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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I . 서 론 

2011년 4월 1일에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지난 10년간 제주 IT/CT산업 육정 전 

담기관이었던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홍원을 흡수， 통합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범 하 

었다． 이로씨 제주 테크노파크는 기존에 제주 전략산업기획업무와 바이오산업 육성업무를 . 

담당하던 기관에서 바이오산업（BT）과 정보통신（IT) 및 문화콘텐츠 산업（CT）의 부홍을 책 

임지는 통합된 새로운 조칙으로 탈바꿈하여 산 · 학 · 연 · 관 유기적인 협력쳬계 구축과 지 

* 제주욕별자치도청 향토자원산업과 근무（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석사）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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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경챙력 도모와 기 

술 집약 유망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한 지역강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통합 명분은 제주지역 지식산업 육성을 양분하던 두 기관이 담당하는 분야는 서로 상이 

하지만 상호 보완을 통해 산업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기관경영 즉먼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IT/CT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제주 

테크노파크로 기관이 흡수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의 

출범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T/CT 산업이 

제주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 및 활셩화를 해 나가기 위해 통합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 현황 분석 

2.1. 테크노 파크（Techno Park, TP）의 개념 

테크노파크는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와 공간을 의미하는 파크（Park) 

의 합성어로 기술 및 연구개발과 주쳬인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계획적 개발이 내포된 개념이며， 유사한 개념으로는 테크노폴， 테크노폴리스， 리 

서치 파크， 사이언스 파크， 테크놀러지 파크， 혁신센터， 그리고 비즈니스 파크 등이 있으 

며， 계획적인 개발인 리서치 파크나 사이언스 파크， 테크노파크， 사이언스 시티， 테크노폴 

리스는 핵심개념은 유사하나 입주자들의 성격， 기능 및 규모에 의해 다양한 형테와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능적인 측먼에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권영섭 · 변세일， 2003). 

리서치 파크（Research Park）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대학 리서치 파크와 일반 

리서치 파크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는 영국 사이언스파크협의 

회（UIKSPA : The United Kingdom Science Park Association）에서 지식집약형 기업 등 

의 설립과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 또는 주요 연구기관과 정 

2 



I  
I麗결 I驪 II ? I 	嶼_ 

〃마야스꼬다크 
伊令魅＇빠 

＾
휵기 훙눙 

^ 

梁 
참비잊첨보 

艾ㅏ뭡구驪눙 
》楡촬일 
치礬갸놓 Al驪 

제주 IT/CT 산업의 활성화 방안 고찰 3 

식 제휴 하에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이전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성근외， 

1995).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는 1975년 일본의 통산성의 한 공무원이 미국의 실리콘벨리 

(Silicon Valley）를 염두 해 두고 만든 말로 기술（Technology）과 도시（p이is）의 합성어로 

반도쳬， 전자， 신소재， 정밀기계와 같은 첨단산업，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전원의 

매력적인 주거공간이 잘 조화된 생산적이고 질이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지 

향적인 고도기술 집적도시를 의미한다（현재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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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능에 따른 개념 구분 

출처 : 권영섭 · 변세일， 지역별 칙식기반산업 휵성과 지역혁신쳬제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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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와 리서지 파크（Research Park）의 차이는 사이언스 파크 

의 경우 시제품 생산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와 테크노파크 

(Techno Park）의 차이는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 점이 다르며， 여기에 더하여 주거문화기능까지 갖준 단지를 기술 

집적도시 또는 테크노폴리스（생산기능 혹은 주거기능이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생산 7] 

능은 포함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임）라고 부른다（권영섭 · 변세일， 2003) 

국내의 경우 1995년 과학기술처에서 테크노파크（Techno Park）에 대하여 기‘술혁선을 

기조로 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기능과 입주기업 간의 유기 

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절， 첨단 

기업 보육시설， 지원서비스 시설， 섕산시설을 한 지역에 집적시킨 것’으로 정의 하였으펴， 

1997년 통상산업부에서는 테크노파크＜Techno Park）를 ‘기술 창업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물리적·운영적인 제반시설을 기술적／관리적 능력을 보유 

한 대학 등 기술개발 주쳬의 인접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1996년 10월 

에 개최된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회’애서 한국형 테크 

노 파크（Techno Park）를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특정지역의 기 

술혁신과 첨단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능， 창업보육기능， 인력양성 

기능， 지원서비스 기능과 생산기능（시범생산 수준）을 한 자역에 집적시킨 것’으로 정의하 

였대（김언중， 2009) 

2.2. 국 · 내외 현황 

2.2.1. 국외의 현황 

지역 학그쳬제 형태의 대표적 지역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실리콘벨리， 보스턴 인근 

Rout 128지역， 남동부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을 선두로 미국에서는 약 150 

개의 첨단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되었고， 일본도 1960년대 시작된 쯔꾸바 과학기술도시와 관 

서문화 학술연구도시를 비롯하여 테크노폴리스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과학연구공원， 첨단산업단지， 기 

술혁신센터， 테크놀로지 파크， 텔레포트 등이 조성되고 있고， 대만， 중국， 인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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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도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첨단산업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크노파크， 사이언스 파크 등 지역혁신거점 

성격을 띤 기관은 대략 65개국에 362개 기콴 정도로 〈표 1〉과 같이 조사되고 있다（권성 

호， 2006) 

〈표 1> 전 세계 주요 지역혁신거점 현황 

지 	역 국 가 수 혁신거첨기관 수 비율（%) 비고 

합 	계 65 362 100 
아 시 아 18 70 19.3 
오세아니아 1 10 2.8 
유 	럽 27 그 96 54.1 
북 	미 2 47 13.0 
중 남 미 13 29 8刀 

아 프 리 카 4 10 2.8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기술혁A1！쳬제 구축방안 안구， 2004 

가장 대표적이 지역인 실리콘 밸리（장지상 외， 2007) 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클 

라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마테오， 알라메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하 

는 지역으로 총 면적은 1,500제곱 마일이고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인구는 244만명에 

달하며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HF 등이 

있다． 

실리콘 밸리를 셩공으로 이끈 핵심 요인은 첫째，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왕성한 기 

업가 정신을 둘 수 있는데 실리콘 밸리는 정당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기업 

가 정신을 고취시킨 점이다， 둘째， 스탠포드와 버클리 등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적 

인 인재들의 원활한 공급여건과 중간 경영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산타클라라 대학과 산 

호세 주립대학 및 7개의 커뮤니티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콘 밸리 내 기업들 

이 나이와 학력， 인종， 성별 보다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서 고급인재들이 모여들 수밝에 없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 

째로는 자금 조달능력으로 2006년도 실리콘 밸리에 투자된 벤처캐피탈 자금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외부자금의 투자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에서 경험이 없는 벤 

처기업들에게 경영노하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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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가고 있으며， 네 번째로 기업과 기업간， 대학과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 클러스터（권영섭껸세일， 2003, pp39-44）는 오타니 

에미 지역에 있는 연구기술기관， 고등 교육기관， 사이언스 파크 및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 

는데， 대학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혤싱키 공과대학（학부생 20,000명， 

대학원생 2,000명）, 연구기술기콴인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사이언스 파크내 창업보육센터 

인 오텍（OTECH）과 셩장보육센터인 이노폴리（Innopoli）가 있으며， 이노폴리에서 성장한 기 

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스펙트리（Spectri) 단지와 기타 핀란드 제지연구소， 지질측량소 등 

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가 지역개발과 사업적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 쳬제를 구축하여 연구기술기관에서 분리 신설된 신생 기업이 창 

업보육센터인 오텍（OTECH）에서 창업 보육되고， 다시 성장보육센터인 이노폴리（Innopoli) 

에서 셩장보육단계를 거친 후 스펙트리（Spectri）와 지악경제로 진입해서 다시 이 시스템 

내로 새로운 파생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기술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이용 

하는 쳬제를 구축하여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가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 

다． 

또한， 이를 토대로 헬싱키 반타공항 인근에 아비아폴리스（Aviapolis）를 개발하여 연구개 

발 기관에서 분리 신생기업，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소화할 

수 있는 환경과 아울러 입주자들이 지역 내 거주 가능한 주택단지， 국제학교， 스칸디나비 

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쇼핑센터， 휴양시설 등 다양한 펀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규모를 확 

장하였다． 

한펀， 스웨덴 시스타（유재일 외， 2006, pp72-74）의 지역힘그사례는 지방자치단쳬가 주 

도해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로 산업 · 연구 기능이 깁적되어 있는 혁신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 지2의 정보기술 산업단 

지이자 유럽 IT｝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언스 파크는 스독홀름 중심부에서 약 1 5lcni 떨어져 있는데， 총 면적이 200만m2 (66 

만평）으로 수백만 평 단위로 개발되었던 신도시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으 

나 여기에는 1,000여개의 회사가 입주하여 고용인원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3가 IT 관련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IT 집적지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에릭슨을 포함하여 IBM, 노키아， 컴팩， 모토롤라， 오라클， 시스코， 지멘스， 인 

텔， SUN 등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와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 스특홀름 대학이 입주하여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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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산학협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메쯔（유재일 외， 2006, pp77'-79）는 지방자치단쳬장의 혁신 리더십이 주효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메쯔시는 ‘테크노 폴 메쯔 2000’이라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모범적인 지역혁신을 이루었다． 메쯔시가 개발주체로 시장인 로슈（Jean-Marie Raus아〕）에 

의해 발의된 지역혁신 정책인 ‘테크노 폴 메쯔 2000ㅎ 프로젝트는 메쯔시 주도로 당시 농 

경지였던 지역을 기존 공업단지와는 별개로 산업의 경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첨단산업단 

지로 조셩해 나가기 위해 개발 당시부터 메쯔시는 ‘테크노 폴 메쯔 2000’을 첨단 텔레커 

뮤니케씸톈 지대로 개발하여 오직 소프트웨어와 통신 분야로만 특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개 

발하였다． ‘테크노 폴’ 단지는 1983년 조성한 이후에 10년이 지난 1994년에 162개 기업 

과 3,1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06년에는 250여개 기업과 5,000여명의고용 

을 창출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하였다． 특히， ‘테크노 폴’ 단지 조성사례는 캠브리지나 실리 

콘밸리와 같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출발한 단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라 

는 기회를 살려 농경지에다 우수대학， 정보통신 선도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여 집적화를 통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성공사례로서 평가 받을 수 있던 것은 지방 자치단쳬 역 

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2.2. 국내현황 

국내에서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대덕 연구 

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 혁신 단지를 조성해 왔으나， 물리적인 하부구조와 혁신자원 인 

프라 위주의 개발로 인한 재원부족 및 경제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 

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산학협동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실질적인 산학껸 간 협력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민·관 공동으로 SAY적인 사 

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1995년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 12월경부 

터 산업기술기반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6 

개의 선발 테크노파크로 안산（현． 경기 테크노파크）, 송도，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등이 선 

정되었다． 1998년 9월에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단 

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여 공장범위에 대한 특례， 국 · 공유재산의 매각 특 

례， 건축금지 툭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 자원근거를 마련하였고， 1998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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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자치단쳬，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데크노파크를 조싱하고 운영관리를 담당 

할 전담기관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지역기업 지원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김언중， 2009, p7) 2000년에는 부산， 포항이 추가 지정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충북 등 8개 후발 테크노파크가 지정되어 2011년 4월 말 기준〈표 2〉와 같이 

전국적으로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지정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표 2>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안산） 동대구벤처밸리 영남대 첨단산업단지 

사 	업 

시 행 자 
（재）경갸끄〕 （재）대구J꾸 （재）경북1T) （재）광주1I〕 （재）송도J꾸 

참여기콴 

4개 기관 . 단체 

인천시 

2개 대학 

1개 연구소 

8개 기관 · 단체 

경기도 

안산시 

6개 대학 

4개 기콴 · 단쳬 

대구광셕시 

3개 대학 

7개 기관 . 단쳬 

경상북도 

경산시 

5개 대학 

10.개 기관 . 단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7개 대학 

1개 연구소 

사업비（억원） 

('07년 까지） 
1.861 955 682 870 491 

법인설립 1998. 	6. 18 1998. 	9. 17 1998. 12. 	2 1998. 	8. 27 1998. 12. 	7 

부 	지 

(계획, in') 
452,895 198,348 37.696 152,967 99,174 

건 	평 

(lQ in') 

3개퉁 

46,251 
4i%

39,670 
671W

-49,587 

11개동 

142. 149 

(R&BD녠터 포함） 

8[*39,670 

입주업쳬 수 

('96. 12-) 
99 53 99 73 57 

특화분햐 

- 선자 · 정보통신 

자동차 부풍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 디지털설계가공 

나노표만기술 

전자 · 정보통신 

자통차 부품 

바이오 

로봇 

전갸전자 

－바미오 

메카트로닉스 

섬유 

자동차， 기계 

BlO, 한방직품 

m 전자 

LEI班J〕 

광통신／광응용 

전자부품 

6대 

목적사업 

창멉보육 창멉보육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시설이용 

→창쉽보육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 

공동연구개발 

정보유퉁 

공동연구개발 

시설이용 

기 술 료 

사 	업 

lET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 인프라 연계 

R&D 

1131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 인프라 연계 

R&D 

지악혁신인력양성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 인프라 연계 

R&D 

지역혁신인력양성 

지역기술이선센터 

기술 인프라 연계 

R&D 

TBI 지역ㅓEl 
지역혁신인력양성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 인프라 연계 

R&D 

지 	으 

특화센E 
5개 센터 

(47,364백만원） 

1개 센터 

楓4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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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충남 포항 부산 전북 

위 	치 천안 아산 	4 포항공대 인근 동아대 지사산단 
잔주시 

첨단기계벤처단지 

사

시 	업자 행 
（계）충남TP 《재）포항TP （재）부산TP - （개）전북TP 

참여기관 

16개 기관 · 단체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12개 대학 

제일온헹 

27개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5개 대학 

18개 기업 

- 기타 2 

13개 기관 

- 부산광역시 

- 12개 대학 

6개 기관 

-2개 지자제 

- 4개 대학 

사업비（억원） 

('0껀 까지） 
534 369 625 419 

법인설립 1998. 12. 	7 2000. 	2. 28 1999. 12. 18 2003. 12. 	- 

H1(ill 획 	

지

m' 251,24 1 187,323' 302,067 66,116 

펴딩Hf 
건

에 획 67)1*69,4 22 5711*26 ,357 
3개동 

34 .559 
;4개동 

15,207 

창공정 업동보 보연유 육구통 개 발 

주요시살 

- 벤처창업센터 

- ftst SI, RanK 1,11) 
- 시험생산공장 

（기술혁신 ㅍ터） 

（영상이디어센터） 

－본부동 

제1벤처동 

' 	제2벤처동 

- 입주기업주거시섣 

- 제3벤처동 

－본부동 

- Post SI동 

- 시험생산동 

본부동 

- 생산지원동 

입주업쳬 수 

(‘《f.12웜） 
44 55 30 6 

9툭화분야 

- 디스플레이 

- 자동차 부풍 

- 영상산업 

－철강 

- 나노신소재 

- 바이오의료소재 

- 에너지소재 

지능로봇 

- 항만 · 뭅류 

- 자동차， 첨단기계 

부품 

- SW.정보롱신 

- 죄크·해양기자재 

∼ 기계／자동차 

- 생물(Ill) 
문화 · 영상， 관광 

(IT) 
- 신재생 에너지 및 

RET 

6대 

목적사업 

－창업보육 

- 공동연구개받 

－정보유통 

창업보육 

- 공동연구개발 

－정보유통 

- 창업보육 

－정보유퉁 

시설이용 

--- 

술 

기사 	
료

업 

- TBI 
- 지역혁신인력양성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인프라 연계 

R&D 

- TB1 
지역혁신인력양성 

- 지역기술이전센터 

- TB1, 지역 TB) 
- 지역혁신인력양상 

- 지역기술이전센터 

- 지역혁신인력양성 

지 	역 

특화센터 37115.489 센백 터만 

6개 센터 

(80,603백 만원） 

-9- 



10 産經論集 第27輯 

구 분 경기 대친（민간） 서울（민간） 대전 제주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서울시 노원구 대전 유성구 제주 아라동 

사 	업 
시 행 자 

（재）경기대진TP （재）서울TP （재）대전TP （재）제주 TP 

참여기관 

8개 기관 

경기도 

포천시 

4개 대학 

2개 유콴기관 

29개 기관 

서울시 

서울산업대학 

10개 기업 

17개 대학 . 연구소 

1개 기관 

대전광역시 

1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억원） 

('07년 까지） 
118 723.7 457 152 

법인설립 2005. 	3. 2005. 	9. 2008. 	3. 	1 2010. 	8. 26 

지＂蹴 ㅂm(41 희ㄱ 
99,174 175,207 53,019 90,896 

건 	평 
（계획， il?) 品컴離 

4개동 

85,951 5711*35.235 
5개동 

주요시설 

기사 	
료

업 

종합지원센터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동 

커뮤니티센터 

전용임대아파트 

스마트하우스 

기업 연구동 1 

기업 연구동 2 

기업 연구동 3 

본부동 
IT전용 벤처타운 

바이오 벤처타운 

고주파 부품산업 

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벤처마루（본부동） 

생물자원산업화지원 

센터 

바이오산업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수산업화지원 

센터 
모바일방통융합젠터 

입주업쳬 수 

('06. 	12월） 
5 51 22 

74 
(IT 39, BT 35) 

특화분야 

가구관련 기술디자인 

환경 · 에너지 

∼ 의료 바이오 

디지털 디자인 

지역 농산물 첨단 

기술화 

염색 . 피혁 관련 

기술 · 디자인 

MSP 
NIT 제조장비 

NIT 인력양성 

－정보통산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 첨단부품 및 소재 

지역전략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디 지 털컨텐츠산업） 

一 쾅역경제秕크도산업 

（물산업， MICE산업） 

지식기반 산업 

6대 

목적사업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 

一 시설이용 

창업보육 

- 공동연구개발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시설이용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시설이용 

술 

지 	역 

특화젠터 
3개 젠터 

출처 : （사）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홈페이지（www.technopark.or.k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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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 및 조칙구조 

테크노파크의 6대 목적사업은 〈표 3〉과 같이 창업보육， 시험생산， 연구개발 지원， 정보 

교류， 교육훈련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기술혁신쳬제를 구축히여 산 . 

학 · 연 · 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와 중앙정부 및 지자쳬의 각종 지원과제 수탁 수행을 통해 

테크노파크 역량을 축적하여 왔다（김언중， 2009, p32) 

〈표 3> 테크노파크의 6대 목적사업 

구 	분 세 	부 	기 	능 비고 

창업보육 
-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발굴， 연구개발형 ·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육성， 기존기업의 기술 집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개발， 공간 

시설 및 기술경영 ·사무지원 기능을 제공 

시험생산 

고가의 장비 및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장비를 보유하여 벤처 

중소기업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 본연의 생산 

할동에 있어 경챙력 제고 및 웬가절감에 기여 

연구개발 

지 	원 

대학과 기업의 신기술 공동연구에 연구비， 연구시샬， 장비를 지원 

하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 

사업화 촉진 

정보교류 
국내·외 첨단기술 · 산업 동향과 국내 기술개발， 국가 산업기술 

정책， 국내 · 외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족진하기 위해 정보서비스 제공쳬계 구축 

교육훈란 

입주기업 및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안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계공 

기술·행정 

지 	원 

자쳬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각종 

경영관리업무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지원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년도 지역혁신사업 안내， 2007 

또한， 그 외에 산업기술단지 구축을 통한 기술 인프라 조성，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 

네트워크 활셩화， 지역기술개발과제 기획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의 지역기술혁신쳬제 구 

축， 지역기술혁신협의회， 기술사업화 교류회， 입주기업교류회 등의 산 . 학 · 연 간 Network 

활셩화， 지역기술이전센터（RflC), 지역혁신인력양성， 신기술보육사업（TBI) 등 다양한 중 

앙정부 및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언중， 2009, p32) 

한펀， 2006년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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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친쳬계를 개펀 

을 뒷받침하여 지역거점기관과 지역특화젠터의 역할 차별화로 중복성 제거 및 시너지 효 

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도에는 거버넌스 개편목적 달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정관 및 저卜구정 개정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지역특화센터 통합에 따른 테크노 

파크 원장과 직속부서장 긴에 보다 명확한 관게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테크노파크의 의사결정 구조는 18개 테크노파크 중 자치단쳬장과 대학교 총장이 공동으 

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구 및 경북 테크노파크와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민간 테크노파크（경기 대진， 서울）을 제외하고 〈그림 2〉와 같이 이사회가 이사장 

（자치단쳬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의 최고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지역혁 

신사업 추진쳬계 개펀을 통해 지역 테크노파크의 사업 운영권한 및 법인에 대한 대표권을 

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테크노파크의 사업추진 역량과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한국 

산업기술평가원， 2007) 

이사회 （최 고의 결기 구） 

운영 위 원회 （심 의／평 가） 
	

감사（운영 감시 ) 

원장／대표이 사（ 법 인 대표） 

- 	 I 	 I 	 I  
행정지원팀 	 기업지원단 	 전략산업기획단 	통합특화센터  

〈그림 2> 테크노파크 의사결정 구조 : 표준 정관안 기준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7년도 지역혁신사업 안내， 2007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보완하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와 운영 

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업 운영에 대해 감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장 칙속 4개 부서 중 하나인 행정지원팀을 통해 직속기관별 행정업무를 일원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 간섭을 배재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 

단（흑은 지역사업단／TP사업단）으로 하여금 단지 관리， 지역 내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직 

접 지원 등 테크노파크의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지역혁신사업 추진쳬계 개편을 

통해 테크노파크로 흡수된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 등은 테크노파크 원장 하부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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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전략산업기획단은 정책기획실과 사업평가실로 구성하여 지역 내 전략산업 육성 

올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통합특화센터는 지역전략산업별 특화지원기능 

올 통합함으로써 테크노파크 사업단은 지역혁신주체 간 네트워크의 구심체， 기획 · 조정， 

금융 지원， 기술이전 등 일반적인 기업지원서비스， 그리고 통합특화센터는 해당 특화산업 

거점역할， 기술지원， 연구개발， 시험생산 둥 전문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역할 구 

분을 통해 조칙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주하이테긔」업진홍원， 

2009, ppl7-18) 

ifi. 제주 테크노파크로의 통합 운영 현황 

3.1. 지역혁신기관의 테크노파크로 통합사례 

3.1.1.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 테크노파크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 까지 재단법인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반도쳬 산업， 전자정보산업）과 게단법인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진홍재단（보건의료 

산업， 전통의약산업）올 흡수하여 기관 통합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통합재단으로 출범하였으 

나 충청북도에서 통합 대상기관으로 검토되었던 정보통신산업 육성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는 제외되었다． 

기관 통합 추진 배경은 한 지역에서 유사한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기관이 별도의 

재단과 사업팀으로 분리되어 있어 유사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성 논란과 에산집행의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고 기관 통합을 통해 지역핵그 

거점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통합재 

단 출범 이후에도 충북톄크노파크에서는 지역툭화센터인 동물자원센터（논산시）, 충북지역 

에 분산되어 있는 부품산업 관련 소규모 교류회， 클러스터와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외부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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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조칙도 

출처：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흠페이지（http://www.cbtp.or.kr/),  2011 

통합후 주요 성과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정책을 통해 2007년 7곳에 불과했던 

팹리스 기업이 2010년도 6월 기준으로 22개 사로 국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전문 

팹리스 1위 업쳬인 어보브반도체와 엘디티， 아트칩스， 제퍼로직， 위더스비젼， 에이스전자 

기술 둥이 지역을 대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성장했고， 입주기업 수는 55개 사로서 2009 

년 대비 58% 증가， 이들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5,567억원으로 지난 3년간（2007 - 2009) 

평균 매출액보다 40％나 대폭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중앙정부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에로 중앙정부의 '2010년도 지역전략산업진흥종합계획 

전국평가‘ 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충청북도 출자 · 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3.1.2. 대전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전 테크노파크는 1997년 11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프트웨어사업단）로 시 

작되어 2003년 1월 첨단산업진훙재단 설립 시 소프트웨어사업단이 채단으로 흡수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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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08년 중앙정부（지식경제부）로부터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 대전 테크노 

파크로 전환을 최종 승인받아 2008년 3월 1일 새로운 기콴으로 출범하였다． 통합후 조직 

은 기관통합 이전 첨단산업친흥재단의 소프트웨어사업단을 정보산업진흥본부로， 기존 고 

주파사업단 · 로봇사업단 . 바이오사업단을 각각 고주파사업센터·로봇센터 · 바이오센터로 개 

편하였고， 기업지원전담부서로서 지역사업단 신설과 기존 전략산업기획단 유지 등 1본부 

2단 · 3센터 체제로 운영 되다가 2011년 4월 기준 대전 테크노파크 조직 구모는 2센터 

실 . 1부절기관이 늘어난 3단 · 5센터 · 1샬 · 1부절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그림 4〉와 

같이 운영 중이다． 

茨직姃 

기꾸 : 3단 驪雄Et 1纖 1率錟 

〈그림 4> 재단법인 대전 테크노파크 조직도 

출처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aejeontp.or.kr), 2011 

대전 테크노파크는 통합 출범 이후 지역산업 육성 지원기관들의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 

의 정책 추진방향과 일관성 있는 사업기획 및 예산 집행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국 테크 

노파크 중에서도 선도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성장률이 

타 지역 테크노파크의 평균인 &6％보다 높은 10.9％를 기록했고 지원기업의 매출은 

18.3%, 고용은 9.3％가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 한 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2009년도 지경부 

의 기관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를 획득하고， 2010년도에는 지역산업지원사업 우수기 

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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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합 제주 테크노파크 현황 

3.2.1. 출범 배경 

통합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제주 테크노파크는 2006년 12월 지경부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지역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거졈 기관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 테크노파크의 전신인 제주하이테크산압진훙원 당시인 2008년 

6월과 7월에 제주 테크노파크 설립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통합 필요성에 

대해 거론 되었고， 2009년 2월에 제주전략기획단 주도로 수립한 ‘제주 테크노파크 조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서 제주 테크노파크 조성방안의 한 방법으로 제시 

되었다. 

＜표 4> 재단법인 졔주 테크노파크 출범으로 변화된 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기관명칭 
（재）제주HIDI（생 

물산업육성전담） 

（재）제주 테크노파크（Jeju Technopark) 

（첨단 제조업 육성 거점기관） 

특화산업 

분야 

건강·뷰티 

생물 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디지털컨텐츠， 물산업，．지식기반 산업 

※ 지역산업진죵사업 총괄추친（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 

조직 
부서별겅부 

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지역 거버넌스 정비계획 기준으로 조직 개펀 

※ 기업지원단 신설， 칙역평가단 부설기구화 

산업단지 

지원 

단지 내 건물 건립 시 기반시살 설치비 추가 지원 

-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비용 추가지원 가능 

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산업전기 둥） 

※ 관련법률：산업기술단지지원에콴한특례법(2009.1. 30) 

입주기 업 

지원 

- 각종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 감먼 가능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우대금리 혜택 

프리보드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 펀드 수혜가능 

정부지원 

수혜가능 

사업확대 

지역발전포럼，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지역기술 이전센터， 기 

술경영아카데미 등 

7 	타 

쳬계화된 기업지원서비스（기술．경영 통합지원서비스）제공 

. 기술기업 지원을 통한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기압지원 사업의 포괄적 측정 

TP 2단계 사업 시행 ; 5대 필수 및 6대 선택 사업（연 16억원 

지원 	국비 8억， 도비 8억）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산업과）,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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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 제주지식산업진 

홍원과 제주하이테크산업친홍원간 통합방침이 확정되고 통합 협의쳬（11명 : 전문가， 기업 

대표， 관련기관 대표 등）가 구성이 되어， 2010년 9월에 기관 통합에 앞서 우선 제주하이 

테크산업진훙원이 지식경제부의 숭인을 받아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로 전환 출범하였 

으며， 이에 따라 달라진 사항은 〈표 4〉와 같다． 201.1년 2월 제주지식산업진홍원과 제주 

테크노파크 기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제주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까 

제주득벌자치도 의회에서 통과 되면서 기관 통합에 따른 제반절차를 걸쳐 2011년 4월 1 

일 제주지식산업진홍뭔이 쳬주 테크노파크로 기관이 흡수 통합되면서 바이오산업（BT）과 

정보통신산업（IT), 문화콘텐츠산업（CT）을 육성하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ThinkTank）로서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로 통합 출범하게 되었다． 

3.2.2. 출범후 현황 

통합 게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는 체주시 아라동（산천단）을 중심으로 주요시설이 도 전 

역에 분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었기 배문에 기관 통합 출범으로 기관통합 이전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홍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시설과 소속인력 흡수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주요시설은 4개 시설（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제주바이오산업센터， 제주생물종다양 

성연구소， 제주용암해수산업화센터）에서 기관통합으로 2개 시설（제주 벤처마루， 모바일방 

송통신융합센터꼐 늘어난 총 6개 시설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표 5〉와 같다（제주하이테 

크산업진홍원， 2009, p43, 85) 

〈표 5>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보유 주요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부지연적 건물면적 비고 
' 

제주생물자원산업화치 P-ii4ii터 제주시 이 덛 陽 9,900 4,303 
제주바이오산OJ 4 El 제주대학교 부찌 7,146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서귀포시 닝 「원읍 78 .8 15 3,703 
저I 주용암해수산업화센터 陽ㅈ ㅣ구죄 階 10,000 2,000 건축 중 

제주벤처마루 제주시 이도2동 14.306 
구）제주지츠꿔｝업진흥원 
위탁 운영콴리 

모바일방송통산융합센터 첨단과기단지 부지 9,549 3,852 
구）제주지 식산업진홍원 
소유 시설 （건축 중） 

출처 : 제주하이테크산업긴흥원 제주전략기획단， 제주 테크노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 
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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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력규모는 93명에서 기관통합 이전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친흥원 소속인력 30명 

을 더한 123명 （계약직 포함 153명）으로 늘어났고， 조직도 원장을 중심으로 2개 부설기 

관， 5개 직속부서， 1개 행정지원실， 13개 팀 쳬제에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2개 부 

설기관， 5개 직속부서， 1개 행정지원실， 15개 부 쳬제로 개편되고 인력도 조칙개편에 맞 

춰 재배치하였다． 

기관 통합 이천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효 조칙도 (2011.4.1 이전｝ 〃 

《기사회 

-  감사  - 
ㅣ 	뭔 상 

- 
부설 지 역산업 핑가단 - 吟설 선도산업지원단 

정 책기홱 단 ＝기 업 지 원딘 ㅈㅔ 주생 땔ㅅ 둔쉥 
스 업鞭 지뮌 센터 

저I 주 생 뭉 
증다양성연구＝소 

용딛士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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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에 따른 조직도 변화 

줄처 :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산업과）,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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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그림 5〉처럼 직속부서 중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꽈 ‘용암해수산업화지 

원센터를 폐지하여 신규 직속부서（바이오융합센터）를 신설하여 센터 소속의 ‘부 쳬졔’로 

개편 하였고， 기관통합 이전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친흥원 조직은 소H子 직속부서（디지털융 

합센터）를 신설하여 센터 소속으로 ‘IT/SW부’， ‘문화콘텐츠부긱 ‘방송통샨융합 사업단’ 등 

3개의 ‘부’를 두어 업무와 인력을 배치하였고， 또한， ‘정책기획단’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기업지원단’은 하부에 ‘대외협력실’과 ‘사업화지원부’를 두어 부서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아 

울러 기관통합 이쟌 당시의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친흥원에 

서 수행했던 사업셩격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정 재배치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셩을 확보 

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통합에 따른 장 · 단점 분석 

통합추진 협의쳬에서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통합 재 

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에 따른 장 · 단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 기콴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장 · 단점 분석은 정부정책， 도 산업정책，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 기관운영 

(HW, 5/W 측면）, 사업 추진， 관련업계 입장， 지역인식 등 3개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6>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에 따른 장 · 단점 분석 

구분 주 요 내 용 장 	점 단 	점 대 안 제 시 

광역경제권 산업정책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타 부처의 지원사 지경부의 2011년도 

추진 정책에 부합 업유치 효과 감소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 

（지경부） 지역산업 평가 시 불이익 우려 우려 거 추진조직 정비 필요 

주관기관을 지역TP 원천 차단（제주지 蜘T! (IT업계 의견） 전국 TP는 특화산업 

중심으로 전환 BT사업 대부분 지경부지역 CT산업의 육성 측 으로 47ㅐ 산업을 지정 
젓부 

. 평가를 통한 국비 산업 진흥 사업에 의존） 면 애로사항 존재 육성하고 있고， 전 부처 
정책 

차등지 원（'11년도 국가정책에 부응과 타 지 가능《IT업계 의견） 사업을 대상으로 유치 

켱우 국비 150억 자쳬 J꾸와의 경챙력 제고 추진 

인센티브 활용） ＝즛 TP 역량뻬 따라 극 

전국 TP 특화산업에 복가능《역량 강화） 

대부분 [T·B]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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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원 시대 구현 

향토자원 활용 5대 

산업 육성 

신성장 제조업 육성 

종합적인 산업겅책 

수립 및 시행 효율화 

지자쳬 산업 정책추진 

일원화로 효율 극대화 

침단기술 기반 산업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 

IT/BT 융합사업 기획 

및 추진효과 극대화 

（신사업 창출 가능） 

산업별 편중 현상 발 

생 우려 

(IT 또는 BT) 

IT육성 전담 독립 기 

관 부재로 IT산업 

육성 대외위상 실추 

우려 (IT업계 의건） 

제도적 장치 마련 

BT산업 육성 잔담 

기관도 해체됨 

(HIDI에 흡수 통합 

되는 것이 아님） 

→ IT/BT 중심의 첨 

단산업 육성기 관으 

로 성장 발전 

제주지역 지역산업 육 

성 거점기관으로 발전 

지역산업 역량 집중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거점기관으로 성장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기관으로 성장 

제주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조기달성 

사업성과 극대화 추구 

지역내 대형 산업 

기관 탄생으로 예산 확 

보 어려움 예상 

. 지방비가 한 기관 

에 집중 지원으로 

외부 견제상황 발생 

가능 

지자체， 의회 차원 

산업 육성의지 중요（기 

희 

집행 성과 분석의 

선순환 체계 확립） 

→지역산업클러스터 

거점기관으로 조기 

정착 노력 필요 

역
 

업
 성
 

점
 

관
 

지
 

산
 

육
 거
 

기
 

H/w 인프라의 활용 효 

율 극대화 

벤처마루，모바일 방퉁융합 

센터， 용암해 

수센터등 기존 또는 

신규건축물 TP본부동 

활용등 예산절감가능 

생 물 종 다 양성 연 구 소 , 

용암해수센터 등 BT 관련 

시설에 IT관련 시설유치로 

서귀포시 （동부권） IT산업 

진흥 전친기지 구축 가능으 

로 지역균형발전도모 

기관 

운영 

(Hw)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 H/W구축 

사업 기획 및 투자 

저조 가능성 내제 

( 미 래 산업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자쳬， 의회， TP 

등 역량 강화 

→ 중앙부처 대상 국 

책 사업 적극 유치 

통합 기관의 H/W 

인프라 효율적 활용 

（건축물， 시설장비） 

단일기관（TP) 운영 

I].계 

- 통합기콴으로 운영비 지 

원요청 가능（지자체） 

통합기관 운영예산의 효 

율화 

간접비 성격 중복 예산 

제거 등 행정 비용 절감 

BT,IT 인력 융합 적재 

기관 운영이 정치 

적 측면에시 접근 하는 

경우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기관 운영비 미 확 

보시 자립기반취약 

부서 간 경상비 확 

큭 조례 제정 등을 통 

해 TP 운영체계 정립 

통합기콴 운영비 지 

원조례 제정 등 

→ 통합기관 운영체계 

별도 모델 마련 적용 

（아전TP 등 벤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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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 	배치 	（정책기획． 

기업지원단 등 IT/WI'인력 

배치로 IT/Hi'산업 균형 발 

전 도모） 

- 행정체계 효율화 도모 

보 경챙 과열 우려 

(IT/Br분야 부서） 
킹， 부서 내 경상 예산 

지원체계 확립 

- 원장 중심 협력쳬계 구 

축으로 조화로운 IT/ST 사 

업 성과 극대화 

사업 

추진 

- IT/ST 분야 단위사업 

추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 획 - R&D- 시 제 품 개 발－ 

생산－마케팅－성과분석 등 

사업추진 파급효과 극대화 

- 	 홍 사업 통합에 따른 → 통합기관 추진사업 

홍보 강화． TP기업 

지원단 역량 제고 

빛 산업별로 특화 

젠터 복성화 추진 

보 부족시 기업 지 원 

서비스사업 참여율 저 

조로 부실 우 려 

불안정한 사업운 영 

체계 구축 시 사업추진 

이원화 우려 

- 공통 기업지원서비스 사 

업의 단일화． 대형화 파급 

효과 극대화 

- 산업간사업간 융합으로 

차별화뒨 기업 지원 서비스 

수행 가능 

기업 

성장 

IT/BT 업계의 의견 

다양성 

- 현 단계보다 더욱 업그 

레이드된 기업 지원 서비스 

가능 

TP내기업지원단 샨설 

- 이 업종(IT-ST）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 종합적．전략적으로 기업 

- IT산업 육성을 잔 담 

하는 기관이 없어 져 

버린다는 인식 으로 콴 

＝수 첨단산업 육성전담 

기관〔TP）으로서의 조기 

위상 정립 

(gI' 전담 기콴도 없는 

상태로 기콴 통합 추진） 

련 업계의 사기 저하 

육성 정책 실현 가능 

지역 

인식 

- 제주지식산업친흥원이 

HID뻬 홉수 통합되고 

있는 것이라는 일부 부 

정적 인식 

TP 중심 지역산업 육 

성체계 

- ㅃ기（하이테크산업 진홍 

원）＋제주지식산업 	진홍원 

= 제주 TP(제3의 기관）가 

탄생하는 것으 로 이해 

- IT/ST분야의 지원 

예산 불균등 우려 

TP중심 지역산업 

육성쳬계가 지경부 

사업에 국한되고． 또 

획일적 정책에 의해 

→ TP조례에 IT산업 

육성사업 내용 포항 및 

IT/WI'분야 예산확보／칩 

행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 

지역톡성 미반영 

(IT업계 의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산업과）,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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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주 IT/CT 산업의 활성화 방안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의 출범으로 종전 BT산업 중심에서 IT·CT산업 간의 융 

합과 유기적인 협력쳬계가 더욱 강화되어 도내 제조업〈2008년도 GRDP의 3%) 비중을 

2030년도 까지 GRDP 1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도의회나 지역 IT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주 테크노파크로 흡수 통합되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속직원 승 

계， 조직운영 측면에서 IT와 BT분야 간 대등하고 균형적인 조직개편 및 직원 배치， 기관 

통합으로 인한 IT/CT분야 국비예산 감소로 제주지역 IT/CT산업 기반 위축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는 관리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향토 자원산업 

과）와 기관 통합에 따른 문제점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 

초기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관 통합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선 미흡한 실정으로 이 

를 해켤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4.1. 출범 초기의 조칙운영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과크와 관리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향토자원산업과）에서 

는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 이후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인 문화， 인사，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사전 방지하고 융합을 촉진시켜 조직의 조 

기 안정화를 위해 문화융합（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인사융합（핵심보직인사， 교차인사）, 성 

과융합（셩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3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문화융합 프로그램은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구성원 간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공식적 · 비공식적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조직문화 · 지식 · 경 

험 등을 공유함으로씨 갈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 ‘조직문 

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2011년 상반기 중 2회， 1박2일）’을 개최하고 진행방식은 최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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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원장과 전 조직원이 참가하여 상 · 하간 격의 없이 동시에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는 ‘타운미팅cown Meeting)'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인사융합 프로그램은 기존 소속기관의 정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인사 

를 실시하여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행방법 

으로 통합된 기관의 비전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적임자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산발하여 핵심보칙（간부급）에 배치하는 ‘핵심보직인사’와 기관 통합 이전의 

제주 테크노파크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간 화학적인 조직 구성원간의 융합을 위해 원 소 

속기관에 관계없이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써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차인사’ 방식 

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범 당시 이 방식을 적용하여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세 번째， 정과융합프로그램은 기관통합 이전 제주 테크노파크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성과관리 현황에 대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통합된 기관으로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등 성과 

관리쳬계를 재정립하고 시스템화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직 내 부서 

단위 구성원 간 선의의 경챙을 통한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TP) 출범에 따른 IT/CT산업 활성화방안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출범하면서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행은 되고 있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어！ 성과보다는 향후 해결하고 보완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조직 융합 촉진을 위한 새 

로운 프로그램（예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이질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서로 다른 업무절 

차께 대해 표준화 적용瑨 발굴， 접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출범 당시 

IT/CT산업 기반 축소 우려 등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불식시키고 IT/CT산업 활성화를 위 

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4.2.1. IT/C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역량 강화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IT/CT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서는 원장 직속부서인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긱 ‘지역산업평가단’ 디지털융합센터（3개 부로 구성 IT/SW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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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부， 방송통신융합사업단）가 있으며， ‘정책기획단’과 ‘가업지원단’， ‘지역산업평가 

단’은 IT/ET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순수한 IT/CT산업 육성 전담부서는 ‘디지털융합 

센터’라고 할 수 있으며 〈표 7〉과 같다． 

부서장인 디지털융합센터장（개방형 공모직）을 중심으로 각 부별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고 각 부별 · 구정원 개개인별 명확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연게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 전체적인 관점어미사 효율적인 업무 추 

진쳬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부서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요인인 구성원 개개인 

의 전문성과 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부족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마인드 함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구성원 개인적으로도 업무연찬， 전문지식 습득 

등 자가계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7>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IT/CT산업 휵정 관련 부서 

부 	서 IT/CT산업 육성 주요역할 비 	고 

정 책기 획 단 정책기획， 타 산업과 융합정책 기획 지원 IT/CT관련 인력 2명 

기 업 지 원단 기업지원 공통 사업， 인럭양성사업 운영 인력양성담당 	1명 

지 역 산업 평 가단 기업 R&D 추진사업 평가 IT/CT관련 인력 2명 

디지털융합센터 
- IT/CT산업 육성겅책 수립 
- SW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Post 창업보육 

사업 추진， 방송통신융합사업 추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향토자원산업과）, 내부자료， 2011 

4.2.2. 기관 통합 이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추진사업 명속성 유지 

기관 통합 이전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이었던 사업과 계획했던 사업이 기 

관 통합으로 인해 중단 또는 축소가 되지 않도록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 

어 한다． 

만일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가 되거나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 당시에 부정적으로 형성 

되었던 도의회나 지역 여론의 화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갓이기 때문에 기 구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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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중앙부처 및 전담기관 등과의 교류채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아울러 내실 있는 사 

업 추진으로 사업의 영속정 유지는 물론 대 중앙 정부 절충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mCT산업 분야의 A蹄사업 발굴 확대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4.2.3.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에서 ‘키워주는 사업’으로 추진방식 개선 

2000년도 제주SW지원센터 개소 이후 제주지역 】T/CT 기업에 대한 많은 에산이 투자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지 

역 IT/CT기업의 영세한 수준， IT/SW 인프라 미비， 우수인력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 

인올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지원된 사업들이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사전 철저한 시 

장현황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화 지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중 」이 아 

니라 기업의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철저한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제품화 지원으로 결과적으로 시장 창출이 안돼 사장되는 사업）' 위주로 시행 

되었고， 또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사업수행기간을 주지 못했던 부분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 반드 

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확한 기준（예시： 사전 타깃시장 설정， 제품화 후 샬제 

시장 진출을 위해 실현이 가능한 구쳬적인 방안 제시 요구 등）올 제시하여 사업을 발주 

하고 사업수행기간동안에도 지원기업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지원사업 특성 상 기업들에게 충분한 사업수헹 

기간을 제공하여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2.4. 제주지역 IT/CT 기업의 자구적인 성과창출 노력 등 책임의식 제고 

통함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T/CT분야 대부분의 사업구조가 제주특 

발자치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사업 기획， 발주 등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 주체가 지역기업이 

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 창출 등 성공여부는 참여기업의 사업에 대한 성공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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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인의식 유무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IT/CT기업은 제주지역 IT/CT산업을 선도한다는 막중한 책임 

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IT/CT 분야의 영세한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 

고， 아울러 창업 촉진으로 이어지는 제주지역 IT/CT산업 육성 선순환 구조 기반을 조성 

확산해 나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 

이다． 

4.2.5. 글로벌 시장 지향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거점 역할 수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문화산업을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제2조 제2항에서 문화장품 

을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쳬화되어 경졔 

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 

화콘텐츠를 포항）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 시장은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대변될 정도로 기업의 입장어！ 

서 10가지 상품에 투자하여 1가지 상품에서 모든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애우 리스크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중인 매력 있는 시장이다．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의 ‘제주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연구보고서（2009)’에 따르먼 저I 

주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문제점으로 콘텐츠 제작분야 취약， 지역 내 CT 기업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경챙력 취약， 전문인력 부족，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부족， 지자쳬의 지 

원쳬계 미흡， 저작권 침해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문화산업친 

흥지구’를 지정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 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수직적 개념 

의 문화산업진흥 핵심센터） 2단계（수평적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추진） 3단계（특 

별자치도 잔역으로 클러스터 확대 및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제주가 동북 

아 문화산업，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8년 2월 문화산 

업진흥지구 지정된 이후 사업비（당초 국비 지원이 예정되었으나 국비예산 미확보로 지 

원 안됨， 전국 기 지정 11개 지구 공통사항） 미확보로 인해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미진 

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CRC) 지원사업（2005년 

부터 국비 · 지방비 부담 추진）과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 등이 전부이며， 전담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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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이전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당시 전담인력이 1명（문화산업육성팀， 2 

명 중 1명은 겸직）으로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09, 

pp. 74-76, p. 85) 

따라서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문화콘텐 

츠부（4명）' 쳬제로 추진조직이 보강된 만큼 새로운 CT분야의 스h구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대 중앙정부 절충능력을 더윽 강화하고 기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연계 타 지역과 차 

별화할 수 있는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중 · 장기 로드맵 및 실행전략을 마련 

하여 쳬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 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을 꽃 

피우는 거점기관으로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 

속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4.2,6. 미래 제주지역 성장 동력원으로 새로운 IT산업화 모델 발굴 중점 육성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IT 기반 인프라가 취약하나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중앙정부 

로부터 IT분야 시범사업을 유치 추진하여 왔으나 실제 산업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힌재 제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5개 분야 168개 참여기업 중 제주지역 참여기업은 6개 기업으로 역할이 미비 

한 것처럼 산업적인 인프라가 취약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제주 

지역 I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제주지역 IT기업들의 사업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분야의 테스트베드 사업 유치， 4단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 

영된 ‘창의적 주파수 활용지구’와 연계 다양한 IT융합기술을 접목 산업화로 연켤되게 하 

여 글로벌 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쳬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립 중인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가 완공되먼 국내 

외 관련 기업（방송통신 및 주파수 활용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다양 

한 모바일 첨단기기를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 기술과 장비들이 제주에서 테스트 및 제 

품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원장 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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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로 되어 있는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부 단위’로 편제되야 있는 ‘방송통신융합사업 

단’을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타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원장 ‘직속기관’브로 별도 분리 독 

립시켜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18번째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출범하였다. 출범 과정 

에서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 이전에 IT/CT산업 육성 전담기관이었던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이 제주 테크노파크로 흡수 통합됨으로 인해 IT/CT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 

인 지역여론 등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었으나 이미 통합이 완료되어버린 시 

점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이를 게기로 제주지역 IT/CT산업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 18개의 테크노파크 중 지역 내 IT/CT산업 진훙기관을 흡수 통합한 경우 

는 졔주 테크노파크가 츄！ 사례이고 아직 출범 초기에 있는 만큼 타 지역 유사사례 및 운 

영정과 분석을 통한 방안 제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제주 테크노파크 (TP) 

의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타 지역의 모범이 될 것이나， 본 연 1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통 

합되는 기관이 진흥하고 있는 산업 간의 연계 융합되는 사업 추진방안과 성과 극대화방 

안을 졔시할 수 있는 기관통합 이후에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외에 많은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테크노파크 역량만으론 부족하고 제주특 

별자치도와 제주지역 IT/CT기업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테크노파크가 조기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최대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제주지역 IT/CT기업은 지 

원되는 예산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얘산으로 생각하여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차 

별화된 신상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 등 지역혁신주쳬별 주어진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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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이 밀알이 되어 향후 통합 재단법인 제주 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일자리 창 

출과 제주지역의 불안정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 도민과 기업을 위한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 

올 주도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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