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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이 진 면
(부연구위원·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jmlee@kiet.re.kr

〈요

약〉

1999년 대구의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2000년에 부산 신발산업, 광주 광산
업 및 경남 기계산업에 대하여 추진되어온 1단계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대
부분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이어서 2단계 사업계
획의 수립이 지난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 사업은 산업별 중장기 발
전 비전의 부재, 일부사업의 미진한 추진성과,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부재 등
미흡한 점도 적지 않지만 지역별 혁신역량의 제고, 지역의 산업진흥기획에 대
한 경험축적, 권역별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대한 계기 마련 등 소기의 성과
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단계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보
완하고, 그 동안의 지역 및 산업정책 관련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체계획에 기초하여 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 1단계에 대한 평가와
2단계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면서 지역발전의 버
팀목이 되어왔던 기존 산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불안한 여건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우
선 기존 산업기반의 유지를 중심으로
1999년에 대구의 섬유산업, 2000년에
부산의 신발산업, 경남의 기계산업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는 시범적으
로 신산업인 광(光)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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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적 차
원에서 지역산업정책으로서의 기본적
인 틀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산업진흥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계
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
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
는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을 중심
으로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의 지역산
업정책 사례와 국내 지역별 산업발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범위, 지역전
략산업의 성격 및 선정기준, 국내 지역
혁신체계의 기본모형 등 지역산업정책
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산업정책의 기본 틀은
2001년에 지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
어진 9개 지역(대전, 충남, 충북, 전
남, 전북,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산업진흥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되어 적용됨으로써 좀더 체
계적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경
남은 2004년에, 나머지 3개 지역은
2003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03년
초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2
단계 진흥사업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
이 대두되어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고에서는 4개 시도 지역산
업진흥사업의 1단계에 대한 평가내용
과 2단계의 추진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1단계 진흥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1) 1단계 사업의 개요
당초 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은
「1시도 1산업」
의 원칙 하에서 각 지
역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산업 중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
정하고, 산업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중
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이 함께 투
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구는 섬유산업, 부산은 신발
산업, 경남은 기계산업을 각각 지역전
략산업으로 선정하였고, 광주는 기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시범적으로 신
산업인 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4~5
년 기간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센터, 공
동 활용장비,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교
육·양성 및 기업의 정보화·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 진흥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단계의 투자규모는 총 1조 8,970
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 562
억원(55.7%)이고, 지방비가 2,241억
원(11.8%), 현물 중심의 민간자본은
6,167억원(32.5%)이 투입되었다. 지
역별로는 대구 섬유산업에 6,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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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단계 사업내용 및 투자규모
부산 신발

대구 섬유

광주 광(光)

경남 기계

사업기간

2000~2003

1999~2003

2000~2003

2000~2004

사업목적

신발산업의
구조개선

섬유산업의
구조개선

18,970

3,866

6,800

4,020

4,284

총투자(억원)
소

국비

계

10,562

2,396

3,670

2,353

2,143

인프라 구축

2,919

196

1,140

1,289

294

연구개발

2,204

506

305

469

924

인력양성

657

54

367

132

104

정보화, 마케팅 등
융
지

첨단미래산업의 기계산업의
육성
고부가가치화

방

자

1,243

201

508

213

321

3,539

1,439

1,350

250

500

비

2,241

311

515

571

844

민 간 자 본

6,167

1,159

2,615

1,096

1,297

주 : 인프라구축에는 단지조성·센터건립·장비구축 등, 기술개발에는 연구개발·신기술창업보육
등, 운영·마케팅에는 정보화사업·국내외마케팅, 해외기술인력유치 등이 포함됨.

경남 기계산업에 4,284억원, 광주 광
산업에 4,020억원, 부산 신발산업에
3,866억원 규모로 투자되었다.
국비(융자 제외)는 인프라 조성에
2,919억원(41.6%), 연구개발에 2,204
억원(31.4%), 전략산업 중심의 인력
양성기반체계 구축에 657억원(9.3%),
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서비스 지원 및
전자상거래기반 구축에 1,243억원
(17.7) 등이 지원되었으며, 대부분은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요
건이 되는 센터건립, 장비구축 등 인
프라 조성과 기술개발분야에 중점적
으로 투자되었다.

(2) 1단계 사업의 성과
1단계 사업은 수행한지 4~5년 정

도에 불과하며, 또한 자료의 축적이
미비하여 정확한 계량적 성과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실적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는 첨단장비·공동 활용장비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
역산업의 구조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역량 강화 등 지역
별로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이다. 4개 시도 모두에서 시제품 제작
장비나 고가의 첨단 시험·분석 장비
등 기업기술개발에 공동 활용되는 장
비들이 관련 산업의 특화센터나 연구
소를 중심으로 구축됨으로써 지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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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도입 및 업체지원사업을 통한
설비 국산화로 설비가격의 절감, 유연
생산시스템 및 소재·제품개발과제의
성공에 의한 매출증대, 새로운 설비기
술개발사업을 통한 수출증대, 신제품
개발 등 일부 연구개발사업은 기술적
성과가 매출로 연결되는 성공사례들
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기획 경험을 축적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실시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차원에서
산업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1단계 진흥사업
을 기획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학·연 주체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를 거치면서 학습효과를 축적하였다.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기술지도(TRM) 및 시나리오 분석의
중요성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산·
학·연 공동연구 기회가 크게 확대됨
으로써 산·학·연 네트워킹이 한층 강
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는 권역별로 산·학·연을 연계
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계기
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이 2002년에는
9개 지역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 13
개 시·도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
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의 지역별 특
화와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

적으로 2003년 말에 수립된 산업자원
부의^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_
을 마
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의 긍정적인 성과와 더
불어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1단계 진흥사업 계획에서는
지역특화산업별 중장기 발전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계획
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의 지역에서 지역산업의 실태나 혁신
역량 등의 기초적인 조사 및 분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이 기획되었
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지역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장기구상 없이 지역경제
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단위사업 추진에서
는 모든 지역이 단지조성 등의 기업집
적 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단이
나 생산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계획이 수
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센터
의 경우 설립이 지연되는 등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센터에 구축된
장비들의 이용실적 저조로 아직은 재
정자립화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둘째는 4개 지역 모두 연구개발의
핵심과제에 대한 전략적 도출이 미흡
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개발과제는 기
본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지도에
입각하여 핵심과제나 기반기술과제가
도출되어야 하나, 기술지도의 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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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기업의 단기적 수요 중심으로
기술과제가 기획되어 전략적인 접근
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미비
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유
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연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평가원(ITEP)을 통해
단위사업별로 평가되나, 보조 및 융자
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없어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과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DB구축
은 물론 단위사업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수집·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전략
산업의 발전비전 및 목표와 실행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점
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2단계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1) 기본방향
2004~2008년의 5년 동안을 대상
으로 하는 2단계 진흥사업은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기획안을 기초로 산
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업자원부, 기획
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의 조정을 통하여 최
종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러한 2단계

진흥사업은 1단계 추진과정에서 미흡
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전략산업
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측면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산업의 추가이다. 1단계의 「1시도 1
산업」 전략은 외부적 충격에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성이 높은
2~3개의 전략산업을 추가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지역별로 안정적인 성
장기반의 마련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
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별·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
이다. 1단계에서는 인프라 조성 위주
의 투자와 기술개발의 전략적 과제도
출의 미흡, 단순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결여된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단계에서는 산업발전 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장비구축 등 인프라 조성의
특성화, 기술개발의 특성에 따라 상향
식(bottom up)과 하향식(top-down)
을 병행하는 전략적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그리고 해외기술자 초청, 기업
유치, 기술이전 촉진, 투자조합, 창업
보육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개발
등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른 다양
한 수요를 충족하는 단위사업을 개발
하여 투자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단위사업간, 지역간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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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단계 진흥사업의 기본방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확대

산업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 강화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시스템 강화

사업간·지역간
연계화 및 협력강화

종합적인 사업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크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단계
에서는 다양한 추진주체간 네트워킹
이 미흡하여 단위사업간 연계가 부족
하였고, 지역간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패키지형 지원의 시너지효과가 그다
지 창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2단계에
서는 지역별 단위사업간 체계적인 연
계를 강화하고, 지역·업종별 운영교
류회의 구성·운영, 지역특화센터의
통합재단 운영, 지역간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
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넷째는 종합적인 평가·관리시스템
의 구축이다. 1단계에서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유도하지 못
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
역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획·조
정 및 관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설립과 운영을
제도화하여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
화, 지역사업 평가, 혁신역량 DB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앙에는‘지
역산업진흥협의회’
를 운영하여 성과
의 실질적 가시화 및 지속적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방안
1) 부 산
부산은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전
되고 있는 신발산업만으로는 부산경
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
어 기계부품·소재산업 및 해양생물
산업을 추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발산업은 현재 혁제운동화를 중
심으로 소품종·대량생산체제의 경쟁
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발
부품·소재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고기능성 신발소재·부품개발
을 위한 기술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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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공급을 통한 신발산업의 혁신성을 제
고하여 신발부품·소재의 국제적 공
급기지로 부상시킨다는 전략이다.
기계부품·소재산업은 현재 영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조직으로 산업내
혁신성이 미흡하나 생산규모가 전국대
비 10% 수준에 이르며 고급 인적자원
과 연구개발 기반이 풍부하여 동남권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의 혁신성 강화
를 위하여 원천기술의 확보 및 산업화
촉진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고기술·고
부가가치의 핵심부품 생산체제로 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생물산업은 자원, 연구 및 생산

<표 2>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발전 잠재력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현재는 산업화의
기반이 취약하고, 연구개발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연계가 미흡하여 저
부가가치 해양식품 중심의 생산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 결과
의 산업화를 위한 연계기반 구축,
산·학·연 협력의 연구개발지원을 통
한 해양생물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벤
처 집적지의 조성 등으로 해양생물
중 식의약 소재의 산업화와 해양식품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는 방향
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2) 대 구
대구는 지역경제가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에 고착되어(lock-in)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

부산의 전략산업별 추진전략 및 비전
현재

추진전략

목표

·고기능성 신소재 및 첨단 부품 ·신발부품·소재의 국제적
·혁제 운동화 중심 소품종
공급기지로 부상
개발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대량생산체제의 경쟁력 급
신발
·산·학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특수 기능화 중심 완제품
속 약화
구조로 전환
양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신발부품·소재의 수출 증대
·내수 중심의 생산 및 영세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지식 ·고기술·고부가가치의 핵
심부품 생산체제로 전환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융합화
기업 중심의 산업조직 구조
기계
·차세대 신소재산업의 메
를 통한 신제품 창출
소 재 ·저부가가치 범용부품 생산
카로 부상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체제
부품
및 신소재의 산업화 촉진
·해양생물산업 태동기
·저부가가치 해양식품 생산
해양
구조
생물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산· ·해양생물 식의약 소재산
업의 도약 및 해양식품
학·연 연구의 촉진
산업 구조고도화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의 연계
를 통한 개발기술의 산업화 기
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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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으로서 신
기술산업(나노, 모바일, 생물)과 메카
트로닉스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섬유산업은 성장이 감소하는 추세
에 있으나 지역의 고용, 생산,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
속적인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인
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재 저부가
가치 범용제품의 대량생산체제 및 의
류용 소재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기능성·고감성 소재개발, 친
환경적인 염색가공 공정 및 디지털
날염기술의 개발 등을 통하여 차별화
제품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하고, 비의류용 섬유소재의 생산기반
을 구축하여 산업용 섬유소재를 육성
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신기술산업은 연구인력, 혁신역량,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주도산
<표 3>

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
다. 분야별로는 현재 맹아기에 있는 나
노기술을 부품의 표준화, 실용화 및 산
업화 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
출한다는 전략이다. 칠곡지구를 중심으
로 집적의 초기단계에 있는 모바일은
단말기의 상용화기술 개발, 테스트 및
승인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부품공급기
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식품산
업을 위주로 집적화가 시작되고 있는
생물분야는 다양한 생물 신소재의 개
발과 산업화 촉진, 기능성·안전성·효
능의 평가지원을 통해 새로운 클러스
터를 형성시킨다는 추진전략이다.
3) 광 주
제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광산업의 1단계 진흥산업계획

대구의 전략산업별 추진전략 및 비전
현재

추진전략

목표

·저부가가치 범용제품의 대 ·기능성·고감성 소재 및 친환 ·차별화제품의 다품종 소
량생산
경적인 염색가공공정과 디지
량생산
섬유
·비의류용 섬유소재의 생
털 날염기술의 개발
·의류용 소재생산에 치중
산기반 구축
·산업용 섬유소재의 육성
·나노부품의 표준화, 실용화, ·산업의 창출
·나노기술의 맹아기
·초일류 모바일 단말의
산업화 연구
·모바일 단말 부품업체의 집
부품공급기지
·모바일 단말 상용화기술 개발,
신기술 적 초기 단계
·생물식품산업의 새로운
테스트 및 승인시스템 구축
산업 ·전통 식품산업의 집적
클러스터 형성
·생물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기능성·안전성·효능 평가지원
·기계산업의 메카트로닉
·영세·저부가가치형 기계산업 ·기계산업에 IT기술을 접목
메카
스산업으로의 전환
·메카트로닉스산업 클러스터 ·단위 제품 기술에 시스템 통합
트로
·기술집약형 메카트로닉
기술을 접목
초기 단계
닉스
스 클러스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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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광주의 전략산업별 추진전략 및 비전
현재

추진전략

목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학연 ·LED·광통신부품 분야로 특화 ·광산업의 생산·연구·교
육의 집적지화로 국내
하여 인프라 활용 및 기술혁신
협력의 기반을 마련
핵심 생산지로 부상
을 통해 산업화 활성화
·산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광(光) 클러스터 기능 미약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계형 기
업 집적화
·선도기업 부재 및 기업간
·기업의 혁신 지원 및 창업보육
연계체계 미흡

전자
부품

·단순조립 위주의 중소기업 ·전자기술과 관련 총괄적 지원시 ·첨단 디지털가전산업으
로 구조전환을 통한 프
스템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
중심 생산지
리미엄 생활가전 생산중
·연구기반 및 기술경쟁력 ·중소기업 공동생산기반 구축
심지로 부상
및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적극
취약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

을 계기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광주의 경우는 지역경
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의 위
험성이 아직 높은 광산업 외에 지역경
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광산
업과 기술적 연관효과가 큰 전자부품
산업을 신규 전략산업으로 추가 선정
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광산업은 1단계에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
였으나,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기능
이 미약하고, 선도기업이 없으며, 기
업간 연계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구축된 인프
라를 적극 활용하여 상업화를 촉진하
는 전략으로 인프라의 활용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강화, 대기
업·중소기업간 연계형 기업 집적화,
기업의 혁신 지원 및 창업보육 등을
통해 광산업의 생산·연구·교육의
집적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부품산업의 경우는 현재 중소
기업 중심의 단순조립 위주의 생산체
제와 더불어 연구기반 및 기술경쟁력
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전자기술과
관련한 총괄적 지원시스템을 포괄하는
디지털 컨버전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
기업 공동생산기반의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적극 추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디지털가전산업으로 산업구
조를 전환하여 생활가전의 생산중심지
로 부상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4) 경 남
경남은 오랫동안 발전해온 기계산
업이 향후에도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
망이나 첨단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핵심기술력의 보유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중국 등 후발국으로부터 추
월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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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남의 전략산업별 추진전략 및 비전
현재

추진전략

목표

기계
로봇

·기계산업의 국내최대 집적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기계 연구 ·핵심기술력 보유 및 첨단
제조용 로봇산업의 집적
개발 역량 강화
지이나 핵심기술력 부족
·로봇의 수요·인프라 풍부하 ·첨단 제조용 로봇 개발과 기반 으로 기계산업 동북아의
메카로 부상
기술 개발 동시 추진
나 가격·기술 경쟁력 열위

홈
네트
워크

·신산업으로 홈네트워크 방 ·기술의 융·복합화 및 산업의 ·지역의 미래 첨단 중심
산업으로 성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
범·방재 등 초기 산업화
지 조성
단계
·기술·서비스의 산학연 공동연
구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문인력 육성체계 구축

생물
화학

·풍부한 천연자원과 상당한 ·창업에서 자립까지 바이오산업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화 및 바이오제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성
수준의 연구역량 보유
해외 시장 진출
·바이오클러스터 형성의 초 ·우수 바이오 기관 및 기업 유치
·바이오제품의 마케팅 효율화
기단계로 산업화 미흡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
하기 위해 기계 관련 로봇산업, 지능
형 홈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을
신규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기계산업
의 지속적 발전과 첨단산업을 병행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계산업은 현재 국내 최대의 집적
지이나 핵심기술력이 부족하고, 수요
기반이 풍부한 로봇산업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아직 낮기 때문에 메카
트로닉스 등 첨단기계의 연구역량 강
화, 첨단 제조용 로봇 개발과 기반기
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로봇
산업의 집적 촉진과 기계산업의 동북
아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은 이종산업 및 기술
의 융·복합화 및 산업의 조기 활성
화를 위해 산업집적지의 조성, 기술·

서비스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및 전문인력 양
성체계의 구축 등에 역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미래첨단산업으로 성장시킨다
는 계획이다.
생물화학은 현재 풍부한 천연자원
과 상당한 수준의 연구역량은 보유하
고 있으나,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단계
로 산업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창업에
서 자립까지 일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우수 바이오 기관 및 기
업의 유치, 바이오제품의 마케팅 효율
화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
심 거점화 및 바이오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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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규모
2단계에서는 4개 시도에 총 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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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이를 진
흥하기 위한 총투자는 2조 2,669억원
으로 1단계에 비해 19.5% 증가한 규
모이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 2,036
억원으로 53.1%, 지방비는 4,242억원
으로 18.7%, 민간자본은 6,391억원으
로 28.2%를 차지하여 1단계에 비해
서 지방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국비
지원(융자 제외)은 9,496억원으로 1
단계 대비 35.2%가 증가한 규모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인프라구축에 2,783
억원, 연구개발에 5,460억원, 인력양
성 및 기업지원서비스 1,081억원 등
이 투자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총투자가 부산 6,909억
원, 대구 4,203억원, 광주 4,918억원,
경남 6,639억원 규모이며, 국비기준으
로는 부산 2,887억원, 대구 2,930억원
광주 2,967억원, 경남 3,252억원 등의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다.
융자를 제외한 보조·출연의 국비
<표 6>

4. 2단계 사업의 특징
2단계 사업계획은 앞에서도 일부
언급하였지만 1단계에 비해 많은 부분

2단계의 유형별 지역별 투자규모

총투자 계
소

국비

기준으로 지역별 산업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부산은 총 2,267억원
중 신발산업에 325억원(14.3%), 기계
부품·소재산업에 1,699억원(74.9%),
해양생물산업에 200억원(8.8%)이 투
자되며, 대구는 총 2,270억원 중 섬유
산업에 980억원(43.2%), 신기술산업
에 890억원(39.2%), 생물산업에 357
억원(15.7%)이 지원될 계획이다. 광
주는 총 2,327억원 중 광산업에 1,764
억원(75.8%), 전자부품산업에 520억
원(22.3%)이 지원되며, 경남은 총
2,632억원 중 기계·로봇산업에 2,000
억원(76.0%), 홈네트워크산업에 450
억원(17.1%), 생물화학에 139억원
(5.3%)이 투자될 계획이다.

계

합계

부산

대구

광주

경남

22,669

6,909

4,203

4,918

6,639

12,036

2,887

2,930

2,967

3,252

인프라 구축

2,783

783

786

757

457

연구개발

5,460

1,266

1,095

1,187

1,912

인력양성

419

40

99

160

120

기업지원서비스

662

135

247

180

100

전략산업기획단

172

43

43

43

43

2,540

620

660

640

620

비

4,242

1,311

595

716

1,620

민 간 자 본

6,391

2,711

678

1,235

1,767

융
지

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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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단계의 지역별 산업별 투자규모
총투자
합

계

부산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2,540

4,242

6,391

소계

보조·출연

융자

22,669

12,036

9,496

6,909

2,887

2,267

620

1,311

2,711

신발산업

471

325

325

-

64

82

부품소재

6,012

2,319

1,699

620

1,102

2,591

해양생물

366

200

200

-

128

38

60

43

43

전략산업기획단
대구

17

4,203

2,930

2,270

660

595

678

섬유

1,886

1,395

980

415

205

286

신기술

1,434

890

890

-

272

272

823

602

357

245

101

120

640

716

1,235

생물

60

43

43

광주

전략산업기획단

4,918

2,967

2,327

광

3,803

2,134

1,764

370

557

1,112

전자부품

1,055

790

520

270

142

123

전략산업기획단

17

60

43

43

6,639

3,252

2,632

620

1,620

1,767

기계로봇

4,462

2,480

2,000

480

464

1,518

홈네트워크

1,715

540

450

90

945

230

402

189

139

50

194

19

60

43

43

-

17

-

경남

생물화학
전략산업기획단

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중
요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2~3개 추
가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적 성장기반
의 구축과 더불어 산업간 연계효과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으
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둘째는 지역의 여건과 산업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산업별 중장기 발전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
여 단위사업 및 세부계획을 체계적으
로 구성하여 사업주체·단위사업간

17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의 부족한 지역혁신역
량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한 점이다.
넷째는 그 동안의 진흥사업 계획시
미흡했던 국비지원에 대한 원칙을 사
업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단
계 계획 및 향후 계획수립시 국비지
원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
였다.

–64–

4개 시도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다섯째는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
기 위해 사전·중간·사후평가 등 일
련의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
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시 신
청한 예산규모에 상응하는 목표를 지
방자치단체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지표의 선정과 목표치
의 제시 및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2단계 사업이 성공적
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의
혁신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
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이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들은
사업지원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수행
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
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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