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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2017년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그중 10개 혁신도시로 전체
의 3/4인 115개 기관, 4만여명 이전 완료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이전대상 지역에서 가시적 성과 달성
●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6년 3월 현재 12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4,714억원 수준으로 지자체 재정자립화에 기여
●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 추세

요약

그러나 유상 매입 대상 용지 중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이 가장 저조하고,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 산학연 간 시너지 부족
● 클러스터용지 내 관련 산학연의 추가 유치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지역 내 산학연과의
협업사업 추진 필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3개 유형, 즉 산학연 공동R&D 및 기업지원 프로그
램(A형 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업사업과 유사한 개별 기관 간 협력사업(B형 사
업), 공공기관 공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C형 사업)의 사업추진 제안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대폭
확대 필요
● 산학연클러스터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산
학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기존 도시 및 산업집적지의 혁신주체가 주도하는 공동협력
사업도 추진할 필요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혁신도시로 115개 공공기관 4만여명 이전 완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다핵구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
● 이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지역에 고급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인재의 지방정착을 유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10개 광역지자체에서 혁신도시 조성
추진
● 혁신도시 건설의 1단계(2007~2014)는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 2단
계(2015~2020)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정착과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3단계(2021~2030)
는 혁신 확산으로 설정

표 1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2017.4)
단위 : 개, 명

이전기관 수

이전 인원

이전 인원 규모별 현황
50명 미만

50~200명

200명 이상

계

154(29)

51,106(4,673)

10(5)

61(14)

83(10)

혁신도시

115(13)

41,548(1,812)

7(3)

44(7)

64(3)

세종시

20(15)

4,098(2,601)

2(2)

9(7)

9(6)

개별이전

19(1)

5,460(260)

1

8

10(1)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주 : ( ) 안은 임차기관.

2017년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그중 10개 혁신도시로 전체의
3/4인 115개 기관, 4만여명 이전 완료
● 그 외에도 세종시로 20개, 개별이전 19개 등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어 총 5만명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
● 직원 수 2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83개로, 전체의 54% 차지

지방의 인구 증가, 세수 증대 등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달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6년 3월 현재 12만명을 상회01]
● 혁신도시의 2030년 계획인구 목표 27만명의 44.4% 달성

01]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보도자료,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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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취득세

지방소득세

총계

기타

금액

비중

부산

2,670.9

28,730.4

5,327.2

36,728.5

7.8

대구

26,633.4

8,986.6

13,062.8

48,682.8

10.3

광주·전남

60,688.6

14,609.7

20,874.6

96,172.9

20.4

울산

14,313.0

11,912.0

12,359.2

38,584.2

8.2

강원

30,152.0

4,181.4

15,978.4

50,311.8

10.7

충북

27,994.5

2,676.6

7,327.5

37,998.6

8.1

전북

24,929.0

3,733.0

10,035.0

38,697.0

8.2

경북

32,602.5

4,756.9

10,112.2

47,471.6

10.1

경남

36,686.4

19,832.9

14,706.9

71,226.2

15.1

제주

2,869.3

956.2

1,656.3

5,481.8

1.2

전국

259,539.6

100,375.7

111,440.4

471,35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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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혁신도시별 지방세 납부 실적(2016.12)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주 : 기타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부산만 목표 대비 실적 100%를 달성하였고, 울산 92.8%, 강원 44.7%, 제주 44.6% 등의
순으로, 아직 인구 목표 미달
2016년 말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약 4,714억원
● 그중 취득세가 2,595억원(55.0%)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1,004억원(21.3%), 재산세 402억
원(8.5%) 등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남(20.4%), 경남(15.1%) 등의 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증가는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자립화에 크게 기여 예상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 추세(<그림 1> 참조)
● 이전대상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같이 이전·입지하는 관련 연구소와 기업 등도 지
방의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소재 대학 등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시에 채
용 가능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 저조
혁신도시 내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용
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상 매입 전체 면적의 11.7%를 클러스터용지로 기 배정
그러나 2017년 4월 현재 유상 매입 대상 용지 중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이 가장 저조(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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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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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그림 2 ] 혁신도시 용지의 용도별 분양 현황(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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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2017.4)」.

● 특히 저조한 지역은 충북(28.7%), 강원(47.6%), 경북(47.6%) 등
● 충북은 10개 혁신도시 중 대구시 다음으로 넓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68.4만㎡)로,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을 클러스터용지로 배정하였으나 분양 저조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이 시급하나, 혁신도시 내에 입지한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은 편이어서 공동의 사업
추진에 한계
● 대구시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입
지해, 동일한 목적의 협업사업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경북의 경우도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등 상호 성격이
다른 기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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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혁신도시와 클러스터용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위원
회 등 구심체로서의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혁신도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용지 내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해당 혁

w w w. k i e t . re . k r

이전공공기관 유관 기관, 추가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신도시도 제 기능 수행 가능
● 산학연유치센터가 혁신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입지개발,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산학연 협력사업 등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필요
클러스터용지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유관 산학연의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
요조사 및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연계된 외부의 유관 산학연을 리스트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
용지 규모, 이전 시 필요 인센티브 등에 관해 면접에 의한 수요조사 추진 후 대책 강구
●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기관 유치를 위하여 지역 내 용역 입찰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이들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유도
연구소 등이 많이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에 준하는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 혁신도시 내에서 연구개발특구가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동 클러스터용지
내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로의 전환 등도 검토 필요

산학연클러스터의 역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혁신도시 내 혁신생태계를 감안하여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중장기 발
전전략’ 수립 지원 필요
● 여기에는 각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비전 설정, 정성적·정량적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주요 추진사업 및 연차별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
혁신도시 내 인프라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각 혁신도시별로 기 추진 중인 주력산업분야의 산학연 공동R&D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A
형 사업)의 수정, 보완
● 이질성이 강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 기관이 중심이 된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 혹은 후술(後述)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업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기관 간 협력사업(B형 사업)의 발굴, 추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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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 모든 입주기관이 참여하여 예컨대 해당 지자체의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전공공기관 공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C형 사업) 운영도 필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성격이 맞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상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 내 산학연의 세방화(glocalization)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다양한 유형의 지방소재 혁신도시가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해외 기관과 가능한 분야에서 협업 추진
● 이를 통해 지역 내 유관 산학연으로 하여금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혁
신도시의 글로벌 홍보 기회 확대 유도

산학연 공동R&D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상기 3개 유형의 공공기관 주도사업 중 혁신도시의 주력산업분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A
형 사업이 가장 중요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
업’을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4년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총 39개 과제를 선정
하여 348억원을 지원02]
● 사업내용은 주로 이전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 기업과의 R&D, 인력양성, 네트워크
지원 등
향후 동 사업이 각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필요
● 각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산업육성을 포함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전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혁신도시 거버넌스의 하위 실행 주체로는 현재 비수도권
의 각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테크노파크(TP)가 적임 기관으로 예상
● TP가 각 광역지자체의 지역산업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혁신도시 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혁신도시 내에 TP 특화센터 등이 기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조직의 보완을 통해, TP
관련 조직이 없는 경우는 분원 신설을 통해 혁신도시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

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개편(안) 보고」,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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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B형 협력사업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
업 및 성과공유모델을 원용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에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예상

w w w. k i e t . re . k r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사업의 원용 추진

●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의 목표에
사전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 납품단가 반영, 장기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유 중
● 혁신도시 내에서도 공공기관과 지역소재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현재 개발된 성과공유제
대표 모델03]과 유사한 모델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별 기관별로 변형하여 추진
그 외에도 이전공공기관의 고급인력을 활용한 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C형 사
업) 운영도 필요
● 현재는 주로 지역 내 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 협력이 개별 기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이전
공공기관의 공동사업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의 특강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함께,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과 세부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이런 형태의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 내 별도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지역 내 산학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대폭 확대 필요
지금까지의 혁신도시 시즌1은 혁신도시라는 특정 공간 내에 공공기관과 인력 및 연관기능을
이식하는 과정, 혁신도시 내에 정착시키는 과정
●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에서 별도의 섬처럼 존재했던 혁신도시를 기존 도시, 주변 산업단지,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자원과 연결하고 지역의 전체 생태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내 수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글로벌 연계를 위한
자원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산업·혁신생태계로의 편입과 동시에 국가 및 글로벌 확장을 위
한 외연확대가 필요(혁신도시 시즌2)

03] 신제품·신기술 개발, 해외 동반진출, 기술이전,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 및 비용절감, 관리시스템 개선, 서비스용역 개선 등이
있음. 동반성장위원회(2014.11), 「성과공유 현장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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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그동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내 혁신체계 구축에 집중해왔던
단계에서 벗어나 혁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
●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을 실
증하는 대규모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혁신도시가 시·도별로 구축될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
시의 산학연클러스터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필요
●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이전공공기관
간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한 연관 기관의 발굴 및 이전 확대 등
● 또한 혁신도시별로 연간 8억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산학연 지
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도시 및 산업집적지의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소, 기술지원
기관 등)가 주도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공동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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