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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멕시코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대하여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electric-

electronics cluster)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타마울리스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는 멕시코의 무역 자유화 이 

후에 증가한 다국적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로서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

는 초기 형성 단계이며 다국적 기업의 공장인 마킬라 공장의 실제적인 수요가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클러스터 형

성과 발전의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를 포함하는 일부 지역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클러스터에

서 그 연계가 아직 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 

주요어 : 멕시코, 클러스터, 마킬라, 타마울리파스, 전기-전자 클러스터,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Abstract : This study does a case study of the electric-electronic cluster in Tamaulipas, Mexico. The pur-
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luster in Mexico. The electric-electronics 
cluster in Tamaulipas, Mexico is MNC(Multinational Corporation) cluster. The number of MNC clus-
ter increased after trade liberalization in Mexico. The result has demonstrated that the actual needs of 
maquila plants run by MNCs are the primary drivers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luster, 
which are related to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verall, the electric-electronics cluster 
in Tamaulipas, Mexico is in its initial state, and the linkage between cluster members and local sectors 
such as Mexican suppliers is not stro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al ideas for the clus-
ter. 

Key Words :  Mexico, Cluster, Maquila, Tamaulipas, Electric-electronics cluster, Local Mexican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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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는 지역의 경

제 발전에 대한 주요한 동인으로서 활발히 소개

되어 왔다(Almaguer et al., 2013; McDermott and 
Rocha, 2010).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중에서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과 

해외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부품, 미국 시장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공장인 마킬라(maquila) 혹은 

마킬라도라(maquiladora) 공장이 고용 및 수출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마킬라 공장은 

지역의 멕시칸 납품업체, 지역 정부, 지역 대학과 

함께 산업 클러스터를 이루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Carrillo, 2004; Ornelas,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마킬라 공장이 포함된 멕

시코의 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연구하였다.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산

업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주(州)의 레이노사(Reynosa)시(市)

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전자 클러스터 사례를 살

펴보았다.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

러스터는 전기-전자 산업에 해당하는 마킬라 공

장, 지역 정부, 지역 대학,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도 클러

스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

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의 

구성, 특징 및 한계 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멕

시코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마킬라 공장을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기업 수준에서 수행된 주요 연

구들이 있다. Carrillo(2004)가 티후아나(Tijuana)
의 TV 조립 산업 클러스터, Dutrénit and Vera-
cruz(2003)가 시우다드 후아레즈(Ciudad Juárez)

의 기계 가공(machining) 산업 클러스터, Perez et 
al.(2011)과 Vargas(2010)가 과달라하라(Guadala-
jara)의 전자 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기원, 구성 

및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적

으로 타마울리파스 주(州)와 레이노사 시(市)이며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

다. Almaguer et al.(2013)이 타마울리파스 주(州) 

클러스터들의 성과 요인을 연구하였는 데, 본 연

구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

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별 

인터뷰 데이터를 소개 분석함으로써 클러스터 구

성 주체별 각각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마킬라 

공장을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 클러스터가 멕시코 

현지 기업, 예를 들면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에 대

하여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을 통하여 기술 

역량이나 경영 역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 구성 주체로서 지역 멕시칸 납품

업체의 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한 인터뷰 데이터

를 소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 대하여 기여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멕시코 제조업과 마킬라도라 산업이 완

만하게 다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지리적 이점에서 오는 근접성 전략(proximi-
ty strategy)이 마킬라도라 산업의 주요한 전략으로

서 인식되고 있다(Hadjimarcou et al., 2003; Sar-
gent and Matthews, 2008). 미국 시장의 고객 요구

에 대한 빠른 대응, 즉 시장에 대한 속도(speed to 
market)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Mexi-
conow, 2014). 이러한 근접성 전략 혹은 시장에 대

한 속도 전략을 위해서는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

응하기 위하여 마킬라 공장이 연구개발-생산-판

매-물류와 같은 가치 사슬(value chain) 상에서 다

른 주체들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

한 해결 방안으로서 클러스터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타마울리파스 주(州)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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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시(市)의 전기-전자 클러스터에 대하여 구성 

주체들의 관점에서 인터뷰 데이터를 통하여 기원, 

구성, 특징과 발전 방안을 살펴본 본 연구는 마킬

라도라 산업의 근접성 전략, 시장에 대한 속도 전

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클러스터 전략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 및 시사점이 있다. 더욱

이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전기-전자 산업의 고용 

비중이 자동차 부품 및 섬유 산업과 함께 높은 점

을 감안할 때(Sargent and Matthews, 2008, 2009), 
본 연구에 정책적 의의가 있다. 마킬라 공장과 같

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지식 이전을 통한 현지 

기업의 역량 발전이라는 면에서 지역 멕시칸 납품

업체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클러스터 전략은 중요

한 의의가 있다(Carrillo, 2004; Dutrénit and Vera-
cruz,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지역 멕시

칸 납품업체 관점에서 클러스터 발전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멕시

코 국경 지역의 전략적 물류 거점 도시인 타마울

리파스 주(州)의 레이노사 시(市)에서 마킬라 공장 

및 전기-전자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

은 점을 고려할 때(Anaya, 2011; Fernández et al., 

2012; Mexiconow, 2006, 2007), 지역 경제 발전

이라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멕시코 마킬라 공장과 클러스터에 대

한 기존 연구 개관,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그리

고 논의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멕시코의 마킬라
1)
 공장 

1) 마킬라 공장의 분포 

마킬라 공장의 기원은 1965년 미국과 멕시코 사

이에 체결된 국경 산업화 프로그램(BIP: The Bor-
der Industrialization Program)이라고 할 수 있다

(Hadjimarcou et al., 2013). 이는 미국과 멕시코 양

국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멕시코

는 마킬라 공장에게 부품이나 장비 등의 생산 원

재료를 무관세로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

도록 해주고 생산된 제품은 주로 미국으로 재수

출하는 데, 미국은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Carrillo 
and Lara, 2005).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에게는 멕

시코의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멕시코

에게는 고용 창출이라는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었다. 마킬라 공장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미국-멕

시코 국경 지역에 높은 비중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 멕시코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 

분포에서는 미국 기업에서 점차 아시아와 유럽 기

업으로 확대되었다. 산업별 분포에서는 전자, 자

동차 부품, 섬유 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분류된

다(Sargent and Matthews, 2008, 2009). 

2)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와의 

관계 

해외직접투자로서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국가

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가 다국적 기업은 진출국 현지 기업에게 선진 기

술 및 경영 방법과 같은 지식 이전을 할 수 있다

(Blomstrom and Kokko, 2003; Dutrénit and Vera-
cruz, 2005; Li and Liu, 2005). 이러한 지식 이전

은 다국적 기업과 지역 납품업체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데, De Fuentes and Dutrénit(2013)과 Du-
trénit and Vera-cruz(2003, 2005)는 이러한 지식 

이전의 주요한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소

개하고 있다. 첫째, 후방연계(backward linkage)와 

증가된 역량(increased competence)이다. 이는 다

국적 기업이 지역 납품업체에게서 필요한 생산 부

품과 같은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

계에서 다국적 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나 경

영 지식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납품업

체도 다국적 기업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위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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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이나 경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본 이동(human capital mobility)과 

지역 납품업체 종업원의 훈련(training)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지 관리자

나 기술자가 다국적 기업 근무 당시 습득한 기술

과 경영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납품업체를 창업하

는 것이며 거래하고 있는 지역 납품업체의 직원이

나 기술자를 다국적 기업이 필요에 따라 훈련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시와 모방(demonstra-
tion and imitation)이다. 이것은 지역 납품업체들

이 경쟁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프로세스들을 관

찰하고 모방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넷째, 해

외연계(foreign linkage)이다. 글로벌 사업 환경에 

포함되고 기술적이고 조직적 역량을 강화함으로

써, 지역 납품업체들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더욱 

발전된 기법들을 모방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 어

떻게 제품을 공급하는 지를 배울 수 있다. 다섯째, 

특허와 연구 개발(patent and R&D)이다. 일반적

인 생산 활동보다는 다국적 기업과의 연구 개발과 

특허 개발 및 출원 과정에서 지역 납품업체들에

게 지식 이전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De Fuen-
tes and Dutrénit, 2013; Dutrénit and Vera-cruz, 
2003, 2005). 

멕시코의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관계에서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현지 지역 납품

업체 사이의 지식 이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에 사이의 

지식 이전을 기업 수준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

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마킬라 공장의 최

종 생산 제품에서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중 및 가치는 높지 않다(Brannon and 
Lucker, 1994; Carrillo, 2004; Jordan, 2011). 마
킬라 공장으로부터 후방연계를 통하여 제품 생산 

관련하여 기술과 같은 지식 이전은 일어나고 있으

며(De Fuentes and Dutrénit, 2013; Ivarsson and 

Alvstam, 2005; Jordan 2011) 마킬라 공장이 필요

한 경우에 거래하고 있는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의 기술자나 직원을 훈련하고 있다(Carrillo 2004; 
De Fuentes and Dutrénit, 2013). 마킬라 공장에

서 근무했던 직원이나 기술자가 지역 멕시칸 납품

업체를 창업하여 마킬라 공장의 기술이나 경영 지

식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Contreras et al. 2010; 
Dutrénit and Vera-Cruz, 2005; Echeverri-Carroll, 
2008). 전반적으로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기술

적 역량이나 경영적 역량은 높지 않으며(Brannon 
and Lucker, 1993)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이러

한 역량 발전을 위하여 관련 훈련 기관이나 대학

과 같은 교육 기관, 마킬라 공장, 지역 정부 사이

의 연계는 강하지 않다(Carrillo, 2004; Dutrénit 
and Vera-Cruz, 2003).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지식 이

전과 관련하여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기업 수준

에서 연구한 것으로서 Carrillo(2004)와 Dutrénit 
and Vera-Cruz(2003)는 주목할만한 연구이다. 

Carrillo(2004)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서 텔레

비전 조립 공장인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

품업체와의 연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

품업체와의 연계는 약하며 진행 중인 상태이다. 

마킬라 공장의 부품 공급도 자체 생산 공급, 수직

적 통합, 다른 마킬라 공장과의 거래, 해외 및 멕

시칸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

으며 이는 마킬라 공장 고유의 기업 전략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관련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

과 종업원 훈련 등의 지원은 있으나 여러 가지 한

계점들-생산 규모, 가격, 품질, 납기 지연 등으

로 인하여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부품의 비중과 

가치는 낮다. NAFTA와 함께 티후아나의 TV 조

립 산업에 대하여 마킬라 공장과 같은 해외직접투

자, 아시아와 같은 해외 납품업체, 중소 규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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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고 마

킬라 공장의 수직적 통합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

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멕시칸 납품

업체의 역량 발전과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멕시코 

경제와의연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Carrillo, 2004). Dutrénit and Vera-
Cruz(2003)는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 

마킬라 공장과 거래하는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들

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 가공 공장(machine shop)
과 관련하여 기계 가공(machining) 산업이 성장하

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와의 지식 이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 기계 

가공 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거래하고 있는 

기계 가공 공장(machine shop)에 대한 마킬라 공

장의 후방 연계로서 지원과 마킬라 공장에서 근무

했던 직원들의 기계 가공 공장 창업이 주된 이유

이다. 기계 가공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자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 기관(기술 교육 

기관, 대학)과 정부 기관, 마킬라 공장 협회의 설

립과 지원 그리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와 교류

는 기계 가공 공장과 마킬라 공장 사이의 기술 역

량과 경영 역량 사이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불안

정하고 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는 마킬라 공

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계 가공 공장의 기

술적 역량과 경영적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

로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Dutrénit and Vera-Cruz, 2003). 

3. 멕시코의 산업 클러스터
2)
 

1) 멕시코의 클러스터

멕시코의 클러스터 현황과 관련하여 Sobrino 

(2014)는 Autonomous University of Coahuila에 

소재한 Center for Socioeconomic Research(CISE)

의 연구 결과(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eco-
nomicas, 2010)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13개 산업 

클러스터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클러스

터는 에너지 클러스터인 데, 2차 산업(secondary 
sector) GDP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국가를 위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

지를 생산한다. 제조 수출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

요한 클러스터들은 전자 및 전자 부품 클러스터와 

자동차 클러스터인 데, 2차 산업 GDP의 약 15%

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자 및 전자 부품 클러스터

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부품과 같은 생산 

원재료)에 대하여 멕시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마킬라도라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마킬라도라는 1960년대에 시작했고 1990년대에 

촉진되었는 데, 이는 멕시코의 무역 자유화 정책

의 영향 때문이다. 마킬라도라는 주로 미국-멕시

코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 클러스터

는 지엠(GM), 폭스바겐(Volkswagen), 닛산(Nis-
san), 포드(Ford) 그리고 크라이슬러(Chrysler)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지배된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생산은 국내 수요를 위한 

것이었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에 대하여 

멕시코 기업에 대한 통합(의존)과 함께, 멕시코 시

티(Mexico City)에 집중되었다. 지구화(globaliza-
tion)와 함께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전

략을 변화시켰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에 대

하여 더욱 많은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도 멕

시코 북부 도시를 포함하는 지리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Sobrino, 2014). 이는 멕시코의 무역 

자유화 정책과 함께 해외직접투자로서 마킬라 공

장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멕시코 북부 도시 입

지가 증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Dávila, 2005; 
Jordan, 2011). 표 1은 멕시코의 클러스터 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Sobrino(2014)는 멕시코 클러스터의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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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포를 소개하고 있다. 멕시코의 클러스터들

은 각각 다른 지리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각 클러

스터에 대하여 생산과 고용에서 일정 정도의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들을 선별할 때, 에너지 클

러스터는 가장 낮은 지리적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데, 단지 세 개의 도시들에 공간적 분포가 나타난

다. 철과 강철 클러스터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는 12개 도시들과 함께 공간적 분포에서 가장 높

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각 클러스터에 대하여 

선별된 도시들의 수와 그들의 해당 클러스터 GDP
에서의 비중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있다. 즉, 에

너지 클러스터의 세 개의 도시들은 이 클러스터 

GDP의 단지 13%에 해당한다. 반면에 자동차 클

러스터의 12개 도시들은 이 클러스터 GDP의 77%
를 해당한다. 철과 강철 클러스터와 자동차 클러

스터의 지리적 패턴은 유사한 데, 이는 이러한 클

러스터의 활동들 사이에 중요한 연계를 보여준다. 

전자 및 전자 부품 클러스터는 가장 대규모 도시

들과 미국-멕시코 국경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다. 

화학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몇몇 전문화된 도시들

이 석유 추출의 원천(source)과 석유 정유 회사 가

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표 2와 그림 1은 멕시코 클

러스터의 도시 분포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

다(Sobrino, 2014).

2)  다국적 기업(마킬라도라) 중심의 

클러스터 

멕시코는 1970년대까지 수입-대체 전략(im-
port-substitution strategy)을 주요한 경제 정책으

로 실시하였는 데, 이는 국내 산업 보호가 주요한 

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대체 전략에 따른 

국가 경제의 부진으로 1980년대 이후에 무역 자유

화(trade liberalization) 정책을 실시하였고 해외직

접투자로서 마킬라 공장을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

들이 멕시코로 진출하였으며, 이러한 마킬라 공장

이 멕시코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에 주요한 

주체가 되었다(Jordan, 2008; Lau, 2011; Rabel-

표 1. 멕시코의 클러스터 분포

클러스터 GDP(백만 달러) GDP(%)

2차 산업(secondary sector) 
클러스터

190,208
187,078

100%

98.4%

Metalworking 13,836 7.3
Iron and Steel 16,896 8.9

Chemical products 12,200 6.4
Food products 12,423 6.5

Electronics and parts 14,377 7.6
Energy and derivates 78,990 41.5

Textile and wearing apparel 7,390 3.9
Automotive 13,709 7.2

Paper and paperboard 7,690 4.0
Rubber and plastic 1,965 1.0

Non-ferrous metals and parts 1,910 1.0
Leather and footwear 4,976 2.6

Beverages 716 0.4

출처: Sobrin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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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i, 1999; Rocha, 2006). 
수입-대체 전략을 주된 경제 정책으로 실시하

던 시기에는 멕시코의 각각의 주(state)가 주체가 

되어 과학 기술을 생산 및 고용과 같은 거시 경제 

변수와 관련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무역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과학 기술을 

사적인 섹터(private sector) 즉, 기업과 관련된 사

업화 방향으로 결합시켜 발전시키게 되었다(Lau, 

2011). 이는 멕시코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서 마

킬라 공장과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정부가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마킬라 공장 중심의 클러스

터 형성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Lau, 2011; Rabel-
lotti, 1999; Vargas, 2010). 

이처럼 마킬라 공장 중심의 클러스터가 주요한 

특징이 되면서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정부가 초

표 2. 멕시코 클러스터의 도시 분포

클러스터 
 도시 클러스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수 이름 

1. Metalworking 6 Monterrey, Mexico City, Tula, Ciudad Juarez, Guadalajara, 
Tijuana 39%

2. Iron and Steel 12
Puebla, Monterrey, Mexico City, Leon, Ciudad Juarez, Saltillo, 
Toluca,Guadalajara, Queretaro, Aguascalientes, Chihuahua, San 
Luis Potosí 

66%

3. Chemical products 8 Mexico City, Villahermosa, Cuernavaca, Coatzacoalcos, Mon-
terrey, Toluca, Guadalajara, Tampico 77%

4. Food products 8 Mexico City, Guadalajara, Toluca, Monterrey, Puebla, San Luis 
Potosí, Merida, Orizaba 46%

5. Electronics and parts 7 Mexico City, Monterrey, Ciudad Juarez, Guadalajara, Tijuana, 
Reynosa, Matamoros 64%

6. Energy and derivates 3 Mexico City, Reynosa, Veracruz 12%

7.  Textile and wearing 
apparel 7 Mexico City, Torreón, Puebla, Monterrey, Ciudad Juarez,

Aguascalientes, Guadalajara 47%

8. Automotive 12
Puebla, Monterrey, Leon, Mexico City, Saltillo, Toluca, Quereta-
ro, Ciudad Juarez, Aguascalientes, Guadalajara, San Luis Potosí , 
Torreón

77%

9. Paper and paperboard 7 Mexico City, Monterrey, Guadalajara, Toluca, Orizaba, Quen-
taro, Tijuana 70%

10. Rubber and plastic 10 Villahermosa, Mexico City, Coatzacoalcos, Guadalajara, Mon-
terrey, Matamoros, Toluca, Reynosa, Tijuana, Ciudad Juarez 63%

11.  Non-ferrous metals 
and parts 8 Mexico city, Monterrey, Guadalajara, Ciudad Juarez, San Luis 

Potosí, Reynosa, Torreón, Queretaro 68%

12.  Leather and foot-
wear 9 Mexico city, Leon, Monterrey, Guadalajara, Torreón, Tlaxcala, 

Puebla, Xalapa, Tijuana 62%

13. Beverages 7 Mexico City, Guadalajara, Toluca, Monterrey, Orizabe, Morelia, 
Leon 48%

출처: Sobrin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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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형성을 주도하기는 하지만, 마킬라 공장의 실

제적인 수요(노동자, 기술자, 납품업체 등)가 주

요한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 동인이 되는 특징을 

보인다(Almaguer et al., 2013; Dutrénit and Vera-
cruz, 2003). 특별히 정부는 클러스터 형성 발전

에 있어서 주로 재정 지원의 역할을 하며 마킬라 

공장은 기술과 같은 지식의 이전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Almaguer et al., 2013; Vargas, 2014). 
이처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마킬라 공장은 긍정

적인 외부 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를 발생시

키는 데, 마킬라 공장이 중심이 되면서 관련된 산

업 발전, 종업원이나 기술자 훈련 기관이 형성되

며, 제품 기술이나 생산 기술 혹은 경영 지식과 같

은 지식 이전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멕시칸 기

업들에게 나타나게 된다(Dutrénit and Vera-cruz, 
2003; Jordan, 2008, 2011; Rabellotti, 1999). 클
러스터를 이루는 마킬라 공장으로부터 멕시칸 기

업으로의 기술이나 경영 지식과 같은 지식 이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정도

에 있어서 주로 마킬라 공장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품이나 생산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

난다(Jordan, 2011). 마킬라 공장에서 근무한 기술

자나 직원들이 창업함으로써 마킬라 공장에서 근

무할 때 축적하였던 기술이나 경영 지식이 이전되

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De Fuentes and Dutré-
nit, 2013; Dutrénit and Vera-cruz, 2005). 

하지만, 클러스터의 마킬라 공장과 멕시칸 납

품업체, 민간 연구소 등과 같은 주체들에 대해서

는 그 연계가 전반적으로 강하지 않은 특성이 있

고(Almaguer et al., 2013; Carrillo, 2004; Dutrénit 
and Vera-cruz, 2003; Rocha, 2006), 멕시칸 납품

업체들의 제품이 마킬라 공장의 제품 생산에서 사

용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그 제품의 가치도 비

교적 낮은 실정이다(Brannon and Lucker, 1994; 
Carrillo, 2004). 또한,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에서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와 같은 관련 협회와 단체

가 지식 공유를 비롯하여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 데(Almaguer et al., 2013; Carrillo, 2004), 이는 

그림 1. 선별된 멕시코 클러스터의 지리적 분포

출처: Sobrin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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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특

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타마울리파스 주(州) 클러스터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

러스터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로서 Almaguer et 
al.(2013)을 주목할 수 있다. Almaguer et al.(2013)
은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석유 화학 클러스터, 

정보 기술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하여 클러스터 발

전의 원인들을 클러스터가 처한 환경적 요인, 클

러스터 자체의 특징, 그리고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위의 클러스터들의 주요 발전 요

인(성과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Alma-
guer et al.(2013)는 그 연구 결과로서, 긍정적 외부

성(positive externality)과 같은 전문화, 인적 자원 

훈련 그리고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를 통하여 클

러스터 멤버 마킬라 공장 사이에 지식과 자원 공

유 같은 협력적 행동을 초래하는 사회 문화적인 

동질성과 내부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발전 요인(혹

은 클러스터 성과 요인)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레

이노사 시(市)의 마킬라 공장 협회도 클러스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클러스터 멤버 

사이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

리 기법과 전략을 개선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커

뮤니티 안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져오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지역 대학은 부분적인 협력 때문에 

클러스터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클러스터의 

연구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소와 정부 기관은 부족

한 실정이고 지식 공유는 자유재량적인 특징을 보

이고 있어, 이 지역은 연구 기관 및 정부 기관의 연

구 지원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 

기업과 지식 관련 기관은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호 이해 속에서 함께 협력해

야 한다는 것이다(Almaguer et al., 2013). 

4.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지역은 미국-멕시코 동부 국경 지역

의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 도시 레이노사 시(市)이다. 이 지역을 중심

으로 위치하고 있는 마킬라 공장과 이러한 마킬라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지역 멕시칸 납품업

체, 지역 정부, 지역 대학 그리고 마킬라 공장 협

회를 표본으로 하여 준(準) 구조화된 인터뷰(semi-
structured interview)를 하였다. 

1) 연구 지역 개요 

(1) 타마울리파스 주(州)

타마울리파스 주(州)는 미국 텍사스 주(州)와 국

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주(州) 로서 총 인구

가 약 삼백만명으로서 멕시코 총 인구의 약 2.9%

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활동 인구는 약 백사십만

명이다. 주요 도시로는 탐피코(Tampico)-마데

로(Madero)-알타미라(Altamira), 뉴에보 라레도

(Nuevo Laredo), 레이노사, 마타모로스(Matam-
oros), 빅토리아(Victoria), 엘 만테(El Mante)가 있

는 데, 레이노사는 이 중에서 총 인구 3위, 경제 활

동 인구 2위지만 인구 성장률은 가장 높은 도시

이다(Tamaulipas Territorio de Inversión, 2008). 
마킬라 공장과 관련해서는 333개로서 바하 칼리

포르니아(Baja California) 주(州)(898개), 치와와

(Chihuahua) 주(州)(395개) 다음으로 세 번째이고 

고용된 노동자 수에 대해서는 182,677명으로 치

와와 주(州) (303,388명)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

(州)(239,385명)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2006년 기

준3), INEGI 2007, Mexiconow 2007). 타마울리파

스 주(州)에서 도시별 마킬라 공장 수는 마타모로

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레이노사이며 산업별 마

킬라 공장 수는 전기-전자 산업이 가장 많으며 다

음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Anaya, 2011).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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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파스 주(州)의 클러스터로는 자동차 부품 클

러스터(104개 기업, 65,323명), 전기-전자 클러스

터(97개 기업, 53,031명), 영농산업 클러스터(266 

기업, 4,800명), 화학-석유 클러스터(42개 기업, 

8,400명)가 있다(Tamaulipas Territorio de Inver-
sión, 2008). 타마울리파스 주(州)에서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는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다음

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클러스터이며 이러한 전기-전자 

산업에 있어서 레이노사는 타마울리파스 주(州)에

서 가장 비중이 높은 도시이다(Anaya, 2011). 타
마울리파스 주(州)는 투자기회가 많은 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위치와 물류적인 플랫폼(platform), 경제적 다양

성, 풍부한 천연자원, 젊고 능력 있는 노동력이 있

기 때문이다(Mexiconow, 2008, 2011; Tamaulipas 
Territorio de Inversión, 2008). 

(2) 레이노사 시(市) 

레이노사는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에 속

해 있으며 미국 텍사스 주(州)의 멕알렌(McAllen) 

시(市)와 접하고 있는 국경 도시 중의 하나로서 멕

시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도시

들 중의 하나이다(Mexico industrial maps, 2008). 
레이노사는 타마울리파스 주(州)에서 인구 수 순

위에서 세 번째 도시이나 인구 성장률 순위에서는 

가장 높은 도시이다(Tamaulipas Territorio de In-
version, 2008). 레이노사는 타마울리파스 주(州)

의 고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이다

(Mexiconow, 2006). 경제적 활동의 비중은 제조

업이 가장 높으며 제조업에 대하여 마킬라도라 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Mexiconow, 2006). 

마킬라 공장의 수는 136개로 티후아나(568개), 시

우다드 후아레즈(279개) 다음으로 3위이며 고용

된 노동자 수에 대해서는 96,105명으로 시우다드 

후아레즈(236,293명), 티후아나 (164,880명) 다음

으로 3위이다(2006년 기준, INEGI, 2007; Mexi-

conow, 2007). 레이노사의 마킬라 공장들은 산

업 분포 및 국가별 분포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Sargent and Matthews, 2008). 또한,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산업 비중이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Mexiconow, 

2006). 마킬라도라 산업과 관련하여 레이노사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가 이루어졌으며, 공장 건설, 새로운 물류 창고

와 수송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 마킬라 공장 설립 인가는 고가치

(high value)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만 주어

졌다. 주요 마킬라도라 산업 도시들보다 더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

에 레이노사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대규모 마

킬라도라 산업 침체 시기(maquila contraction)에

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유일한 마킬라도라 산업 

도시였다(Sargent and Matthews, 2008). 레이노사

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전략적 물류 거점 도

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이노

사는 마킬라 공장을 유치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

행하여 왔으며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을 경제적

이고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물류 루트를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프로젝트들이 진

행되어 왔다. 즉, 미국-멕시코 국경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다리 그리고 터미널이 이미 건설되었거

나 건설 계획 중에 있다(Mexico Industrial Maps, 
2008; Mexiconow 2006, 2007). 그림 2는 타마울

리파스 주(州)와 레이노사 시(市)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2)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산업 

및 전기-전자 클러스터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제조업에는 네 개의 주

요한 산업 분야-자동차, 화학/석유, 전기-전

자, 섬유 산업이 있다. 이러한 네 개의 산업 분야

는 타마울리파스 주(州) 제조업 GDP의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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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 전기-전자 산업은 타마울리파스 주

(州) 제조업 가치의 약 20%를 가져오는데, 이는 

약 30%를 가져오는 화학/석유 산업 다음의 두 번

째이다. 이 두 가지 산업 분야는 그 비중에서 타

마울리파스 주(州) 산업 GDP의 역동성을 주도하

고 있다(Fernández et al., 2012; INEGI, 2010). 현
재 전기-전자 산업 부분 총생산액 기준으로 타마

울리파스 주(州)는 멕시코 주(州) 중에서 여섯 번

째에 해당한다. 전기-전자 산업 부분 고용 수준 

기준으로 타마울리파스 주(州)는 치와와 주(州)

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州) 다음으로 세 번째이

다. 고용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대비 

2009년에 약 50% 가까이 고용 수준이 증가하였다

(Fernández et al., 2012). 그림 3은 멕시코 전기-

전자 산업의 선별된 주(州)에 대한 총생산액을 나

타낸다. 그림 4는 멕시코 전기-전자 산업의 선별

된 주(州)에 대한 고용된 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타마울리파스 주(州)에서 이러한 전기-전자 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타마울리파스 주

(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는 공식적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노사 시(市)에

서 2007년에 생겨났다. 레이노사는 전기-전자 산

업에서 기업들의 수가 가장 많은 타마울리파스 주

(州)의 도시이다. 현재는 열 개의 전기-전자 분야 

마킬라 공장, 세 개의 지역 대학, 두 개의 지역 정

부 그리고 레이노사 마킬라 공장 협회가 클러스

터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킬라 공장과 거래하

고 있는 지역의 멕시칸 납품업체들도 클러스터 행

사에 참여하고 있다(Almaguer et al., 2013; Ulloa, 
2009). 

3) 연구 표본, 인터뷰 대상자 및 분석 방법 

(1) 연구 표본 및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표본인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

업체는 레이노사 납품업체 발전 프로그램(supplier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그림 2. 타마울리파스 주(州)와 레이노사 시(市)의  

지리적 위치 

그림 3. 멕시코 전기-전자 산업의 선별된 주(州)에 대한 총생산액(1999년, 2004년, 2009년 기준) 

출처: Fernández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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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레이노사 납품업체 발전 

프로그램은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성되는 

데, 첫째,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

스터(electric-electronic custer), 둘째, 레이노사 마

킬라 공장 협회(RAMMAC: Reynosa Asociación 

de Maquiladoras y Manufactureras, A.C.)가 운영

하는 지역 납품업체 데이터베이스, 셋째, 지역 멕

시칸 납품업체나 마킬라 공장에 대한 창업이나 재

정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킬라 공장 표본은 전기-전자 클러스터의 멤

마킬라 공장의 특성 기업 수 

산업(매출액 중에 가장 높은 비중) 

자동차(Automotive) 4 

전기(Electronics) 5 

제품/서비스(매출액 중에 가장 높은 비중)

셀폰(Cell phone) 1 

집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텔레비전 세트(House-
hold Audio and Video Equipment(e.g. Televi-
sion Sets))

1 

국내 진공청소기(Domestic Vacuums) 1 

자동차 부품(Automotive Part) 4 

고객 제품 (주로 전기 제품) 계약 수리 제조(Con-
sumer Product-Primary Electronics-Contract 
Repair Manufacturing)

1 

철강 몰드, 인젝션 몰딩, 데커레이션, 코팅, 페인

팅, 어셈블리(Metallic Mould/ Injection Mold-
ing/Decoration/Coating /Painting/Assembly)

1 

마킬라 공장의 특성 기업 수 

위치 

레이노사(Reynosa) 9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1 

1990-2000 6 

After 2000 2 

종업원 수 

500명 미만 2 

500-1000 1 

1000-2000 2 

2000-3000 2 

3000-4000 1 

5000명 이상 1 

그림 4. 멕시코 전기-전자 산업의 선별된 주(州)에 대한 고용된 노동자 수(1999년, 2004년, 2009년 기준) 

출처: Fernández et al., 2012

표 3. 표본 마킬라 공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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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인 8개의 마킬라 공장들과 이 중 한 개의 마킬라 

공장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또 다른 마킬라 

공장으로 9개가 선정되었다. 지역 멕시칸 납품업

체 표본은 첫째, 제조(공정) 프로세스 둘째, 지역

에 진출한 해외 납품업체가 아닌, 멕시칸 납품업

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레이노사 마킬라 공장 협

회가 운영하는 지역 납품업체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된 110개 납품업체 중에서 16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전기-전자 클러스터의 멤버인 두 개의 지

역 정부, 두 개의 지역 대학, 지역 마킬라 공장 협

회도 인터뷰 표본으로서 선정되었다. 표 3, 표 4, 
표 5는 표본으로 선정된 마킬라 공장,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지역 정부, 지역 대학, 지역 마킬라 공

장 협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6은 표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과 마킬라도라 

산업을 오랫동안 접해왔고 또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로 관리자(manager)나 최고경영자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직위의 사람들이

었다(임정훈, 2013). 

(2) 분석 방법

인터뷰 데이터 수집은 미국 지역의 표본 기업

들을 먼저 인터뷰하였고, 다음으로 멕시코 지역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특성 기업 수 

산업(매출액 중에 가장 높은 비중) 

자동차(Automotive) 2 

전기(Electronics) 2 

다양한 산업들(Various industries) 12

제품/서비스(매출액 중에 가장 높은 비중) 

철강 제품(Primary and Fabricated Steel prod-
ucts)

3 

철강 제품들/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제품

(Primary and Fabricated Steel Products/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3 

환경(Environmental) 3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Plastics and Rubber 
Products)

1 

전기 장비 응용품들 그리고 부품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and 

Components)
1 

화학품(Chemicals) 1 

건설(Construction) 1 

의복 섬유 그리고 고무(Apparel, Textiles and 
Leather)

1 

창고업(Warehousing) 1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특성 기업 수 

프린팅과 관련된 지원 활동(Printing and related 
support activities) 

1 

위치

멕알렌(McAllen) 1 

브라운스빌(Brownsville) 1 

레이노사(Reynosa) 5 

몬테레이(Monterrey) 6 

마타모로스(Matamoros) 1 

뉴보 라레도(Nuevo Laredo) 1 

설립연도

1980년 이전 3 

1980-1990 3 

1990-2000 6 

2000-2009 4 

종업원 수 

50명 미만 10

50-100 1 

100-150 3 

150-200 1 

Above 200 1 

표 4. 표본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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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 기업들과 지역 대학, 지역 정부 그리고 지

역 마킬라 공장 협회를 인터뷰하였다. 이메일이

나 재방문 인터뷰를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하였다. 인터뷰 데이터 수집은 2009년과 2010년
에 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인터뷰 길이는 약 40
분에서 120분 정도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하였

고 녹음 자료를 보관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에

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두었다. 추가 질문에 대

한 서면 답변을 제외하고, 녹음된 모든 인터뷰 내

용을 스크립트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인터뷰에 대

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Bretz et al.(1993), 
Sargent and Matthews(1999)와 Hausman and 
Haytko(2003)에서 사용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연구자가 먼

저 각자의 코딩 스킴을 따로 만들고, 서로 논의하

여 공통의 코딩 스킴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 5. 표본 지역 정부, 지역 대학,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의 특성

지역 정부 
타마울리파스 주(州) 정부 

레이노사 시(市) 정부 

지역 대학 
레이노사 시(市)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국립 기술 대학 

레이노사 시(市)의 마킬라도라 산업 단지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레이노사 마킬라 공장 협회(RAMMAC: Reynosa Asociación de Maquiladorasy Manufactureras, 
A.C.)

표 6. 인터뷰 대상자 

 표본  인터뷰 대상자 직위 

마킬라 공장 

구매 담당 관리자 

구매 담당 디렉터(임원) 

공급 사슬 관리자 

납품업체 개발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최고 경영자(CEO)

공장 관리자 

사무실(지점) 관리자

일반관리자 

구매 담당 관리자 

판매 담당 관리자 

품질 담당 관리자 

디렉터

지역 정부
타마울리파스 주(州) 정부 

경제 발전 및 고용 담당국의 관리 

(전기-전자 클러스터의 디렉터 겸직)

레이노사 시(市) 정부 산업국 디렉터 

지역 대학
레이노사 시(市) 소재 국립 기술 대학 파트너쉽 디렉터(대외업무 담당)

레이노사 시(市) 소재 마킬라 공장 산업 단지 내 사립 대학 대학원 프로그램 조정자(강사 겸직)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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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코딩 스킴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양적으로 요약한다. 이때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인터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제3자를 통하여 해결한다. 본 연구

의 내용 분석 결과, 논문의 저자와 다른 동료가 코

딩 작업을 하여 응답 내용의 95%에 동의하였고, 

본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료

를 통하여 서로 동의하지 못한 5%에 대하여 해결

하였다(임정훈, 2013). 

5. 인터뷰 결과 및 논의 

1) 인터뷰 질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인터뷰 대상

자들에게 하였다(표 7).

2)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 

스터에 대한 인지도 및 발전 방안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인 레이노사 마킬라 공장 협회(RAMMAC)에 대

하여,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와 마킬라 공장의 인

식은 모두 높다. 전반적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마

킬라 공장의 인식은 높은 데, 이는 거의 모든 표본 

마킬라 공장들이 전기-전자 클러스터에 참여하

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들의 클러스터에 대한 인지

도는 낮다. 즉,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들이 클러스

터를 알고 있다는 대답의 빈도가 낮다. 또한, 마킬

라 공장들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들 모두 그들의 

파트너들(마킬라 공장 혹은 납품업체)이 클러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다.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로부터 이익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무응답의 비중이 가

장 높으며 그렇다는 답변과 아직 이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로부터의 이익은 강하게 인

식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6, 7, 8, 9
는 인터뷰 표본인 9개의 마킬라 공장, 16개의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2개의 지역 정부, 2개의 지역 대

학, 1개의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총 30개의 인터

뷰 표본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인터뷰 질문

에 대한 답변 내용의 빈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클러스터 참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마킬라 

표 7. 인터뷰 대상별 인터뷰 질문

인터뷰 질문 인터뷰 대상

당신은 클러스터에 대하여 들어보았는가

마킬라 공장,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지역정부, 지역 대학, 레이노사 마킬라 

공장 협회(RAMMAC) 

당신 공장(기업, 조직)은 클러스터(예를 들면,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기술 클

러스터등)에 가입하였는가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는 같은 클러스터에 가입하였는가

고객 마킬라 공장은 같은 클러스터에 가입하였는가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있다면 무엇인가 

클러스터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클러스터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  당신은 레이노사 마킬라 공장 협회(RAMMAC)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해당 기관을 제외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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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 훈

련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획득할 수 있

는 데, 전반적으로 공급 사슬 관리에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멕시

칸 납품업체의 경우에는 마킬라 공장과의 더욱 많

은 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역 대학은 마킬라 공장으로부터 재정 및 장비 

지원, 학생들을 마킬라 공장에 취업시킬 수 있다

는 점을 들고 있다. 지역 정부와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는 클러스터 멤버들 사이의 기술과 같은 정보 

그림 5. 클러스터에 대한 인지도

그림 6.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RAMMAC)에 대한 인지도

그림 8. 클러스터에 대하여 파트너의 참여(마킬라 공장  

혹은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여부 

그림 7.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 

그림 9. 클러스터 참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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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및 이에 따른 마킬라도라 산업의 교육 수준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발전 방안으로는 더 많은 마킬라 공

장의 클러스터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 참여한 마

킬라 공장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절충적인 포인트

를 찾는 것, 이는 마킬라 공장들 사이에 정보 교류

를 꺼리는 것을 극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마

킬라 공장 내부적으로 기술자에 대한 훈련 부족 

및 특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전문가의 부족이 있

어서 이를 클러스터 멤버들의 교류를 통하여 해결

할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행사가 마킬라 공장의 

실재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것, 예를 들면 기업 홍

보, 제조 프로세스나 기술의 향상에 도움이 될 필

요성이 있다.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

체 사이에 기술 구매 부서와 같은 관련 부서의 정

기적인 모임 운영이 필요하며 마킬라 공장의 실제

적인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에 대한 더욱 특수한 산업 분류 시행 및 클러스터 

표 8. 클러스터 참여로부터의 이익 

마킬라 공장
•협력적인 영향(효과) 

•공급 사슬 관리에서 개선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기업 커버리지(coverage) 확장(보다 많은 고객 확보) 

•고객 리스트 확보 

•마킬라 공장 고객들과의 상호 교류 

•클러스터 멤버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 (납품업체들은 판매의 용이성, 마킬라 공장은 생산성 향상과 시간 절약) 

지역 정부 
•정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그리고 기술의 교환 

•마킬라 공장 요구에 대한 기술자의 교육과 훈련 

지역 대학 
•클러스터 참여 기업들로부터의 기부(재정적 지원 및 장비) 

•마킬라도라 산업과의 연계 (학생들은 마킬라도라 산업에 취업, 마킬라도라 산업은 인력에 대한 훈련 요구 충족)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RAMMAC)

•인력 획득 

•마킬라도라 산업의 교육 수준 향상 

표 9. 클러스터의 발전 방안 

마킬라 공장  

•조직화하는 것 

•경쟁업체들과의 교류에 따른 정보 공유의 제약 극복 

•클러스터 행사 내용의 개선(제조 프로세스나 기술의 향상 혹은 기업 홍보와 같은 실질적인 측면 강화)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납품업체들에 대한 더욱 특수한 산업 분류 필요(마킬라 공장의 실제적인 수요 충족 도모) 

•고객 마킬라 공장 부서(담당자)와의 정기적임 모임(예: 기술 구매 부서) 

•납품업체의 클러스터 멤버쉽 조건 완화(예: 자격증 및 훈련 기간 완화)

지역 대학
•지금은 시작 단계임 

•기업과 대학 사이의 신뢰 구축 및 상호 이익 추구 

지역 정부

•클러스터 조직화의 관점에서 마킬라 공장의 참여 

•클러스터 참여 마킬라 공장들의 기술자에 대한 훈련 부족과 특수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전문가 부족 문제 극복 

•클러스터 참여 마킬라 공장들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중간의 절충 포인트 필요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RAMMAC)
•클러스터는 시작 단계이며 현재 진행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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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 가입 조건 완화(자격증 획득이나 훈련 기

간 등)가 필요하다. 지역 대학과 마킬라 공장 사이

에 우선 신뢰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표 8, 9는 클러

스터 참여로부터의 이익과 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3) 클러스터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는 

기존의 주요 클러스터 이론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산

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

으며 기술 이전이나 정보 공유,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관련 산업이나 기관의 설립 등 외부경제(ex-
ternal economy)의 특성도 나타난다. 둘째, 지역 

특성이 기업 생산성과 지역 경쟁력에 영향을 주며 

기업, 정부, 대학 간의 협력 모델이 적용되고 있

다. 셋째, 클러스터가 지역의 산업 시스템으로서 

인식되며 클러스터의 차원 중에서 지역적이고 조

직간 그리고 산업간 차원이 강조되며 클러스터의 

환경으로서 지역적인 특수성과 축적된 학습, 클러

스터의 영향으로서 기업 혁신, 지식 이전 그리고 

학습 지역(learning region)이 적용될 수 있다.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는 

다국적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에 해당한다. 멕시코

의 1980년대 이 후 수입-대체 정책에서 무역 자유

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마킬라 공장과 같은 다국

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클

러스터의 형태이다. 마킬라 공장, 지역 정부, 지

역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이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멕시코의 무역 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마킬라 공장의 입

주가 많아지면서 미국-멕시코 국경 도시에 이러

한 마킬라 공장들이 많이 위치하게 되었으며 결과

적으로 마킬라 공장 중심의 클러스터도 미국-멕

시코 국경 지역에 많이 위치하게 되었다. 이는 멕

시코의 내륙 도시인 멕시코 시티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도시와는 차별적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멕시코의 산업 클러스터

에서 제조 수출 부분에 대하여 비중이 높은 클러

스터가 전자와 전자 부품 클러스터, 자동차 클러

스터이고 이러한 클러스터는 생산을 위한 투입물

에 대하여 멕시코 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마킬

라도라에 의하여 지배되며 주로 미국-멕시코 국

경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마울리파스 주

(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도 이에 해당한다. 

마킬라 공장의 클러스터에서 마킬라 공장이 클

러스터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마킬라 공장

의 실제 수요에 따라서 관련된 기관들의 형성 및 

협력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킬라 공

장, 지역 대학, 지역 정부,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그리고 연구 기관 및 (기술) 훈련 기관 등이 클러

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클러스터 구성 주체들간의 

네트워킹 혹은 협력은 일부 구성 주체들에 대해서

는 강하지 않은 특성도 나타난다.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 또한 마킬라 공장의 

실제 수요가 클러스터 발전의 주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클러스터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부 클러스터 구성 주체간의 교류와 협력 또한 

강하지 않은, 아직 형성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지역의 (기술) 연구소나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와의 약한 연계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하겠다. 

타마울리파스 주(州) 클러스터들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Almare et al.(2013)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전

기-전자 클러스터에서도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과 같은 전문화, 인적 자원 훈련이 나

타나고 있다. 마킬라 공장 협회를 통하여 클러스

터 멤버 마킬라 공장 사이에 지식과 자원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 대학은 클러스터 성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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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소는 역시 부족한 실정으

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 구성 주체들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4)  마킬라 공장,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그리고 클러스터와의 관계

마킬라 공장을 중심으로 지역 정부, 지역 대학,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으로

서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도 클러스터를 함께 이루

게 된다. 티후아나의 TV 조립 산업 클러스터에 대

한 연구에서 Carrillo(2004)는 지역 멕시칸 납품업

체에 대하여 마킬라 공장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나 직원 훈련 등의 지원은 있으나 마킬라 공장 완

성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는 낮은 편으로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사이의 연계

를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우다드 후아레즈의 기계 가공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에서 Dutrénit and Vera-Cruz(2003)는 

마킬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인 지역의 기

계 가공 공장의 기술적 역량과 경영적 역량에서의 

차이로부터 이들간의 연계가 불안정하고 약한 것

을 보여주고 있다. 

클러스터가 아직 형성 발전하는 단계이지만 타

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에서 지

역 멕시칸 납품업체는 클러스터 행사에 참여하면

서 마킬라 공장과 교류하고 있으나 아직 클러스터

의 공식 멤버가 아니다.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클러스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며 마킬라 공장이

나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모두 거래하고 있는 파

트너 기업이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 멕시

칸 납품업체가 클러스터에 연계는 되어 있으나 그 

연계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를 

통한 마킬라 공장으로부터의 지역 멕시칸 납품업

체에 대한 기술이나 경영 지식의 이전 정도나 마

킬라 공장의 완성품에서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가치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Carrillo(2004)의 티후아나 TV 조립 

산업 클러스터나 Dutrénit and Vera-Cruz(2003)의 

시우다드 후아레즈 기계 가공 산업 클러스터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타마울리파

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에는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마킬라 공장의 수요에 맞추어 지

역 멕시칸 납품업체와의 연계 및 교류를 증가시키

려는 노력이 있다.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가 지역 

납품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나 클러스

터 행사에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가 참여하여 마킬

라 공장과 교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클러

스터에서 마킬라 공장과의 지식 이전을 통하여 지

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기술적 역량이나 경영적 역

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

전자 클러스터 사례를 바탕으로 멕시코 클러스터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

기-전자 클러스터 사례는 멕시코 클러스터의 주

요한 특징인 다국적 기업의 마킬라 공장이 주요한 

주체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 형성의 계기 

및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마킬라 공장

의 실제적인 수요가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에 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의 마킬라 공장 협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이러

한 협회가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에 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의 클러스터 행사에 대한 참여나 

인지도는 낮은 편이어서 클러스터 주체간의 연계

는 부분적으로 약한 특징도 보이고 있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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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

러스터 사례는 멕시코의 무역 자유화 정책 이 후

에 다국적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클러스터 참여에서 오는 이

익에 대하여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초기 단계로서 향후 발전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전기-전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조건들은 멕시코에 전기-전자 산업 관련하여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 대하여 가

장 대규모 시장인 미국에 근접하여 있다는 점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수출과 다국적 기업 투자 유

치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 멕시코의 숙련된 노동

력, 전략적 위치, 대규모 납품업체들, 그리고 공급 

사슬망과 물류는 멕시코에 전기-전자 산업 관련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이유들이 

될 것이다(Mexico-EU Trade Links, 2011).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타마울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의 발전도 이러한 요

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타마울리파스 주

(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들-다국적 기업인 마킬라 공장, 지역 정부, 지역 

대학, 지역 마킬라 공장 협회, 지역 멕시칸 납품업

체는 더 많은 전기-전자 산업 다국적 기업을 유

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산업과 지역 발전

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더욱 상호협력하

고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데

이터를 통하여 제시한 클러스터 발전 방안들은 이 

지역의 전기-전자 산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유익

한 정책적 시사점이 될 것이다. 

주 

1) 마킬라(maquila)는 스페인어로서 곡물을 정제해 주는 대가

로 방앗간 주인이 받는 몫과 연관된 의미이며 마킬라도라

(maquiladora)는 그러한 몫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관행과 

연관된 의미이다(Wilson, 1992).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기업은 곡물을 방앗간 주인에게 맡기는 농부를 의미하며 

멕시코는 곡물을 정제해 주는 댓가로 수고비-임금과 생산

비를 받아가는 방앗간 주인을 의미한다(김명혜, 1998). 마

킬라와 마킬라도라는 때때로 혼동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 

데, 마킬라도라는 부품이나 장비와 같은 생산 원재료를 무

관세로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장을 의미한다(Carrillo and Lara, 2005; Sargent 

and Matthews, 2009). 마킬라도라는 멕시코의 수출 자유 

지역(EPZ: Export Process Zone)과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킬라 공

장은 부품, 장비와 같은 생산 원재료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새롭게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

을 지불하면서 주로 미국에 재수출한다(Sargent, 1997). 마

킬라 공장은 현재까지도 멕시코의 수출과 제조업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킬라 공장은 2014년 기준으

로 멕시코 전역에 약 3,000개가 있으며 약 1,250,000명 이

상 고용하고 있고 멕시코 수출 총 가치의 약 44%를 차지하

고 있다(PwcMexico, 2014). 

2) 클러스터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클

러스터의 개념은 진화해 왔는 데, Rocha(2004, 2006)는 

이 점에 대하여 흥미로운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클

러스터의 기원으로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와 외부

경제 (external economy)의 시기(1870-1920)이다. 이 시

기에는 알프레드 마셜(A.Marshall)의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의 이론이 소개되

었다. 이러한 산업지구와 외부경제 개념은 이 후 클러스터 

이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

에 정체를 보였던 시기(1920s-1970s)이다. 이 시기는 수직

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한 대량생산체제가 지배

하던 시기로서 산업지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기였다. 

셋째,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시기(1970s-

1980s)이다. 이 시기는 정보 기술 혁명, 미국 달러의 태환

성에서의 문제, 오일 쇼크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당시에 

지배적인이었던 대량생산 혹은 대규모 기반의 산업 시스

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던 시기로서 다시 산업지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이다. 넷째, 지구화(globalization)

와 신속한 기술 변화로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보

다 활발히 대두된 시기(1990s-현재)이다. 이 시기는 클러

스터의 지리적이고 네트워크-혁신 차원들이 더욱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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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론화된 시기이다. 이처럼 클러스터는 다양한 개념

으로 진화되어 왔는 데, 본 연구에서 클러스터는 “경제적

이고 사회적인 상호의존성에 의하여 연결되어진, 연관된 

산업에서의 기업들과 관련 기관들과의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으로 정의된다(Rocha, 2006:119). 동시에 클러스터

는 지역의 기업, 대학,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

하여 창업, 고용 등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

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멕시코 타마울

리파스 주(州)의 전기-전자 클러스터도 이러한 지역 발전

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Almaguer et al., 2013; 

Ulloa, 2009). 

3) 멕시코 정부는 2006년 11월에 기존의 마킬라도라 프로그

램과 멕시코 기업이면서 기계나 생산 원재료 등을 무관

세로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프로그램인 PITEX 

(The Program for Temporary Imports for Production of 

Articles to be Exported)를 통합하여 IMMEX(The Decree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

quiladora and Services for Exportation)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다. 이후에 INEGI(Instituto National de Estadisticay 

Geograf ia)는 기존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IM-

MEX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Coronado and Cañ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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