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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지역의 소벤처기업을 심으로 신클러스터 활동(구성원간의 심과 계성, 정보교류와 정보습

득 활동, 수요와 공 간의 해결 활동)이 기업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 련 정책에 한 시사 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지역 소재 소벤처기업 CEO 212명의 설문결과를 확보하고 SPSS 21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실증분석결과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 정보습득 활동과 수요와 공 자 간의 해결 활동은 경 성과에 정 인

계가 확인되었으나, 구성원 간의 심과 계성은 경 성과에 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신클러스터내

의 기업들이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해서는 신클러스터 활동에 극 인 참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나 정책 등이

확 되어야 하고, 기업들은 상호간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력을 한 공감 형성을 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심과 계성을 높이기 해 신클러스터 기업 회들은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간의 계 개선을

해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 을 제시하 으며, 향후 다양한 신클러스터 활동의 매개변수에 한 추가분석을 통해 경 성

과 간의 체계 인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신클러스터, 상호활동, 신주체, 정보교류, 정보습득, 경 성과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lated policies by researching the impact on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s focusing on the activities within the innovation clusters based on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in Daejeon area. The questionnaires from 212 CEO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in Daejeon were analyzed and verified the research hypothesis using SPSS 21. From the empirical analysis, we 

confirmed the following results; activity of information exchange, information acquisition and solving activity 

between demand and supplier showed positive effects on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however the concern 

and relationship have no effects on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From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in activity of innovation cluster and various supporting systems or policies have to expand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companies within innovation cluster. We also propose that companies needs 

to try to more efforts on enhance the mutual satisfaction or forming a consensus for cooperation. This study also 

propose the implications that the companies, innovation cluster must try on efforts to improve relation among 

members for enhancing the lack of concerns and relationship.

Key Words : Innovation cluster, Mutual activity, Innovator, Information exchange, Information acquisition,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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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 명시 를 맞이하면서 기술발 의 속도가

빠르게 진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의 입장에

서는 새로운 신 인 기업경 을 이루지못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음에 직면하고 있다. 신은 신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1], 기업의

에서 외부와의 극 인 네트워크 활동을통하여

신성과 경쟁우 를 창출하게 된다고 한다[2]. 과거에

는 제품 기획이나개발, 생산과 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업이 수행할 수있었지만, 이제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한기업 스스로 창출할수 없다고 한다[3]. 강기

등은[4] 자사의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 기술을 확보하기

해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다른 기업, 심지어는 경쟁기

업과 략 제휴를 극 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즉, 다

수의 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소비자에게 제

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정보나 자원을 극 으로 활용해야만 신성과

를 이룰 수 있다고 하 다[5].

지역은 2004년12월23일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

신 원회에서「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한 특

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덕연구단지 조성 30년 만에

새로운 신의 도약을 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 올해로

약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덕연구개발특구의 통계자

료에 의하면 덕특구내의 기업 수는 2005년도 744개에

서 2016년도 1,760개로 2.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의 경우 2006년도 2개 기업에서 2016년도 148

개로 약 74배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수도 2005년 11개 기

업에서 2016년 40개 기업으로 3.6배로 성장 하 다.

덕특구 지정 이후 이러한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해

외 신클러스터와 덕특구를 비교분석하거나, 신클

러스터 형성 성장요인 분석 등 덕특구의 성장과 발

에 을 두었다. Lee and Chung[1]의 연구에서는

덕특구 내의 신주체인 정부, 기 , 정부출연 연구소

민간 연구소, 학 등이 어떠한 요인을 요하게 인지하

는지 계층 분석을 연구하 다. 한 덕연구개발특구

의 발 과정과 성공요인분석[6-8], 네트워크 에서의

연구[9,10], 기술사업화 생태계 의 연구[11,12],

산업클러스터 신클러스터 의 연구[13-17], 시스

템 정책에 한 연구[18,19]가 심으로 진행되어 왔

고 신주체의 최종수혜자라 할 수있는순수한기업 입

장에서의 경 성과에 한 논의는 미미하 다.

지역에는 신클러스터 내 활동의 신주체라 할

수 있는 소벤처기업을 상으로 하는 다수의 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업종별, 목 별, 성별로 보면 표 으로

(사) 덕이노폴리스벤처 회, (사) 세종충남 여성벤

처 회, (사) 소기업기술 신 회 세종충남지회,

(사) 소기업융합 세종충남연합회, (사) 세종충

남 수출기업 의회, (사)미래CFO 회와 같은 민간단체

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수의 회들이 지역의

신클러스터 활동의 주체라 여기고 이들 회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심과 계성, 정보교류 정보습득 활동,

수요와 공 을 해결하기 한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상

호작용을 악하여 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과 정

책 시사 에 해논의하고자하 다. 이를 해 제2장

에서는 신클러스터에 한 발 과정과 신클러스터

활동에 한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제3

장에서 연구 설계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클러스

터 활동의 성과에 해 실증분석을 하고 종합 으로 해

석하 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지역의 소벤처기업들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

다.

2. 적 경  행연

2.1 혁신클러스  전과정

2.1.1 전지역 혁신클러스  전과정

지역의 공식 인 신클러스터는 덕연구개발

특구(구/ 덕연구단지)의 출범과 함께 발 되어 왔다.

1970년 반 국가의 연구기능을 한 곳에 집 배치하

기 해 지역(당시 충남 덕군)을 심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정부연구기 의이 과 육성을 한 ‘특정연

구기 육성법’을 제정하고 1974년 3월부터 단지조성

연구소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1979년 3월에 덕단지

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94년 8월에 덕 문연구단

지 리본부로 승격되었고, 2005년 7월 연구개발특구 육

성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9월에 덕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되었고 2014년 7월에 재의 연구개발특

구진흥재단1)으로 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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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지역 혁신클러스  현황  사 연

지역에 기업 심의 클러스터 활동은 1989년 10월

덕이업종교류회 결성을시작으로 1993년 4월 충남

이업종교류 연합회가 창립되었고. 1994년 11월 국 이

업종교류연합회 창립총회로 확 되었다. 1995년 6월 사

단법인으로 법인화 되면서 공 인 개념의네트워크로 성

장하게 되었다2). 연합회의출범이 지역최 의클러

스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부터 국내에 벤처창

업의 붐이 시작되면서 덕21세기(1996년 출범)가 2000

년 8월 사단법인 덕밸리벤처 회( 재, 사단법인 덕

이노폴리스벤처 회로 명칭변경)로 확 재편하면서

, 충남·북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데 일조하 고

2000년 덕에 벤처의 요람 덕밸리3)를 탄생시키게 되

었다. 재의 사단법인 덕이노폴리스벤처 회의 확

재편은 당시 덕밸리 신클러스터를 하나로뭉치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덕특구가 출범하면서 2007년 세종충남

수출기업인 의회, 2008년 사단법인 소기업기술 신

회 세종충남지회가, 2011년 사단법인 미래CFO

회, 2014년 사단법인 세종충남 여성벤처 회가 연이

어 설립되면서 업종별, 기능별, 성별 신클러스터의 활

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재 지역 내 기

업 심의 회활동 황은 다음의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으며, 회들은 지역의 소벤처기업간의 상호

력을 이끄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덕

연구단지에서 덕연구개발특구로의 신 인 환이

지역에 소벤처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업종별, 기능

별, 성별 다양한 클러스터로 형성될 수 있었고, 극 인

활동을 할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일것이다.

지역은 덕특구의 신클러스터가 출범한 이후 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성과는 다음의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1) 2018년 2월 재 지역의 덕특구지정지역은 역

시 유성구내 죽동을 비롯한 30개의 행정동과 덕구의 문평

동과 신일동 일원의 약 67.8㎢가 지정되어 있다.

2) 사단법인 소기업융합 세종충남연합회 홈페이지,

www.2up.or.kr, 2017.12.31.에서 확인되었다.

3) 벤처의 요람 덕밸리는 2000.9.28 덕밸리 선포식에서김

통령께서 선포하 으며, 덕을벤처산업과 지식정보화

의 요람이라 칭하 다.(김 통령님의 덕밸리 선포식

연설문, 2000.09.28.)

Association
Name

CEO
Start
Year

Number of
Member

Companies
Loc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vergence DJ․SJ․CN*

Association

H.K
Kim

1993 237

Daejeon
Yuseong-

Gu

DIVA**
J.P
Lee

1996 432

DJ․SJ․CN* Export
Business Association

H.M
Jung

2007 48

INNOBIZ Association
DJ․SJ․CN Branch

K.S
Park

2008 371

Future CFO Association
C.M
Park

2011 148

DJ․SJ․CN* Women's
Venture Association

Y.H
Kim

2014 43
Daejeon
Seo-Gu

※ To be fixed based on the respective association's website
data(2017.12.31. Base data)

※ * DJ․SJ․CN(Daejeon, Sejong, Chungnam)
※ ** DIVA(Daedeok Innopolis Venture Association)

Table 1. The State of the Business Association

         in Daejeon

Sortation 2005 2010 2015 2016

Company Number 744 1,262 1,705 1,760

Annual sales*
(Unit : Trillion)

2.6 14.5 16.6 17.1

KOSDAQ Corporation 11 24 39 40

A research firm - 22 88 148

A high-tech company - 93 108 110

Employment status 23,558 55,614 67,696 69,613

Technology transfer amount*
(Unit : 1 million won

52,408 96,905 64,631 72,740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611 796 1,577 1,974

Domestic patent registration 22,625 39,052 56,636 61,082

Number of patents registered
abroad

5,935 9,005 19,380 23,420

※ Numbers, except * marks, are cumulative numbers
※ Data : Daedeok Innopolis Web site is cited

(2017.12.31. Base data)

Table 2. Performance of Daedeok Innopolis

2.2 혁신클러스  활동  행연  고찰

2.2.1 심  계 에 한 행연  

신클러스터 활동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신주체들 간의 심이나 계성을 갖고 지속 으로 네

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과 계성은 사회

자본의 하나로 구조 인 요인보다는 계 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20], 계성의 핵심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라고 한다[21-23]. 신뢰는 공동의 노력과 력 행

동을 진하고[22,24], 지식원천에 한 근성을 높여주

며, 기 와 동기를 증 시켜 지식공유를 진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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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1]. 한 심을 갖기 해 기

업가들의 인상은 정 인 감정을 보여주고, 만족스러운

계를 맺게 된다고 한다[25].

이러한 신뢰는 다양한 계자 네트워크 계를 구

축하는데 요한 진제역할로 인식되고 있다[26]. 뿐만

아니라 빈번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인지 자본인 기술과

지식, 공통 인 행동방식을 학습하도록 해 다고 강조하

고 있다[27,28]. 한 이경우[29]는 기업 내부의 부족한

자원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신클러스터내의 구성원

간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가 높거나 다양성이 기업의 경

쟁력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제시하 다.

즉, 심은 구성원간의 네트워크에 한 이해과 소통

이 높아야 하며[30], 소통을 높이기 해 업무 네트워

크를 구축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이 증 되고, 심 인 거

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31].

한 계성은 지식공유의 의도와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다[32]. 최재필[33]의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간의 친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은 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고, 강한 연결은 정보 근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 다. 계성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의 바른 행동은 연구개발(R&D), 신 환경의 조

성, 지식과 정보의 교류, 기술 신 등이 이루어지고, 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한다[34]. 그

리고 리자 간의 인지도는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35].

Andrea[36]의 연구에서는 외부의 지식 자원에 효율

으로 근하는 능력이 소기업의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며, 구성원간의 심이나 계성을 통해 정보

를 얻을수 있다고한다[37]. 한 략 목표와가치에 더

잘 맞는 트 를 고려해야 트 와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를 발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 다[28].

즉, 다변화된 인 사회문화 계망 형성은 유용한

자본의 축 과 확 가 이루어진다[38].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신클러스터 활동에서

구성원들 간의 심과 계성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신뢰는 공동의 노력이나 력행동을 진하고, 빈

번한 에 의해 심과 계성이 높아져 지식공유의

의도나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

었다. 한 친 한 계를 유지하는 것과 네트워크의 강

한 연결의 계성은 정보 근성과 경력후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되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신클러스터 내에서 구성원간의 심과 계성은

매우 요하다 단되어 하나의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하

고자 하 다.

2.2.2 정보   정보습득에 한 행연

신클러스터 내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기 해서는 신주체들 간의 빈도나 친 감

을 토 로 상호작용이될 때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될것이

다. 유익한 정보 습득은 기업의 성과 향상에 요한요소

가 된다고제시하 다[39]. 정보의 습득은 정보교류의 과

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높을 경우 가치 있는 정보

를 기꺼이 이 해 다고 하 다[40].

De Carolis and Saparito[27]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치를 정하면 정보에 한 차등된 액세스를 주

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높은 신뢰는 결속력을 갖

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정보가 교환되며[41], 상

방에 한 의심이나 불신을 이게 되어 지식이 비

용을 감소시켜 주고[42] 력 행동을 진한다고 하

다[37]. 허문구[43]에 의하면 구성원들 간의 교류는 정보

와 지식이 흐르는 경로가 되어 지식교환을 진하게 하

고, 기업가 정신 에서 조직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다양한 교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강화된다고 하 다[27].

신뢰와 공감 를 얻게 되면 고 정보와 첨단기술이

공유되어 기술 신이나 신제품 개발에 정 인 향을

주고[29], Park and Kang[30]은 네트워크의 소통역량을

높여 로젝트와 련된 정보를 자주 공유할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제시하 다. 설 도[32]는 지식공유를 높이

기 해서는 구성원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강한 연결

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마

, 지식 기술 역 간에 유익한 화를 진할

수 있다고 정의하 다[44,45].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교류는 암묵 인 지식을 개인이

공유하는 데에 뚜렷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46]. 한

정보교류 활동은 력 계가 잘 리 조정되어야 하며

리부족은 력 계를 방해한다고 한다[47]. 이상으로

신클러스터 내에서 신주체들 간의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선행논문에서 입증이

되었다.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습득이 활성화 고도화

될 때 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교류를 통해 정보습득이 쉽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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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 것이며, 신클러스터가 지속 으로 유지될 것이

다. 이러한 에서 정보교류 정보습득을 두 번째 변

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2.2.3 수  공급  간  행연

신클러스터가 성공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신

주체 간 즉, 수요자와 공 자간의 니즈가 충족 되어질 때

비로소 신클러스터가 제 구실을 한다 할 것이다. 설

도[32]는 수요자와 공 자 간의 충족을 한 핵심요인은

신클러스터 내의 구성원들 간의 강한연결이 지식공유

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시하 다.

이경우[29]는 수요자와 공 자 간의 네트워크 교류의

다양성은 기업경쟁력, 기술 신, 신제품 개발 등에 향

을 미치며, 제휴 트 의 지 가 높을수록 더 잘 근할

수 있게된다고 한다[48]. Park and Kang[30]은 수요자와

공 자간의 제휴 정보습득은 성과를 높이는 반면, 시

간을 허비하는 빈번한 의사교환의 기업 계구축은 오히

려 성과가 낮아진다고 제시하 다. 신클러스터내의 수

요자와 공 자간의 활동은 사회 자본을이 하거나 교

환, 공유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있다고 한다[21,43,49]. 김종운[50]은 각각의 요

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력의 내용이 요하며,

력내용 공동 기술개발 신제품 공동개발 등이 매

우 효과 인 반면, 일시 인 지원 성격의 력은 역효과

로 나타난다고 하 다.

남태호[51]의 연구에 의하면 수요자와 공 자간의 인

지도는 산‧학‧연 공동연구, 학습활동, 기업 품질성과 향

상에 향을 주고, 빈번한 의사소통과 력은 제품 공

정 설계와 같은 문제에 한새로운학습방법을배울 수

있게 하고[52], 나아가 수요와 공 자 간의 략 제휴

는 기업의 수출성과에 정 인 향을 다고 한다[53].

한 상호간의 문제해결을 해서는 강력한리더십과 문

화 스타일의 신이 필요하며[54], 기업가 노력이 바

람직한 성과로 이어지게 한다[55]. 따라서 신클러스터

내에서 구성원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수

요자와 공 자간의 자연스러운 수요․공 채 이 매우

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세 번째 변수로 선정하 으며,

의 3가지 변수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이 연구방향을 설

정하 다.

3. 연  계  실

3.1 연  계

3.1.1 연 형  연 가

기존의 선행연구 모형에 있어서는 덕연구개발특구

의 성공요인분석[6-8], 네트워크 의 연구[9,10], 생태

계 의 연구[11,12], 산업클러스터 신클러스터

의 연구[13-17], 시스템 정책에 한 연구[18,19]

가 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신주체의 최종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순수한 기업 입장에서의 신성과에 한 논

의는 미미하 다. 이와 같은 이론 인 배경의 검토와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토 로 신클러스터의 주체인 기업을

심으로 신클러스터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 성과

에 얼마만큼의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차별화하여 살펴보

고자 다음의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Fig. 1. Research Model

이를 체계 으로 검증하기 해 신클러스터 활동에

서 구성원간의 심 는 계성, 정보교류 정보습득,

수요와 공 간의 해결이 실제 으로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그 동안 덕

특구를 심으로 한 신클러스터에 한 정책과 발 방

향에 한 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입장에서 성과를 연구

하고자 하 다. 따라서 기업의 신클러스터 활동을 독

립변수로 하고 이의 활동들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성과를 분석하기 해 주 가설 3개와

하 가설 16개 등 총 19개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신클러스터 활동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심과 계성은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1. 신클러스터 활동의 요성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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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2. 신클러스터의 정기 인 모임참석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신클러스터 활동에서 신뢰의 요성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신클러스터 구성원 간 상호존경은 경 성

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신클러스터 우호 감정표 은 경 성과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신클러스터 활동에 있어서 정보교류 정

보습득은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1. 구성원들에게 정보나 지식을 주는 활동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구성원들로부터 정보나 지식을 얻은 활동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경쟁사 동향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

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 산업트 트 시장변화에 한 정보 지

식을 얻는 것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6 정부 유 기 의정보 지식습득은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7. 정부 유 기 과 인 네트워크를 쌓은

것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신클러스터 활동에 있어서 수요와 공 간

의 해결은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신클러스터 활동에서 상자 간의 수요와

공 의해결은경 성과에 향을 미칠것이

다.

가설3-2. 정보와 지식을 수요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정보와 지식을 공 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문제해결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 자간 력

의 공감 형성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통계 로그램인 SPSS 21

을 사용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먼 설문조사 결과 얻

어진 212개 응답 자료의 신뢰성 입증을 해 Cronbach's

α값으로 신뢰성을 검증하 다. 한 요인분석을 통해 척

도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료의 특성을

악하기 해 기업 황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의 계를

악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신클러스터 활동의 각 독립변수들 간의

경 성과 효과도 검증하 다.

3.1.2 연 변수  측정항목

이론 인 배경의 검토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 로

신클러스터의 주체인 기업들을 상으로 신클러스

터 활동에 있어서 상호간의 심 는 계성, 정보교류

정보습득, 수요와 공 간의 해결이 경 성과에 미치

는 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이의

가설을 검증하기 한 변수에 한 조작 정의와 측정

방법은 Table 3에 보는 바와 같으며 각 설문문항에 한

측정방법은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먼 , 심

계성은 신클러스터 활동에 한 요성 인식, 정

기 모임참석, 상호간의 신뢰, 상호작용과 상호존경, 우

호 인 감정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둘째, 정보교

류 정보습득을 구성원에 정보․지식 제공, 구성원으

로부터 정보․지식 받음, 경쟁사 동향 정보습득, 기술

연구개발 정보‧지식 습득, 산업트 드 시장변화 정

보․지식 습득, 정부 유 기 정보․지식 습득, 정부

유 기 계자와네트워크구축 등 7개문항으로 측

정하 다. 셋째, 수요와 공 자 간의 해결을 상자간 수

요와 공 의 해결, 수요자 입장 만족, 공 자 입장 만족,

상자간 력 공감 형성 등 4개 문항으로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경 성과를정부지원과제 확보, 경 개선, 기

업성장 노하우 획득, 4차 산업 명 련 경쟁력 강화 등

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의가독성을높이기

해 Table 상의 긴 문장의 문은 별도로 제시된 약어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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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justice
Scale
type

Interest and
Relationship

(I&R)

1-1)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tivities

A five-
point
scale

1-2) Regular attendance at meetings

1-3) Mutual trust

1-4) Interaction and mutual respect

1-5) A friendly feeling

Information
exchange and
information
acquisition
(IE&IA)

2-1)
Provide information knowledge to
members

A five-
point
scale

2-2)
Receive information knowledge from
members

2-3) Gain competitive information

2-4)
Gain knowledge of technical and R&D
information

2-5)
Gain industry trends and market
change informations knowledge

2-6)
Gain government and related
informations knowledge

2-7)
Network with government and related
authorities

A solu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SBSD)

3-1) The solution of supply and demand
A five-
point
scale

3-2) Satisfaction with consumers

3-3) Supplier satisfaction

3-4) Establishing a cooperative consensus

Management
performance

(MP)

Q 1 Securing Government Support

A five-
point
scale

Q 2 Improvement in management

Q 3 Gain know-how on corporate growth

Q 4
Strengthen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Table 3. Measurement items of a variable

3.2 실

3.2.1 기술통계

표본은 지역의 신 클러스터에 속한 (사) 덕이

노폴리스벤처 회, (사) 소기업융합 세종충남연합

회, (사) 세종충남 소기업기술 신 회, (사) 세

충남 여성벤처 회, (사) 세종충남 수출기업 회,

(사)미래CFO 회의 회원기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총 표본의 수는 212개 기업이고 기업규모는 견기업 24

개, 기업 78개, 소기업 110개이며, IT기업 102개, BT기

업 28개, NT․ST 8개, 환경 련기업 22개, 기타 52개 등

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었다. 한 정부의 기 에 의

한 39세미만의 청년 기업은 64개, 40세 이상의 장년기

업은 148개로 이루어 졌다.

3.2.2 신뢰  

신뢰성 검증은 분석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별 개념이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하고 일 성 있게 측정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한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Variable Cronbach
AlphaFactor Measuring Question

IR

1-1) The importance of Activity (TIA) .935

1-2) Regular attendance at meetings (RAM) .937

1-3) Mutual trust (MT) .938

1-4) Interaction and mutual respect (IMR) .934

1-5) A friendly feeling (AFF) .933

IEIA

2-1) Provide information knowledge to members
(PIKM)

.931

2-2) Receive information knowledge from
members (RIKM)

.931

2-3) Gain competitive information(GCI) .935

2-4) Gain knowledge of technical and R&D
information (GKTI)

.933

2-5) Gain industry trends and market change
informations knowledge (GITMCIK)

.933

2-6) Gain government and related informations
knowledge(GGRIK)

.932

2-7) Network with government and related
authorities (NGRA)

.933

SBSD

3-1) Securing Government Support(SGS) .934

3-2) Improvement in management(IM) .933

3-3) Gain know-how on corporate growth
(GKCG)

.935

3-4) Strengthen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IC)

.933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신뢰성 분석은 문항들 간에 한 연 성이 있는지,

일 성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추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의 통계를 사용한다. 보통 도출된 통계량

이 0.60이상이면 측정문항들 간에는 내 인 일 성과 신

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0.60이상인 변수를 채택하 으며, 요인분석에서 제외

된 3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 다. 측정 문항별 신뢰

성 검증결과는 아래의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이 0.60보다 상당히 높은 0.90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설문 문항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3.2.3 타당  ( )

가설에 한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은 측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인 개념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을 검정하는 통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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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일반 으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각 연구단 별 직각회 방식(Orthogonal rotation)에

따른 주성분방법(Principal component method)에의거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한 3개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각각

의 문항은 요인분석 값이 일반 으로 유효한 기 인 0.4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구성의 개념이 하게 측정되었

음이 입증되었다.

Variable Factor
1

Factor
2

Factor
3Factor Measuring Question

IR

TIA .117 .364 .750

RAM .544 -.034 .564

MT .145 .080 .847

IMR .332 .139 .816

AFF .182 .549 .608

IEIA

PIKM .524 .474 .395

RIKM .666 .503 .237

GCI .633 .320 .135

GKTI .773 .288 .148

GITMCIK .831 .211 .203

GGRIK .776 .264 .281

NGRA .658 .393 .181

SBSC

SGS .244 .824 .189

IM .355 .777 .153

GKCG .228 .803 .140

SIC .423 .725 .123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3.2.4 개념 간 상 계 

변수 간의 계성을 악하고자 상 계 분석을 실

시하 으며 결과는 아래의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3.2.5 가 검

1) 주 가설의 검증

지역 소벤처기업들의 신클러스터 활동이 경

성과에 미치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p<0.01

Fig. 2. Verification and analysis model for 

hypotheses

우선 신클러스터 활동에 있어서 상호간의 심

는 계성을 한 활동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은 t값

이 –1.206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 되었다. 이는 단순

한 심이나 계를 갖는 것은 경 성과에 직 인

향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교류 정

보습득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6.743(p=.000)

로 가설 2는 채택이 되었으며, 수요와 공 자간의 해결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은 t값이 6.179(p=.000)로 가설 3

구분
I&R IEIA SBSD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3-1 3-2 3-3 3-4

I&R

1-1 1

1-2 .448** 1

1-3 .575** .421** 1

1-4 .064** .537** .749** 1

1-5 .616** .449** .476** .596** 1

IEIA

2-1 .523** .551** .373** .513** .582** 1

2-2 .368** .495** .331** .497** .572** .753** 1

2-3 .360** .422** .254** .349** .337** .440** .516** 1

2-4 .321** .378** .277** .469** .423** .599** .660** .594** 1

2-5 .295** .483** .382** .485** .392** .546** .677** .543** .716** 1

2-6 .455** .474** .399** .516** .426** .559** .632** .583** .635** .727** 1

2-7 .436** .430** .219** .348** .502** .610** .669** .400** .536** .604** .778** 1

SBSD

3-1 .504** .217** .282** .315** .565** .581** .553** .551** .423** .425** .485** .519** 1

3-2 .429** .290** .261** .369** .551** .546** .692** .492** .495** .531** .494** .503** .681** 1

3-3 .346** .210** .257** .334** .533** .541** .565** .344** .442** .408** .456** .496** .644** .668** 1

3-4 .359** .291** .275** .408** .477** .566** .645** .524** .560** .536** .538** .477** .687** .716** .648** 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0.01 level (both sides).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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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채택되었다. 즉, 신 클러스터 활동에서 정보교류

정보습득과 수요와 공 간의 해결은 경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

면 다음의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Hypothesis path SE β
C.R
(t)

p
Adoption
status

Hypothesis 1
IR→
MP

.058 -.070 -1.206 0.229 Reject

Hypothesis2
IEIA
→MP

.073 .491 6.742 *** Accept

Hypothesis3
SBSC
→MP

.064 .396 7.179 *** Accept

***p<0.01

Table 7. Verification results for main hypothesis

2) 하 가설의 검증

3개의 주 가설에서 가설 1이 기각됨에 따라 2개의 주

가설의 하 가설 11개에 한 가설 검증결과는 Table 8

의 하 가설(경로)의 검증 결과와 같다.

가설 2의 하 가설 2-3) 경쟁사의 동향에 한 정

보습득(p=0.103)과 2-6) 정부․유 기 의 정보․지식습

득(p=0.199)이 기각되고, 2-1) 정보․지식 제공(p=0.005),

2-2) 정보․지식 습득(p=0.005), 2-4) 기술연구개발 정

보․지식습득(p=0.002), 2-5), 산업트 드 시장변화 정

보․지식습득(p=0.009), 2-7) 정부 유 기 계자와

의 인 네트워크 구축(p=0.009)이 채택되었다. 즉 정보지

식을 주고받고, 기술연구개발에 한 정보와 지식습득,

시장변화에 한 정보와 지식습득, 인 네트워크 구축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path SE β C.R(t) p
Adoption
status

IEIA
→
MP

2-1) PIKM .053 .151 2.871 0.005 Accept

2-2) RIKM .073 .206 2.827 0.005 Accept

2-3) GCI .054 .088 1.639 0.103 Reject

2-4) GKTI .062 .200 3.203 0.002 Accept

2-5) GITM
CIK

.061 .163 2.657 0.009 Accept

2-6) GGRIK .075 .097 1.288 0.199 Reject

2-7) NGRA .064 -.169 -2.654 0.009 Accept

SBSC
→
MP

3-1) SGS .058 -.015 -0.260 0.795 Reject

3-2) IM .068 .165 2.426 0.016 Accept

3-3) GKCG .064 .173 2.722 0.007 Accept

3-4) SIC .065 .401 6.269 0.000 Accept

p<0.05

Table 8. Verification results for sub-cathode(path)

한 가설 3의 하 가설에서는 3-1) 수요와 공 의

해결(p=0.795)은 기각되었으며, 3-2) 수요자 입장 만족도

(p=0.016)와 3-3) 공 자 입장 만족도(p=0.007), 3-4)

력 공감 형성(p=0.000)은 채택되었다. 이는 수요와 공

자간의 상호 만족감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력을 한 공감 형성도 경

성과에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

요와 공 의 해결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상호간의 만족감이나 력을 한 공감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시사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덕특구 내의 정부, 유 기

, 정부출연 연구소 민간 연구소, 학을 신주체로

상호간의 발 방안 비교 연구가 부분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지역의 소벤처

기업을 신클러스터의 주체로 간주하고 기업들의 신

클러스터 활동에 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역의 소벤처기업들의 신클러스터 활동

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정보교류 정보습득에 있어서

정보나 지식을 주고받거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경우, 산업트 드에 한 시장변화에 한

정보지식의 습득, 정부 유 기 과 인 네트워크를

쌓을 때 경 성과에 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수

요와 공 의 해결에 있어서 단순히 수요와 공 의 해결

이 아닌, 수요자와 공 자 상호간에 만족도와 력의 공

감 가 형성되었을 때 경 성과에 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구성원간의 심 는 계성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신

클러스터의 활동에 있어서 서로간의 심과 계성을 갖

는 것이 주된 목 이 아니라 상호간의 수요와 공 의 과

정에서 만족감이나 공감 형성이 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신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구

성원 상호간에 정보나 지식을 주고받고, 기술 연구개

발에 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시장변화에 한 정

보교류 상호간의 력 인 공감 를 형성하면서 기업

의 경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2016년도 통계청의 기 에 의하면 지역의 10인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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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는 7,438개로 국 비 10.7%이다. 이 에서 코스

닥 상장기업은 40개로 국 비 0.05%이고, 지역 비

0.5% 수 을 나타내고 있어 기업의 성과 내지규모가

국 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지역에 견기업 이

상의 기업을 육성발 시키기 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신주체간의 노력과 아울러정책 인 측면

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보교류 정보습득을 한 네트워크 활동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정보교류

정보습득이 경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만

큼 기업들에게정보가필요하다는 것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소기업들의 지속 인 성장발 을 해 정보교류

정보습득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노

력은 물론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극 인 지

원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수요와 공 간의 력이 잘 이루어지기 해서

는 단순한 해결방식 보다는 상호간의 만족감과 력을

한 공감 형성을 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 명시 의 연결사회로 진입은 융․

복합을 제로 하고 있다. 융․복합은 더많은 정보의 데

이터가 요구되어 진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해서는

신클러스터 내에서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하는데 이

를 해 공식 인 수요와 공 을 한 랫폼 구축을 제

시한다. 즉, 수요와 공 간의 지식공유 행동을 강화하기

해서는 구성원들이 실질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구조와 패턴을 개선해야 한다[33]. 재

지역에서 기업들의 수요와 공 간의 해결을 해 활발

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기업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기술 신의 속도가 진 되고,

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 명시 를 맞는 기

업들에게 더욱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의 단체( 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시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랫

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 과 애

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과 계성은 연구결과 경 성과에 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호간의 심과

계성은 상호 력을 한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며, 교류

의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

이 입증되었고[30], 친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은 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고, 강한 연결은 정보 근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정의된바 있다[34].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는 상호간의 계 계성 보다 실질 인 성과창출을

우선하는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클러스터 활동이

상호간의 작용에 있어 어떤 악 향의 요소가 있는 것인

지? 후속 인 해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회들은 부족한 심과 계성을 높

이기 해 다양한 로그램 개발 운 을 통해 상호간

의 심과 계성을 높여가야할 것이다. 한 기업 회

들의 역할 활성화는 지역산업의 발 을 해 매우 요

하다 할 것이다.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기업 회들이 원활하고 활발한 상호활동이 지속될 수 있

도록 체계 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학문 , 실무 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안 을 두고 있는 신클러스터의 활동에 있어서 매개

변수를 다양화하지 못하고 신클러스터 내에서 상호활

동 만을강조하고시사 을 얻는데 그치고있다. 둘째,

지역 신클러스터 구성원간의 심과 계성에 있어

서 연구결과 향이 없음은 변수 용에 있어서 충분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과 신클러스터 활동으로 부

터의 악 향과 같은 심도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라 생각한다. 셋째, 신클러스터의 주체인 기

업들의 모임 단체인 회별로 어느 정도 신클러스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들 간의 비교 에서

연구를 하지 못한 으로. 신클러스터의 운 주체인

각 회별 실증사례 분석 등은 추가 으로 연구할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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