 관계 수립에 대한 계획이나 SW마련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클러스터 조성은 집적 및 기타 지원(HW/SW)

효과로 인해 전문화된 개별기업들이 궁극적으로 

특정지역을 단위로 마치 하나의 대기업처럼 조직

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즉, 각각의 중소

기업은 클러스터 내에 위치함으로써, 타 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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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체)과의 협력, HW 및 SW측면의 지원, 타 연

구기관과의 교류(네트워크 구성)를 통해 지식 창

출과 혁신을 구현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의 유기

적 기능은 하나의 대기업과 같이 조직화된 네트워

크 활동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사업 추

진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최대로 시현하기 위해서

는,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시행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여 위험 최소

화를 도모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99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

로 조성했던 여러 산업단지들이 실패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고, 이

전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관된 산업유치를 위한 공

단 부지조성 및 공단 입주희망 기업들에 대한 단

순 집적 이상이 필요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지

방의 기업 유치 및 운영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입주기업을 위한 산

업용지의 경우 국내 식품업체 현황 및 특성을 반

영하고, 입주 실수요를 바탕으로 세부계획 및 규

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례로 

적용한 식품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 식품기업 현황

을 보면 1~4인 기업이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10
인 이하 기업이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에서 약 50인 기준의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규모를 산정하여 규모 적절성 

측면이나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이라는 동 사업 

기본 목적과의 부적합성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단지 입주에서도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산업단지 계획시 규모의 적

정성 검토 혹은 단계별 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위

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기본 취지와 목

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며, 이러한 각 시설의 실수요 및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최적화할 경우 상당

한 경제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구상욱(2011)의 「한국 산업단지별 클러스터 평가 및 경쟁

전략 수립」(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을 인

용하였다. 

2)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

각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

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

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

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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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easure the Agglomeration Effects of Industrial Cluster:  
A Case Study of the FOODPOLIS (KOREA NATIONAL FOOD 

CLUSTER)

Jungwook Kim* · Sukyoung Kim** · Seungmin Yang***

Abstract : This paper suggests a genuine method to estimate the agglomeration effects of Industrial Clus-
ter focusing on the FOODPOLIS (KOREA NATIONAL FOOD CLUSTER).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two issues related to the clustering effect. First, Clusters affect productivity, and a cluster allows 
companies to operate more productively in inputs; accessing technology, human resource, information, 
services, and needed institutions. Second, we assume that the effects of  Industrial Cluster can be esti-
mated from measurement on differency of an added value between large-scale enterprises and smaller 
ones. To demonstrat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the estimated effect was compared with that from the 
related study (A Mini-Cluster). 
Industry Clusters have been considered as critical factors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revi-
talization. For thi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find a way and strategy to provide use-
ful contents that can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firms and to secure strategic positioning and competi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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