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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광주의 光산업 육성사업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4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
여 기반구축, 정착, 자립성장의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크
게 증가하였으며 다수 업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상당
한 성과를 나타내었다.1) 특히 광통신 소재‧부품 및 LED 조명 조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포화기(saturation)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클러스터 발전사례2)를
보아도 클러스터는 물리적 형성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장 모멘텀(momentum)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光산업 육성사업
10년이 지난 현시점이야말로 光산업 클러스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본고는 광주 光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광주 光산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 光산업은 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13개 연구‧지원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 등 교육기관, 그리고 360여개의 기업이 광소재, 광부품, 광시스템 및 융합분
야에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기술혁신 자원을 분석한 결과, 지원기관은
창업에서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가 다소 미흡하고 지원기관에 따라 지원성과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
으며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기업 생태계를 보면, 광통신 분야에서는 광분배기와 같은 일부 소재‧ 부품분
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업이 집중되어 과당경쟁이 우려되며,
LED 분야는 핵심부품인 LED 칩‧패키지관련 기업 비중은 낮은 반면 10인 이하의 영
세 조립업체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1)
광주 광산업의 육성 성과
(개, 억원, 명)
1999(A)

2010p(B)

연평균
성장률(%)

B/A

2010까지의
육성목표

▪ 업체수

47

360

20.6

7.7배

280

▪ 매출액

1,136

25,400

34.9

22.4배

25,500

▪ 고용인원

1,896

8,004

14.2

4.2배

28,900

2) 대표적인 해외 신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인 미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는 1958년 개발되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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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보완 및 공동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공동 연계구조 확립
등을 통해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
원이 통합 연계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산하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고급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중견기
업 발굴 등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연관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일괄생산공정(Supply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광주는 미래 거대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LED 조명산업 및 융합산
업에 대해서 밸류체인 수직 구조화를 완성하여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LED 조명에 대한 수요 구조를 현재의 국내 관급주문형에서 해
외 글로벌 수요 주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 중심센터를 설립
하여 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사 1명품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을 생산하는 한편 공동 브랜드 및 마케팅을 실현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세계 光산업의 추세를 보면, 단순한 부품 및 소재 생산에 머무르지 않
고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전자, 자동차, 에너지, 나노, 조선, 농업 및
의료기기 산업 등과 고부가가치 융합 시스템화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는 기
조성된 光산업 혁신자원 및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광기술기반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치와 함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산업생태계 조
성 등에 대한 로드맵을 보완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클러스터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장기투자 후 성장속도가 급격히 빨
라지는 S자형 성장을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광주 光산업 클러스터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
을 갖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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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당시 광주의 주력 기업이었던 아시아자동차와 그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로 인해 광주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자동차ㆍ가전 등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기
반의 취약성이 지역의 거시경제적 리스크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의 안
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과학기술전략기
획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전략산업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주요 제조업 분야는 이미 타 지방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내
연구기반시설 및 우수 인적자원의 활용에 유리한 신산업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으며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성장유망 산업으로｢光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신산
업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光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Photonics 2010)｣을 자체적으로 수립
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광주의 光산업 육성사업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4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반구축,
정착, 자립성장의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수
업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다.1) 특히
LED, 광통신, 태양전지, 광정밀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이 성장하여 광통신 소재ㆍ부품 및 LED 조명 조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포화기
(saturation)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도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이
지역정책의 핵심사업인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光산업 육성 사업과는 별도
로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형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어 光산업은 명실공히 지역의 핵심사업으
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시장상황도 1990년대 광섬유 기반의 광통신산업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
대 들어서는 LED,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스마트폰 등 무선시장 활성화
로 인한 광통신 부문과 녹색성장에 따른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등으로 광원 부문이 빠른 성장
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광주 光산업이 그 동안 이룩한 성공에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의 10년은 지
난 1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
격, LED 분야의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진출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광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그동안 광주 光산업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던 광통신

1) 2011년 4월 2010년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업체들로 구성된 光산업 CEO 포럼이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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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기의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착수하였고, LED 분야에서는 중국의 LED 칩 제조장비인
MOCVD 보유대수가 2012년에 세계 1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다른 한편으로
는 삼성, 포스코, 동부, SK 등 국내 대기업과 약 500개 이상의 신규 벤처 중소기업들이 LED 조
명사업에 진출하면서 광주 光산업체와 대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광주 光산업이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긴박한 시기를 맞이하였음을 말해준다.
해외 클러스터 발전사례를 보아도 클러스터는 물리적 형성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장 모멘
텀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光산업 육성사업 10년이
지난 현시점이야말로 光산업 클러스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3)

2. 선행연구 검토
光산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로는 광주 光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2000, 산업연구
원), 光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2002, 이정호ㆍ김영호), 광주 光산업 집적지의 형
성과 그 특성(2006, 임영훈ㆍ박삼옥), 투입산출표의 외생화를 이용한 光산업 변화 구조 분석(2009,
이학래ㆍ나주몽), Photonics 2020 계획수립 연구(2010, 산업연구원) 등이 있다.
산업연구원(2000)은 광주 光산업의 육성에 있어 다른 지역에 이미 집적이 이루어진 분야를 제
외하고 특화유망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대기업형 업종이나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부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술 집적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
기업을 육성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정호ㆍ김영호(2002)는 광주 光산업 육성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
선 지역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능력 제고 및 신용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우수 光산업체를 적극 발
굴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광주광역시는｢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4)의
외국인투자유치지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소요자본 조달 및 광기술의
국내이전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기능 역량 강화를 꾀
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정주(定住)여
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임영훈ㆍ박삼옥(2006)은 광주 光산업 집적지의 형성과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 데이터
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산업 집적지로서 광주 光산업 집적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2) “LED칩 업체별 생산능력 분석 및 전망”,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뱅크, 2011
3) 대표적인 해외 신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인 미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는 1958년 개발되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참조
4)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대에 구축된 국가공업단지로서 국내 유일의 光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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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
원이 어울려 光산업이 초기 집적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광주 光산업의 집적이 지식과
기술의 외부성이라는 입지요인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광주 光산업 집적지가 단순히 생산거점
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학래ㆍ나주몽(2009)은 전국 단위로 光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光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光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감응도 계수) 및 후방연쇄효과(영향력 계
수)가 모두 산업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 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산업연구원(2010)은 산업의 질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기술의 집중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신제품 수요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2020년까지의 광주 光산업 육성계
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대기업 유치 실적은 상당히 미흡하였던 바, 앞으로는 대규
모 투자 유치를 타겟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光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소규모 기술기업 유치
전략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향후｢Photonics 2020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 사업이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고에서는 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로서 지금까지
수행된 光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또한 光산업 관련 기관, 정책전문가 등과의 포
럼 및 면담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특히, 그동안 光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光산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국광기술원, 호남선도산업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 및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광주지역 光산업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光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光산업 정책 및 광주 光산업 현황
光산업은 빛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economic resource)으로 인식하고 빛을 이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5)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빛의 생성ㆍ제어ㆍ활용, 즉 光기술을 핵심기술로
활용하여 만든 부품ㆍ소재, 장비 및 시스템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과거에는 백열전구 및 형광등과
같은 광원 중심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레이저, LED, 광섬유 등이 발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광섬유 기반의 광통신산업이, 2000년대 들어서는 LEDㆍ태양광산업 등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스
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제2의 IT혁명에 따라 光산업은 두번째 중흥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모바일기
5) 김동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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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국한되었던 LED 산업이 2009년부터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되면서 光융복합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光산업은 光기술(LED, 광통신, 센서, 네트워크 부품 및 시스템, 광원)과 IT(정보기술), CT
(정보기술), BT(생물공학) 및 조선, 자동차, 국방, 에너지, 건설, 디자인, 의료분야 등 여타산업의 부

품, 기기, 시스템 및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光산업의 6대 범위
대 분 류
▪ 광통신

▪ 광원 및 광전소자

▪ 광정밀기기

▪ 광소재

▪ 광정보기기

▪ 광학기기

주：1)

중 분 류

세

분

류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 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레이저기기

의료용 레이저기기, 산업용 레이저기기, 연구용 레이저기기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광계측 및 센서기기, 산업용광계측 및 센서기기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 저장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는 광주광역시의 집중 육성 분야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기술적 측면으로 볼 때, 광기술은 IT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광부품 및 시스템 기술과 LED 기
술로 대별되며 4대강사업, U-City, 지능형 홈사업 등에 활용하는 융합기술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
정보통신, 광정보기록 및 처리,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IT산업을 통해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
는 데 필요한 기반기술인 동시에 광센싱, 광가공, 태양광 발전, LED 조명 등 안전하면서 환경부
담을 경감시키는 기술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 고부
가가치 기술이다.
첫째, 광부품 및 시스템 기술은 유ㆍ무선 통합 광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로서, IT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통신뿐만 아니라, 환경, 조선, 농업, 자동
차, 국방, 에너지, 건설, 의료분야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LED 기술은 전통조명 대비 LED 조명의 에너지 절감율이 백열전구 대체형 87%, 할로겐
대체형 84%, 형광등 대체형 37%로 최고 9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존 조명광원의 수은ㆍ필라멘트 등의 중금속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및 국제 환
경규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편 세계 光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현재 약 3,800억 달러로,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약 8%

134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광주 光산업 발전방안

가량 성장하여 2020년에는 8,9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 업종별 시장규모는 현재 광정보
기기 분야가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
열전구 생산 및 사용의 규제6)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광통신과 광원시장이 빠
른 성장을 보이며 光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 자동차, 조선, 디스플
레이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레이저, 광센서, OLED 등 새로운 분야가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 국내 光산업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여 2010년 현재 359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약 9.3%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光산업 시장규모1)
(백만달러, %)
2003

2)

2008

3)

2009

2010(추정)

2011(전망)

▪ 세계시장

225,666

338,180

361,595

385,932

466,423

▪ 국내시장

11,735

24,250

29,355

35,874

57,102

(비중)

(5.2)

(7.2)

(8.1)

(9.3)

(12.2)

주：1) (

)내는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광산업육성 1단계 완료
3) 광산업육성 2단계 완료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2011.3월 LED 산업통계 반영

1.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光산업 관련 정책
가. 중앙정부의 光산업 지원정책
정부는 1999년 지역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7)을 추진하였는데 광주광역시는
光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천하였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447억원이 투입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 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구축, 2단계 광원 및 광통신부품 생산지원을
거쳐, 현재 3단계 차세대 융합산업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사
업에서는 2000~2003년중 4,020억원을 들여 광통신부품 시험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장비 구축, 광
관련 기업유치 등 인프라 중심의 집적화 단지 조성에 힘썼다.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과학기술원부설 고등광기술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ETRI광통신부품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주
6) 유럽연합이 2009년 100W급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였고 2012년부터 백열전구 판매를 전면 불허할 계획이며,
미국 역시 2012년부터 100W급 백열등 판매 금지하고 2014년 전면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호주
2010년, 캐나다 2012년, 우리나라 2013년, 중국 2016년 등 주요국이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였거나 금지할 계
획이다.
7) 정부는 1999년 대구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2000년 부산 신발산업, 광주 光산업, 경남 기계산업을 선정하여 지
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과 위 4개
지역을 제외한 대전 등 9개 시ㆍ도의 요청에 따라 여타지역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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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光산업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들을 집적하였다. 2단계 사업에서는 2004~2008년중 3,863억원을
투입하여 LED 및 응용부문으로 육성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반도체광원시험생
산 지원, 광통신부품생산 지원, 광부품 시험ㆍ인증기반 18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쟁력있는
기업 양성 및 상업화 지원에 힘썼다. 3단계는 2009년부터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 육성, 차세대
미래유망산업 발굴 지원 등 차세대 융합산업 발전에 564억원의 예산을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光기술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 육성사업이 현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사업인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8)으로 선정되었다. 선도사업에서는 2009~2011년중 50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하여 光기술을 바탕으로 조선ㆍ농업ㆍ건설 등 광융합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도부터 시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光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확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또한 융합분야 미래투자를 위해 2012년부터 국책사업으
로 광주 光산업과 대구ㆍ구미의 IT산업간 융합사업인｢3D융합산업｣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주ㆍ대구ㆍ경북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센서 등 光산업 관련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센
서산업 육성사업｣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

8) 현 정부는 지역간 특화‧연계 발전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
젝트를 제시하였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glocalization),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
술의 융복합화,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경제의 중요성 증대 등 산업여건의 변화로 시‧도 개별 행정구역을 초
월한 지역산업정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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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光산업 관련 정부 지역산업정책
연 도

내

용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8,447억원)
▪ 1단계 (2000∼2003년, 연구개발 장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4,020억원)
: 광통신부품 시험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장비 구축, 광관련 기업유치 등 인프라 중심의 집적화 단지 조성
주요사업 내역
- 한국광기술원 설립운영

-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 한국光산업진흥회 설립운영

-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

- 광통신부품 시험시스템 구축

- 光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 고등광기술연구소 설립

- 光산업 창업보육 지원

- 생산기술연구원 光산업지원센터

- 광제품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 光산업 기술인력양성 사업

- 대학내 광기술특화 연구지원

- 국내외 홍보사업

- 국제교류 협력사업

▪ 2단계 (2004∼2008년, 광원 및 광통신부품 상업화 지원, 3,863억원)
: LED 및 응용부문으로 산업 대상 확대, 반도체광원 시험생산지원, 광통신부품생산지원, 광부품 시험ㆍ인증기
반 18개 사업, 경쟁력 있는 기업 양성

2000∼
2012

주요사업 내역
- 광통신 부품 서브 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 光산업 해외마케팅 사업

-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지원

- 光산업 기술인력양성 사업

- 광부품 시험인증 신뢰성평가 지원

- 光산업 기술지원 사업

-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구축

- 光산업집적화단지 확대조성

- 광제품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기구축 光산업 인프라지원사업

- 신기술 창업 보육지원

- 光산업투자조합설립

- 光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 기술개발지원사업

▪ 3단계 (2009∼2012년, 차세대 융합산업 육성, 564억원)
: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 육성, 기구축 인프라 활용, 차세대 미래유망산업 발굴 지원
주요사업 내역
- 기구축 光산업 인프라지원사업

- 광기반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광기반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광기반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光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 光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2009∼
2011

(2) 선도산업(500억원)
▪ 2009년 光기술 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이 현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사업인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

2011∼
2025

(3) 광주연구개발특구(약 1조 145억원)
▪ 광기반 융복합산업 등의 세계적 거점 구축

2012∼
2016

(4) 3D융합산업 육성(대구ㆍ구미와 공동, 3,270억원)_추진계획중1)
▪ 광주의 光산업과 대구ㆍ구미의 IT융합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3D융합산업 육성
- 3D상용화지원센터(첨단과학산업단지내) 신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2013∼
2017

(5) 스마트센서산업 육성(대구ㆍ경북과 공동, 3,640억원)_타당성 조사중
▪ 스마트센서 기반기술센터, 스마트광학센서 기술센터

2)

주：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11.9.15.)
2) 기획재정부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자료：산업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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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주광역시의 光산업 정책
광주광역시는 1999년 ‘光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Photonics 2010)’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부터
는 정부가 광주의 光산업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光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정책추진 목표는 국가 산업발전전략의 틀 안에서 광주를 光산업의 전국적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산ㆍ학ㆍ연 기능이 집적된 光클러스터 형성, 인력
양성 기반구축 및 고급인력 유치 활성화, 연구개발을 통한 광기술 및 광제품 경쟁력 제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집적화 촉진 등이었다.
光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는 광주 이외 지역에 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하고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 대기업형 업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시설의
집적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비교적 소규모 자본과 중저급
기술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 광통신부품, 광정밀기기에 특화하였다.
최근 광주광역시는｢Photonics 2010｣의 후속 정책으로서 光산업의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光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인｢Photonics 2020｣을 수립하였다. 光산업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변화
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였으며 정부
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전략산업의 지원 축소 및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확대로 전환되면서 전략
의 재설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아울러 2011년 1월 광주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그
동안 축적한 학계 자원, 광기술 연구소, 光산업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융
복합 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새로운 발전전략의 수립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Photonics 2020｣에서는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및 광주 光산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LED
및 OLED, 광통신 및 센서, 광소재 및 응용 분야를 핵심육성분야로 도출하였다. 주요 특화제품으
로는 LED 및 OLED 부문에서 융합 고품격 반도체 조명, 정보네트워크 및 광센서 네트워크 사
업, 자동차용 광통신부품, 광학렌즈ㆍ레이저 계측 및 광 의료기기 개발 등 광기반 융합분야를 제
시하였다.
다. R&D 지원 추이 및 평가
光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중앙과 지역의 R&D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의 R&D 사업은 부품·소재,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 산업기술
융합산업 원천기술, 선도기반,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기술, IT 우수기술 지원사업 등에 특화된
15개의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이다. 분야별로는 LED 조명 분야의 R&D 과제가 9개, 광부품
및 시스템분야가 6개였다. 광부품 및 시스템 분야에서는 광정보 네트워크, 광정밀 및 계측분야 순
으로 지원되었다. LED 분야는 광주 이외에 타지역도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
정보 네트워크 분야, 광정밀 및 계측 분야의 경우에는 광주의 업체들만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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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앙정부 광관련 R&D과제 분류
구 분

R&D(개)

비 고

광부품 및 시스템

6

광정보 네트워크, 광정밀 및
계측 등

LED

9

반도체조명

합계

15

-

자료：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2010)

지역의 R&D 과제는 대부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중기거점과제, 공통핵심과제, 단기과제의
성격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총 280개 수행과제중 광부품 및 시스템관련 R&D 과제는
193개이며, 분야별로는 광정보 네트워크 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정밀 및 계측 분야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LED 분야는 87개 과제로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정보 네트워크, 광정밀 및 계측 분야를 포괄하는 광부품 및 시스템 분야를 광주 光산업 1
단계가 시작된 2000년부터 중점 지원한 반면, LED 분야는 2단계가 시작된 2004년부터 지원하였
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에는 LED 분야에 보다 역점을 두고 지원하였으며, 광역경제권 선도산
업에서도 LED 분야 지원 비중이 약 60%에 이른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독보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광분배기, 광모듈, 광커넥터 등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LED
분야는 에너지 절감효과, 친환경적 특성, 전통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2015년 이후 약
100조 이상의 거대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목하여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집중지원하고 있는 분야이다.
<표 5> 광주지역 광관련 R&D과제 분류
구 분

R&D(개)

비 고

광부품 및 시스템

193

광정보 네트워크, 광정밀 및 계측,
유비쿼터스생활가전 등

LED

87

반도체조명

합계

280

-

자료：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2010)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광주의 光산업은 광부품, LED소
자ㆍ패키지 등 일부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해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광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은 융합을 통한 ‘저탄소·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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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광기술은 친환경적이며 조선, 의료, 농생
명, 수송기기, 에너지 등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보된 광기술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광센서네트워크, 광인터페이스, 광유무선
통합시스템, 광정밀시스템, 광제어시스템, LED 조명 및 응용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면 2017년 세계 20% 이상의 光산업 시장 점유와 업체 700개 光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달성함
으로써 세계 3대 광선진국 도약이라는 광주광역시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
행중에 있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프로젝트는 광주 光산업
의 기 구축된 인프라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광제품의 기술력을 향상함과 더불어 호남권의
전통산업인 농생명산업ㆍ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光산업의 수요기반 확대를 목적
으로 광기반 조선기자재와 LED 조명 및 시스템분야 집중 지원함으로써 2010년에 매출증대 998
억원, 고용효과 364명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었다.

2. 광주 光산업 현황 및 영향 분석
가. 광주 光산업 현황
지난 10년간 육성사업을 통해 광주 光산업은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한국光산업진흥회 자
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光산업 업체수는 1999년 47개에서 2010년 약 8배인 360개로 증가하였다.
고용인원은 1999년 1,896명에서 2010년 8,004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전국 光산업 고용인원
(112,723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 수준으로 매출액의 전국대비 비중인 5.6%에 비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매출액은 2조 5,400억원으로 1999년 매출액 1,136억원 대비 약 22배 증가하여 자
동차ㆍ가전산업에 이어 지역 3대 제조업으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光산업 매출액(45조
7,381억원) 대비 비중은 5.6%로 광주 전체 GRDP의 전국대비 비중인 2.1%보다 높아 광주 산업구
조가 光산업에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광주 光산업의 주요 경영지표
(개, 억원, 명)
1999(A)
▪ 업체수
▪ 매출액
▪ 고용인원

주：(

2003

2008

2009

2010 (B)

47

190

251

327

346

360

(ㆍㆍ)

(22.1)

(20.2)

(19.7)

(17.1)

(16.9)

1,136

3,234

4,355

13,079

16,157

25,400

(ㆍㆍ)

(1.8)

(1.8)

(3.6)

(3.9)

(5.6)

1,896

2,834

3,896

6,018

6,870

8,004

(ㆍㆍ)

(7.3)

(7.4)

(6.4)

(6.6)

(7.1)

)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한국光산업진흥회, 光산업 실태조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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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p

연평균
성장률(%)

B/A

20.6

7.7배

34.9

22.4배

14.2

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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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ics 2010(산업연구원, 2000)에 따르면, 2010년까지의 광주 光산업 육성목표는 업체수 280
개, 매출액 25,500억원, 고용인원 28,900명이었다. 2010년 현재 광주 光산업의 실제 규모와 비교해
보면 기업체수와 매출액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고용인원은 당초 계획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당 평균 인원은 22명에 불과하다. 이는 2010 光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데 대다
수 기업이 총 종업원수 30인 이하로서 총 종업원수 100인 이상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대로 일정 규모의 光산업 집적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광주 光산업 업체는 지역적으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하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재, 기판, 소
자, 칩, 모듈,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광주에서 생산하는 광분배기, 특수
광케이블, 광커넥터, 광단자함, 광모듈 및 LED 조명 등의 품목은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태양광모듈 국내 1위 생산업체인 심포니에너지와 국내 최고수준의
태양광 integration 기술을 보유한 SDN 등이 소재하고 있다.
광기술은 광(센서)부품 및 시스템(광응용 포함)기술과 LED 기술로 대별되는데, 지역 光산업체 중
60%인 210개 업체는 광부품 및 시스템 관련 산업, 40%인 150개 업체는 LED 관련 산업이다. 가
치사슬상 광부품 및 시스템업체는 대부분 광통신부품과 관련되어 있고 LED 분야는 최종단계인
모듈조립과 조명, 그리고 응용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광주 光산업 육성 목표 및 실적(2010년 기준)
(개, 억원, 명)
목 표(A)

(업체 평균)

실 적(B)

(업체 평균)

달성률(%, B/A)

▪ 업체수

280

–

360

–

129%

▪ 매출액

25,500

91

25,400

70

100%

▪ 고용인원

28,900

103

8,004

22

28%

자료：한국光산업진흥회, 光산업 실태조사(2010)
산업연구원ㆍ삼성엔지니어링, 광주 光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2000)

분야별로는 광원 및 광전소자와 광통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LED 조명,
태양광, 광통신 소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원 및 광전소자가 전체
매출의 68.6%인 1조 7,429억원, 광통신은 16.1%인 4,096억원, 광소재는 4.4%인 1,107억원 순이다.

❙ 141

2011-0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표 8> 2010년 광주 光산업 분야별 현황
(개, 억원, 명)
업체수
▪ 광통신
▪ 광원 및 광전소자

(비중)

매출액

(비중)

고용인원

(비중)

67

(18.6)

4,096

(16.1)

1,964

(24.5)

149

(41.4)

17,429

(68.6)

4,218

(52.7)

▪ 광소재

37

(10.3)

1,107

(4.4)

804

(10.0)

▪ 광정밀기기

38

(10.6)

389

(1.5)

300

(3.8)

▪ 광정보기기

13

(3.6)

459

(1.8)

176

(2.2)

▪ 광학기기

36

(10.0)

105

(0.4)

30

(0.4)

▪ 기타
합 계

20

(5.5)

1,815

(7.2)

512

(6.4)

360

(100.0)

25,400

(100.0)

8,004

(100.0)

자료：한국光산업진흥회, 光산업 실태조사(2010)

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광주의 光산업은 지난 10년 동안의 육성정책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5.3월 감사원이 광주 光산업을 우수 사업으로 평가한 것을 시작으로 2006.2월
산업자원부는 지역산업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광주 光클러스
터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하였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光산업의 성장이 광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 光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지역 제조업에 대한 성장기
여도를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나
타난 업종 중 光산업 관련 업종을 구분하여 2000년과 2009년의 출하액을 비교해 보았다. 광업ㆍ
제조업 통계의 조사업체가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光산업이 별도
의 업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지만 광주 경제에서의 光산업의 위상변화를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光산업(재분류)
산업코드

산업명

산업코드

산업명

C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C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C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C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C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C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C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C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C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C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C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C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C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C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C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C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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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9년중 광주의 光산업은 2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기간별로 보면 최근에 가
까워질수록 성장세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세는 지역의 제조업 발전에 도움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2009년중 광주 光산업의 제조업 대비 비중이 2.0%에 머물렀으나 지역
제조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9%로 높았기 때문에 光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 기여
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 비해 光산업이 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 자체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2004~2005년중 기아자동차의 대규모 설비 확장,
삼성전자(가전부문)의 광주 이전 등으로 자동차, 가전 등 여타 주력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0> 제조업 및 光산업 관련 지표 추이

광주

전국

2001~2003
4.4
22.7
1.0
0.2
4.7
6.0
-0.3
4.7
-0.02
-0.31

▪제조업 출하액 증가율
▪光산업 출하액 증가율
2)
▪광산업의 제조업 대비 출하액 비중
2)
▪광산업의 제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
▪
“
기여율2)
▪제조업 출하액 증가율
▪光산업 출하액 증가율
▪광산업 제조업 대비 출하액 비중2)
2)
▪광산업의 제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
2)
▪
“
기여율

2004~2006
1)
21.0
20.8
1.1
0.3
1.4
10.8
15.0
5.2
0.8
7.4

(연평균, %, %p)
2007~2009
6.4
28.6
2.0
0.4
6.9
9.5
8.3
4.8
0.5
4.9

주：1) 기아자동차의 생산능력 증대와 삼성전자의 가전부문 이전으로 출하액이 급증
2) 제조업 출하액 대비
자료：통계청, 광공업 통계

한편 광주 光산업에 대한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육성 지원이 없었을 경우 광주지역 光산업이 지
역내 제조업 평균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라 가정하에 고용인원을 시산하여 현재의 고용인원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光산업 육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광주지역 실업률을 약 0.6%p
하락시킨 반면 고용률은 0.3%p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光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괜찮은 일
자리(decent job) 창출9)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光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명, %)
2009년말
▪ 고용효과

光산업 육성정책이 없었을 경우

6,870

2,819

▪ 광주광역시 고용률

56.4

56.1

▪ 광주광역시 실업률

3.8

4.4

1)

주：1) 육성정책의 부재로 광주 光산업이 제조업 성장률만큼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광산업 부문의 일자리를 추산
자료：광산업진흥회, 통계청

9) 광산업실태조사(한국광산업진흥회, 2010) 결과, 광주 光산업의 채용 구조는 연구 및 기술직(37%), 생산직(28%),
마케팅(24%), 기획관리(8%) 순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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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광주 光산업 생태계 분석
이 장에서는 광주지역 光산업 혁신 자원, 클러스터 및 기업 생태계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광주
光산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1. 光산업 혁신자원 및 클러스터 분석
광주의 光산업 클러스터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60여개의 光산업체와 광주과기원, 한
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13개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光산업 클러스
터이다. 동 클러스터의 조성과 효과적인 운영에 힘입어 光산업은 광주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
로 자리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동 클러스터에서는 광기술전문가의 창업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光산업체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光산업체들의 기술, 경영, 시장에 대한 전문
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에서 생산된 광분배기, 광모듈, LED 조명 등의 품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광기술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
심기술로 부각되면서 융합기술의 코어로 부각되고 있는 광융합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동 클러스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 광주 光산업 혁신자원 및 클러스터 현황
정부는 광주 光산업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10)의 일환으로 지원한 이래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를 중심으로 광산업집적화단지(7만 8천평) 및 LED 밸리(9만 3천평)를 조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첨단2단지를 조성중이다. 여기에서는 光산업 혁신 자원인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고등광
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연구개발특구
광주사업화지원센터 등 13개의 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등의 대학이 광소재산업, 광부
품산업, 광응용ㆍ융합산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360여개의 光산업체를 지원
하기 위한 연구개발, 마케팅, 제품인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光산업 혁신 자원인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지원본부 등을 주축으로 광소재, 광부
품, 광시스템, 광응용ㆍ융합산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기업성장 단계
에 맞춰 창업 → 연구개발 → 시험생산 및 장비지원 → 기업지원서비스(경영, 마케팅지원) 제공
10) 주석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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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 기관 및 혁신 주체간 네트
워크가 구축되었다.
<표 12> 광주지역 光산업 기술혁신 지원기관 현황 및 내용
기관

설립목적

지원분야 및 연구장비

인력

▪ 한국광기술원

- 광제품 기술개발, 시험생산, 제품평가, 계측, 인증
등 종합적인 광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기업
에 대한 창업보육 및 경영지원, 시설장비, 국내외의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유치 등 인프라를 지원

- 시험ㆍ인증지원, 공정지원ㆍ시험생산, 공
동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 창업보육 등
- MOCVD 등 718대 (1천만원 이상), 1,045
억원

177

▪ 광주과기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 광과학기술에 대한 탁월한 연구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
- 광기술의 기업이전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 기여 등

- 레이저 및 응용기술분야 경쟁력 확보
- 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
- 팸토초레이저, OAS 등 46대

69

▪ ETRI 호남권
연구센터

- 광통신기술분야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지원

- 광송수신 모듈, 광가입자망 시스템, 플랫
폼 등 광제품 개발
- 광통신장비류 97종 131대 (53억원), 전송
장비류 921대 (75억원)

57

▪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호남권기술
실용화본부)

-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을 통해 중소
기업 및 산업계의 기술실용화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
고에 기여

-

공정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특성 평가 및 기업지원
공정장비개발, 평가 및 인증 등
414종 638억원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지역전자산업 육성, 공동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매출증대, 선도기술개발과 신산업창출을 통해 지역
산업활성화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

설계, 성능시험 및 특성분석지원
설계 및 제어 기술 지원
신뢰성 시험 및 인증지원
고장분석 장비 등 194종 262대 (195억원)

▪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전략산업 고도화와 기술집
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

-

광관련 기업 창업보육
네트워크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시험생산지원 등
LEDㆍ광통신 장비 등 총 256종 306대
(232억)

▪ 한국광산업
진흥회

- 광기술 연구개발과 성과 보급 및 국제교류협력을 통
하여 광관련 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
- 光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

- 광산업융복합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 광산업육성ㆍ진흥을 위한 위상강화사업
추진

130

49

81

16

2011년에는 R&D특구 광주사업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光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光산업의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주 기업주치의센터가 설치되
어 光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던 경영효율화, 제품 다각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사업 진출, 글로벌 시장개척 등 경영ㆍ금융ㆍ기술관련 기업 맞춤형 밀착 자문 및 지원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光산업 관련 여러 지원기관들이 다양한 창업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
업 지원사업들의 추진으로 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광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그동안
다수의 光산업체들이 창업 또는 유치됨에 따라 2010년 현재 光산업체는 360개(光산업체 중 LED
분야는 150여개)로 늘어났으며,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많은 광기술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광기술과 농생명, 조선기자재, 자동차, 친환경, 의료기기, IT, 나노 등 타 기술 및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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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광응용 제품을 개발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光산업 인프라는 물론 기판, 소자, 칩, 모듈 등 光산업 관련 전분야에 걸쳐 산업군을 형
성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산업역량을 갖추고는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光산업 관련 선진국
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1년 이상으로 평가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술 분야도 있어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시장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긴요하다.
특히, 필립스, 오스람, 삼성LED, LG 등 국내외 대기업이 향후 조명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맞춤형 LED시스템조명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제조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방열, 광학 등 부품 소재
의 국산화, 특화기술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집중육성하는 지원책이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1> 光산업 관련 주요혁신자원 현황

또한 유사 사업간 연계가 다소 부족하고 지원기관에 따라 지원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산업융합 등 세계적인 산업트렌드의 중요성에 비추어 光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光산업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주가 光산업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분산 투자에 따라 광주 지역의 투자가 열세를 보
임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핵심 및 응용 기술개발과 장비, 시설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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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 시장 창출형 기술개발 지원과 光산업 육성 1단계 기간중 설치된 장비 및 시설의 노
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투자 계획,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 13> 광주지역 혁신자원간 네트워킹 현황
창업지원

연구개발

시험생산
및 장비활용

기업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기술이전

▪ 한국광기술원

○

◎

◎

◎

◎

○

▪ KITECH
호남권기술실용화본부

○

◎

○

○

△

△

▪ 고등광기술연구소

△

◎

△

○

○

○

▪ ETRI광통신연구센터

△

◎

◎

○

△

○

▪ 광주테크노파크
LED/LD센터

◎

○

◎

◎

△

◎

▪ 한국광산업진흥회

△

△

△

◎

○

△

▪ 한국과학기술응용연구소

△

○

△

△

△

◎

▪ 한국 Bio-IT 파운드리
광주센터

△

○

◎

○

△

△

▪ 광기술인력교육센터

△

△

△

△

◎

△

▪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

◎

△

△

◎

○

△

구분

주：기관내 사업의 중요도 순：◎, ○, △
자료：광주광역시 201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나. 광주 光산업 혁신자원 및 클러스터 평가
해외 유수 신산업 클러스터 사례11)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공요인은 경쟁력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클러스터에 근접하여 소재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역량이 타지역에 비해 두텁게 축
적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역량의 축적을 기반으로 기업 스핀오프와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
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등이 입주해 있는 데다 주요 대학(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과의 근접성도
높다는 점은 光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소재
光산업 관련 기업들 중 자체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2.8%로 전국(33.3%) 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69.3%는 연구원이 5명 이하이거나 없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
하다는 점에서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2)

11) 오스트리아 빈 바이오 클러스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RTP 등
12) 광산업실태조사(한국광산업진흥회, 2010)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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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0년 국내대학 평가 결과
종합평가
1.
2.
10.
18.
20.
22.
22.
24.
24.
26.

KAIST
POSTECH
인하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영남대
전남대
울산대

교수연구 평가
1.
2.
9.
14.
14.
16.
17.
19.
22.
25.

KAIST
POSTECH
인하대
영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자료：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http://www.jedi.re.kr/)

지역내 소재 대학교의 연구역량 면에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중
앙일보가 실시한 국내대학 평가에서 전남대학교는 종합평가에서 24위, 교수연구 평가에서 19위에
올라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30위 이내에 등재되었다. 반면 수도권역에서는 인하
대, 충청권역에서는 KAIST, 영남권역에서는 POSTECH 등 많은 대학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점
은 광주광역시 정책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내 대학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당국
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광주광역시는 대학·연구기관에서의 스핀오프
(spin-off)를 적극 유도하여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도모하고 해외 사례에서와 같은 부동산 중개, 컨
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채널 마련 등 각종 경영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 유치가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여타 역외 소재 기업들의 역내 유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 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에 대기업 또는 光산업 분야
에서 명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고급인력의 역외 유
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에서 기술하였듯이 광주 光산업 관련 업체중 우수 기술 확보를 통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나(26개 기업) 대다수가 총 종업원수 30인 이하로 영
세한 상황이며 총 종업원수 100인 이상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성
장은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장기투자 후 성장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S자형 성장곡선을 그리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에 임할 때 보다 긴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대학교와 기반시설에 투자함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에 나서는 등 광주 光산업 발전이라는 비전을 역내ㆍ외 경제주체들에게 확고히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체에 대
한 자금지원시 일몰제 채택, 자금지원 대상 선정시 경쟁을 통한 선발 등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반 산업정책을 마련·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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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光산업 기업 생태계 현황 및 분석
光산업은 크게 광통신을 위주로 하는 광부품 및 시스템 분야와 LED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절에서 이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 기업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광부품 및 시스템분야를 가치사슬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소재, 광부품, 광통신시스템, 광통
신응용제품 등으로 구성되며 총 210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 구축된 光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광분배기, 광커넥터, 특수 광케이블, 광모듈 등 광부품분야
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상호 연계강화 및 소재, 부품, 시스템 간의 제품 포트폴리오
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광부품 및 센서에 집중되어 있고 광소재와 시스템기업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소재업체는 광섬유를 제조하는 글로벌광통신, 기판을 만드
는 하이쏠라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최근 광학 소재를 생산하는 RMI사를 유치하여 공
장을 건축중에 있다. 광시스템업체는 10여개 업체로 조사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의료, 농생물
관련 간단한 응용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실질적인 광시스템기업은 폰시스템, 웨이브시스컴
정도이고 그 외 업체는 주로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광부품을 생
산하는 업체들로서 光산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시작하여 광분배기, 광모듈, 광커넥터 등을 생산
하고 있는데 특히 PLC 스플리터13) 소자인 웨이퍼ㆍ칩 원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FTTH14) 광통
신의 핵심 부품인 PLC 스플리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관련 대표 기업으로는 광부품 선도기업
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로광통신, 피피아이, 휘라포토닉스, 글로벌광통신, 오이솔루션 등이 있으
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대다수가 이 분야에 속한다. 광통신 분야 이외에 광학 렌즈 분야에
에이지광학, 프로텍, 한국 알프스 등이 비구면 글라스 렌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광기술원, 광주과기원 고등광기술연구소의 레이저와 광센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코셋, 옵토네
스트 등이 광섬유 레이저 가공 및 광센서 개발과 스펙트로, 동양하이테크 등 약 5개사가 광 계측
분야에서 활발하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부품 및 시스템관련 업체의 대부분은 여전히 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업원 30인 이하로 영세하기 때문에 핵심기술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기술 확보, 마케팅, 인력
수급 등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광커넥터부품의 경우에는 20여개 업체가 난립
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광분배기는 비록 광주업체들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는 있으나
세계 시장규모가 작고 광주 기업간 과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이것이
향후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광통신시스템과 광통신융합제품 등 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는 적고 이러한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융합산업 시장 확대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광부품
13) PLC(Planar Lightwaveguide Circuit, 평판형 광도파로) 타입의 광분배기를 말한다.
14) Fiber to the home의 약자로 가정내 광케이블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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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스템 기술은 유ㆍ무선 통합 광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통신뿐
만 아니라, 환경, 조선, 농업, 자동차, 국방, 에너지, 건설, 의료분야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 기술로서, 전통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산
업 전반으로 확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광주 광부품 및 시스템분야 기업체 현황 및 생태계 구조

자료：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2011)

광주지역 LED관련 업체수는 약 15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0~2011년에 LED 조명 및

융ㆍ복합시스템과 관련하여 업종 전환 또는 창업하는 기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LED 칩이나
패키지관련 기업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2012년 이후 LED 조명사업의 시장 확대를 예상한 기
대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LED 전후방 가치 사슬내에서는 주로 LED 조명 및 융ㆍ복합 시스템 분야의 업체가 전체의
약 70%를 구성하는 등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품소재 기업은 28%정도였는데 주로 웨이
퍼 및 형광체 등 칩ㆍ패키지 관련 소재 분야가 많았다. 반면에 다양한 LED 조명 및 융ㆍ복합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열, 광학, 회로 부품관련 업체는 매우 적다. 또한 LED 칩 분야 1%,
LED 패키지 분야는 3%로 비교적 적은 업체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중대형 LED 칩 및 패
키지 업체의 육성과 투자 유치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명기업의 대부분이 10인 이하의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경관 조명, 가로등 조명,
실내조명기기 등 정부의 공공사업에 필요로 하는 실내외 조명기구를 개발하는 업체들이다. 최근
에는 지능형 빌딩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 조명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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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소규모 전광판, 사인 조명 및 LED를 이
용한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는 융ㆍ복합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3> 광주 LED 기업체 현황 및 생태계 구조

자료：한국광기술원(2011)

업체를 살펴보면, LG이노텍, 더리즈 등의 일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LG
이노텍, 더리즈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LED 에피 웨이퍼ㆍ칩 생산을 통해 지역내 수직계열
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맥엘이디, 코세미, 엘이디라이텍 등이 LED패키지 전문기업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형광체 제조업체인 포스포는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15)
LED 조명 및 융ㆍ복합 시스템은 수요기업 및 연관기업16)이 수요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는데, 광주지역은 서울ㆍ경기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민수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고
공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내 대규모 LED 조명 및 융ㆍ복합 수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인테리어, 마케팅 등 전문 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LED 조명 및 융ㆍ복합업체들은 기구물, 볼트, 전선류 등 비교적 시장규모가 작은 단순
부품만 지역내에서 수급하고 가격과 품질경쟁력의 핵심부품인 LED 칩ㆍ패키지 등은 수입에 의
15) 주요 기업별 생산품은 <참고 1>을 참조
16) 연관기업에는 LED 조명 및 융복합 제품을 적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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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MPS17) 및 드라이버 IC의 회로 부품, 방열ㆍ광학 부품을 위한 장비
및 가공기술, 정밀제어기술, 공정기술 등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관
련 기업육성이 시급하다.
최근 LED 업체들이 수송기기, 농생명, 의료분야 등과 같은 융ㆍ복합분야에 필요한 LED 조명
기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조기 상용화를 통한 시장선점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는 LED와 융ㆍ복합할 수 있는 대상산업과의 기술ㆍ정보교류 및 전문 연구소, 관련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갖는 융복합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적ㆍ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역내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업 환경 요소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 광주 LED 조명 기업의 부품별 수급 현황

자료：한국광기술원(2011)

그리고 최근에는 필립스, 오스람, GE, 니치아, 크리 등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거대 LED 조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약 800여개의 중소기업과 삼성, LG, 포스코, 현대LED, 일진반도체, 금호전기, 동부,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대량 투자와 함께 자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 중대형 기업과의 M&A를 본격적
으로 추진중이다.18) 따라서 지역내 기업이 자생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간 합병, 기술개발 및 대
17) 스위칭 방식 전원장치 (Switching Mode Power Supply)
18) 현대백화점 그룹은 반디라이트를 인수하여 현대LED를 설립하였으며 동부그룹은 화우테크놀러지를 인수 합병
하여 동부라이텍을 설립하는 등 대기업의 LED 관련 기업 M&A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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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해외 공동 마케팅 등을 강화함
으로써 수직 계열화 및 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LED 조명이 백열등, 형광등과 같은 기존 조명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기
술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체제 실현과 수율 향상을 통한 저가격화 실현, LED 조명 다기능화, 눈부
심 억제 및 안정된 광출력 등을 위한 고품격 방열ㆍ광학설계기술 확보를 통한 고품질화 및 신개
념의 조명 제품 디자인 등의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Ⅳ. 발전 전략
지난 10년간은 광주에 광산업이라는 첨단산업을 도입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기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 자립화 수준까지 발전한 광산업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화를 위한 기술 역량의 확보, 사업화 역량 보유, 고부가가치화 능력
확보, 수출시장 개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의 광산업 발전전략은 광주가 국
내 光산업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기본 방향
광주가 글로벌 光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광산업 핵심기술의 확보 및 생산 거점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광주 光산업체의 대
부분은 광소재, 기판, 광소자 등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가공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
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다. 따라서 光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에
피ㆍ칩 공정과 시스템을 갖추어 일괄공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光산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정보전자, 농생명 등은 광주ㆍ전남의 주력 전통산업이므로 일괄공정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역내 연관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산업은 반도체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이
루어지고 있어 산업생태계가 여전히 가공조립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핵심기술 및 융합제품화기술
확보를 통한 광산업 전문기업육성 및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수의
광산업 선도기업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동종 분야 중소기업들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한편, 기업의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재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공동마케팅19)을 출발점으로 제조공정별로 대표기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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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공동 기술개발, 공동 생산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M&A를 통한 대형
화를 추구해야 한다.
光산업은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응용분야가 다양하며 기술과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선도적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기업들이 광통신업체 스플리터 대량 생산체계 구축에 착수하
여 향후 2~3년내에 양산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술개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등 광주에 소재한 광관련 연구소들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에 이전하고 있으나 대부분 타 지역소재 기업들에 이전되는 등 광주
光산업체들은 지역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동 기
술들이 광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산업은 단순 조립형태의 부품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기술간의 융합을 통해
다기능화, 내재화, 고품질화를 이룰 수 있는 광시스템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단순 기능의 단위 부품으로도 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光산업 각 분야간의 연계성
이 크지 않아 산업적으로 기술결합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생태계로 보면 光산업 각 분
야가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모습이다. 우선 광주 光산업의 대표적 업종인
LED조명과 통신의 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통신연구원이 2009년 LED조명을
활용한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조명과 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상용화에 나
서고 있는데 동 사업을 광주 광산업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발전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에는 개별 산업들이 독립적으로 기능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융합발전
을 光산업의 세방화(glocalization)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호남지역은 전통적으로 농
생명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식물생장에 LED조명을 활용한다든지,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기산업의
집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송기기용 광원과 광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인
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광원(LED, 레이저), 광정밀 가공기술을 의료기술에 적용, 진단과 치료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광의료기기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광융합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부
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에너지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핵
심도구이다. 세계적으로 융합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光과 지
역 대학의 우수 의료 및 공학 자원을 활용한 광융합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光산업 지원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생산기술 연구소들 또한 분화되어 있는
데 이들 지원기관과 연구소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control tower를 광주광역시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역 光산업체들은 정부 및 지자체 중점지원 정책으로 신규자금지원
19) 광주광역시는 지역중소·벤처 光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 光산업공동브랜드 럭스코(LUXKO)
사업을 통해 해외마케팅을 지원중이다. 2011년 7월 현재 9개사 14개 제품이 동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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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개발지원을 손꼽고 있다. 기술평가와 금융기관의 자금을 연계하는 지원기관 확충이 필요
하나 이러한 기능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역량도 광주 光산업에 국한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기관의 역할과 광주 光산업 발전이 직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략산업과 직속 지
역내 光산업 R&D 투자를 총괄하는 부속기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한편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국내외 고급 인적자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보조를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는 광주광역
시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 등 향후에도 계속되는 R&D 산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 등
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채용된 고급인력의 50%가 2년 내에, 75%가 4년내에 퇴직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경우 주정부에서 고급인력당 5년간 실질임금과 최저임금의 1.5배 중 적은 금액을 10~50%까지 보
조(5년간 평균 $36,600)하는 한편 종업원 교육비용 지원, 고급인력 개인소득세 면세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光산업에 대한 접근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LED), 빠른 속도의 정보 전달(광통신)과 같
은 기술 개발을 통한 발전, 즉 하드웨어 산업으로의 접근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보화 시대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光산업 기술수준
이 LED 소자 생산 세계 순위 2위, LCD 산업 세계 1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비업체, 기초소
자, 제품개발 단계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 융합, 지능형
시스템 분야는 개발능력이 낮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산업의 부품 소재뿐만 아
니라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생태계 조성 전략
광주 光산업은 단일 광부품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상 달성, 매출액 100억원 이상 광전문 기
업 26개 성장 등 지역산업육성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나 光산업의 다양성,
융ㆍ복화 등을 통한 창조적 光산업 생태계 조성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광산업 육성이 지
난 10년간 산업의 불모지인 광주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급박하
게 변화되는 향후 10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光산업 육성은 초기인 1단계에는 지원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2, 3단계에는 기업체가 필요로 하
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중심의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 그리고
단계별로 광제품 생산과 시험ㆍ인증은 물론 해외마케팅에 이르는 제품설계에서 판매까지 전과정
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매출 증진을 도모하였다. 광기술은 전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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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나노, 조선, 농업 및 의료기기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
는 핵심적인 기술이며, 광통신, 광센서, LED 등을 포괄하고 있어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확보 여
부에 따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光산업의 우수한 인프라와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현 시
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 구축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연구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고등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호남기술지원본부 등의 전문인력, 기술개발성과, 고가장비 등의 光
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에서는 핵심 사업화 기술개발, 제품 인증 등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공공 연구기관 및 기술 지원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인프
라를 정비할 수 있는 비용과 해외 마케팅 구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광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
원책이 필요하며,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지역내 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금 및 고
용 보장, 성공에 따른 보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光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ㆍ연계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光산업 육성정책과 광역경제권선도사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
구축된 光산업의 인프라와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 光산업 클러스터에서는
국제적인 교류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光산업 분야 국제적 선도기업과 바이어 및 해
당기업과의 연계ㆍ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동마케팅, 부품 조달, 공동기술개발과
체계적인 Supply Chain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산ㆍ학ㆍ연 공동 연계 구조를 구성하여 제품의
공동 국제 브랜드화 추진 및 공동사슬 관계 성립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光산업 지원기관들의 역할 정립을 통해 기존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야 한다.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혁신클러스터, R&D특구사업화지원센터, 선도산업지원
단, 광주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지원기관들이 광제품 생산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기관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원하거나 유사 중복사업들
이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있다. 수혜 기업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통합지원하는 것이 지원효
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R&D특구 광주사업화지원센터와 광주 주치의센터 등이 설립되어 그 동안 등한시 되어왔
던 광산업체의 세제혜택, 광융합산업 관련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경영, 금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광주광역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융합산업에 대응하여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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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 광산업체는 어느 정
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광산업체는 영세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광기술은 통신뿐만 아니라 환경, 조선, 농업, 자동차, 국방, 에너지, 건설, 의료분야 등 전통
산업과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확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융합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전방산업인 자동차, 의료, 조선, 농생명 등 호남지역의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光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광주 LED 조명 산업의 발전 전략
LED 조명 산업은 향후 5년 내에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광주 光산업
의 핵심 분야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 LED 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한 가운데 LED 조
명 조립업체의 과당경쟁, LED 조명 소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수요ㆍ연관기업의 부재,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 및 기술경쟁력 모델 부재 등으로 광주 LED 조명 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는 않다. 광주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LED 조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 LED 조명 업체간 밸류체인의 수직 구조화(LED소자-패키지-조명-디자인-모듈 등)
를 완성하여 가격경쟁력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ED 조명 제품
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결정짓는 LED 칩ㆍ패키지 분야의 대규모 공급업체와 밸류체인상 가
장 상위에 있는 조명시스템 분야의 수요 기업이 각각 지역내 존재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는 매출
액 100억원 이상의 LED 조명 기업이 포스포 밖에 없으며, 이 업체 또한 백색 LED 구현에 필요
한 형광체라는 단일 소재를 생산하는 데 그쳐 그 파급효과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삼성
LED, 필립스, 오스람 등 LED 칩ㆍ패키지 업체 및 동부라이텍, 현대LED, 포스코LED, 태양전자,
알토 등 수요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금호전기(조명 조립 생산), 인탑스
LED, 포에프, 프로맥LED, 라이텍코리아 등 광주 기업을 스타기업 및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방
안도 강구해야 한다. 2015년께 LED 조명 시장이 현재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본다면 향
후 3년간 LED 조명시스템 및 LED 칩ㆍ패키지 분야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의 보유 여
부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LED 조명에 대한 수요 구조를 현재의 국내 관급주문형에서 해외의 다양한 문화와
조명 환경에 적합한 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통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현지 수요기업이나 공동 출자기업의 다양
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제품 생산, 판매,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
략적 글로벌 마케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오스람, GE 등의 선진 브랜드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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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외 수출을 위한 프로세스 및 지원체계 구축

최근 광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과 대규모 LED 조명 수출 프로젝트20)를 진행 중에 있
으나, 지역 업체가 현지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시장 요구 및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수요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광주
의 대외 브랜드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광기술원 또는 한국광산업진흥회내에 현지 수출
을 위한 기획에서부터 생산ㆍ판매, 설치 및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협력 중심센터를 설
립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해외 현지 협력기업 및 공장 설립 지원, 해외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생산 체제
구축, 현지 조명 환경 분석, 성능 검증 및 인증 지원, 대규모 연계 사업 및 브랜드 창출 마케팅
지원 등 실제적인 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1사 1명품화를 통해 경쟁
력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 브랜드 및 마케팅을 실현해야 한다. 조명 시장의 경우 건물 및 환
경에 따라 최소 10여종 이상의 조명 제품이 적용되어 한 회사가 몇 개의 한정된 제품만으로는
시장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LED 조명 제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
20) 광주광역시는 미국 52억 5천만달러, 유럽 8천만달러, 러시아 2억달러 등 해외 LED조명 수출 MOU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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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광주를 세계적인 LED 조성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LED 조
명산업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조명분야로 발전해야 하는데 LED 조명에 대
한 수요가 많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광주광역시내 일부 지역을 LED 시범구역으로 정하여
가로수, 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의 LED 조명 시설을 확대하고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기업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光)아트 시범거리 및 빛의 도시 조성과 명품 디자인 LED 조명 전시회 및 홍보관 운영
을 통해 광주의 광아트 이미지를 조성하고 컨텐츠 및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예술 작가와 향토 문화 등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광아트의 새로운 지역특화
기술을 영세한 중소기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LED 조명업체, 디자인업체, 작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활발히 진행하여 명품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상용
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이전에 사업을 실시하여 홍보효과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광주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光산업은 지역산업육성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
며, 현재 2009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 3단계 사업과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지
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
하고 성장 측면에서도 매출액이 연평균 34.9%가 증가하는 등 당초 육성계획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이전까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예향의 도시 광주에 光산업이 자동차, 정보가전산
업과 더불어 3대 주력산업으로 당당하게 진입하였고, 光산업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광주를 떠올리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다. 즉 광주에서 지역산업육성정책으로 시작한 光산
업이 국가 신성장산업을 낳고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어 지역산업 최초로 어
느 정도의 세계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생태계 분석 결과, 광주 光산업은 약 360여개의 기업과 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13개 지원 기
관 및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으로 구성된 광소재, 광부품, 광시스템 및
융합 분야의 가치 사슬 구조에 대한 일정 규모의 혁신 자원 및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차원으로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매출증대,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세
계 최고 수준의 각 지원 기관 및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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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광주에 光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됨으로써 우리나라가 光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매출액 100억 이상 光산업체수가 2010년말 기
준 26개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이 13개사 밖에 되지 않으며 종업원 30
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다수인 상황이다. 또한 기술수준이 낮고, 과당경쟁 및 국제 경쟁력 약화,
해외 선진 기업과의 기술적 격차 심화 및 기술 후발국의 기술 추월 압박과 핵심부품의 심각한
해외 의존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光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기
술 융합 장비 및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분야에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光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보완 및 공동 연계 프로그램, 산학연 공
동 연계 구조 등을 통해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주 光산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보완하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통합 연계형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협력 체계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光산업 지원기관들의 역할 정립을 위해 광주광역시
산하에 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 능력을 바탕으
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대기업 유치 및 중견기업 발굴 등 선도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간 일괄공정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의 전후방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체계적인 Supply Chain 및 컨
소시엄 구축을 실현해야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광산업은 부품 및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전자, 자동차, 에너지, 나노, 조선, 농업 및 의료기기산업 등과 고부가가치 융합 시스템화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기 조성된 광산업 혁신자원 및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광기술 기반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인력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
부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는 미래 거대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LED 조명 및 융합 산업에 대해서
밸류체인 수직 구조화 및 산학연 혁신 자원의 집중화, 국내 관급 주문형 산업에서 해외 글로벌
주도형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 디자인 및 문화 컨텐츠 활용 광아트 브랜드 창출, 고부가가치 융복
합 LED 응용 산업 육성, LED 조명 시범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LED 조명도시 건설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는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다양한 광기술 기반 융ㆍ복합화 기술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한다면 광주 光산업의
미래는 고휘도 LED조명과 같이 밝고, 희망차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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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광주 光산업의 주요 생산 제품

□ LED 조명
▪ LED 에피ㆍ칩(LG이노텍)

▪ LED 패키지ㆍ모듈(광주

▪ LED 가로등(프로맥엘이디)

▪ 차량용 LED 조명등(엘이디라이텍)

▪ LED 식물조명(링크옵틱스)

▪ LED 형광등(광주

▪ LED 입간판 조명(프로맥엘이디)

▪ LED 스탠드(광주

인탑스)

인탑스)

▪ LED 형광체(포스포)

인탑스)

□ 광통신
▪ 광섬유(옵토네스트)

▪ 광케이블(글로벌광통신)

▪ PLC 스플리터 칩(우리로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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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 스플리터(휘라포토닉스)

▪ 광패치코드(신한포토닉스)

▪ 광파워분배기(피피아이)

▪ 광커넥터(고려오트론)

▪ 광송수신기(오이솔루션)

▪ 광코어연마기(링크옵틱스)

□ 태양광 및 광센서
▪ 태양광 모듈(심포니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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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LED 가로등(썬앤킴)

▪ 광센서 모니터링(글로벌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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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해외 신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본 참고자료에서는 해외 신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광주 光산업 클러스터 발전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ECD (2009)가 각 국의 클러스터 성공사
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바람직한 정부정책 방향을 살펴보도
록 한다.
OECD(2009)는 ①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혁신, ② 연구결과의 상업화, ③ 고급인력의 차질없
는 공급, ④ 국제 과학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꾸준한 향상, 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한 의지, ⑥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의 강력하고 조화로운 추진, ⑦ 역내 주거환경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클러스터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정부정책 방향으로는 대학, 연구기
관에서의 스핀오프(spin-off)를 유도하고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 유도
(Encouraging entrepreneurship)와 기업·연구기관간 기술이전 등 협력강화,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장 및 대학 연구결과물에 대한 마케팅 서비스 지원 등 산·학·연
각 부문의 혁신과 상호 협력 유도(Stimulating innovation and collaboration)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클러스터의 개발 및 육성 등 전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 정책의 조화
(Co-ordinating public policies and local initiatives)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학 및 기업들과 대화채
널을 마련하여 그들의 요구사항과 향후 필요기술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해외인재 유치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고급인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교통, 주택, 국제학교, 공공
서비스 등의 문제점 해결 등을 통해 고급인력의 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클러스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금융면에서는 하이테크 산업부문에서 개별
기업 혁신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민간투자자들에게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유
인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의 자금가용성 증진을 위해 자금지원 제도에 있어 관
료적 행정절차를 간소화21)하는 등 공공자금 지원을 효율화(facilitate a rapid access to public
funds)하는 한편 민간투자자들이 클러스터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OECD(2009)는 클러스터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창업을 기피
하는 문화와 연구 동기 결여, 클러스터 지원정책에 있어 중심산업 이외 여타 산업부문에 속한 중
소기업의 배제, 기업 창업 및 육성 단계에서의 자금난 방치, 고급인력의 부족, 클러스터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지역사회내 갈등유발 등 사회문제 발생, 주먹구구식 정부정책 등
21) 예를 들어, 클러스터내 중소기업을 위한 “one stop shop"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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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는데 이는 성공요인과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클러스터 성공요인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효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광주 光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이하 RTP)는 세계적 대학들이 위치한 미국 노
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랄리(Raleigh), 더럼(Durham), 채플힐(Chapel Hill) 3개 카운티를
잇는 면적 약 28.2 km²에 해당22)하는 미국 동부의 대표적 혁신 연구단지로서 미국 역사상 사전계
획에 의해 개발된 클러스터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170개 이
상의 기업이 3만 8천명의 상용근로자를 고용23)하고 있으며 1970년∼2009년중 약 1,500개 기업이
동 지역에서 창업24)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규모의 다양성면에서는 스핀아웃(spin-outs) 기업에
서 100대 다국적 기업2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연구소, 연방정부 기관26)이 현재
RTP에 소재하고 있다.
<그림 6>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 지역

22) 2006년 기준으로 RTP내 상주 인구는 약 130만명이며, RTP 반경 60마일(약 100km)이내에 약 300만명의 인구
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RTP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rtp.org/about-rtp/media-resources)
24) 권영섭, 구정은(2010) p.2에서 인용
25) IBM, GlaxoSmithKline, Cisco, RTI International, NetApp, Credit Suisse, BASF Corporation Crop Protection,
Biogen Idec, Fidelity Investments, Bayer CropScience, Merck BioManufacturing Network 등
26)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US Forestry
Servi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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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황
RTP는 195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학계, 부동산 관련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미국 명문
대학 3곳27)으로 둘러싸인 노스캐롤라이나의 북부지역을 연구와 산업활동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마
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경제는 가구, 섬유 및 담배산
업 등 저기술·저임금의 전통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으며 역내 대학에서 배출된 고급기술 인
력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다시 산업구조가 전통적 사양산업에 머무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
는 상황이었다. RTP 개발 주체들이 이러한 경제구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가 RTP
개발의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RTP 개발 초기 RTP 클러스터내 기업들의 입주자격은
전통산업이 아닌 디자인 및 연구, 그리고 그 관련 업종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 관련 업종28)으로
제한되었다. 개발 초기 RTP 개발 주체들은 노스캘로라이나에 소재한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
달29)하여 RTP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1959년 1월 RTP의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
법인인

RTF(Research

Triagle

Foundation

of

North

Carolina)와

클러스터내

연구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RTF는 3개 대학 공동소유로 RTP 단지를 소유하며
RTF의 운영수익은 3개 대학의 공동연구와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RTI는 RTP에 입주
한 최초의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비영리 연구기관30)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 초기 RTP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발속도가 매우 더디
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20세기 중반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미국의 남동부 지역은 북동부 또
는 중서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나 연구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팽
배해 있어 RTP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RTP 개발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1965년 대기업 및 연방정부 소속 연구소가 잇따라 RTP내
입주를 발표하면서 RTP 지역에 대한 일반의 인식 및 신뢰가 증진되면서부터였다. 이는 RTP의
초기 육성전략의 성공을 의미하는데 RTP 초기 개발주체들은 대기업 또는 기반이 확고한 기업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것을 개발전략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성공
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주체들의 유치노력이 지속된 결과 1965년 IBM이 1.6 km²(400
acre) 면적의 연구소를 동 지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연방정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는 7천만달러 예산으로 국립환경의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를 동 지역에 신규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7) 듀크대학(Duke Univ.),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North Carolina State Univ.)
28) "eligible occupants of the Research Park be design, research and related operations... or in more general
terms, us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input and which can benefit from a location relationship
with the academic community." (Weddle 2006에서 발췌)
29) 1958.12월∼1959.1월중 150만달러를 조성
30) 미국연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RTP의 핵심적인 국
가종합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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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의 연구역량 확대 및 연구여건 개선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형성되면서 RTP는 전환점을 맞이
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74년 3개 주요대학의 공동연구와 협조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선진연
구를 위한 트라이앵글 대학센터(Triangle Universities Center for Advanced Studies, TUCASI)"가
발족되면서 대학간 연구협업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주정부는 1970∼1980년대 RTP 인근 공항시설 개선 및 고속도로 확충 등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RTP내 기업 및 연구기관 입주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 이후 40여
년간 RTP에서는 연평균 신규기업 6개, 일자리수 1,8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90년
대에는 IT 등 기술혁신으로 RTP내 기업창업과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2001년 RTP내 고용
인원수가

45,00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2004년

RTP는

생명과학기술(life

sciences

and

technology) 관련 12개 세부 분야31)를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하였는데 2009년 1월∼2011년 3월중
RTP 지역에서 85% 이상의 자본투자와 70%의 일자리가 동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RTP내 일자리수 추이

자료：Lean NC 홈페이지32)에서 인용

나. 성공요인
RTP의 성공은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및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 등의 혁신 클러스터
성공사례와 달리 개발주체(주정부, 대학 및 일부 기업)에 의한 “잘 기획된 비전과 전략(well-formed
planned vision and strategy)”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RTP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이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부와 기업부문이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가운데 메사추세츠와 캘리포니
31) 12개 세부 분야：의과학(advanced medical care), 농생물학(agricultural biotechnology), 정밀분석기계(analytical
instrumentation), 생물작용제 및 전염병(biological agents and infectious diseases), 친환경기술(cleantech), 군사
기술(defense technologies), 정보기술(informatics), 쌍방향 게임 및 e-learning 관련 기술(interactive gaming and
e-learning), 나노기술(nanoscale technologies), 편재형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약학(pharmaceuticals), 역내
관리서비스(sustainability)
32) http://www.learnnc.org/lp/editions/nchist-recent/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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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소재 클러스터의 성공사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구중심 3개 대학의
활용성에 대한 일반의 기대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또한 우수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점도 적절하였다는 평가이다. 클러스터 개발시
유수 대학이 동 클러스터에 소재(Connection to universities)33)할 경우 대학은 지적자산을 창출하
고 클러스터내 유수한 과학자, 엔지니어, 경영관리자 그리고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을 수행하므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거꾸로 대학은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으로 연
구능력이 더욱 함양되는 효과를 보게된다. RTP의 경우 인근 대학이 연방정부 및 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 사례가 계속 늘어났으며 이는 RTP의 혁신능력을 향상시켜주어 지식창출과 네
트워킹 강화의 선순환 관계 형성하였다. 또한 고급인재와 벤처케피탈의 유입, 연구기관에서의 스
핀오프 활성화로 클러스터 성장이 더욱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클러스터의 발전은
가속되게 된다.
<그림 8> RTP 클러스터 선순환도

자료：Weddle(2006)에서 발췌

아울러 RTP에는 기업들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매우 근접함에 따라 대학과 기업간 기술이전 및
스핀오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FFVC(First

Flight

Venture

Center),

CED(Council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TJCOG(Triangle J Council of Government),
RTRP(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등 다양한 민관기구들이 설립되어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이전과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한 결과 산·학·연간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주정부, 대학 등 RTP 개발주체들의 장기에 걸친 개발의지(Long-term commitment)도 RTP
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RTP 개발초기 개발주체들은 투자효과가 나타
33) RTP 설립 추진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의 1인당 소득수준은 50개주에서 최하위권이었으나 공교육에 대한 지원
은 4∼5위권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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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이미 주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맞추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
반 투자를 추진하였다. 주정부는 연구 인프라를 위한 투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직업교육
강화 및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하였다.

2. 오스트리아 빈의 바이오클러스터34)
가. 개황
오스트리아 빈(Vienna)의 바이오산업은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이전에도 관련 연구역
량이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 연구소의 활발한 연구활동
등 우월한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1950∼1980년대 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1949년),
노바티스(Novartis, 1969년), 박스터(Baxter, 1983년) 등 다국적 기업 지사 및 관련 연구소들을 빈
지역에 유치할 수 있었다. 연구성과물의 축적을 바탕으로 빈 대학(Vienna University)으로부터 바
이오산업과 관련된 첫번째 기업 스핀오프35)(spin-off)가 1950년에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창업에 따
른

인센티브(incentive)

부족과

위험회피적

투자성향

등으로

연구성과물을

상업화

(commercialization)하는 데 부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에 미
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1980년∼1990년대 2개의 연구소36)가 분사·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기술의 상업화는 계
속 부진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변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 대기업(Boehringer Ingelheim)의 자
금37)으로 IMP(Institute of Molecular Pathology)38)라는 바이오 관련 연구·교육기관이 역내에 설립
되면서 동 지역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역량 향상과 정책당국자들의 노력으로 1990년대 들어 그동안 부진하였던 연구성과
들의 상업화가 촉진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치료요법(therapeutics) 및 바
이오 특수제품·서비스(specialized supply) 분야 중심(specialization)으로 벤처기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연구성과가 상업화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34)
35)
36)
37)

본문 내용은 OECD(2009)의 일부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이 기업은 혈액류 제품과 백신을 성공적으로 생산하다가 추후 Baxter에 합병되었다.
Technoclone 및 Nanosearch Membrane
IMP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city of Vienna)가 지원한 재정 규모는 1,060만 유로에 달하
였다.
38) IMP는 Vienna University와 Boehringer Ingelheim간의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운영되며 Ph.D 및
Postdocs 과정도 개설·운영되고 있다.

168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광주 光산업 발전방안

<그림 9> 오스트리아 빈 바이오클러스터내 연도별 창업기업 수
(전체 창업기업수)

(분야별 창업 기업수)

자료：OECD(2009)에서 발췌

2006년 기준 빈 바이오클러스터에는 70개 이상의 바이오 관련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전체의 66%에 해당되는 수이다. 또한 바이오 관련 빈지역의 종사자수 통계는 공표되
지 않고 있으나 3대 대기업인 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노바티스(Novartis) 및 박스
터(Baxter)가 약 3,7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역내 중소기업은 전체적으로 약 1,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빈 바이오클러스터는 기업수나 종사자수 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
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39) 및 엔젤비즈니스40)의 부족으로 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자금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성장속도가 최근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나. 성공요인
무엇보다 빈지역의 연구역량 축적이 바이오클러스터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근원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빈 지역은 대학 5곳,
종합병원, 연구원수 3,800명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연구소 등이 존재하여 역내에서 상호보완적
연구와 관련 임상실험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소가 위치하기에 최적지이다.
특히 바이오클러스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는 고급인력을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빈
바이오클러스터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수 대학 및 연구소 기능이 활
성화되면서 스핀오프(academic spin-off) 중소기업이 다수 창업하여 산·학 연계를 강화시키고 연구
39)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무담보로 투자한 후 동 기업을 증권시장
에 상장시켜 자금을 회수하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40) 기업창업기에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자금을 공급하는 민간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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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등 클러스터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光산업 클러
스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10> 빈 바이오클러스터의 연구기관 현황

자료：OECD(2009)

<표 15> 빈 바이오클러스터내 스핀오프 중소기업의 모회사 분류
모회사

기업수

(비중, %)

대학·연구소
(Academic Institution)

11

(73)

4

(27)

15

(100)

기

업
계

아울러 빈 클러스터 성공의 가장 큰 특징은 클러스터내 지식교류가 활성화되어 40% 이상의 지
식교류(knowledge interaction)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식교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설립된 산·학 공동 연구소들41)과 대학·연구소에서 스핀오프한 중소기업들에 의
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과 대학·연구소간 지식교류가 활발하며 역내 기업과
국외 연구기관과의 지식교류도 전체 지식교류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내·
역외, 기업과 연구소간 지식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BMT(BioMolecular Therapeutics), ACBT(Austrian Center for Biopharmaceutical Technology), CD labs
(Christian Doppler Laboratori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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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빈 바이오클러스터내 지식교류(knowledge links)의 형태 분류
네트워크 형성
계
역

%

지식전파

기타 (파트너쉽 등)

기업

기업연구기관

기업간

연구기관
→기업

기업간

기업연구기관

내

72

42

14

25

6

10

3

14

역외(국내)

7

4

2

5

0

0

0

0

역외(국외)

93

54

17

17

15

9

20

15

계

172

100

33

47

21

19

23

29

자료：OECD(2009)

오스트리아 중앙정부의 빈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바이오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42)되었다. 이에 따라 빈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지
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

산업정책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조화(vertical

coordination)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 여러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광
범위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데 반해 빈 지방정부는 바이오클러스터내 기업들의 창업과 산·학·연
네트워크 증진 등의 좁은 목표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LISA-VR은 중앙정부의 LISA 프로그램과 빈 지방정부의 ZIT이라는 프로그램이 연계·운영되는 것
으로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교육, 부동산 임대 중계)이 “one
stop shop" 형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Aplus-B는 기업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에게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빈 지방정부는 동 제도를 이용하여 INiTS라는 창업관련43) 서
비스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밖에 Kplus 및 Knet, Kind라는 프로그램은 대학연구소와 기업간 협업
에 초점을 맞춘 자금지원 제도로서 중앙정부와 빈 지방정부(ZIT)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한편 1990년대 말까지 빈 지역정부의 산업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 개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역내 산업혁신과 하이테크 기술 증
진에 주안점44)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역내 기술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42) 예를 들어 “uni:venture”는 연구기관에서의 스핀오프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10년간 최대 110만 유로)하며
“uni:invent”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특허출원에 전문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바이오
산업에 국한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은 GEN-AU (Austrian Genome Research Programme)와 ② LISA (Life
Science Austria) 등 2가지가 있다. GEN-AU는 산·학·연 상호협력하에 수행되는 게놈 관련 프로젝트
(interdisciplinary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에 2001∼2010년중 매년 1,050만 유로를 투입하였으며 LISA는 자
금 지원(10만 유로), 자문 및 직원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이오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43) INiTS는 창업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스핀오프를 증진시키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44) 예를 들면, 클러스터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연구공간 및 사무실 임대 중계 서비스 등 다
각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에 ZIT(Centre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를, 2001년에는 WWTF(Vienna
Science and Technology Fund)를 각각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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