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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이오·의료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클러스터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국내 클러스터에의 시사점을 다룬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개별 사례

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혁신클러스터 및 바이오·의료 산업에 관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식별된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클러스터의 성장단계에 따른 영향요인과 또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구별되어 나타나는 조성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항들을, 홍릉 강소연구개

발특구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창업문화 활성화, 제도 

마련과 동시에 바이오‧의료 산업에 특화된 접근인 중개연구 활성화와 투자 유치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과 연계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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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fostering the biomedical industry, the formation of a high-tech-based innovation cluster 

is continuously being promoted. Accordingly, studies dealing with domestic clusters are being 

conducted based on case studies on major overseas clusters, but they are limited to a single case. In 

this paper, content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literature about innovation clusters and bio-medical 

industry to comprehensively summariz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creation and activation of 

bio-medical clusters. Subsequently, the factors derived through content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case of the Hongreung Innotown. The requirements for the successful creation of the Hongreung 

Innotown, it is required to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prepare systems to create start-up culture, 

and revitalize translational research, attract investment, and cooperate and connect with local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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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 인구의 전반적인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는 헬스케어 서비

스 수요의 증가와 바이오·의료 산업 시장의 확대로 이어

지고 있다. 바이오·의료 산업의 규모는 2030년 4.4조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반도체 등 3대 수출

산업의 총 규모를 합친 3.6조 달러보다도 큰 규모이다.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강점을 가

진 분야 위주로 산업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에 나서

고 있고, 한국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바이오·의료 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7%에 불과하며 산업의 경쟁력 역시 20위권에 머무르는 

등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에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신

산업 분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바이오와 ICT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촉진되는 디지털 헬

스케어,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분야 등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의료 산업의 국가적 육성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클러스터의 조성이었

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보스턴

(Boston)과 케임브리지(Cambridge) 등이 꼽히는데, 이

처럼 원래부터 바이오·의료 분야의 선도국가였던 미국이

나 영국 외에도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와 같은 후발 국가

의 사례에서 바이오·의료 분야의 전략적인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2]. 

한국의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

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40여 개

가 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난립하는 바람에 어느덧 국

가적 차원에서 과잉 및 중복투자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3].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료 산업 고유의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른 산업 사례와의 차별성 없는 정

책 추진으로 인해 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바이오 클러

스터의 조성 및 운영 전 단계에 걸쳐 타당성을 판단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 수단으로서 클

러스터가 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

에서는 클러스터 개념의 정의와 의미, 범위 등을 다룬 연

구도 있고, 클러스터 전체 혹은 소속 기업, 대학 등의 성

과를 살펴본 문헌들도 있다. 국내 클러스터 관련 연구들

은 대체로 주요 선진국 혹은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적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해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각 개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도출하다 보니, 일반화된 결론

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문헌에

서 도출한 내용들을 종합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논의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바이오 클러

스터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시기나 지역에 따라 제

각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바이오산업이 본

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와 어느 정도 성숙

기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를 비교하면, 클러스터 조성 전

략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별로 강점을 가진 바이오·의료 산업의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바이오 기술 외에

도 ICT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진화하고 있는 클러스터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부터 

기존 특구의 대형화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자생·자족까지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 모델로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 공

기업 등 혁신을 선도할 주요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더 집약된 형태의 공간 조성을 특징으로 한다. 바이오·의

료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 중 하나로, 지식의 원

천인 클러스터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여[4]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대상 산업으로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

례에 맞추어 진행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클러스터 및 바이오·의료 

산업 관련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클러

스터가 혁신생태계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망

라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

구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분석 내용의 타당성과 활용방

안,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2장 ‘문헌고찰’에서는 혁신클러스터와 바

이오산업에 관련된 이론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

고 제3장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서는 기존의 바이오‧의

료 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 전반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한 뒤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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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기 위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에서는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클러스터 성장단계에 따른 

요인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조건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

였으며 5장 ‘사례적용: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을 통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사례에 적용하였다. 마지막 제6

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결론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

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2. 문헌고찰

2.1 혁신클러스터

클러스터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여러 조직

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적지를 의미한다. 클러스

터는 집적지역 내 위치한 조직들이 공통의 수요에 기반

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5].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클러스터

는 주요 기능과 주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기능 면에서는 교육, 생산, 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민간 혹은 정부 주

도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좁은 의

미에서 산업클러스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클

러스터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OECD[6, 7]는 대학, 공

공연구기관, 컨설팅회사, 각종 지식 서비스 기업 등을 클

러스터의 혁신 주체로 분류하고, 혁신적 클러스터

(innovative cluster)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공급사슬 

중심의 산업클러스터와 구분하였다. 혁신적 클러스터는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기능과 R&D 중심지의 역할을 혼

합하여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 산업 및 기관들이 서로 교

류함으로써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8].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는 

혁신을 목표로 하는 주체들이 집중되어 있어, 혁신 활동 

및 혁신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고 부가가치의 

창출이 월등히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9]. 혁신클러스터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클러스터 내 학습, 정보교류, 규

모의 경제 활용, 시너지 확보 등을 바탕으로 비 클러스터 

지역 대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10]. 그런 점에서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으

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지역 주도로 혁신클러스터 육

성이 이루어지고 있다[11].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도 했지만, 대부

분은 국가·지역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조성을 통해 형성

되어왔다[12]. 자연적으로 형성된 혁신클러스터가 아닌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혁신 주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13]. 특

히 혁신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지식의 확

산과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첨단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의 역할이 필수

적이다[14, 15, 16]. 이 외에도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식 공급 기관 외에 기존 기

업, 창업기업과의 밀접한 협력과 금융기관의 투자, 정책 

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관 등의 역할 또한 중

요하다[5].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혁신클러스터 내 

주요 참여 주체들인 산업-대학-정부 간 상호작용과 제도

적 조정을 강조한 개념으로 트리플 힐릭스(triple-helix)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간 자발적이고 역

동적인 연계 관계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17, 18].

이러한 개념적 연구들에 기반하여 국내외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들을 분석한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국가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19, 20, 21].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

출연연구소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의 중심지로서 

기능했으나, 1990년대 이후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벤처

기업 입주가 활발해지면서 기술기업들이 대거 자리잡기 

시작했다. 반면, 지자체 주도로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

는 이후 IT 및 바이오 분야의 민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

면서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등에 업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5, 22]. 해외의 경우, 앞서 소개한 보스턴, 

케임브리지 외에도 독일 뮌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나 중

국 베이징 중관춘과 심천 클러스터, 일본 카나가와 사이

언스 파크 등의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23, 24, 25]. 이들 연구는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국내 클러스터 정책에의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별, 지역별 차이 혹은 경제 체제의 차이에 따

른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2019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

존의 연구개발특구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기술핵심기관

과 고집약형 공간 조성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광역시도별 연구개

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강소연구개

발특구의 경우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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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구개발특구 사례에 대한 국내 연구들

이 대부분 대덕 사례에 집중되어 있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2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의료 산업은 클러스터 발전 모델과 가장 연관

이 높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주체 간 역할을 조율하는 역량이 바이오산업의 

핵심역량으로 간주되기도 한다[26]. 특히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및 임상, 제품화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과 클러스터 내 참여 주체인 산·학·연·병의 연계는 바이

오·의료 산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힌다[27]. 

바이오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혁

신클러스터 및 산업클러스터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차이

점이라면 지식 집약적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연

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존재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다[27, 28, 29]. 특히 Monfardini et al. 

(2011)[30]은 압도적인 수월성을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

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클러스터의 양적인 부분보다 질

적인 면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흩어

져 있는 클러스터들을 연결하여 부족한 역량을 상호 보

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혁신클러스터 연구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전 세계 우수한 사례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설계 및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인재(2011)[31]은 미국 샌디에

고(San Diego) 클러스터,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 

클러스터, 싱가포르 클러스터 사례를 국내의 대전·진주·

충북 클러스터와 비교 분석하여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

의 중요성과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남재걸

(2014)[4]는 싱가포르 사례에서 트리플 힐릭스

(triple-helix) 모형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에서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영미권 국가의 사례와 달리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정책도 유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 은은기(2015)[28]는 케임브리지(Cambridge) 바이

오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에서 산·학 협력의 우수 사례들

을 분석함으로써 케임브리지의 지역적 우수성과 해당 지

역에 위치한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의 인력 

훈련 기능에 주목하였다. 은은기(2016)[3]는 암젠

(Amgen), 제넨텍(Genentech)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이 대거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바이오

시밀러의 중심 생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비교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주요 특

징 중 하나인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절벽의 시기에 

국가적 클러스터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으로 상당수 문헌들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많은 

수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진단하고 활성화 및 효율화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김지현(2017)[27]은 세부 분야에 대

한 투자가 아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

원과 의학연구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문

혜선 외 (2018)[2]는 바이오·의료 클러스터가 각 지역별

로 경쟁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역량이 분산되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식별하여 전

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은주 외 

(2019)[29]는 서울시의 바이오의료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 파트너로서 병원의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서울

이라는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김지은

(2019)[32]은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의 분산과 고립을 지

적하면서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의 중요

성을 주장하였으며, 규제 완화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전희성 외(2020)[33]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기술성숙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반의 지원정책

을 바이오헬스 산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

리하면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도

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바이오·의료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영역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장기투자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게다가 한국은 바이오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영

역인 의료데이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5]. 따라서 앞으로의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을 기획·설계함에 있어 전통적인 

의미의 바이오 기술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유관 

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3 내용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와 관

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 방법(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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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서적, 정부 기록 및 

회의록, 신문기사, 연구논문, 보고서 등의 다양한 매체에

서 나타나는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조

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36].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기록된 내용을 

관찰하여 내재된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37], 특히 학

술적인 측면에서 특정 학문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 또

는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38].

내용분석은 연구문제와 분석자료에 따라 양적인 접근

과 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39]. 양적 내용분석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은 용어의 출현 빈도나 

분량과 같은 양적 측면이 분석단위가 되는 것으로 내용

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관적이고 자의

적인 해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40]. 반면 질적 내용분

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은 단순히 유사한 의

미끼리 묶어 범주를 만들거나 단어의 수를 세는 계량적 

방법이 아니라 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나 의도, 목

적 등을 분석하여 잠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41].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객관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명

백한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양적 내용분

석이 강조되었으나[42], 명백한 내용에만 국한하게 되면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인과관계에 대

한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서 질적 접근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43.44].

내용분석은 방법론 특성상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므로 질적 접근법을 활용하더라도 객관적

인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조사

자의 개인적 특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가 일관

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분석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45].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는 등 과학

적 연구방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38]. 

내용분석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45. 46, 47, 48]

에서 활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사회학[49], 행정학[50], 

관광학[36, 51], 교육학[52]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내용분석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자료의 수량 및 빈도를 파악한 양적

인 접근을 시도하거나[51, 53]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파악하여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가[46, 54] 대부

분이었으며, 질적 접근은 주로 인식[39, 56]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요인들

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헌들의 맥락을 고려하여 

공통되거나 중복되어 등장하는 요인들을 추출하는 한편,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의

미 단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

를 높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량적인 분석 대신 질적 내용분석을 적용하였다[57].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1 분석자료 선정과 분석 기준

혁신적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영향요인 및 함

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클러스터 관련 내용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는 물

론 바이오 클러스터에 한정한 문헌까지 총 20편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관련 문헌의 수집은 RISS, DBpia 등 국

내 학술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활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로

는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 뿐 아니라 ‘혁신생태계’, 

‘지역 혁신’ 등 관련 유사어도 폭넓게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례에 적용하여 학술적, 실무적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차적

으로는 국내 실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

로 고려하였다. 여기에 분석 과정과 결과 해석의 일관성, 

그리고 분석의 편의성까지 고려하여 국내 문헌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록 국내 문헌으로 한정했다고 하더

라도 상당수 자료들은 해외 사례 및 문헌들을 참조하고 

있어 분석의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각종 클러스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200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수집된 문헌들도 대부분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의 문헌들은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맥 등을 

추출하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다. 검색 과정

에서는 초록 또는 요약문을 통해 관련 내용인지의 여부

를 빠르게 확인하였고, 선택된 문헌들을 대상으로는 저자

들이 전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관련 있는 핵심어 및 문

맥을 중심으로 분석단위를 식별하였다. 연구자별로 주관

적 의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문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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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분석단위들의 통합과 재범

주화 단계를 거쳤다. 

4. 연구결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

성화를 위한 요인을 정리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클

러스터 성장단계에 따른 영향요인’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조건에 따른 특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클러

스터 성장단계에 따른 영향요인’에는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제반 조건, 활성화 또는 성과 창출을 위한 요인 등

이 포함된다. 한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조건에 따른 특

징’에는 바이오 기술의 고유한 특징, 바이오산업의 성숙도, 

클러스터의 조성 주체, 지역적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이 된 문헌들의 목록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Category Unit of analysis

Factors by growth stages of 
cluster

Cluster construction

Cluster activation

Deriving performance

Characteristics by conditions 

for formation of bio-cluster

Characteristics of biotechnology

Development level of bioindustry

Main agent of cluster

Regional context

Table 1. Identification of the unit of analysis for content 

analysis

4.1 클러스터 성장단계에 따른 영향요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한 영향요인은 

성장단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세부적으로 

분류된 각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클러스터가 처음 조성될 시기에 필요한 제반조건

으로는 클러스터를 구성할 여러 주체들이 처음 정착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를 포함한 정주

여건을 꼽을 수 있다[5, 11, 58].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갖

춰지지 않은 지역에 무리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면,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인력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클러스터와 가까운 지역 내에 

관련 산업단지가 있다면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혁신을 상

용화하기에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기존의 부족한 역량 

등을 보완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지식기반 산업

이기 때문에 인근에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28]. 이들로부터 생성된 지식은 확

산되고 재생산되어 클러스터의 지식 경쟁력을 형성한다. 

이 밖에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자체 

차원의 각종 규제 완화 또한 초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

클러스터가 초기를 벗어나 활성화되기 위한 영향요인

으로는 인적자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다루어졌

다. 클러스터로 다양한 주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명

망 있는 연구기관, 대표 연구자, 글로벌 선도 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11, 59]. 또한 클러스

터를 대표할 앵커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28]. VC나 엑셀러레

이터와 같은 민간 투자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펀드 등의 역할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

다[60].

클러스터 내부 주체들 간 또는 외부 클러스터와의 협

력, 연계도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영향요인이다[2, 29, 

61]. 협력 영역으로는 기술개발 단계뿐 아니라 사업화, 

마케팅 단계에서의 협력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흥미로운 점은 클러스터 내 인력들 간의 비공식적인 

사적 모임 등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 등이 공유된다는 사

실이다.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 역할 분담 등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이를 이끌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또한 강조

되었다[61].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주체가 자생적으로 나

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클러스터는 대체

로 국가 단위에서의 거대 사업이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

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31, 32]. 운영 측면에서는 거점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

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혁신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16].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핵심 주체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11, 28, 59]. 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식흐름은 물론 인력공급 측면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입주 또는 공용 공간과 같

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외에 공동 실험실, 시제품 제작 

공간 등 기능 중심 인프라도 필요하다. 개별 기업들이나 

대학, 연구소가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성과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9, 61].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에서 생성된 지식, 정

보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리한 디지털 플랫

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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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조건에 따른 특징

바이오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 기술과 산업만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국

내라는 특수성 때문에 클러스터 조성 주체나 조성 지역

의 특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조성조건에 따른 특징과 세

부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바이오 기술은 일반적으로 긴 연구개발 기간, 까다로

운 인허가 절차 등이 특징이다[27, 30]. 이로 인해 성공

적인 기업이 탄생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클러스터의 성장 역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 타 산업에 비해 가치사슬 전 과정의 분업화가 뚜렷하

여 각 단계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분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61]. 최종 수요자가 병원인 경우가 많고, 

전임상·임상 과정에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27, 29].

바이오 분야 내에서는 세부 산업별로 기술의 성숙도 

Author Article Method Findings

1
H. Kang. 
(2012)

Recent trends and issues in regional industrial cluster 
policies

Trend 
analysis

· Problems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lusters
·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regional clusters

2 I. Kim. (2011) 
A Sugges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Korean-Style 

Biotechnology Clusters
Case study

· Problems with domestic bioclusters

· Strategies for the success of Korean-style bioclusters

3
J. Kim.
(2019)

Proposal for revitalization of domestic bioclusters
Literature 

review
· A plan to support domestic bio-cluster
·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domestic bio-cluster 

4 J. KIm. (2017)
Revitalization plan for biomedical cluster from an 
ecosystem point of view. Bio Economy Report

Literature 
review

· The case of the San Diego biocluster
· Problems with the Korean Biomedical Cluster
· A plan to revitalize the Korean biomedical cluster

5
J. K. Nam. 

(2014)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in Biotechnology Cluster: the case of 
Singapore

Case study
· Singapore case analysis, a government-led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ple Helix model

6
H. Moon 
(2018)

An Analysis of Korean Bio-clusters and its Implications Survey
·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bioclusters in Korea
· Factors influencing domestic bio-cluster performance
· Policy direction for bio-cluster development

7
C. Byun et al. 

(2018)
Development factors and the policy for activating 
industrial innovation clusters in regions

Case/

empirical 
study

·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domestic clusters

· Analysis of cluster development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resources

8
E. Oh, et al. 

(2019
Growth strategies for Seoul biomedical industry based 
on locational patterns and innovation network

Literature 
review

·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bio-medical companies in Seoul
·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Hongneung biocluster

9 E. Eun. (2015)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Cambridge 
bio-cluster and its outcome

Case study
· A review of the case of Cambridge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10 E. Eun. (2016)
A Comparative Study of Growth Strategies of 
Bio-cluster Companies in San Francisco and Incheon

Case study

· Comparison of cases of companies in San Francisco and 

Songdo, Incheon facing patent cliffs
· Growth strategy for the possibility of chasing a latecomer

11
S. Lee & S. 

Chung. (2014)
Interaction between innovation actors in innovation 
cluster: A case of Daedeok Innopolis

Case study

·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Innovation Subjects in Daedeok 
R&D Special Zone

· Analysis of limit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Daedeok R&D 

Special Zone

12
J. Im 
et al. 

(2012)

The study on the policy for the formation of the 
innovation cluster: Focus on Pangyo Technovalley in 
Gyeonggi-Province

Survey/
Case study

· Key policy factors for creating an innovation cluster
· Analysis of success factors in Pangyo Techno Valley and 

derivation of implications for future cluster success

13
J. Im

et al. (2014)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CT 

convergence innovation cluster for creative economy
Case study

· An analysis of the creation of Pangyo Techno Valley
·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the innovation 

cluster

14
J. Im

et al.  (2016)
The Study on the Policy of the Innovation Cluster for 
Startups Incubation

Survey
·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a startup growth ecosystem
· Priority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creating a startup 

ecosystem

15
G. Chung

et al.

(2017)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innovation cluster: 

A case of the Pangyo Techno Valley 
Case study

· The success factor analysis of Pangyo Techno Valley

· Policy suggestions for the success of the innovation cluster

16
S. Chung et 
al. (2016)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for Innovation Cluster 
: A Case of the Pangyo Techno Valley

Empirical 
study

· Effect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of companies in the 
innovation cluster on performance

· Empirical analysis of the success factors of the innovation 
cluster

17
Y. C. Cheong  

(2015)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innovation cluster: 
Focusing on Daedeok Innopolis

Case/

empirical 
study

· Deriving the success factors of the innovation cluster.

· Calculation of the weight among the success factors of the 
innovation cluster

18
J. Jung & E. 
Kim (2012)

The Effects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s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Clusters

Empirical 
study

· Innovators, institution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a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innovation cluster.

19
S.Kim et 
al.(2014)

Innovation cluster success factors and cases of cluster 
support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study
· Importance of network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improvement of the cluster environment.

20
S.Yook et 

al.(2017)
Efficiency study for biocluster activation Case study · Value chain-based biocluster analysis

Table 2. List of literature for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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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of analysis Contents

Cluster 
construction

Living conditions
· Residential conditions such as officetels and apartment complexes
·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such as parks, marts, restaurants, and childcare facilities
· Specialized facilities such as medical, legal, financial, administrative, etc

Physical 
infrastructure

· Organizational occupancy space for companies and control towers
· Related industrial complexes located nearby (demand companies, complementary roles)
· Research institute complex nearb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other regions (road, railroad, etc.)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 Establish legal and administrative grounds for cluster creation
· Relax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attracting compan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here clusters are established

Cluster 
activation

Human resources
· Present conditions (salary, working conditions, etc.) to attract high-quality talent in the industry
· Implementing program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putable 
resources

· Recognition of research institutes or representative researchers
· Attracting research institutes such as leading global companies or leading universities
· Finding and fostering anchor companies that will trigger the expansion of clusters

Investment 

conditions

· Active moves of nearby industrial complex companies

· Activating participation in investment institutions (VC, Angel Investment, Accelerator, etc.)
· Creating large government-led funds or private-oriented crowd funds

Internal and 
external 

cooperation

· Cooperation and linkage between internal entities of the cluster
· Cooperation and linkage with external clusters
· Cooperation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 Cooperation in the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stages after technology development
· Activ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informal exchanges (social gatherings), etc

Adjustment 
system

· A control tower that effectively manages and supports necessary elements for each cluster development stage
· Need for a base agency in charge of raising joint funds and establishing joint plans for various institutions
·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a wide-area network

Policy direction

· Parallelization of cluster base and innovation policy
· Consistent and sustainable follow-up projects after cluster creation

·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coordination with national focus projects
· Coordinate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plan joint policies

Deriving 

performance

R&D capabilities
· R&D capabilities of cooperative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es
· Corporate R&D efficiency (Return on investment)
· Whether there i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R&D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etc.)

Hardware 

platform

· Creating infrastructure such as experimental facilities and prototype production spaces for close cooperation with 
companies outside the cluster

· state-of-the-art equipment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agent in the cluster

Software platform
· Building a digital platform that supplies, links, and supports related information within the cluster
· Establish a service foundation for technology demand-supply matching, cooperative matching, equipment use, or 

experimental reservation

Table 3. Factors by growth stages of cluster

Unit of analysis Contents

Characteristics 
of 

biotechnology

A long R&D period · It generally takes more than 5 to 10 years from basic research to commercialization

Difficulty of getting 

license 

· As it is a field dealing with life phenomena, procedures such as licensing, preclinical, and clinical regulations are 

more difficult and complicated than other industries
· In Korea, there is a lack of licensing, preclinical and clinical professional support systems

Independent value 
chain

· All stages of the value chain, such as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preclinical/clinical, production, and 
marketing, are independent, and dedicated institutions and companies are separated

·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connect with hospitals at all stages leading to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
level of 

bioindustry

Technology maturity

· In the case of biopharmaceuticals, competition in the production market intensifies as the patent expiration time 

for major products arrives. Competition in the production market inevitably follows strong challenges from 
late-comers, so a new biopharmaceutic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 Few domestic bio-pharmaceutical companies can conduct phase 2 or more clinical trials

Level of related 
industries

·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IT, NT, etc.) that can be related to the bio industry
· In Korea, the number of investment institutions specialized in the bio-industry is small, and the st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such as the stock market is evaluated to be low

Main agent 

of cluster

Private sector-led 
development

· Bioclusters such as Cambridge and San Diego in the U.S. lea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b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 Start-ups that have been spun off through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ather to form a self-sustaining cluster
·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enture funding organiza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growth

· Broad corporate support networking formed by small groups

Government-led 
development

· Singapore's bio-cluster grew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and even after entering the orbit, the 
government lead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 In addition to industrial policies, comprehensive inbound innovation policies such as immigration policies and tax 
cuts are promoted

Regional 
context

Clustering of 

clusters

· Korean bioclusters are small in size and distributed nationwide, making it difficult to have global competitiveness

· In Europe, resource shortages are supplemented and thresholds are achieved through regional coalition clusters
· Need to link and cooperate between bioclusters with different strengths

Locatio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Songdo biocluster in Inche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 biopharmaceutical production area centered on Celltrion 
and Samsung Biologics

· Cambridge, where world-renowne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uch as MIT and Harvard are located, is 

the cradle of original technology-based bioventures

Table 4. Characteristics by conditions for formation of bio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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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클러스터의 특화 

분야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

발 추격국의 입장에서는 특허만료시점이 다가온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매력적인 타겟일 수 있다[3]. 또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나 NT와 같은 

연관 산업들의 동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산

업 등의 선진화 또한 중요하다[30, 32].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IT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집적여부도 중요한 

요인이다[61].

클러스터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

되었는지 아니면 정부 주도로 탄생했는지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바이

오 클러스터들은 자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싱가포

르는 정부 주도로 형성되었음에도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

라고 평가된다[4, 27].

산업의 규모가 작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클러스터 간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2, 27, 61].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클러스터 간 상호보

완을 통해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임계규모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클러스터 별 강점을 가진 영역에 

특화된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MIT나 하버드 등 유수 대학이 몰려 있는 미국 보스턴

의 케임브리지 지역에는 원천기술을 가진 바이오벤처들

이 주로 탄생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투자기관들이 집적되어있다[28, 29, 61]. 반면, 셀트리온

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이 위치한 한국 인천 송

도 지역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3].

내용분석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도표로 정리

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5. 사례적용: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번 장에서는 지난 4장의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정리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홍릉 디지털 헬스케어 강소특구의 사례에서 확인해보았

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홍릉 강소특구 사례

를 통하여 클러스터 성장단계에 따른 영향요인과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의 2가지 측면으로 제시하

였다.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과 창업문화 활성화,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제도 마련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동시

에 바이오·의료에 특화된 분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과 연계된 중개연구를 통한 현장 수요 중심의 연구 

및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를 통한 생태계　확립, 지역클러

스터과의 협력과 연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이 필요

하다.

5.1 클러스터 성장단계에 따른 영향요인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기초 

기반인 정주여건 개선과 창업 문화 조성을 통해 기업 유

치와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주

Fig. 1. Comprehensive diagram for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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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 내에서는 참여기관들 주도의 

클러스터 내 협력 기반 마련 또한 필요하다. 홍릉 강소특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클러스터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현재 진행중이다.

첫째, 홍릉 강소특구는 오랜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임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통

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바이오 클러스터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MIT, 하버드와 같은 연구 역량이 뛰어난 대학,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임상시험이 가능한 대학병원 등 혁신생태

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밀집되어 있다[61]. 이외

에도 랩센트럴(LabCentral)이나 하버드 캐털리스트

(Harvard Catalyst)와 같은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관들

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돕는 등 자생적으로 협업하는 

체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홍릉 강소특구의 경우 6천여 

명의 박사급 인재를 포함한 고학력 연구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대학인 KIST와 고려

대, 경희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는 국내 주요 대학

병원과 종합병원 총 57개 그리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30%가 넘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홍릉에는 

이미 고려대 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다. 도심

형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할 여건이 되는 서울 홍릉 지역

은 바이오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요건을 이미 상당수 갖

추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기업이 입주할 공간과 연구 및 

교류공간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정주요건 개선이 필요하

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홍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R&D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앵커시설이 건

립되고 있으며 이는 초기 바이오 창업기업들이 입주할 

공간과 공동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초기 

바이오 창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홍릉 내 대학·연구기관들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서비스를 구축하고 오픈랩 등 연구시설을 개방하여 바이

오 연구 생태계 활성에 앞장서고 있다. 초기 기업들의 경

우 입주 공간 외에도 실험 기기나 장비 활용 면에서 어려

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 인프라 조성 또한 홍릉 지역

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둘째, 창업 활성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

이 요구된다.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성공과 클러스터의 성

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 고급 연구인력의 창업에 대

한 의지가 중요하다. 독일의 대표적 연구소 중 하나인 프

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 ‘스핀오프’ 방식으로 연구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적극적 지원

책으로 프라운호퍼 벤처 회사를 설립했으며, 크게 네 가

지 영역에서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창업 준비, 기술 지원, 재원 지원, 경영 참여 지원으로 구

성된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책을 통해 프라운호퍼는 고급 

연구인력의 창업 의지를 극대화 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

지 약 200건 이상의 성공적 창업을 이끌어 냈다[63]. 홍

릉 내 기관들은 기관내 우수인력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창업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홍릉 강소특구는 

참여기관을 주축으로 예비창업기업과 초기 기업들에 대

한 GRaND-K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학교를 운영하였으

며 VC들에 대한 연계와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연계하였

다. 2021년 10월에 열린 첫 창업지원 오디션 프로그램

인 ‘GRaND-K 창업학교’에서는 입상한 11개 창업 기업

이 모두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이와 같

은 사례를 통해 클러스터 자체적으로 창업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의 제도적 노력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위한 기관을 조성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의 시작뿐만이 아닌 발전과정까지 주도적

으로 노력하였다[4]. 특히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연구개발특구 발전방

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의 사업화 생태

계 조성과 자립형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새롭게 제안된 강소특구는 기존 

규제편의 방식의 대형화된 연구개발특구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자생·자족적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안

되었다. 강소특구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덕특구를 비

롯한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성공사례를 활용하고 지역생

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64, 65].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

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 강소특구제도는 지자체와 연계

하여 등록되고 사업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

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역 혁신생태계의 구축

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강소특구제도의 자생

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혁신생태계의 구축과 확장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66]. 클러스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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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과 인력 간 사적 모임을 비롯한 교류를 통해 다

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홍릉 내 

기관들의 경우 ’12년부터 자체적으로 홍릉 지역의 관점

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발전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홍릉기관 자체 협력사업을 다수 

기획·추진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홍릉펀드 조성, 도시

재생사업과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지역 내 문

화 확산 사업 등이 있다. 전국의 강소특구와 기존 연구개

발특구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은 지역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도적 참여는 지역 주도의 네트

워크 형성과 사업 추진역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융합 분야의 경우 지역 내 특화

된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2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조건에 따른 특징

앞의 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바이오‧의료 산업은 

긴 연구개발 기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

한 산업 내 긴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으며 까다로운 인허

가 절차와 규제를 보유하는 등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서는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홍릉 강소

특구와 대한민국 바이오‧의료 산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아

래의 사항에 초점을 두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첫째, 바이오 분야는 임상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

계 구축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이 요구되기에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바이오헬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이 대안

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병원-기업 

간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오

산업의 상당 분야는 시장이 곧 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임상현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실제 현장에서 임상

적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67]. 이에 기초과학과 임상연구간의 중개가능성

(Translatability)를 높이고 보완하는 중개연구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강점을 특화할 수 있는 분야이다. 홍릉 강소

특구 내 연구기관인 KIST는 2011년부터 대형 병원 등과 

중개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홍릉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고려대병원과의 협력을 시작하였다. KIST 연구원과 고

려대 임상의와의 정기적인 연구협력과 병원 내 현지랩 

운영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임상의 자문단 풀을 구축하여 원천기술 임상

시험에 대한 자문과 의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상용

화 개발 자문을 활용하는 등 병원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둘째,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과 제품의 최종 개

발까지의 기간이 길어 유망기업의 초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보

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도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

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우수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

치와 초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연계와 기술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홍릉 강소특구의 경우 홍릉 클러스터 

내 우수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한 홍릉 펀드를 자체적으

로 조성하였다. 홍릉펀드는 홍릉 지역의 창업 기업과 사

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내 투자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울 바이오펀드 또한 서울 지역 내 

초기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통해 바이오 생태계의 투자여건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점차 투자액과 펀드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

역 주도 펀드의 조성과 투자는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유

치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홍릉 강소특구는 하이테

크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술지원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내 기업은 초기에 소규

모의 인원을 기반으로 태동하곤 한다. 이에 고급 연구 인

력 확보와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창업 기업들의 기

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의 적극적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홍릉 강소특구의 

경우 H-브릿지(Bridge)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의 상

용화 역량별 맞춤형 개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바

이오클러스터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다수의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들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많은 부

분에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주기 가치사슬 

측면에서 각 클러스터들은 임상·인허가·생산 등 각기 부

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는 각 클러스터별 협력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와 협력을 권장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지역 간 연합 클러스터를 통해 자원 부족을 보완하

고 임계규모를 달성하고 있다. 각 클러스터의 예산 나눠

먹기가 아닌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가치사슬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홍릉 강소특구의 경우 기술개발과 임상

시험, 해외네트워크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인허가와 

제품 대량생산 등에서 약점이 있다. 이에 오송 등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홍릉에서 성장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생산기반,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성과확산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할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772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GLP/GMP 등 지역에 위치한 인

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홍릉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바이오 클러스터 간 강점 공유를 통해 상호 약점을 보

완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Figure2>에서 이러한 상생모델을 도

식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생 전략의 설정은 향후 

클러스터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자원의 

중복을 막고 더 효과적인 클러스터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이와 더불어 규제 개선 측면에서의 정부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타 분야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R&D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FDA의 경우 데이터 기반 R&D를 통해 개발

된 신약은 신속심사(Fast Track)를 거치며 인허가 기간

을 크게 줄이는 둥 데이터 기반의 R&D를 적극적으로 장

려하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각종 규

제의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연구개발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신기

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시제품 제

작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강소특

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에는 연구개발특구법 보완을 

통해 신기술 실증 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임시 허가 등에 치중된 기존 

타 규제샌드박스 근거법과 차별화된 특구 내 기술 성숙 

및 개발 차원에서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은 신산업 성장을 돕고 연구개발의 

수요를 늘려 특구 내 클러스터의 연구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릉 강소특구의 특화분야인 디

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법과 데이터 3법 등 관련 규

제가 산재하여 있는데 클러스터 내 규제 완화는 신산업 

개발과 벤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바이오 기술 개발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 지금까지 많은 수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국내에 조성

되었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많은 참여 기관들의 역량

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오 클러스터들의 

성적표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세

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쉽

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바이오 분야는 기

술 자체의 높은 불확실성과 투자의 장기성 등으로 인해 

클러스터의 조성과 운영이 원활하다 할지라도 유니콘 기

업의 등장과 같은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

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클러스터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성·운영되고 있는 바이오 클러

스터는 물론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클러스터 정책 수립

에도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헌으

로부터 조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

였으며 이를 최근에 지정된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

례에 적용함으로써 분석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실무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모든 

요인들이 반드시 다 갖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

장기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패의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

은 제고할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문헌 기반의 내용분석 결과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사례에의 적용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주여건 개선과 창업문화 활성화,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제도 마련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노력과 같은 

클러스터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바이오·의료에 특화된 분야에 대한 노력 또

한 필요하다. 임상과 연계된 중개연구를 통한 현장 수요 

Fig. 2. A win-win model between Hongreung Innotown and other regional bio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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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연구 및 기술사업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외 투자 유치를 통한 생태계　확립, 산개한 지역클러스터

과의 협력과 연계, 규제 완화 등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클러스터 또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다룬 지금까지

의 문헌들의 핵심 제안과 시사점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이다. 비록 국내 문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관련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 관련 연구들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둘째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사례에 분석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분석의 실무적 의의를 찾았다는 점이다. 홍

릉은 많은 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이 밀집해

있어 클러스터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외형적인 조건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홍릉이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보완되어

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세밀한 전략 수립이 이어지길 기

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내용분석의 범위가 국내

문헌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외 문헌

들도 포함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 연구자

들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작업에도 불구하고 분

석 결과의 일반화 및 객관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

재할 수 있다. 이는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이기도 한

데, 향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정량적 방

법론을 병행함으로써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릉 지역은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서 기능해왔지만, 일종의 클러스터로서 강소연구개발특

구에 지정된지는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은 사

례연구에 그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특구 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형

태의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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