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4.314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 분석
-경남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upporting Function for Invigorating Aerospace Cluster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sangnam-do

한관희*, 정동민*, 옥주선**, 전정환*

경상 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ERI*,경남테크노 크**

Kwan-Hee Han(hankh@gnu.ac.kr)*, Dong-Min Jeong(dongmin8606@hanmail.net)*, 

Ju-Seon Ok(gnaero@gntp.or.kr)**, Jeong-Hwan Jeon(jhjeon@gnu.ac.kr)*

 요약

항공산업은제품의특성상신뢰성,정 성,경량화,에 지효율성등과 련한고부가가치의첨단기술들

이 복합 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종합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항공산업의 발 을

해 정부 지원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며,기업들 간의 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시 지 효과를 높이기 해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지 까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한 연

구와 실증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첫째,항공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들을분석하여 이를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체계화하 다.둘째,분류된 다섯가지 유형에

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해 항공기 업체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분석 상은 경남의 항

공산업클러스터에 치한30개항공기업체이고,분석방법은정량 통계분석을사용하 다.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통해국내항공 련업체에서요구하는국가 지자체의지원기능에 한분석 향후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 항공산업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기능

Abstract

Aerospaceindustryisacombinationofhightechnologieswhichhasseveralcharacteristics

suchasproductreliability,precision,lightweight,andenergyefficiency.Nowadays,eachcountry

istryingtoinvigoratingknowledgeandinformationsharingbetweenthecompaniesforthe

synergyeffectofaerospaceindustry.However,theresearchandempiricalanalysisonthe

vitalizationofaerospaceindustryclusterareinsufficient.Therefore,thisstudyaimstofirstly

classifythesupportingfunctionsofgovernmentforaerospaceindustryclusterintofivetypesby

analyzingexistingliteraturesandstatusreportsissuedbygovernment.Secondly,companiesare

surveyedonthefiveclassifiedtypesofsupportingfunctionsbyquestionnaire.Questionnaire

surveyrespondedby30aerospacecompaniesinGyeongnam aerospaceindustryclusterare

analyzed.Quantitativeanalysismethodswereusedforstatisticalanalysis.Basedontheanalysis,

improvementdirectionsofgovernmentsupportingfunctionsaresuggested.Theresultsofthis

studyisexpectedtohelppolicymakingforinvigoratingtheaerospaceindustry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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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의 과학 기술 수 을 반 하는

지식기반형 산업으로서,국가의 기술 수 과 산업역량

을종합 으로보여주는산업이다[18].항공우주산업은

고도의 조립 산업으로 기계,자동차,IT등 기존 기반

산업과 연 도가 높은 기반 산업 선도형 산업이고,기

술의 첨단성,시스템통합,고도의 리기술,고부가가

치,높은고용창출등의특성을갖고있다[16][19].한편

항공우주산업은막 한투자규모,연구개발비용

규모공장설비투자동반에따른 투자 험과 투자회수

기간의 장기화 기술 험이 높아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12][16][19].

이에세계각국에서는항공산업의발 을 해정부지

원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27].즉,각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항공산업육성과발 을 해각종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고,기업들 간의 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시 지 효과를 높이기 해클러스터를 조성해 항공우

주산업 발 을 견인하고 있다[16][20][30].

이러한정책들은항공우주산업의장기 발 략에

부합하며[18],이를 해항공산업발 을 해 련기

업체들을 상으로,각종지원사업들을통해항공산업

클러스터의발 을도모하고있다.우리정부 한항공

산업클러스터를활성화하기 해2010년‘항공산업발

기본 계획(2010~2019)’을 발표하고 시행 에 있다.

‘항공산업 발 기본계획(2010~2019)’에서는 국내 항공

우주산업의 G7도약을 해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하나

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주요 추진

내용으로경남지역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등이포함

되어있다.경상남도에서도지자체차원에서항공기완

제기업체를 심으로 련기업과기 들이집 된항

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극 육성 에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아직 발 기단계에머물

러 있는 실정이다.기술력 측면에서 국내 항공산업의

수 은세계14 로선진국과의격차가크며,연구인력

확보측면에서도 경남 지역을 심으로 조성 인국내

항공산업 클러스터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력 수 에

어려움이많다[10]. 한,국내항공산업의기술수 은

군용훈련기와경공격기를공동개발할수있을정도로

발 하고있는단계이지만,항공우주용소재기술은세

계 으로높은기술 보호무역장벽을극복하기 한

기술개발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을 심으로 형성된 국내

유일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해 국가

는지자체가기존에제공하고있는다양한지원기능

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상은 경남지역에조성된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하고,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이용한 문

헌 조사 국내외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황을

악하여항공산업 클러스터의여러 지원 기능들을 체

계 으로 분류하 다.도출된 항공산업 클러스터 지원

기능에 하여 국내 항공 련업체를 상으로설문 조

사를실시하 고,설문결과를통해국내항공 련업체

에서요구하는지원기능에 한분석 향후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제Ⅱ장에서는항공산

업클러스터의 개요와 국내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황

에 하여 알아본다.제Ⅲ장에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한 설문조사내용을설명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한다.제Ⅳ장에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를 한 개선 방안에 하여 논의한다.제Ⅴ장에서는

연구의결론 향후연구방향을모색함으로써논문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1. 항공산업 클러스터

클러스터란 특정 분야의 기업 기 들이 지리 으

로 모여서 시 지 효과를 도모하는 곳을 의미한다[2].

특히,산업 클러스터란 비슷한 업종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기업과 기 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말한다.산업클러스터의조성은경공업보다는

공업,그 에도 첨단 기술 산업에서 효과 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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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러한측면에서최첨단산업인항공기산업과산업

클러스터 간에는 높은 상 계를 갖는다[21].국내에

조성된 산업클러스터의 표 인사례로는 덕연구

단지를 들 수 있으며[24],국내 항공산업의 경우 경남

사천을 심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산업클러스터의활성화에 한연구는다음과같다:

권 섭[4]은 산업 클러스터가 발 하기 한 방안으로

산학연연계를 한지리 인 ,클러스터내우수인

력 유치 토지를 국가가 매입을 통해 무상으로 임

하는 방안 등을 제안 하 다.김형주와 김종선[7]은 산

업 클러스터의 형성 과정 정책의 역할로 연구 개발

인 라구축, 인력들의지역내공 ,지역내산학

연 네트워크 강화,기업체들의 지역 정착 보조,기업체

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제안하 다.조 석[27]은 산업

단지 심의 신 클러스터 형성 망과 과제에서 기

업, 련 학,연구 기 ,지원 기 등의 상호 력을

한네트워크구축과,클러스터의성장과발 을지원

할수있는R&D기능확충을제안하 다.김병태[5]는

산업클러스터구축방안에 해‘기술역량 강화를

한R&D투자’를제안하고,김성호[6]는 략 산업클

러스터의구축 육성방안에 해‘기술개발지원’과

‘네트워킹 지원’을 제안 하 다.박노국 외[10]는 지방

산업육성과 산업 클러스터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

학,지자체의 상호 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최

상 외[28]는클러스터활성화를 한웹포털구축방

안을 통해 ‘네트워킹 지원’을 제안하 다.변미 ,맹승

렬[13]은문화산업클러스터지형도작성을통한지역문

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 고,유원종 외[22]는 청주

지역에 특화한 문화산업 클러크터를 소개하고 발 방

향을 제시하 다.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방안에 한 연구는 다음

과같다:이무 [23]은국내항공기부품산업의육성방

안으로연구개발을 한지원확 ,산학연 동체제

구축,부품국산화율제고, 요설비의공동활용을제

안하 다.안 수[19]는 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발 방안으로완제기와부품산업간동반성장

을 유도하는 정책,범정부 차원의 국산화율 제고를

한정책,교육훈련 련인 라를 극구축하여수

요에 부응하는 인력공 시스템과 항공우주 수출지원

단의 설립을 제안하 다.이 [24]은 덕특구와 항공

우주 클러스터에 한 연구에서산학연연계의필요성

을제안하 다.남기만[8]은국내항공산업의기술수

에 한 연구를 통하여 시스템 분야의 기술 수 은 선

진국 비 상당한 수 이지만,핵심 부품 소재의 설계

제작능력은선진국 비30∼50%수 으로아직미흡

한 실정임을 분석하 다.

표 1. 항공산업 클러스터 지원 기능 분류

분류 세부내용
련
연구

입주 
지원

기술 유사성 위주의 업체를 선별, 입주
[7], 
[16], 
[27]

산학연 동반 입지 및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의 클러스터 육성

광기업체들의 지역 정착 보조

공동
장비
지원

중요 설비의 공동 활용 [5]

기술 
개발
지원

완제기와 부품 산업간 동반 성장 유도 정책

[2], 
[5], 
[10], 
[11], 
[16], 
[18], 
[27]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부품 개발 정책

부품 수출의 핵심 클러스터로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지원 기능

클러스터내의 R&D 기능 확충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광기업체들의 역량 강화 지원 

연구 개발 지원 확대 및 지원 기구 설립

부품 국산화율의 제고

특화 분야에 대한 R&D 자원의 집중

완제기-부품 산업간의 동반 성장 전략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부품 개발 정책

R&D,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지원

교육 
인력
양성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7], 
[16],
[27] 

대학 주변 지역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광기술 중급인력 지역내 공급

네트
워킹
지원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를 주도할 기관 설립
[5], 
[10], 
[16], 
[18], 
[25], 
[27], 
[28]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연구 개발 사업의 지속적 확대

관련 지역 포럼의 정기적 개최

지역 소재 대학, 연구 기관의 적극적 활용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지자체의 상호협력

이러한 이론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원 기능들은 성

격에따라정리해보면[표1]과같이크게다섯가지의

지원기능으로분류된다.첫째,항공산업클러스터에

련 기업이 입주 하도록 유도하는 입주 지원 기능이 있

다.산업클러스터는앞에서말한것과같이비슷한업

종이면서다른기능을하는기업과기 들이일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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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여있는것을말한다.따라서이러한업종의기업

과 기 들이 일정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

능이다.둘째, 요설비의공동활용기능으로,항공산

업은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으로,첨단 기술을 뒷

받침하는 고가의 장비에 해 여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이다.셋째,국내항공

산업 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한 기술 개발 지

원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해 국산화율제고

를통한기술경쟁력향상을 한지원기능이다.넷째,

클러스터 내에 우수한 인력 유치를 한 교육 인력

양성기능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내에 합한 인력을

양성하고공 하기 한지원기능이다.다섯째,산학연

동체계구축을 한네트워킹지원으로서단독기업

차원의기술개발과연구를넘어산학연 력으로확장

시키기 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이다.

2. 국내 항공산업 클러스터 현황

국내 항공산업은 세계 항공산업 시장에서 14 수

으로,항공산업 련업체 수는 국 으로 120개 정도

이다[29].2010년 재의 고용 황으로는 일반 리직

으로1,624명,연구개발 련하여2,015명,기술직3,889

명,기타생산직으로2,462명이재직 이어서 국 으

로 9,990명이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다[29].

국내 체항공 련업체120여개 경남지역에73

개의항공 련업체가 치해 국최 의집 지를형

성하고 있으며,이는 항공기 완제기 업체인 KAI가

치한 사천을 심으로 창원,김해 지역에 련 업체들

이 집해 있다.이러한 국내 항공산업의 요성을 인

식하여 경상남도에서는 항공산업을 지식기반 기계 산

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동북아 항공 우주 산업 거 육

성을 해 략 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2. 경남 지역의 항공산업 인프라 현황[9]

분야 련 기
개발,
생산

㈜KAI, 삼성테크윈, WIA, 아스트, 수성기체 등

연구, 
지원

경상대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KIMS, KERI, 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 (재)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 등

교육, 
훈련

경상대학교, 한국 폴리텍 항공대학, 경남항공고, 공군교육사
령부(공군과학고), 공군훈련 비행단 등

교류, 
문화

항공우주기술교류회, 우주항공포럼, 사천 항공 우주 미니클러
스터, 경남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사천 항공우주 박물관 등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인 라를 살펴보면 아래

[표2]에서와같이개발/생산,연구/지원,교육/훈련,교류

/문화 분야로 각 분야 련 기 들이 치하고 있다[8].

경남항공산업클러스터의장 으로는경남의항공산

업비 이높고,클러스터내에완제기업체가 치하고

있고,엔진제조,엔진부품,동체가공등의업체가창원공

단을 심으로집 되어있으며,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

료연구소(KIMMs),한국 기연구원,경상 학교항공기

부품연구소,한국폴리텍항공 학등항공우주산업과

련된연구역량이높다는 을들수있다[15]. 한창원

을 심으로 우수한 기계산업이 집 화 되어있고,지자

체의 극 인 지원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조선기자

재산업,자동차부품산업등연계산업군의R&D역량이

높은 이향후기회요인일수있다[15].특히,경남테크

노 크의5개센터 하나인항공우주센터가사천에

치하고있으며경남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을 한지

원사업을주업무로하고있다.[표3]은경남항공산업

클러스터활성화를 한정부 지자체의지원사업

지원 기 의 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지원 유형별 지원 사업 및 지원 기관 현황

지원
유형

지원 사업명 지원 기

입주 
지원

항공 우주 센터 임대 공간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네트워
킹
지원

산학연 항공 부품 공동 기술 개
발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현장 맞춤형 멘토 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교류회 및 세미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 
개발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정보 관리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애로 공정 기술, 시제품 제작 지
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생산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제품 제작 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항공 인력 양성 및 채 용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현장 맞춤형 교육 훈련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장비 
활용 
지원

항공 우주 센터 장비 활용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공동 운영 장비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
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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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능

세부
문항

참여 有 참여 無

응답내용
응답
률

응답내용
응답
률

입주
지원

참여
목적

입주시설 
위치가 
주변 

항공관련 
업체들과 
교류가 
용이

100
%

입주시설 위치가 
주변

항공관련 업체들과 
교류용이

45%

입주지원사업체 
참여계획 없음

40%

기업의 특정부서가 
항공산업 단지 내에 
입주해 있으면 유용

15%

애로
사항

- -

입주 지원 사업에 
대해 모름

50%

입주 지원 사업의 
필요성 부족

30%

입주 시설 위치가 
멀고 상시 사용이 

힘듬
20%

공동
장비
활용
지원

참여
목적

항공부품 
시험분석, 
측정, 

성능평가

66%

- -

정밀 
항공시제
품 제작

44%

애로
사항

보유 장비 
현황정보 
부족

60%
보유 장비 현황정보 

부족
60%

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담

25%
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담
20%

장비 
필요성 
부족

15% 장비사용 신청절차 20%

기술
개발
지원

참여
목적

기술경쟁
력 강화

60%
- -

자금지원 40%

Ⅲ.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1.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는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입주

한항공산업 련업체를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여경남항공산업클러스터활성화를 한지원기능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하

다.이를 해문헌연구조사를통하여분류된다섯가

지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지원 사업 유형에 해 설문을 작성하 다.문항은

분류로 기업체의 일반 황,지원 사업에 한 평가,

향후발 방안 개선사항으로분류하고,지원사업

에 한평가에서는입주지원,공동장비활용지원,기술

개발지원,교육 인력양성지원,네트워킹지원으로분

류한다.

분류된 지원 사업 평가에 한 설문 문항은 각 지원

사업에 한 근 경로,각 지원 사업 분류 별 지원 경

험,지원 사업 참여에 한 목 ,각 지원 사업에 한

애로 사항 등에 해 문항을 작성 하 다.향후 발

방안 개선 사항에 한 문항은 추가 으로 희망하

는 지원 사업 분야,각 기업에 필요한 발 계획 항목,

항공우주산업 발 을 해 필요한 요소,항공우주센터

에바라는 으로구성되어있다.설문문항에 한내

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설문 답변은

5-PointLikertScale(5: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로

설계하 다.

본설문은경남지역에 치한항공산업 련기업체

들 에서경남테크노 크항공우주센터와가족회

사의 계를유지하고 있는기업체들을 상으로하

다.총 상 기업은 40개로서 이-메일 직 방문을

통해설문지를배포하고회수하 다.기간은2012년10

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

며, 체40개업체 30개의업체가설문에참여하

다.응답기업은경남항공클러스터에 치하는항공기

부품을제작하는16개업체와조립하는14개업체 다.

표 4. 설문 문항의 구성

분류 소분류
일반 현황 기업체의 일반적인 현황

지원 사업 평가

입주지원
공동 장비 활용지원
기술 개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네트워킹 지원 

향후 개선 사항
향후 지원 희망 분야
추가 지원 분야

2. 설문 결과 분석

우선지원사업별로참여경험에 한조사결과로는,

체30개기업체 에서(1)입주지원사업에13%,(2)

장비지원사업에33%,(3)기술개발지원사업에69%,

(4)교육 인력양성사업에50%,(5)네트워킹지원사

업에 66%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표 5. 현재 지원 기능에 대한 설문 결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 분석-경남을 중심으로- 319

애로
사항

자금지원
부족

55% 자금지원부족 60%

연구인력
부족

25%
기술개발 과제 참여 

분야 제한
30%

기술개발 
관련 장비 

부족
15%

기술개발 관련 장비 
부족

10%

기술개발 
과제 

참여분야 
제한

5% - -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참여
목적

업무 
수행능력 

및 
신기술력 
향상

60%

- -
선진기업
의 기술력 

체험
30%

협력업체 
강화

10%

애로
사항

- -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47%

애로사항 없음 53%

네트
워킹
지원

참여
목적

기술 
지도를 
통한 
기술력 
향상

60%

- -
R&D 

연구과제 
진행

30%

기타 10%

애로
사항

산업체 
중심의 
과제진행

36%

- -

기술력 
갖춘 인원 

부족
30%

업무 효율 
저하

15%

기타 19%

각 지원 사업들에 한 평가에 한 설문 결과를 요

약하면[표5]와같다.다섯가지지원사업 먼 입

주 지원에 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지원 사업

에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체 에서 입주지원 사업에

한참여동기로응답한모든업체가‘입주시설 치

가 주변 항공 련 업체들과 교류가 용이’를 선택하

다.입주지원사업에참여경험이없는업체들 와

같은문항에 해45%가동일하게‘입주시설 치가주

변항공 련업체들과교류가용이’로응답하 고,15%

는‘기업의특정부서가항공산업단지내에입주해있

으면 유용’하다고 응답하 고,나머지 40%는 ‘입주 지

원 사업에 참여 계획이 없음’으로 응답하 다.입주 지

원사업에 한애로사항으로는참여경험이있는기업

체는 모두가 애로 사항에 해 응답하지 않았다.반면,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체는 50%가 ‘입주 지원 사업에

해 모름’이라고 응답하 고,30%는 ‘입주 지원 사업

의필요성부족’이라고응답하 다.나머지20%에 해

서는 입주 시설 치가 멀고 상시 사용이 어렵다고 응

답하 다.

둘째,공동 장비 활용 지원에서는 지원 사업에 한

참여 동기로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의 66%가 ‘항공 부

품시험분석,측정,성능평가’라고응답하 고,나머지

44%는‘정 항공시제품제작’을 해공동장비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하 다.본 지원 사업에

한 애로 사항으로는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들

60%가 ‘보유 장비 황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하 고,

남은 40% 각각 20%씩 ‘장비 사용료에 한 부담’,

‘장비 사용 신청 차’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하 다.참

여경험이있는기업체에서는60%가동일하게‘보유장

비 황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하 고,25%가‘장비사

용료에 한부담’,15%는‘장비필요성부족’이라고응

답 하 다.

셋째,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해서는 지원 사업에

한 참여 목 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체들

60%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해 참여하 고,나머지

40%는 ‘자 지원’을 목 으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 다.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한 애로 사항으

로는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체에서는 ‘자 지원 부족’

이55%,‘연구인력부족’이25%,‘기술개발 련장비

부족’이15%,‘기술개발과제참여분야제한’이5%로

응답하 다.참여경험이없는기업들의애로사항으로

는 ‘자 지원 부족’이 60%,기술 개발 과제 참여 분야

제한’이30%,‘기술개발 련장비부족’이10%로응답

하 다.

넷째,교육 인력양성지원사업에 해서는참여

경험이있는기업들 60%가‘업무수행능력 생산

기술력 향상’을 하여 참여하 고,30%는 ‘선진 기업

의 기술력 체험’,10%는 ‘력업체 강화’를 해 지원

사업에참여하 다.교육 인력양성사업에 해참

여경험이있는기업체들은모두가만족하여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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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응답이 없었고,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들

47%가 ‘교육 지원 사업에 한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

하 다.나머지 53%는 ‘애로 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하

다.

다섯째,네트워킹지원사업에 해서는참여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한 참여 목 으로 ‘기술

지도를 통한 기술력 향상’이 60% 응답하 고,30%가

‘R&D연구 과제 진행’을,나머지 10%는 ‘기타’라고 응

답하 다.그리고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

사항으로는 ‘산업체 심의 과제 진행’이 36%,‘기술력

갖춘 인원 부족’이 30%,‘업무 효율 하’가 15%,끝으

로 ‘기타’항목에 19%가 응답하 다.

그림 1.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체들의 지원 사업별 애로사항 

중 최다 응답 항목

[그림 1]은 지원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체들

의 애로 사항을 지원 사업별로 나타낸 그래 이다.입

주 지원,공동장비 활용지원 사업,교육 인력양성에

해서는공통 으로각지원사업에 한정보가부족

한것으로나타났다.즉각기업체에서참여의사와 계

없이지원사업에 한정보가부족해지원사업에참여

를못한것으로나타났다.추가로항공클러스터지원사

업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메일

(77%),신문/방송/언론(10%),구두 (10%),기타(3%)

순으로조사되었다.따라서 부분이-메일에의해정보

를 하고있지만, 재의지원사업홍보방식으로는지

원사업에 한정보가원활히기업체에 달되지못하

고 있는 문제 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지원 사업에 해 기업체들이 참여

하는 목 으로는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교육 인력 양성 사업은 업무 수행 능력 생

산기술력향상,네트워킹지원사업은기술지도를통

한 기술력 향상이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이었다.이러

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업체들은 사내 기술력

향성을목 으로지원사업에가장많이참여하는것으

로나타났다.[그림2]는각지원사업별참여목 의응

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들을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2. 지원 사업별 참여목적 중 최다 응답 항목

향후 발 방안에 한 설문 결과는 [표 6]과 같다.

‘향후 추가를 희망하거나 강화가 필요한 지원 사업 분

야’에 한설문에서‘자 지원’이70%로가장많은비

을 차지하 고,‘항공산업 발 을 한 발 계획

귀사에 가장 필요한 항목’에 해서는 ‘클러스터 조성’

과 ‘소기업 로벌 경쟁력 강화’가 동일하게 38%의

답변을보 으며,‘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에가장필요

한요소’에 한설문에 하여42%가‘연구개발을

한 R&D인증 센터 설치’를 선택하 다.

표 6. 향후 개선분야에 관한 설문 결과

설문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향후 추가를 
희망하거나 

강화가 필요한 
지원 사업 분야

자금 지원 70%

장비 활용 지원 사업 강화 16%

기술 개발 지원 강화 8%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 계획 
중 귀사에 가장 
필요한 항목

클러스터 조성 38%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38%

핵심 기술 개발 24%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

연구 개발을 위한 R&D 인증센터 42%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29%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23%

핵심 선도 기업 6%

Ⅳ. 논 의

본 논문에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하

여필요한지원기능을도출하기 해경남의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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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를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재지원사

업에 한 평가 기업체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 다.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원 사업에 한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입주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 지원 사업에

한 홍보 방식을 기존의 이-메일을 통한 방법에서 직

인 로슈어를 통한방법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

본설문에따르면 부분의기업체들은항공우주센터

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 사업의 내용에

해 하게 되는데 (체 정보 인지 수단의 77%), 소

항공기 업체의 특성상 이-메일 수신 담당 직원의 변경

이 수시로 발생하고,이-메일 주소도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발생한다는것이설문조사과정에서밝 졌다.따

라서이를보완하기 해지원사업에 한Off-Line형

홍보 정책 (로슈어나 래카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공동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항공산

업 련업체들은공동장비활용지원사업에 해정

보가 부족하고,장비 사용료에 한 부담과 장비 사용

차가복잡하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애

로 사항을 개선하는방안으로 기업들의 참여율이높은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교육 인력양성사업과함

께 패키지 형태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는 공동 장비 활용 지원에 해 더 많이

할기회가생기고,기술개발에따른고가의장비 한

공동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장비의 활용률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셋째,기술개발지원사업에 해서는정부 지자

체의 극 인지원을유도해자 지원을확 할필요

가있다.설문결과와같이기술개발지원사업에 해

서는 참여 경험의 유무와 계없이 자 지원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이러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해서는 기존의 지원 사업에 한 참여율도 타 지원

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 지원을

보다확 할필요가있다.이러한자 지원확 를통

해 항공산업의 특성 하나인 개발 투자시 회수 기간

이 장기간 걸리는 기업의 입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며,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교육인 라지원기능강화를 해 인근 학

에유 지원사업들을시행하여교육 인력양성지

원기능에도움이될수있도록한다.설문결과에따르

면기업체들은 최우선 목 으로기업의기술력향상을

해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이러한 기술력 향상

의일환으로 경남항공산업 클러스터로유입되는 인력

에 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인근 학

(경상 ,경남과학기술 ,폴리텍 학등) 는연구소

등을 상으로지원사업의분배시행을검토할필요가

있다.즉,인근 학에 연구 개발에 한 사업을 지

원하고,그 과정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를 경남 항공

산업클러스터에유입될수있도록유도한다면기업체

들의기술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계기가될것이

다.

다섯째,네트워킹 지원 기능에 해서는 항공산업의

연구개발능력향상을 해R&D지원센터를경남항

공산업 클러스터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그리고 에 치한 항공우주연구원과의 네트워

킹을 강화함으로써 R&D기술지도 등의 정책 지원

제도의마련이필요한것으로 단된다. 한산업체의

R&D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산학연 동기술개발

과제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Ⅴ. 결 론

본논문은국내항공산업발 을 해국내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황에 해 조사하고,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한정부 지자체의지원사업들을분석한

후 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분류된 다섯

가지유형의지원사업각각에 하여경남의항공산업

클러스터에 치한항공기업체를 상으로 황 애

로 사항에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설문 결과

를바탕으로 향후항공산업 클러스터를활성화하기

한 방안에 하여 논의하 다.

재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크게

입주 지원 사업,공동 장비 활용 지원 사업,기술 개발

지원사업,교육 인력양성지원사업,그리고네트워

킹지원사업으로분류될수있다.입주지원사업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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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변 항공 련 업체들과의 교류가 용이한 등의 장

을가지고있지만사업에 한홍보가부족하여인지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공동 장비 활용 지

원 사업의 경우,항공 부품 시험 분석,측정,성능 평가

측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악 으나,정보 부족 장

비 사용료 부담 등이 애로 사항으로 악되었다.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지원 자 이 부족한 것으로

악되었다.교육 인력양성지원사업의경우업무수

행 능력 신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사업에 한정보가부족한것으로 악되었

다.네트워킹지원사업의경우기술지도,R&D과제진

행 등이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설문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지원 사업별로 개선 방안에 하여 논

의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첫째,항공산

업 클러스터에 한기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항공산

업클러스터활성화를 한지원사업들에 하여분류

체계를제시하 다.둘째,제시된분류체계를바탕으로

항공산업클러스터활성화를 하여 재수행되고있

는사업들에 하여실증 인설문조사를수행하 다.

셋째,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 이 있으며

향후연구과제는다음과같다.첫째,설문응답결과를

단순 통계 기법 이외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설문

결과를심층 으로분석해볼필요가있다.둘째,국내

항공산업 황 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산업의 황

클러스터활성화정책에 한조사를통하여국내항공

산업클러스터발 을 한정책 시사 을도출할필

요가 있다.셋째,설문결과 분석과 련하여 향후 회귀

분석 는 상 분석등을 보완하여추가 인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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