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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중국 와인 산업의 지식창출에서 공동 특허 출연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성장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특

히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와인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2006년 전후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펴보

았다. 첫째, 중국 와인 산업의 네트워크는 정부지원을 통한 산학연연계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동

지역은 연구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먼 내몽

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동지역이 중국내에서도 와인과 관련된 연구중심의 형

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체별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펴 본 결과 허브형에 가까운 모

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산동지역은 대기업의 자금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 그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어 : 와인산업, 네트워크, 산동지역, 형성과정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network formation process of wine industry based on paten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ocused on Shandong region. China government initiated supporting policy 
upbringing wine cluster in Shandong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ince 2006. First of all, China 
government focused on upbringing wine industry on the network formation process. Especially, it is eval-
uated that Shangdong region develops wine industry by research-oriented. Secondly,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formation of network in Shandong region explained the strategy of Chinese government 
corresponded with growing wine industry. As a implication from the network formation process,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the wine industry grows industry-university-government linkages strategically 
according to government strategy with government policy integration integrating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  Wine industry, Network, Shandong region, 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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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산동지방의 와인산업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 와인박물관과 같은 관광산업이 결합된 하나

의 거대한 문화관광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

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제6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포도작물재배라는 농업에 기반 하고 있으며, 와인 

제조 산업이 지역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급속히 발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와인산업은 다른 산업분야

와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서 급

격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특히 2005년 이후 산

동지역은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포도 관련 업종이 

몰려있는 곳을 와인 산업클러스터라 이야기 하지 

않듯이, 와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창출을 통

한 지속적인 제품개발 혁신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중국 와

인관련 특허를 통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

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와인 산업은 지속적인 지역경

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관련기업들은 와인

의 질적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을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연을 하고 있으

며, 관련 특허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별 연계는 지식을 창

출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특허는 지식의 산출

물이라고 볼 수 있다(이희연·김홍주, 2006). 지

식의 창출결과인 특허 수는 지식창출 또는 혁신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보

여주며(Acts &Audretsch, 1989; Fung&Chow, 

2002; Ramani&Looze, 2002), 특허데이터를 통

한 기술변화에 대한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Archibugi&Pianta, 1996; Basberg, 1987; 이희

연·김홍주, 2006). 점차 특허를 활용한 연구가 

발달되어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창출이 경쟁력

의 핵심이 되고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Acs et al., 2002; Griliches, 
1986; Hall et al., 2001; Johnson&Brown, 2004; 
Lucas, 1998; Maskus, 2000; Smith, 1999). 

중국 산동성 와인클러스터는 중국 역사에서 가

장 오래된 포도생산지로서 과거 긴 시간 동안 지

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국내의 

최초의 포도와인생산기지로서 긴 역사를 갖고 있

으며 생산량 및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 

2000년 이후에 정부는 각종 포도와 와인에 관한 

정책을 공포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의 참여도 크

게 늘어났다. 2005년부터 정부는 클러스터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로서 

와인산업의 육성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다(모우

페이지에, 2009). 
2000년 이후에 정부는 각종 와인에 관한 정책을 

공포하였지만, 2005년에 와서 와인산업이 지역발

전을 이루는 중요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한 발전이 시작되었다. 산동

지역의 경우 2006년까지는 시장 주도적 성격으로 

발전하였다가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을 힘입어 와

인클러스터의 집적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와인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산동지역을 사례

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특허기반 기술창출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대부

분의 자료는 중국특허청에 있는 와인기술에 관한 

2003-2010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

를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2013년 7월)하여 산동지

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와인산업의 발전을 살

펴보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이론적 틀을 기

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6년 전후의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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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클러스터 구성주체의 역할

기존의 산업클러스터는 특정분야에서 경쟁 또

는 협력관계가 있는 기업체, 대학 및 연구소, 각

종 기구 등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이룬 결집체이다

(Porter, 1990). 이러한 클러스터를 이루는 기관들

의 집적을 통한 경쟁적 성장이 핵심의미이며, 클

러스터 지역에서 여러 부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Porter 
(1990)는 경쟁우위의 4가지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클러스터는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집적과 달리 클러스터 내부

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도 및 공공재에 대한 

접근, 보조금 및 성과에 대한 측정, 그리고 제품, 

고객, 시장, 클러스터 내부 참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 내의 참여활동은 혁

신에 대한 많은 기회 및 잠재적 능력을 제공한다. 

셋째, 클러스터 내부에서 새로운 활동(스핀오프)

은 클러스터 내부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진행시킬 

수 있다. 넷째, 클러스터 내부에 각 구성주체 및 

각종 자원의 접근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구조화로 인해 발생한 지

식기반사회의 창조클러스터는 기존의 산업클러스

터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의에 의해 클러스터를 구성

하고 있는 주체는 관련 기업, 정부, 기관, 지원서

비스, 대학 등이다. 즉, 이는 생산을 주도하는 기

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상업화 하

는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클러스터내부의 구성 주체간 특성 

분석을 통해 어떻게 클러스터가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노나카(Nonaka, 1995)는 클러스터의 구성주체

들의 역할을 3개 주체로 구성하고 분석하였다(비

전제시자, 시스템 통합자, 전문 공급자). 이는 기

존의 조직방식 구조인 보텀업(bottom-up)형 및 톱

다운(top-down)형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 두 가

지 형태의 장점을 살피고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제3의 형태인 미들업타운(middle-up down)형의 

구성방식을 제시했다(모우페이지에,2009). 3개 

주체의 분석은 정부-기업-기구라는 구성방법의 

역할을 제시해 주고 있다(현대진, 2004).

2) 와인클러스터

최근 국제적으로 와인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 포도

주 생산체계뿐만 아니라 호주 칠레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신동호, 2008). 유럽의 경우 

Giuliani(2007)과 Andrea and Roberta(2009)의 와

인 산업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을 넘어 지역혁신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포도재배와 와인산업에 관해서는 인접지

역에 위치한 대학의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

술혁신체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는 와인산업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정책적 제언

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와인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연

구로는 사례지역연구가 많다. 먼저 캘리포니아

의 전통적으로 포도재배 및 포도주 양조기술, 그

리고 그에 관련된 역사에 집중되어 있다(Pinney 
2005; Lapsley 1996, 2001). 그중 Waner(2007), 

Geraci(2004)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나파와 소노

마를 중심으로 포도주 관련 이익단체를 조직하고 

이러한 단체를 통해 어떻게 자연적, 사회적 도전

을 회피하지 않고 기회로 삼아 결국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Stoeberl, Parker, 
and Joo(1998)는 캐나다 서부의 포도주생산단지

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오크나곤을 사례로 북미

자유협정으로 인한 지역의 위기에 직면하여 발생

하는 조직 변화를 연구하였다. Visser and 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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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경우 남미의 포도주 수출국가인 칠레의 

한 포도주 생신단지의 클러스터 거버넌스 구성요

소와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Giuliani(2007)의 연구의 경우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ir embeddedness에 근거한 local 
business networks들이 배움과 혁신과정에서 어

떤 요소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앞서 Giuliani 
and Bell(2005)은 spatial clustering and the techno-
logical learning에 관한 관계를 칠레와인 클러스터 

사례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회사들

의 다른 역할에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tech-
nological gatekeeper가 지식창출과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서 의의가 있다. 

Giuliani et al.(2010) 연구에서 칠레, 남아프리카, 

이탈리아를 사례로 와인산업의 대학과-산업체 연

계에서 개인의 연구자 특성과 기관의 환경(institu-
tional environment)을 살펴봄으로써 연계특성을 

분석하였다. Morrison and Rabellotti(2009)의 연

구는 이탈리아 와인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식과 정

보 네트워크에 관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네트워

크를 통한 사업체들의 특징과 지식네트워크 구조

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와인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2000
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클러스

터 이론과 접목하여 클러스터 내에서의 지식창출

과 혁신환경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해옥(2014)년 연구는 ‘중국 와인산업의 

지식창출을 통한 기관별 네트워크 연계 변화와 특

성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중국 전역의 와인관련 특

허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를 창출하는 행위자들

이 속한 기관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와인산업의 특징으로 사회, 경제, 문화,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와인산업 클러스터가 밀

집되어 있는 산동지역을 사례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와인산업과 관련된 지식창출 결과인 특

허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식창출이 어떠

한 구조적,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3. 분석의 자료구축 및 분석

이 연구는 중국 와인산업의 최대산지인 산동지

방을 중심으로 지식창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

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와인 산업과 관련된 특허데이터의 원자

료를 바탕으로 기관의 속성을 산업체, 대학, 연구

소, 개인사업체로 구분하여 자료를 가공하였다. 

또한 원자료를 행위자가 속해있는 주소에 맞게 지

리적으로 구분하여 가공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연

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내향과 외향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

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향네트워크(A)의 경우 내향으로 연결된 네트

워크 연계의 분석을 통해 지식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향네트워크(B)의 경우 외부에 위치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

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와인 산업의 특징은 포도재배와 포도주 생산, 

그리고 관광산업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

터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관

련 산업들과 연계하여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먼저 데이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중

국 특허청의 와인 관련 특허 출현한 자료를 수집

하여 기본 자료로는 757개이며 이를 특허 공동출

현인 간 관계데이터로 가공한 데이터가 총 2,379
개이다. 이러한 특허출현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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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관계데이터와 지역별 그리고 기관별 데이터

로 분석툴인 넷마이너에 적합하게 가공하였다. 

중국 전역의 와인 관련 특허출현데이터를 인접

행렬(adjacent matrix)로 변환하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노드에 지역별, 기관별 속성을 부여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체계는 전국을 기준으로 중국의 성

(省)과 기관별(사업체, 연구소, 대학, 개인기업)로 

구분하였다. 2003-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을 시도하였고 이는 특허출현이 종료된 시기를 기

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하나인 NetMiner을 이용하여 네트워

크 구조분석과 시각화하였다. 연구의 흐름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와인산업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급성장하고 있는 와인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와인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적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문헌연구를 통

해 살펴보았다.

둘째, 전국 와인과 관련된 특허데이터를 수집하

여 2003-2012년까지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먼저 

와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 기관별 

속성을 부여하여 살펴보았다. 특허 데이터는 중국 

특허청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

는 네트워크 관계데이터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앞서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 

방법을 이용하여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내향 외향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산동지역 네트

워크 연계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지

수와 그룹밀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시각화 기법은 클러스

터기법과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 시킨 2
모드 네트워크기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전체적인 와인관련 지식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성이다. 전체적인 링크는 

1,923개이며, 평균거리는 1.281이다. 네트워크 

밀도는 0.002이고 평균정도(average degree)값은 

1.761로 나타났다. 

4. 산동지방 와인산업의 네트워크 

형성과정(2003-2012)

1) 와인산업 공간적 연계구조

산동지방은 지리적으로 온화하여 포도재배에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그림 1.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향과 외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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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포도 생산기업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중국

을 대표하는 와인기업인 장성은 산동지역 옌타이

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다. 

중국 포도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동지방

의 옌타이 지역은 와인 클러스터의 집적효과가 커

지고 있다(모우페이지에, 2009). 6차 산업의 발전

으로 중국의 와인 산업은 와인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다. 

와인관련 산업의 발전은 포도 재배를 통해 와이너

리의 관광 산업화와 더불어 와인역사를 소개하는 

와인 박물관 그리고 와인관련 테마관광 등으로 지

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와인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정에

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형성과정의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특허데이터를 활

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에 중국

정부는 각종 와인에 관한 정책을 공포하고, 기업, 

대학교, 연구소의 입주도 크게 늘어났다. 

산동지역의 와인산업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

펴보기 위해 먼저, 내부 및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

성과정을 살펴보고 파워노드, 그룹 밀도 등을 통

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

았다. 

(1) 내향 네트워크구조(In-Direction Network)

산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향 네트워크는 지리

적으로 인접한 하북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산동지

역의 와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 결

과 기술발전에 관한 네트워크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향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

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보다는 산동지방내

의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지역보다는 같은 지역 내 기

그림 2. 산동지역의 외향, 내향 네트워크

주) 외향네트워크: G2: 산동, G1:내몽골, G3: 하북

      내향네트워크: G1: 내몽골, G2: 북경, G3: 산동, G4: 신장,  G5: 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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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 간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발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와인 산업의 기술적 발

전을 위해 산동성에 위치한 대학을 적극 육성하여 

포도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

다. 그림 2에서 살펴보듯이 대학-연구소, 대학-

개인사업체 등의 네트워크 연계가 강하게 형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동지역의 대표적인 와인산업 기업인 장유

(Changyu)회사를 살펴보면 2006년 통계에 따라 

중국 포도산업의 점유율은 20%이며 판매수입은 

38억 위엔, 이윤은 5.9억 위엔에 달하며 세계 10대 

와인회사에 들어있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기반으

로 포도재배, 와인양조, 포장, 판매 등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학의 인재

양성측면에서 옌타이 농업대학교 포도와인학과와 

농업연구소 등에서 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모우페이지에, 2009: 47). 

(2) 외향네트워크 구조(Out-Direction Network)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네트워크 연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외향네트워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전히 다른 기관과 지식네트워크

를 형성하지 않는 독립노드들이 존재하지만, 대

학, 연구기관, 개인 산업체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동지역의 내

향네트워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외부와의 네트

워크에서 더 많은 지역 간의 네트워크 연계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외부에 

존재하는 산업체는 산동지역에 위치한 산업체, 대

학, 연구소와 연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산동지역의 와인산업 네트워크발

전에서 내향보다는 외향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

표 1. 상위 2% 중심성 지수

코드 기관분류
지역

코드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Coreness 
Centrality

In-
Closeness

Out-
Closeness

Node 
Betweenness 
Centrality

w-0529 연구소 산동 0.02268 0.00206 8 0.01134 0.00206 0.000006

w-0863 개인기업 내몽골 0.02061 0 4 0.00412 0 0

w-0510 사업체 하북 0.01958 0.00206 12 0.01378 0.00206 0.00002

w-0694 연구소 산서 0.01958 0.00206 7 0.00721 0.00137 0

w-0869 연구소 산서 0.01958 0.00206 7 0.00721 0.00206 0.000001

w-1108 연구소 산서 0.01649 0.00515 7 0.00631 0.00206 0

w-0086 개인기업 내몽골 0.01546 0.00515 4 0.00309 0.00103 0

w-1150 개인기업 하북 0.01546 0 3 0.00309 0 0

w-0268 대학 신장 0.01443 0 7 0.00721 0 0

w-0045 대학 강서 0.01443 0.00103 8 0.00721 0.00103 0

w-0437 대학 강서 0.01340 0.00206 4 0.00412 0.00103 0.000001

w-1084 사업체 운남 0.01340 0.00103 8 0.00891 0.00137 0

w-0169 사업체 운남 0.01340 0.00515 8 0.00659 0.00232 0

w-0356 대학 신장 0.01237 0.00206 7 0.00618 0.00103 0

w-0792 사업체 강북 0.01237 0 12 0.01288 0 0

w-0601 연구소 산동 0.01237 0.00309 9 0.01288 0.00309 0.000024
w-0811 대학 강서 0.01237 0.00309 8 0.00618 0.002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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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근접성보

다는 기관들 간의 근접성에 기반을 둔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네트워크상 파워노드의 중심성과 구조적 특성

다음으로 와인 산업 네트워크의 파워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을 이용하여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행위자 중심으로 전국 

와인산업의 상위 2%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업체에 코드를 부여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고, 4개의 중심성지수(degree cen-
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core centrality)를 분석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의 순위를 기준으로 

다른 중심성지수를 표시하여 파워노드의 속성을 

표시하였다. 정도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산동, 내

몽골, 하북, 산서순으로 나타났다. 파워노드 중 

w-0529, w-0694, w-1108, w-0601는 연구기관에 

속한 행위자이며, 산동과 산서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동의 경우 산동성양주포도

과학연구소(山东省酿酒葡萄科学研究所)가 산서

지역의 경우 산서농산품가공기술연구원(陕西农

产品加工技术研究院)이 각각 연구소에 속한 행위

자로서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내몽골 지역

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는

데, 이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보다는 

독립노드로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대

학의 경우 신장이나 강서지역에서 두드러진 참여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경우 내향 정

도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이 높고, 외향 정도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가 낮음을 보이는데 

이는 외부와의 네트워크 보다는 지역 내 내트워크 

중심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4) 그룹밀도

산동성과 지식네트워크 연계를 맺고 있는 4개 

지역(북경, 내몽골, 신장, 하북)의 공간적 그룹밀

도를 통해 네트워크 연계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먼저 산동지방의 E-I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I의 값이 -0.735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는 모든 연결 노드가 같은 지역그룹인 경향이 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는 지역은 내몽골(-1), 신장(-0.949), 하북

(-0.699)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보다

는 지역 내 연결되는 링크수가 많다. 이는 산동지

방의 경우 자연적인 조건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와인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

표 2. 그룹밀도

External-Internal Index SMI Cohesion Index Density

산동(山东;37) -0.735 0.985 44.7 0.014
북경(北京;11) -0.458 0.974 43.899 0.024

내몽골(内蒙古;1) -1 1 ∞ 0.083
신장(新疆;65) -0.949 1 1,902.00 0.1
하북(河北;13) -0.698 0.991 99.618 0.057

주: SMI경우 그룹들의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동일 그룹 내 밀도와 그룹간 연결밀도를 비교하는 의미로 밀도를 

기준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어떤 그룹들이 분리 정도가 크면 SMI>0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SMI=0이다. SMI=-1의 경우 한 그룹 내 모두가 그룹 외부로 링크만을 갖는다. 이와 유사한 지수인 E-I지수는 동일 그룹 

내부로 연결되는 링크 수와 그룹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 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E-I=-1은 모든 연결 노드가 동일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링크 수를 기준으로, E-I=1은 연결 노드가 다른 그룹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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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전히 지역내부의 연결구조가 강함을 시사

해 준다. 반면 북경의 경우는 -0.458 값을 나타내

어 비교적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음

을 나타낸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하북, 산동

지방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수도권 와인산업의 기

술제휴를 통한 발전적 전략을 이루고 있다. 하지

만 이는 여전히 외부지역보다는 지역내부의 연결

구조가 강하고 지리적 인접성을 통한 발전보다는 

관련 기관들의 국지화 현상을 통해 기술제휴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MI지수를 살펴보면 한 그룹 내 모두가 내부그

룹 즉 지역내부로의 링크를 갖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내몽골(1)과 신장(1)의 경우 그룹의 분

리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북경(0.974)의 경

우 비교적 분리 정도가 낮지만 여전히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지역내부로의 링크를 갖는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난다. 

밀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도중에

서 산동지역(0.014)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지만 

네트워크 밀도는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와인 산업의 지식네트워크 연계구조에서 산동

지역의 발전이 내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일어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확

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06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육성정책과 함께 

산동지역의 연구소와 대학을 거점으로 와인 산업 

기술발전과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

학연의 협력을 통해 산동지역의 와인산업 기술 발

전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 투자로 관광

산업의 부차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지리적 근접성을 통해 산동지

역의 와인관련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발전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특허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산동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

산동지역 와인산업관련 기업과 기관별 네트워

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도생산을 주로 담

당하고 있는 농민은 운영방식에 변화를 거쳐 발전

하였다. 집단운영방식인 촌집체제에서 농민전업

합작사로 변화하였다. 이는 산동지역 농민들의 농

민건설합작사를 촉진하여 와인클러스터를 발전시

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들에게서 받

은 포도를 가공하여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와인기

업체는 농민으로부터 토지사용권, 재료, 기술지

원, 수확물 공급을 받고, 농민에게는 포장기술, 와

인기술 정보, 수급비를 제공하고 있다. 와인기업

체는 와인의 질적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대

학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포도주품질대회 출점 등 대외적으로 

산동의 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홍보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산동지역의 경우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와인제조와 함께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연계협력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산동지역

의 지역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와인

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

크 분석결과 산동지역의 주요 파워노드들의 성격

은 연구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동지역은 중국내 

지역정부지원을 기반하여 대학, 와인기업체, 농민

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연구기반의 

와인산업을 육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중국 와인 산업의 지식창출에서 공동 

특허 출연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성장과 특성을 고

찰하였다. 특히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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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2006년 전

후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산동지방

의 와인 산업의 네트워크는 산학연연계에 대한 필

요성이 증가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연계

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

이 엔타이대학에 와인관련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산동지역은 와인관련 연구소를 중

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과정

에서 외향, 내향 네트워크 결과를 근거로 공간적

인 특성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먼 내몽골 등과

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동지역이 중국내에서도 와인산업관련 연

구에 있어 파워노드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체별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펴 본 결과 허브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동지역은 연구소 중

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 역할이 강

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동지역의 와인 산업이 중국에서 크게 발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토질과 기후, 그리고 풍

부한 토지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에 기반을 둔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와인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는 지역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거점이라는 전략으로 성장

하고 있다. 산동지역은 지리 환경적 영향뿐만 아

니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중국내 대표적인 브랜드

인 장위(changyu)가 소재해 있다. 특히 산동지역

은 정부의 지원정책뿐만아니라 대기업의 투자로 

대학과 연구소와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중국의 최대 와

인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연계를 분석하고 중심성 

지수와 그룹밀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특성을 고

그림 3. 산동지역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과정

참고: 박경철, 2012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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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중국의 와인 산업은 늦은 출발자(late-comer)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 못지않게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력

을 기반으로 산동지역의 와인 산업의 대기업인 장

위는 대학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인력수급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학을 활

용하여 와인 산업에 관련된 실용적인 교육과정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와인산업체들이 필요로 하

는 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산동지

역의 와인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

동력이 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와인 산업과 관련된 와인병 제조

업체, 포장업체, 코르크 마개 제조업체 등의 가치

사슬에 의한 지식네트워크를 분석한다면 좀 더 포

괄적인 와인 산업의 네트워크분석이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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