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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Innovation Cluster in Gyeonggi 
Province throughout a Case Study on Silicon Valley Innovation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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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혁신클러스터는 기반조성기, 형성기, 성장 및 안정기에 따라 그 성공의 요인이 다르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는 

현재 기반조성기 또는 형성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관

련 다양성까지 나타나고 혁신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혁신클러스터 대표기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협력, 창업지원, 지자체 등 관련 대표기관을 방문하여 지자체

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바람직한 과

학기술정책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지역혁신체계, 혁신클러스터, 실리콘밸리, 경기도

Abstract : Innovation clusters have different factors depending on different stages. Innovation clusters in 
Gyeonggi now are early stages, which are necessary to investigate factors so that they go into upstages. 
Silicon Valley is known as one of the best innovation clusters, which are now represented as the forms of 
related variet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of innovation clusters in Silicon 
Valley and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clusters in Gyeonggi. In order 
to do this, we visit several representative institutions regarding infra, human-training, industry-academic-
institution cooperation, start-up assistance and local government. Throughout the case study, we propose 
implications, and produce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cluster policy in Gyeonggi. 

Key Word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novation cluster, Silicon Valley,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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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지

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가 

등장하였고 협력, 네트워크, 개방을 강조한 개방

형 혁신이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 등

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는 지역혁신체계구축을 목표로 국가 및 많

은 지역에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이정협 등, 2005), 지역혁신체계의 바람직

한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그 기저에는 클러스터 

정책이 존재한다(정준호·김선배, 2005; Cooke, 
2008). 다시 말해, 지식과 혁신이 부의 원천이 되

는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면서 공간상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클러스터의 등장인 것이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리 마찰과 교통비용이 상당

히 줄어들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접근성이 크

게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으로의 

집적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희

연 2011).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

춰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사이언스파크, 첨

단복합단지, 테크노밸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

로 혁신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 혁신역량을 지역혁신체계 안에서 잘 발현하

기 위해 정책적으로 첨단기술 거점 구축에 정책노

력을 집중하여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

를 조성하였다. 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내 바이

오(BT)중심 복합기술융합거점 조성을 정책 목적

으로 2004~2008년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

도시 내에 조성되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

도 내 IT중심 융복합 R&D 허브를 지향하여 성남

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내에 2005~2015년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 당시에는 

싱가포르 사이언스파크와 바이오폴리스, 대만 신

죽과학단지와 중부과학단지 등 아시아 지역의 정

책적으로 육성된 클러스터 방문을 통하여 과학기

술기반 관리전담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이

원일·정의정, 2011). 이후 클러스터 활성화와 클

러스터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파악 및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시점이다. 그리하여 자생적으로 발달된 클러스터

에서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클

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은 미서부 캘리포니아 혁신클러스터 대

표기관 방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기도 혁

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제언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위

치한 실리콘 밸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의 상

징이자 혁신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

는 지역(이원영, 2008; 김형주, 2010)으로 컴퓨

터, 소프트웨어 등의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혁신에 

가치를 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정신,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들, 모험 자본 투자자(Venture 
Capital), UC 버클리,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의 대

학, 좋은 날씨와 주변 자연환경 등의 성공요인을 

보유하고 있어 유수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곳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혁신클러스터의 최후 발전모

습으로 관련다양성(related variety)까지 나타나고 

있어(Cooke, 2008) 향후 지역혁신체제구현의 한 

방법으로서 지자제 클러스터 정책 추진 시 정책방

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지자체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클러

스터 기반의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시사

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타 국가의 지역혁신제제와 클

러스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있다(정옥주, 2006; 이영준 

등, 2007; 남기범, 2008; 신동호, 2011). 정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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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는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에 있어서 주체 간 역

할분담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정

책개념을 세분화하여 참여주체들의 소프트웨어

적인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다양한 정

책형태를 개발하고 기존 정책들과 연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영

준 등(2007)은 영국 스트랫포드 문화산업클러스

터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지방정부와 

예술기관, 후원기간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시

사 하였다. 남기범(2008)은 캐나다의 지역혁신체

제와 클러스터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 내/지역 간 

네트워킹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향

식 방식의 접근(bottom-up approach)과 지역차원

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신동호

(2011)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문화예술 산업클러

스터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들도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지역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에 기획 및 

집행기능을 위임하여 기획기관에 책임을 부여하

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연구는 

국가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바람직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클러스터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체인 지자체에 바

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판

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

역과학기술 정책실현의 방안으로 이루어지는 혁

신클러스터 정책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지역혁신

체계와 클러스터이론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혁신

클러스터 공간분화 모습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바람직한 구현의 한 모습으로서 관련다양성(re-
lated variety)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제3장

에서는 관련 다양성이 발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실리콘밸리 혁신클러스터 모습을 관련 대표기관

들 탐방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인 인프라 조성·인력 양성·산학연 연계

협력·창업지원·지자체 등의 측면에서 나누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

서는 경기도 지역혁신체계를 위한 바람직한 클러

스터 기반 정책을 제언하여 향후 경기도 클러스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2. 지역혁신체계와 클러스터

1)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기술혁신을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

도들이 있었다. 제일먼저 국가 단위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국가혁신체계(Lundvall, 1992; Nelson, 1993)
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단위에서 혁신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Cooke, 
1998)으로 더 하부체계로 접근하여 지역이라는 공

간적 단위를 중요시하면서 기술혁신과 확산과정

을 다루는 지역혁신체계가 등장하였다. 이는 지자

체 혁신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원영, 2008; 구양미, 2012). 지역혁신체계 

속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및 혁신환경을 고

려한 지역혁신체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

에 맞는 정책집행과 혁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혁신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그림 1). 즉, 지방정부는 지역혁신체계의 주

체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에 있어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고 중앙정부가 간과하는 영

역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종빈, 2013). 이러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이론

적 토대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체화시키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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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바로 혁신클러스터다(Cooke, 2008; 정준

호·김선배, 2005; 임종빈 등, 2012). 

2)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단순집적지에서 시작하여 전문화지

구, 산업지구, 학습지구, 마지막으로 혁신지구로

의 발전단계와 형성과정을 거치고 있다(Capello, 
1999; 한동근·이상엽, 2006). 클러스터는 특정산

업부문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과 관련 기

관들의 지리적 집중(Porter, 1998),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비즈니스서비스체계와 산업단지

와 같은 집적시설의 기능적 집합체(정준호·김선

배, 2005),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 주체들 간의 

연결(정선양, 2011) 등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이에 혁신관련 주체(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회사 등)간의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

해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지

리적 공간으로 혁신 경쟁력 차원에서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이 뛰어난 

지역을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OECD, 

2001;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2005; 이원영, 2008)
라고 정의되어 정책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혁신클러스터가 규모의 경제와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등으로 지속적 혁신이 일어

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기 때

문이다(이원영, 2008; 임종빈 등, 2012).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 차

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전략산업 및 연

관 산업 혹은 지식기반산업이고 둘째는 물리적 인

프라 등 지역의 지식기반 환경이며 셋째, 제도와 

거버넌스 등의 혁신 환경(지식 및 기술 인프라, 지

자체 지원체계, 기업지원제도, 공식적·비공식적 

모임 등) 마지막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등 전략

산업과 혁신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
와 같다.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환경(인프라 조

성), 혁신환경(지자체), 산·학·연 연계협력(산학

연 연계협력,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이 바로 그것

이다.

혁신클러스터의 단계별 성공요인은 기반조성

기, 형성기, 성장 및 안정기에 따라 다른데 기반

조성기의 경우에는 기반구축의 여부·비전제시자

의 존재·핵심이 되는 기업의 존재가, 형성기에는 

산학연 연계와 연구개발 능력이, 성장 및 안정기

에는 혁신클러스터 간 융합 및 시너지 발생이 성

공의 여부를 가리는 잣대로서 판단된다(정경희, 

2008)(그림 3). 이렇게 혁신클러스터가 구축 및 발

전하면서 크게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정경희, 

2008; 권영섭, 2007). 첫째는 외부경제 효과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관련 산업이 모여 입지

그림 1. 지역혁신체계의 지방정부 역할

출처: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발전전략(GSTC, 2008).

그림 2.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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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수송·통신비용이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

성 실현에 의해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해당 지역

의 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부품업종과 각

종 서비스가 새로 입지하게 되어 효율적인 분업체

제가 발달하고 산업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등 사

회자본이 정비된다. 둘째, 이노베이션 효과이다. 

관련 지원 산업과 전문적인 조직 및 기관이 집적

하여 상호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노

베이션의 계기가 되는 기술, 상품, 기기, 아이디

어, 지식이 기업에게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다. 

셋째, 생산성 향상 효과이다. 집적의 가속화 및 고

도화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신규사

업화가 촉진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3) 지역혁신체계와 혁신클러스터 공간분화 

Cooke(2008)은 지역혁신체계이론에서의 클러

스터 진화 및 확산에 관해 언급하였다. 지혁혁신

체계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산업 간에 나타나는 다

양성이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

다(Jacobs, 1969). 다시 말해, 지역이 특정산업으

로 전문화되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종산업들의 융합이 필수적

으로 나타난다. 이때 관련된 산업들끼리 나타나는 

관련 다양성(related variety)이 클러스터의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여 지리적

으로 근접한 이웃 산업부문간 흡수력을 높이고 지

식확산(Knowledge spillover)을 통해 혁신을 증진

시킬 수 있다(Cooke, 2008). 예를 들면, 반도체 장

비산업이 발전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 장비 산업 

발전이 가능(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클린테크

클러스터) 한 것이다(그림 4). 이러한 관련 다양성

이 발현되도록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

다.

기반조성기 형성기 성장·안정기

•핵심지역은 30분 이내 접근

•지역으로서의 위기의식 

  (지역의 문화, 제도, 풍토, 기풍)

• 지역자원을 살린 산업의 선택과 

집중

•핵심이 되는 몇몇의 기업

•비전제시자의 존재

•세계적 인재의 유치·생활환경

•핵심이 되는 세계수준의 연구 개발력

•전문연구센터의 존재

•산·학·연의 연계·결합

•벤처기업의 활력·높은 인재 유동성

•벤처기업과 대기업, 대학 등과의 연계

•연계조정기관의 존재

•기업지원기관의 존재, VC, 인큐베이터

•타 클러스터와의 융합

•클러스터 지명도의 향상

•글로벌 전개에 의한 시장 확대

• IPO(주식공개)에 의한 신뢰도 향

상, 고성장

그림 3. 단계별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출처: 권영섭, 2007,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확충방안”, 국토연구원.

그림 4. 관련다양성 발현(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클린테크클러스터)

출처: Cooke, 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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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리콘밸리 혁신클러스터 

1) 연구지역 개요

관련다양성이 발현되고 있는 미서부 캘리포니

아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관해 혁신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협력, 

창업지원, 지자체 등 6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프라 조성측면에서 미

션베이(Mission Bay), 인력양성 측면에서 싱귤레

리티대학(Singularity University), 산학연 연계협

력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의 글로벌 

커넥트(Global CONNECT-University of Califor-
nia San Diego, UCSD), 창업지원 측면에서 플러

그앤플레이 테크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 
지자체 측면에서 팔로알토시(City of Palo Alto) 등
을 방문하였고 이들 지역은 모두 미서부 샌프란시

스코와 샌디에고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5). 

2) 인프라조성 측면: 미션베이(Mission Bay)

(1) 미션베이(Mission Bay) 개요

미션베이(Mission Bay)는 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 방문을 통해 신규 첨단 R&D 단지 조성시 참고

로 활용하기 위해 방문한 인프라조성 측면의 대표

기관이다. 샌프란시스코만을 건너 마주보고 있는 

앨러미다(Alameda)지역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을 

중심으로 1,230,000m2(약 37만평)면적의 세계 최

대 바이오 단지로, 바이오 대표기업인 제넨텍(Ge-
nentech)이 부지를 캘리포니아주립 샌프란시스

코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에 기증하면서 형성되었다. 미션베이는 산

학연 기반의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로서 BT관련 기

업 등의 産, UCSF 메디컬 센터 및 UCSF 캠퍼스 

등의 學, 다수의 국립연구소(硏)가 입지하고 있다. 

미션베이의 성공요인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

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지역과 인접

하고 있고 둘째, 편리한 교통시설로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와 연결되는 지상전철(BART)역사가 인근

에 위치하고 있으며 셋째,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그림 5. 방문지역

그림 6. 미션베이(Mission Bay) 위치

출처: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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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F) 메디컬 센터 및 캠퍼스가 미션베이 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6). 
실제로 베이 지역(Bay Area) 샌프란시스코 만 지

역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는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

해서 선두(Ernst & Young, 2012)에 위치하고 있고 

68개 바이오테크 주식회사의 시장 자본 가치는 경

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 611억 달러에 달해 

미국 전체 바이오테크 기업의 시장가치 중 22%를 

차지하며 수익 면에서도 143억 달러로 미국 전체 

바이오테크 부분의 24%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리하여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 일

어난 바이오테크 건축 붐이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바이오 관련 수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표 1).

(2) 미션베이 시사점

첫째, 미션베이는 민간주도로 개발된 혁신클러

스터이다. 미션베이는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민

간업체 주도로 개발되는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BT 기업, 메디컬센터 등 BT 관련 산학연 중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이다. 

둘째, 미션베이는 근로자 삶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

다. 거주지, 상업지역, 오피스 지역,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UCSF 캠퍼스 및 UCSF 메디컬 센터 등

이 조화롭게 계획되어 있다. 

셋째, 미션베이는 동시개발(parallel develop-
ment)로 진행 중인 혁신클러스터이다(그림 7). 거
주지, 상업지역, 오피스 지역, 공원 및 오픈스페이

스, UCSF 캠퍼스 및 UCSF 메디컬 센터 등을 동

시에 개발하여 진행 중으로 2012년 11월 기준 거

주지는 52%, 상업지역은 51%, 오피스/바이오테

크 지역은 37%, 기반시설은 65%, 공원은 36%, 

UCSF 캠퍼스는 71%, UCSF 메디컬 센터는 완공 

등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오피스 지역 종사자가 인근 거주지에 거주할 수 

있는 조화로운 공간계획으로 삶터와 일터가 조화

를 이루도록 건설 기획부터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

다. 

넷째, 미션베이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및 인큐베

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션베이는 UCSF, 
UC Santa Cruz, UC Berkely 등 세 개의 학교로 이

루어진 QB3(California Institute for Quantitative 
Biosciences)에서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요소인 인

그림 7. 미션베이(Mission Bay) 동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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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팅, 인력양성, 네트워크 관련된 일을 수행

하고 있다. 

표 1. 미국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지역 회사수(개) 자본 수입 R&D 순수입 단기투자금액 총자산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68
5%

61,108
4%

14,376
7%

3,954
11%

1,412
-31%

16,698
129%

30,691
55%

뉴잉글랜드
46

-2%

64,994
2%

10,326
-17%

3,473
-17%

842
207%

6,685
-10%

18,935
-29%

샌디에고
33

-3%

21,215
-31%

6,733
11%

1,383
6%

(810)

148%

4,252
46%

16,655
27%

뉴저지
24

-4%

42,723
29%

5,570
26%

1,541
3%

964
56%

3,836
-2%

11,908
-1%

뉴욕주
23

10%

7,607
17%

1,164
19%

770
18%

(336)

-28%

1,188
60%

2,479
17%

남동부
20
5%

3,211
9%

209
-29%

200
-17%

(238)

11%
528
29%

828
36%

동부-대서양 연안
18

-5%

6,658
-45%

1,399
9%

816
10%

(400)

74%

1,720
-17%

4,465
3%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13
0%

51,791
-3%

15,787
4%

3,358
9%

3,320
-23%

20,716
18%

49,165
12%

북서태평양
13
0%

3,916
-48%

501
137%

431
16%

(701)
-8%

585
-23%

756
-40%

팬실베니아/

델라웨어 벨리

11
-21%

5,021
-48%

907
-76%

378
-51%

(186)

-157%

994
-58%

2,104
-70%

텍사스
10
0%

1,463
5%

214
34%

143
28%

(112)

22%

398
74%

738
87%

노스캐롤라이나
9

-25%

3,564
-55%

739
-67%

310
14%

25
-71%

711
-42%

1,816
-44%

미중서부
9

-10%

406
-32%

29
-10%

129
37%

(227)

48%

162
139%

272
155%

콜로라도
8

14%

825
8%

148
66%

167
46%

(206)

7%

354
49%

420
34%

유타
3

0%

1,861
-17%

402
11%

48
-4%

60
-42%

453
-16%

735
-2%

기타
10

25%

1,638
109%

295
79%

101
12%

(71)
-36%

394
159%

676
201%

총
318

-1%
278,000

-5%

58,800
-4%

17,202
0%

3,334
-36%

59,676
24%

142,644
5%

출처: Ernst & You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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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측면: 싱귤레리티대학 

(Singularity University)

(1) 싱귤레리티대학 개요

싱귤레리티대학(www.singularityu.org)은 세계

적 혁신지역인 실리콘밸리에서 다학제간 융합 교

육을 통해 미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개교된 교육기관의 설립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인력양성 측면의 대표기

관이다. 싱귤레리티대학은 2009년 Dr. Ray Kurz-
weil와 Peter Diamandis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

었다. Dr. Kurzweil는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

가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속도로 정보통

신·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동시에 인류의 재난과 

질병도 빠르게 확산될 것을 예측하고 다가올 미래

에 대비할 수 있는 젊은 글로벌 리더 양성의 필요

성을 느끼고 세계적 권위를 가진 각 분야 전문가

를 모아 교육기관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싱귤레리

티대학은 BT, IT, NT와 같은 첨단기술과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과 같은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다학제적 커리큘럼과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통섭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

되었다.1) 

운영은 구글, NASA, 시스코, 노키아 등 세계적 

대기업들의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첨단기술과 경

영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기업가, 교수, 노벨상 수

상자 등) 등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학제적이며 유연한 커

리큘럼을 설계하고 약 10주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대학원 과정과 10일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커리큘럼은 미래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할 것으로 예측되는 6대 첨단기술분야2) 및 공통과

목3)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싱귤레리티대학 시사점

첫째, 교육과정에 노벨상 수상자 등 최고의 전

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단기간에 세계적 명성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인재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

여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positive 
loop)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므로 IT와 융합산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 분야에서 지속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오픈하는 것을 검토하

고 중앙정부,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선도 기업들

과 협력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기업들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

는 이상적인 목표에 참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이들에게 더 큰 비즈니스 기회와 이익을 가져

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원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추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실리콘밸리의 지역적 특징이 미래 글로

벌 리더를 키우는 인큐베이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처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도 R&D, 창업, 성장

이 가능한 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

다. 실리콘밸리에서처럼 연구자들이 창업에 이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역 리더십(regional 
leadership)의 발현이 추구되어야 한다.

4)  산학연 연계협력측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의 글로벌 커넥트(Global 

Connect-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1) 글로벌 커넥트(Global CONNECT) 개요

글로벌 커넥트(www.globalconnect.ucsd.edu)는 

지역의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확산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문한 산학연 연계협력측

면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글로벌 커넥트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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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에 둔 커넥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2003년에 캘

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에서 창립되었다. 

설립목적은 UCSD에 있는 응용연구와 기술지원 

컨설팅 기관으로서 지역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상업화를 촉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데 있다(그림 8). 주요 역할은 글로벌 연합을 

통해 클러스터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고 운영은 

정부 및 UCSD 자금으로부터 독립하여 순수 커넥

트 멤버들의 기부금(donation)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곳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객 맞춤형 워크

숍,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Train-the-
trainer 프로그램, Visiting fellowships 프로그램(캘

리포니아 내 유명 대학 및 구글, 애플 등 대기업 방

문주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산학연의 관점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산학연 연계 교육을 통해 학

계의 기술상업화 촉진 및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연구 서비스는 지역혁신역량 분석을 

위해 데이터 수집, 교육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지역 

창업자를 지원하고 지역혁신역량 분석은 연구, 상

업화, 사회·문화, 커뮤니티 4가지 분야로 구분하

여 조사·분석을 수행한다(표 2).

(2) 글로벌 커넥트 시사점

첫째, 글로벌커넥트는 대학주도의 산학연관 네

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있

다. 산학연관들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각

종 세미나, 조찬모임, 전시회, 교류회 등을 통해 

마련하여 샌디에고 클러스터 형성에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성

공한 지역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벤

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저비

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산학협력을 도모하고 지

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

다. 

둘째,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산

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글로벌 커넥트는 학

계, 정부, 기업 관점에서 맞춤형 교육·연구 프로

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였

다. 단순한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자리 마련 프로

그램이 아니고 한 단계 나아가 산학연관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고 R&D지원을 지역경제발전과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을 고려하였다. 

셋째,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한다. 글로벌 커넥트는 지역(샌디

에고 및 캘리포니아 주 소재) 대학의 교수 및 연구

자들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Liebig Entre-
preneurism Center4)(폰 리비히 기업가센터)의 사

업과 연계하여 폰 리비히 기업가센터를 통해 창업

이 되면 ‘글로벌 커넥트’에 인계하여 글로벌 커넥

트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8). 

표 2. 글로벌 커넥트의 지역혁신역량 분석 지표 

구분 지표

연구 R&D 펀드, 학술 인용, 연구원 수, 공식적 산학협력(University-Industry engagement)

상업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신생기업 투자,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및 임금 데이터,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 인력 유입 지역(어느 지역 출신), 그 인력의 가치시스템, 롤모델, 지역 헌신도 여부, 연쇄 창업가의 존재

커뮤니티
법률, 홍보 등 서비스 제공자, 초국적 조직(예:국제환경단체), 자선적 기부, 인지도 및 브랜드화, 공공-

민간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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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지원 측면: 플러그앤 플레이테크 

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

(1) 플러그앤 플레이테크센터 개요

플러그앤 플레이테크센터(www.plugandplay-
techcenter.com)는 실리콘밸리 내 창업기업유치 

및 멘토링과 네트워크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방

문한 창업지원측면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는 미국 

최대 벤처 인큐베이팅 민간 기업으로 엑스포(Plug 
and Play EXPO)나 캠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180개 이상의 투자자 및 대학과 기업 파트너로 네

트워크를 구성하며 정부·학계·기업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플

러그 앤 플레이는 IT 혹은 클린테크(Clean tech)5)

와 같은 첨단 하이테크(High-tech)나 경쟁력 있는 

신생(start-up) 기업으로 한정하여 입주관리를 한

다. 주요 업무는 교육 서비스(전문가 초빙 강연, 

세미나 등), 비즈니스 서비스(입주업체 관리 운영, 

법률 및 회계 등의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기

업 간, 산학 간 등), 재원 서비스(벤처캐피탈 및 엔

젤 투자자와 연결, 자체 투자, M&A)이다. 

(2) 플러그앤 플레이테크센터 시사점

첫째, 민간 기업이 하이테크 및 신생(start-up) 
기업들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창업에 필요한 다

양한 지원프로그램(교육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

스, 네트워크 구축, 재원 서비스 등), 오피스 공간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원서비스(직접투

자 또는 벤처캐피탈과 연결)를 통해 이익을 취득

하고 있다(그림 9). 우리나라의 경우는 창업 및 중

소기업지원이 공공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

후에는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민간으

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플러그 앤 플레이는 신생기업이 창업부

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 수행하고 있다. 기업

이 창업 후 기업경쟁력을 갖추고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을 인식하

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에 맞는 서비스(펀딩, 데

이터센터 제공, 인력고용, 공간제공 등)를 지원하

여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에서 창업 기업에 대해 수요맞춤형 서

그림 8. 글로벌 커넥트 프로그램

출처: 글로벌 커넥트 방문시 브리핑 자료.

(a) 글로벌 커넥트의 세계 네트워크 (b) 샌디에고의 기술변화와 커넥트 프로그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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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창업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인

력/교육 지원, 기업애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를 지원하여 경기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건

실한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6)  지자체: 팔로알토시(The City of Palo 

Alto, CA)

(1) 팔로알토시 개요

팔로알토시(www.cityofpaloalto.org)는 실리콘

밸리 중심 도시로서 기초지자체정부의 지원 시스

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문한 지자체 대표 기

관이다. 팔로알토시는 실리콘밸리의 발생지로 알

려져 있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수많은 유

명 기업들의 탄생지로서 스탠포드 대학이 소재하

여 우수인력이 집적하여 있으며 미국 내에서 학력

이 높은 도시로 대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주

거생활환경이 우수하다. 팔로알토시는 인구 약 

61,200명, 면적 약 66.4㎢로서 경기도 수원시의 

약 1/2면적에 해당하며 “우수인력이 팔로알토시

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구축해 주

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적 디지털 

시티 구현을 목표로 IT 서비스 강화를 위해 ① 시 

직원, 주민, 기업 등을 위해 최우선 순위의 디지털 

시티 능력을 고안하고 실행, ② IT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실행, IT 서비스 구조 표준화 및 강화, ③ 

기술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정보보안능

력을 업그레이드 및 강화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0). 
팔로알토시 정보기술부(Department of Infor-

mation Technology)는 미국 내 최고의 IT 인프라 

구축 및 혁신기술 R&D환경 조성을 주 업무로 ① 

데이터 저장, 인터넷 접속,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

이션의 배치·지원·관리, 프로젝트 운영, 정보보

안서비스, 시정 목표·기금할당·기술 가능성을 

연합한 거버넌스 모델 등과 같은 주요 인프라를 

제공 ② Cloud-based services & information 사업

을 하여 정부가 구축한 어떤 정보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 

(2) 팔로알토시 시사점

첫째, 팔로알토시는 R&D 직접 투자 사업보다

는 기술혁신이 발생하고 우수한 인력이 창업할 수 

그림 9. 플러그앤 플레이테크센터

(a) 캠프현장 (b) EXPO 개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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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그리하여 연

구시설이나 연구 장비 구축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아닌, 시의 원활한 기반시설 운영(통신, 전기, 인

터넷, 정보시스템 등)과 우수한 주거 및 창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팔로알토시는 창업가가 창업에 성공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수인

력 유치 및 혁신 기업의 창업을 유도한다. 그리하

여 법률, 자본, 네트워크, 애로기술 해결 등 창업

관련 모든 지원을 창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4. 결론: 경기도 지역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제언

실리콘밸리 내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관 탐방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혁신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정

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조성측

면에서 직주 일체형 R&D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신규 첨단 R&D단지 조성 시 근로자의 삶

의 질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직주 일체형 클

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 시 택지개

발 내 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을 동시에 개발하

여 일터와 삶(보육시설, 저렴한 주택시설 등)이 공

존하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일부 완공된 

오피스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부 완공된 

근접 위치한 거주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하

여 직주간 불균형문제 해소방안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표 3). 또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시 주택

용지와 도시지원 시설뿐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까지 계획하여 미니 신도시 급으

로 구체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도시형 대형 클러스

터 조성계획 및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시·군내에서 소규모 첨단단지를 조성 시에도 역

시 주변공간계획을 고려하여 직주 일체형 클러스

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경

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약 19개의 첨

단단지를 조성 또는 계획 중인데 이들 역시 일자

리와 주거, 문화, 생활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양성측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IT, 

그림 10. 팔로알토시 방문자료

출처: 팔로알토시 방문시 브리핑 자료.

(a) 팔로알토시 IT비전 및 전략 (b) 팔로알토시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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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BT 및 융합산업을 이끌 국내외 유수 연구중

심 대학[원]을 유치하도록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경영·경제 분야

별 최고의 교육과정을 오픈하여 소프트웨어 및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와 같은 IT관련 기술교육

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사업화 및 관련 

경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민간인 주도로 새

로운 교육기관을 공익기업 형태로 설립하도록 유

도하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삼성전자, 하이닉스, 

LG Display, 현대자동차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구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IT기업들과 대학

(원)을 연계하여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셋째, 산학연 연계협력측면에서 첨단 R&D 단

지 내 산학연간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

도록 한다. 그리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

로 융·복합 기술협력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한다. 이를 위해 광교지식포럼을 활성화하여 입

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IT·BT·NT·융합기술 공

동R&D 및 사업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단지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요 지향적 R&D 인재 양성 

교육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채널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외 타 첨단단

지와의 연계협력·시너지 창출 프로그램을 추진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

언스밸리, 구로디지털단지, 상암DMC 등 타 첨단

단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IT, 

게임, 콘텐츠 등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와 상암

DMC를 연계하고 전자, 부품, 정보통신 등의 경

우에는 구로디지털단지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연

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협력 및 시너지 

창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광교테크

노밸리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싱가포르(사

이언스파크), 일본(쓰꾸바연구학원도시), 중국(중

관총 과기원구), 대만(신주과학단지), 미국(리서

치트라이앵글파크), 핀란드(오울루) 등의 글로벌 

클러스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넷째, 전체적으로 경기도 첨단R&D단지 고도

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육

성 및 지원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1단계 조

성 중에 있으며 광교테크노밸리는 일자리와 주

거가 공존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

는 광교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약 8.2만평 규모

로 2004~2008년에 걸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

다. 이러한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현재 CJ그
룹의 통합연구소(CJ ONLY ONE R&D센터), 광

교비즈니스센터 등 첨단R&D 및 지원시설이 지속

적으로 집적 중에 있다. 그리하여 광교테크노밸리

의 2단계 확장 및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창조적인 

R&D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광교신도시 도시

지원시설 용지 개발구상 중 광교테크노밸리 2단계

를 추진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신기술 관련 기업본사, 비즈니스 지원시설, 

연구개발 기반시설, 혁신지원시설 등 혁신활동에 

필요한 추가기능 확보 및 민간연구소를 유치하여

야 한다. 광교테크노밸리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으

로 지원시설 기능 보완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단지 내 종사자 

표 3.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패러다임 미래 패러다임

주거공간, 공업단지, 연구단지 분리 주거/산업/교육/문화/복지 기능이 일체화된 융복합도시

과학기술계획과 공간계획간의연계 미흡 혁신주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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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교류·협력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지하주차장 

마련으로 단지 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

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이에 공공지원시설 확보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표 4). 판교테크노밸

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R&D단지로 조성 

중이며, 벌써부터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의 벤치마

킹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

밸리 내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입

주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R&D
센터, 공공지원센터, 산학연R&D센터 등 3개의 

공공지원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이에 현재 구축 

중인 공공지원시설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점검하

여 판교테크노밸리 내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8)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핀란드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판교테크

노밸리의 향후 운영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에서 

미서부 캘리포니아지역 실리콘밸리 클러스터지

역을 방문을 통해 서울의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서 혁신자원이 풍부하고 정책적으로 혁신클러스

터 조성 및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지역

을 대상으로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위한 바람직

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제언을 했다는 데 있다. 그

렇지만 그 대상 지역이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타 지역 내 클러스터 정책과의 비교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그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량적인 접근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1)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곳으

로 세계적으로 미래를 선도할 통찰의 리더십(thought lead-

ership)이 존재하고, 첨단기술이 빠르게 변화 및 진화하는 

혁신의 현장이며, 이 지역에 교육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기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

에 설립되었다. 

2) Biotechnology and Bioinformatics, Energy and Environ-

mental Systems, Networks and Computing Systems, Ar-

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Medicine and Neurosci-

표 4.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추진목적 IT 관련 융합기술 중심으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사업기간 2005~2015년

사업비 5조 2,705억원(토지비: 1조 4,046억원, 건축비: 3조 8,659억원)6)

위치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면적 부지 661,925㎡, 건축연면적 433,248㎡

단지특성 IT, BT, CT 융합기술 중심

입주기관
SK케이칼, 삼성테크윈, 안랩, 네오위즈, GE,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엔씨소프트(주) 등 

약 634개(2013년 2월 기준)

단지관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7)

법적근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04.11.29)

출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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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Nanotechnolgy

3) 미래예측, 정책, 법률과 윤리, 기업가 정신, 공간 및 체육 

과학 등이 있다.

4) 폰 리비히 기업가센터(von Liebig Entrepreneurism Center)

는 2001년 UCSD 안에 창립된 기술 사업화 지원 기관으로 

① 상업적 목적의 대학 연구의 이전을 촉진하고 ② 학생들

을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③ 대학과 산업

체 간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산학연 협력 지원

한다.

5) 지금까지의 환경기술은 일단 오염이 발생하고 난 뒤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에 반해 클린테크

(Clean Tech)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 오염물

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새로운 환경기

술을 일컫는다. 기존 생산 공정을 수정해 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공정의 개발, 폐기물에서 에너지나 

물, 원료를 다시 회수해 이용하거나 폐기물의 가공을 통해 

또 다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등 매우 다양하다.

6) 도비와 민간비용 합하여 추산하고 통상적으로 토지비를 도

비 근거로 한다.

7) 경기도에서 단지관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8) 여기서 언급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는 ① 대학 및 출

연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② 기업R&D, ③ 기업지원기

관(공공지원기관, 산업협회, 인증기관, 장비/실험/분석지

원기관, 금융/벤처캐피털 등)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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