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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인 환경산업은 정부에 의해 IT 및 BT와 더불어 3
대 유망산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및 BT에 비해 국내 산업 발
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화에 따른 환경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시장의 창출을 지향하여 환
경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되
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각종 첨단기술을 접목할 경우 환경산업
의 경쟁력 우위의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한 점에 주
목하여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의 구축, 하드웨어보다는 클러스터링에
집중한 광역 허브의 육성 및 클러스터의 핵심 주체로서 네크워크 중개기관
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1. 서론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인 환경산
업은 정부에 의해 IT 및 BT와 더불
어 3대 유망산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및 BT에 비해 국내 산
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총무

역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
는 데 반해 환경산업 분야는 전반적
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열위에 있으므로 무역은 상당한 적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여서 총무역수
지 흑자를 크게 잠식하는 양상이다.
이는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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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
원의 규모 역시 아직 미미한 실정이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
출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제도 측면의 각종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화에 따른 환경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새
로운 환경시장의 창출을 지향하여 환
경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
이 매우 긴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
되고 있다. 물론 환경산업 클러스터의
직접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기
가 힘들다. 이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T 및 BT와는
달리 환경산업이 종합응용기술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각
종 첨단기술을 접목할 경우 환경산업
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
능한 점에 주목하여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영국
및 핀란드 등 서구와 일본을 중심으
로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동향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2. 환경산업 집적화 관련 선진국
사례1)
산업집적단지는 일반적으로 관련
기업에 사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와 관
련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네트
워크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클
러스터로 구분된다. 그리고 최근 이러
한 산업집적단지에서 창업보육기능
등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기
구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산업 클러스터는 선진국의 경
우 지역의 필요성과 특성에 따라 이
상의 요소를 선택·조합하여 적용하
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나 산업집적단
지이면서 각종 지원기구를 보유한 클
러스터의 체계도 갖는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1) 해외 주요 유사사례
1) 미국 및 영국
미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환경산업
단지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신규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
센터가 지역의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

1) 이하의 선진국 사례는 환경부의「환경테마복합단지 시범사업 개요」
, 2007. 2의 해외사례를 바탕
으로 보완 및 재정리한 것이다.

38

KIET 산업경제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현황과 시사점

악된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
의 환경산업 창업보육기구는 미국에
서 최초로 1994년 설립되어 200개 이
상의 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청정에너지와 환경기술산업의 상업화
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절약 기술보유
기업의 상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연구센터의 설립
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기구는 입주기업에는 사무실 임대 및
사무집기 제공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비입주기업에도 입주
기업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동 클러스터 내에는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 중이며 44개
기업이 독립한 상태이다.
영국 역시 국가주도의 환경산업 집
적화단지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주로 지역 단위의 환경산업 클
러스터가 형성되어 업계의 발전을 도
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North East 지역의 경
우 면적(8위) 및 인구(9위) 측면에서
영국 내 9개 지역 중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을 기준으로 750개의
환경 관련 업체가 1만 7,800명을 고용
하고 있는데 이는 North East 지역의
전 고용인구의 2% 및 제조업 고용인
구의 9%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2002∼2007년 기간 동안

Cluster Development Strategy and
Action Plan을 통해 다양한 환경산업
관련 활동에 약 380만 파운드(약 70
억 원)를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환경산업의 고용자 수를
3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핀란드
핀란드는 국가의 경제규모는 작으
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긴밀하고 유
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밀접한 산학
연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
입어, 혁신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
영하고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핀
란드 내에는 24개의 과학산업단지 연
합체(TEKEL)가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 단지는 환경과학산업단지를 가
지고 있다. 특히 Oulu시의 경우 BT
및 I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ET까
지 포괄하는 첨단산업의 시너지 효과
를 올리고 있으며 Lahti 과학산업단
지는 환경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Oulu Technopolis는 스칸디나비아
5개 국 중 최초로 건설된 사이언스
파크로서 현재 핀란드의 대표기업인
노키아를 비롯, HP, 후지쓰, 스펙트라
등 550여 개의 세계적 첨단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총종업원 수는 8,000여
명에 달한다. Oulu Technopolis에서
는 산업체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체인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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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의 Technopolis Plc사
를 중심으로 막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인 노
키아와 핀란드 제2의 대학인 Oulu 대
학이 연구개발 인력제공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
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Oulu
Technopolis Plc사로서, 동 사는 1994
년 최초로 입주기업 간 및 입주기업
과 연구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Oulu 전문
가센터 프로그램을 실시·운영 중이
다. 또한 1998년에는 세계 최초로 헬
싱키 주식시장에 상장을 완료하여 주
식시장을 통해 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경영효율화 및 전문화를 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왔는데, 기대 이상의
경영효과를 거두어 2003년에는 오타
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를 인수하는 성
과를 올리기도 했다.
핀란드에서 수도 헬싱키 다음으로
환경산업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Lahti 지역의 클러스터는“Lahti 과
학·비즈니스 파크(Lahti Science
and Business Park:LSBP)”
로서 환
경, 곡물, 정밀공학, 목재가공 및 플라
스틱 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
하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표적이다.
LSBP는 1960∼70년대 핀란드의
상하수도 사업으로 인해 성장하기 시
작하여 1970년에 환경컨설팅 전문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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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Consulting Engineers Paavo
Ristola Ltd의 설립을 통해 비약적으
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환경
관련 대학과 연구소의 유입으로 핀란
드 환경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3) 일본
① 환경산업 클러스터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은
2001∼2005년 기간의 도입기, 2006∼
2010년 기간의 발전기, 2011∼2020년
기간의 자체성장기의 3단계에 걸쳐
지역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하여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는 것으로 총 19개의 클러스터가 지
정되어 있고 그 중 3개가 환경분야에
특화되어 있다(<표 1> 참조).
산업클러스터 운영의 전반적 성과
를 참여 전과 비교하여 보면 정책정
보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고 업계
동향 정보 및 대학·연구소와의 협력
기회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며 신규
사업 창출을 위한 정보에의 접근 역
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사업, 신규협력사업 등의
창출효과는 신규 협력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38.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58.7%, 2차 설립한 업체가
18.9%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시작
한 벤처는 133개에 달할 정도로 성과
가 컸다.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현황과 시사점

<표 1>

일본의 환경산업 클러스터

개요
九洲
(K-RIP)
성과

西

개요
성과

개요

中
성과

내용
환경 및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규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 대상 : 규슈지역 전체(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오시마현)
- 참여 : 186개 기업, 20개 대학, 23개 지자체
협력사업 수 177개, 새로운 프로젝트와 상업상품 수 531건, 신규 기업 수 29개
- 성공사례 1 : Takawa K. K.의 Non-fired plaster ceramics
·2005년도 매출 3억 엔(전년도 대비 19% 신장)
- 성공사례 2 : Masaki Envec Co. Ltd.의“부유수질정화장치”
와“옥상토양”
·2005년도 매출 2억 4천만 엔(전년도 대비 28% 신장)
환경 관련 기업과 대학을 近畿 지역에 집중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기술과 상품을 개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 대상 : 近畿 지역 전체(후쿠이현, 시가현, 교토현, 오사카현, 효고현, 나라현, 와
가야마현)
近畿 환경산업의“염화방향족폐기물 재활용”
中 지역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재활
용과 환경친화 산업 및 사회를 구축
- 대상 : 中 지역 전체(도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 참여 : 105개 기업, 13개 대학, 13개 연구소, 6개 지자체, 54개 금융기관, 7개 기
타 기관
신규 기업과 프로젝트 수 159건, R&D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상업화 활동: 72건
- 성공사례 1 : Toyo System Plant Co., Ltd.의 다기능 글래스폼
·2002년 이후 3만 가구에 공급
- 성공사례 2 : Matsue Doken, Inc.의 산소확산시스템
·中 지역 내 댐에 적용 예정

자료 : 환경부(2007)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정리.

영업실적 순익 및 고용성과 면에서
도 최근 일본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계전반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기업전체 평
균에 비해 훨씬 뛰어난 실적을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의 경우
2000년 대비 일반기업에 비해 영업실
적은 약 10.3%, 순익은 46.4%, 고용
은 약 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② 에코타운 사업
일본의 에코타운 사업은 1997년 경
제산업성과 환경성의 보조금제도로부
터 출발하여 2006년 현재 27개 시가
지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환경산업 특
히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자원순
환사회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2> 참조).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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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에코타운 사업

개요

九洲市

사업

개요
오무타

사업

개요

山口
사업

내용
임해 간척지에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미사용 부지를 대상으로 재활용 중심의
종합 환경콤비나트, 실증연구센터, 중·소 재활용단지 등 정비 계획
실증 연구지역 : 에코타운 종합 지원시설, 환경기업·기술·제품 전시관, 각종 연
수 및 세미나 기능 강화, 환경학습, 시찰대응, 연구활동 지원, 환경관리, 폐기물재
활용 신기술 개발·적용활동 지원(시설, 공간 등)
종합 환경 콤비나트 : PET병, 사무기기, 자동차 및 가전 등 2003년 기준 8개 사업
에 대해 진행
히비키 재활용단지
- 프론티어 지역(2만m2) : 지역 중소·벤처 기업이 폐유기용제 등 선도적 기술·
아이디어를 활용 각종 재활용사업
- 자동차 재활용지역(3만m2) : 기존 자동차 해체업자의 집단 이전으로 효율적 재
활용사업 추진 유도
생활밀착형, 지역밀착형 에코타운 사례로서 폐광된 탄광(해안 및 바다 지하에서
석탄 채굴)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화기술 및 공해방지기술, 광대한 미사용지의 활
용 도모
- RDF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광역적 RDF수집 네트워크 형성
- 석탄재 등 공업계 폐기물의 자원화, 농·수산업 배출쓰레기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재활용산업단지 정비 추진
- 시민 휴식공간, 환경학습 및 자연관찰의 장으로서 녹지공간 창출
사업 내용(에코타운 배치구조)
- RDF 발전소, RDF 제조시설, 재활용업체 집적을 위한 재활용플라자 지구(폐자
원 집하·선별시설, 소각재 자원화시설, 산업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중핵적 지
원시설(시민교류 학습센터, 환경기술연구센터), 환경공생형 녹지지구, 실증화시
설지구 등
2001. 5월, 야마구치 에코타운 기본구상 경제산업성·후생성 승인
- 山口현의 산업은 기초소재형 산업과 에너지 관련 산업(시멘트, 화학공장)의 비
율이 높고, 동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의 집적·산업화 기반 조성 추진
- 화학, 시멘트산업 분야 새로운 원료화·재활용체계 구축
주요 사업분야
- 소각재 시멘트 원료화 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 전량
을 탈다이옥신, 수세탈염소 공정 등을 통하여 시멘트 원료화
- 폐플라스틱의 가스화에 의한 화학공업 원료화 재활용 시설
- PET병의 주원료인 폴리에스테르 제품의 원료화 재활용 시설
- 환경 비즈니스 심포지엄의 개최, 山口 Zero-emission 전시회 개최 및 Zeroemission 네트워크 구축

자료 : 환경부(2007)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정리.

에코타운 사업을 위한 일본 정부의
경제적·제도적 지원은 1997년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에 의해 조성된 보조
금을 지원받아 시작되었는데, 양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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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입법
시스템과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
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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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에코타운 사업을 위한 보조
금 시스템을 갖춘 이래로 첫 해에 카
와사키시 등 4개 시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월 현
재 26개 시에서 에코타운 사업을 승
인받아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은 하드
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
되는데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총비용
의 1/3까지(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는 총비용의 1/2까지), 소프트웨어 사
업은 총비용의 최대 1/2까지 지원되
고 있다.

(2) 시사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는 일정한 부지를 환경산업에만 특
화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 사례는 발
견하기 힘들고, 주로 창업보육기관과
클러스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존재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성격은 각국의 공업화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우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공업화의 역
사가 일천한 핀란드까지도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따
라서 공단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보다는 환경산업 관련 잠재
적 비즈니스 기회를 지역의 혁신역량
과 연계시켜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
으로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후발 선진국으
로서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한 일본의
경우는 환경산업 클러스터나 에코타
운 모두 민간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극대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의 주
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국내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
사례
국내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최근 추진 중인
인천 환경테마복합단지가 환경산업
클러스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산자부의 주도로 시행 중인 생태산업
단지는 에코타운과 유사한 성격을 가
지고 있다.

(1) 자원순환특화단지(환경부)
환경부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
체가 공동 참여하는 자원순환특화단
지(Eco-Recycling Center)를 조성하
고 있다. 동 단지는 단지 내 물류시설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 공동처리, 공
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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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개요
내용
- 정부와 지자체 공동 참여하에 재활용산업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Eco-Recycling

목적

Center)를 조성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단지 내 물류시설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
- 폐자원 및 중간제품의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대폭 절감

필요성

- 실증된 재활용기술의 효과적인 적용 및 확산(고급 재생유 생산기술, 혼합폐플라스틱 자동
분리배출 등)
- 천연자원 부족 및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재활용
산업단지조성 기반 구축이 필요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재활용단지 지정공고(2005. 12. 20. 환경부장관)
- 국책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 업체

주요 업종 - 재활용률은 낮으나 폐기물처리(감용)효과가 큰 품목(플라스틱 등)
-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산업 활성화
- 님비현상 등 부지확보 문제 해소로 재활용산업 육성기반 구축
- 업체 간 계열화 및 연계효과, 기술·정보의 교환에 따른 제품의 품질향상 및 구매촉진
증대
- 공동시설 설치·사용에 따른 투자비 및 생산비용 절감으로 생산성·수익성 향상
기대 효과

사회·경제적 측면
-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재활용업체 단지화로 폐기물·폐수의 공동처리 및 물류비용 절감
환경적 측면
-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집단화로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처리
- 한정된 자원의 고갈방지 및 자연훼손 방지로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
-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던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등

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단지는 2005년에 조성계획을 수
립하여 전주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
여 2007년 초부터 전주시 완산구 상림
동 일대에 약 2만 5,000평(임대: 1만
7,065평, 공동 : 7,314평) 규모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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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조성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약 171억 원
(국고 85억 5,000만 원, 지방비 85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판교 신도시 조성 당시 에코
밸리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부지 가격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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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최근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내
에 향후 2011년까지 환경테마복합단
지를 총 1,512억 원(국고 32억 원, 민
간투자 1,48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
여 약 4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 단지 내에는 기술개발연구동, 야
외시험장, 제품생산센터, 기업지원센
터, 종합환경센터 및 환경교육관 등
환경 관련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며,
연구기업 및 대기·수질·자원순환에
특화된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2) 생태산업단지(산자부)
산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
법)」
에 의거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추
진하고 있다. 동 단지는 자연 생태계
를 모방하여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
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
자원화하여 무오염배출(Zero Emission)을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산업단
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단지의 구축은 3단계로 전개
될 것인바, 1단계로 2005∼2009년 기
간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청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5개 내외의 시범 생
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어 2단계인
2010∼2014년 기간에는 자원순환형
지역 청정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
해 20개 산업단지에 대한 생태화를
추진하며, 마지막 3단계인 2015∼

2019년 기간에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계획에 의거
2004년 9월 6개 지역산업단지를 대
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착수하여 2005년 말 포항, 여
수, 울산미포·온산 3개 지역의 시범
단지를 선정하였고 2006년 초 반
월·시화, 청주 2개 지역이 추가되었
으며 추가를 위한 기획사업을 계속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개정된「환친법」
은
단지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제도 개
선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먼저 산
업단지를 신규 지정·개발할 때 “산
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산업단지 지정시
입주기업 간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획과 생태산업단지 효율성 평가결
과를“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에 반영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
울러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
축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구축 기
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생태산업단지
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생
태산업단지 구축 전담기관을 지정하
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사업
추진체계도 산업단지공단 사무국과
지역사업단 체계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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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제언
앞에서 선진국의 환경산업 클러스
터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
점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
가 각각 추진되는 것은 단지의 기본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
진국은 환경부와 산업 및 지역개발
등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공동
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구축 역시 범부처적
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생태산업단지의 추진을 통해
각종 부산물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둘러싼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생태환경산업
단지의 구축이 간접적으로 새로운 환
경기업의 입지 수요를 창출할 것이므
로 결국 생태산업단지의 구축과 환경
산업단지의 조성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클러스터의 계
획단계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
으로는 양 단지의 통합추진도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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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선은
단순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을
넘어서 각 주무부처의 기획단계에서
타 부처로부터 실제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은, 협소한 국
토를 갖고 있는 반면 도로 등 수송체
계의 확충 및 인터넷 등 통신체계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국내 여
건을 감안할 때, 클러스터링 본래의
의도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광역 허브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즉, 클러스터링의 효과 극대화에 보다
집중하여 환경산업단지 및 생태산업
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클러스터링의 핵심 주체로서
네트워크 중개자(Network Broker:
NB)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업종 간의 기술과 시장 차원의 정보
및 비즈니스 교류를 중개함으로써 새
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기존 시장
의 확대를 끌어내는 주체로서 NB는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
한 주체이다.
이러한 NB의 역할은 공공부문에서
는 기술거래소 또는 사업자단체가, 기
업 차원에서는 각종 컨설팅업체가 담
당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
의 사례 가운데 핀란드의 Technopolis
Group Plc는 NB의 역할 정립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Oulu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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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 파크의 보유시설 임대를 주요 사
업으로 하는 동 사가 1998년에는 동
업계에서 세계 최초로 헬싱키 주식시
장에 상장되어 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경영효율화 및 전문화를 이루어 기대
이상의 경영효과를 거두고 2003년에
는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를 인수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환경산업 관련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하여 각종 사업
화 지원기능을 갖춘 지원센터를 설립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선진
기업과의 합작이나 유치를 통해 시장
친화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면 성과의
확실성 제고와 기간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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