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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방사선기술 이용에 대한 국민이해 연구

I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발전중심의 원자력산

업에 치중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들처럼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로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 중심의 원자

력 시장을 개편하여 방사선 응용산업이라는 비발전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안

을 제시함으로써 비발전 원자력 분야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 방사선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15%를 기록하고

있고, 21세기 후반에 최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사선융합기술과 같은 비발전 원자력 산업분야의 육성

과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기술이든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육성과 더불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이해와 수용에 기반하

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원자력이나 유전공학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

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방사선 융합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세대 국

가 발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우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수용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의 동의

와 지지가 없이 이루어진 어떠한 과학기술 정책이나 사안들도 오래 지속될 수 없으

며, 그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생산물과 관련하여 국민의 이

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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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 리서치회사를 통해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표

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할당된 표본은 리서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추출되었다. 그리하여 추출된 800명의 조사대

상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인식, 방사선에 대한 인상과 위험인식,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위험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입

장, 산업적 육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원자력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

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

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원자력의 위험특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

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인식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방사선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부

정적인 느낌/생각’ 또는 ‘핵폭탄이나 방사능’과 같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방사선에 대

한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방사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차원보다는 부정

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에 대

한 위험인식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체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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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안전성 검증 미흡 그리고 핵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 및 고정관념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

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사선 기술 이용 생

산물 중에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그나마 높았으며, 이러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는 주로 텔레비전, 신

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저 그렇거나 약간 유용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제품에 따라 유용성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제품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

물에 대한 사용의사와 사회적 수용에 있어서도 사용의사가 별로 없거나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에 따라 사용의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식간의 관

계를 살펴보면,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 이

용 생산물의 유용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에 대한 위험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와 사회적 수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방사선기

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정도가 낮았으며,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의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에 대한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의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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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국민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

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또는 제품에 대해 각기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2. 정부 및 관련기관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여성공중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원자력, 방사선,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

한 이해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각 타겟 집단별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서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5 -

SUMMARY

I. Title

A Study on the Public Understanding of Products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I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iscussion for improving the public

understanding of products using RFT by investigating the following:

- perception of nuclear, including perceived benefit of nuclear, trust of nuclear

related institutes, communication of nuclear, perceived risk of nuclear

- perception of radiation, including impression and perceived risk of radiation

- perception of products using RFT, including perceived utility, perceived risk ,

intention to use, and social acceptance of the products

- relationships among nuclear perception, radiation perception, and p e r c e p t i o n

of products using RFT

III.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telephone survey using nationally sampled 800 adults.

The sample was selected using probabilistic quota sampling based on sex, age,

and reg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3 days from October 16 to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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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indings

1. While respondents tended to somewhat positively perceive regarding the

benefit of nuclear, they did not show much trust toward nuclear related

institutes. They negatively perceived with regard to communication of nuclear

and perceived nuclear somewhat risky.

2. Respondents tended to perceive radiation with relation to 'nuclear bomb/

radioactivity' or 'negative feeling/thinking.' Furthermore, they perceived radiation

a little risky.

3. Only few respondents recognized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products using it. Respondents generally obtained information of the products

through TV, newspaper and the Internet. Furthermore, they showed inconsistent

perceptions with regard to utility, risk, intention to use, and social acceptance of

the products and the perception was different on the type of the products.

4.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of nuclear,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of

radiation.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of nuclear and radiation, the lower the

perceived utility, intention to use, and social acceptance of the products and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of the products. Furthermore, the lower the trust of

nuclear related institutes, the lower the perceived utility, intention to use, and

social acceptance of the products and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of the

products. Finally, the more negative the perception of nuclear communication,

the lower the perceived utility, intention to use, and social acceptance of the

products and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of the products was.

V. Suggestions

1. The different communication strategies are required for different types of

products using RFT.

2.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es should consider and access cautious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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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the radiation technology industry.

3. Special programs should be prepared for improving female public's and the

youth's understanding of products using RFT.

4. The differentiated communication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different

target publics in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products using RFT.

5. The efforts to improv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products using RFT

should be made simultaneously with those of nuclear and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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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938년 오토 한에 의해 원자력이 처음 발견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은

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주요한 에너지

원으로 간주하고서 원자력발전을 중요한 산업분야로 발전시켜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도 약 40%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원자력이 발전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

고 있다. 그러나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와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건 이후, 세계 선진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원자력의

산업적, 의학적, 농업적 응용을 통해 그 활용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 대비 비발전의 비율이 20:80을 기록하고 있

으며, 일본의 경우도 45:54를 보임으로써 비발전 분야에의 원자력의 응용이 우위를

점하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발전 분야의 매출은, 각각 국내총

생산의 1.5%와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산업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전북발

전연구원, 200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발전중심의

원자력산업에 치중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국가들처럼 원자력의 비발

전 분야로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대

비발전의 비율이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발전분야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0.03%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박동석·신형식·양오봉·김종일, 2002). 이러한 시

점에서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 중심의 원자력 시장을 개편하여 방사선 응용산업이

라는 비발전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세계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15%를 기록하고 있고, 21세기 후반에 최대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사선융합기술과 같은 비발전 원자력 산업분야의 육성과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필

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방사선융합기술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공업, 의

료, 생명과학, 환경분야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기술로서, 원자력의 비발전 응용

분야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방사선융합기술을 주로 공업, 농업 및 의

약분야에 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개원한 정읍 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

로 식품을 비롯하여 의료, 제약, 화장품 등의 공중보건관련 분야, 생물자원 분야, 공

업/환경분야 등에 응용하고 있다. 먼저 식품보건분야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

여 기능성 식의약품, 식품의 위생화,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 공중보건 제품의 위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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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물자원분야에서는 생명공학관련 신소재 및

제품개발, 원예나 특수작물 등 방사선 육종 식물자원 개발, 미생물자원 및 생물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업 및 환경분야에서는 의료용 생체소재개발, 반도

체, 연료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소재 개발, 하수 및 폐수처리용 장치개발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변명우, 2006). 이러한 방사선기술의 BT, ET, IT 등 제반 분야에의 적용

과 이에 기반한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거니

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

다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경제, 산업, 사회복지, 등 사회의 제반 분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

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경제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의 제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

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기술이든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은 과학기술의 개발

과 육성과 더불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

의 발전이 국민의 이해와 수용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원

자력이나 유전공학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일반대중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없이는 대중들이 이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에 대

한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중들이 특정 과학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없이 이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바

로 그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인지(주관

적 위험) 사이의 불일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

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실제위험보다 그

기술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혹은 다르게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지사이의 불일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험을 초래한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기술과 그 기술이 초래한 위험의 수용까지도 어렵게 만듦으로써 기술의 사회적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사선 융합기술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

세대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수용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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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와 지지가 없이 이루어진 어떠한 과학기술 정책이나 사안들도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그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

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생산물과 관련하여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음의 네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방사선기술에

대한 인식은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원자력의 혜택,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방사선에 대한 인상과 더불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는 방사선기술 및 이를 이용한 생산물

에 대한 인식을 인지도, 유용성인식, 위험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및 산업적 육

성과 관련하여 살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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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제1절 위험인지

1. 위험인지에 대한 제 관점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일정기간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 또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된다(Adams, 1995). 이는 안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수용 불가능한 상태라고도 한다(안형기, 2000).

그러나 특정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수용될 수 없고 안전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수용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위험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험성을 수반하는 특정 활동, 물질 혹은 시설의 위험

성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즉 객관적 위험이

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이를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혹은 덜 위험한 것으

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과 주관적 위험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첫째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인지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관점에서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위험을 자의적인 것으

로 간주하며,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객관적 위험을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공학

자, 보건학자, 통계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위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근거하여 “실

제” 위험과 일반인에 의해서 인지되는 주관적인 위험을 구분한다(Graham &

Rhomberg, 1996). 또한, 이들은 위험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면서

일반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위험을 무지, 허위, 착각 혹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한

다. 이렇게 위험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위험한 사건의 영

향을 사상자의 수 혹은 재산의 피해규모 라는 양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왔다. 이러

한 위험에 대한 접근은 각기 다른 위험에 대해서 수량화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

는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안형기・강인호, 2001). 하지

만, 이러한 접근법은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위

험인지에 있어서 공중의 태도와 인식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Cha, 1997).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객관적 위험보다 주관적 위험인식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여기서는 위험인지를 사회조직과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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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으로 이해한다(Douglas & Wildavsky, 1982). 즉, 이 관점은 사회적 문화적

합리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복합적 판단이나 선택 그리고 결정을 하게

끔 이끔으로써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더불어 이 관점은

일반인들의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으로 인지된 위험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주

장한다(설동훈, 1998).

그렇다면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위험의 주관적 인지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위험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제시되었다.

심리측정학적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은 위험인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인데, 스로빅(Slovic, 1987)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된 관점이다. 이들

은 위험을 정신적인 구성물로 간주하고, 정신측정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위험인지의

특성을 규정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혜택, 위험의 정도

그리고 위험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을 규정하였으며, 자발성, 두려움, 인지된

통제감, 심각성, 개인적․사회적 결과, 그리고 친숙함 등 위험의 다양한 특성들과

관련하여 위험을 평가하였다(Knox, 2000). 이러한 심리측정학적 패러다임의 다양한

연구들은 위험인지와 관련된 몇 가지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Cha,

1997), 첫째는 전문가들이 위험을 판단할 때 그들의 판단은 위험의 기술적 측정치들

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데 비해, 일반인들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위험의 특성들

과 더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Tversky & Kahnemane, 1974). 둘째는 사람들은 대부

분의 위험한 행위 혹은 활동에 대해서 현재의 위험수준을 수용불가능할 정도로 높

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친숙성, 통제가능성, 재난가능성, 공정

성, 그리고 지식수준과 같은 위험에 대한 인지된 특성들이 인지된 위험, 인지된 혜

택, 그리고 위험수용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lovic, et al., 1987;

Kleinhesselink & Rosa, 1991). 그러나, 위험인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위험에 대한

공중의 수용 혹은 반대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측정학적 패러다임은 인지가 형성되고 이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였다는 점에

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측정학적 접근법은 위험인지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Sandman, 1993).

최근에 다양한 학문분야가 위험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사회

학, 인류학, 그리고 정치학 분야의 연구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와 수용이 사회적 문

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위험인지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이론으로써 알려진 것이다. 더글러스와 윌더브스키(Douglas &

Wildavsky, 1982)는 위험인지에 관한 문화적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자들로서, 위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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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 사회내의 원칙이 어떤가

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 가장 공포스러우며, 어떤 위험이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

며, 그러한 위험을 누가 수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윌더브스키와 데이크(Wildavsky & Dake, 1990, 1991)도 한 사회내에서 공유된

신념과 가치 그리고 세계관이 사람들이 기술과 사회에 대한 논쟁에 반응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위계,

개인주의, 평등주의와 같은 문화적 편파성향이 위험인지와 위험에 대한 사회적 수

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정신측정학적 분석은 위험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위험의 인지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

향요인들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Mazur, 1987). 이들은 개인의 인지보다는 집

단, 사회 그리고 제도적 맥락이 오히려 위험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정치적·사회적인 변인들을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

와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주르(1987)는 정치, 종교, 혹은 다른 분

야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게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면서, 사회적 영향을 위험인지와 위험반응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위험인지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접근은 위험분석의 범위를 인지적 차원에

서 사회·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까지 확장시켜 놓음으로써(Cha, 1997) 다양

한 접근 하에서 위험인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2.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심리측정학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에 근거

하여 위험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심리측정학적 패러다임은 위험인지 및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인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파악하

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준다.

먼저, 심리측정학적 관점에 있는 많은 연구들은 양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사

람들의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스로빅과 그의 동료들(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5)을 비롯한 인지과학자

들은 위험인지가 친숙성, 과학적 지식, 두려움, 재앙가능성, 미래 세대에 대한 위협,

통제가능성과 같은 인지된 위험특성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Cha, 1997; Fischhoff, Slovic, Litchenstein, Read, Comb, 1978; Slovic,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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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김영평·최병선·소영진·정익재, 1995). 스파크와 쉐퍼드(Spark & Shepherd, 1994)

는 음식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의 특성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

과,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음식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성

의 특성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웨스트, 샌드맨 그리고 그린버그(West, Sandman, &

Greenberg, 1995)도 위험에 대한 인식은 위험의 정도 그리고 놀라움의 정도에 의해

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특히 위험의 정도는 그 위험이 발생할 때 결과가 얼마

나 나쁠지,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될 사람이

얼마나 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위험의 특성들을 고려한 연구들에서는 친숙한 정도가 낮은 위험일수록, 과학적

지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위험일수록, 많이 두려워하는 위험일수록, 재앙가능성이

높은 위험일수록, 미래 세대에 대한 위협이 높은 위험일수록, 그리고 통제가능성이

낮은 위험일수록 위험인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활동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견뎌

내려고 할 것이라는 Starr(1969)의 주장에 근거하여 많은 연구들은 인지된 효용이

위험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과학기술의 경우 그것이

주는 효용으로 인해 자신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효용의 인

지는 통제가능성, 공포, 재난의 잠재성, 공정성, 자발성 등 어떤 요인보다도 일반인

의 위험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술의 효용을 높

게 인지하는 사람은 효용을 낮게 인지하는 사람보다 그 기술 위험의 정도를 낮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로빅(1994)도 효용의 인지

는 지금까지 위험인지관련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으나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특성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스로빅과 그 동료들(1989)은 29가지의 활동, 기

술, 물질에 대해 인지된 위험과 효용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통계적인 위험의 정도

와 관계없이 대체로 화학물질들을 원자력 발전이나 핵폐기물 기술과 마찬가지로 매

우 높은 위험과 매우 낮은 효용을 주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X선과 같이 치료를 위

한 방사선의 사용은 다른 방사선 기술과 달리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그들은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양한 위험

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위험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효용의 인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몇몇 연구에서

는 위험인지와 효용인지와의 관계를 원자력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들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지는 원자력의 비용 및 혜택과 관련되며, 인지

된 비용과 혜택간의 관계는 원자력에 대한 인지된 위험 수준을 예측하는데 기여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에 대한 인지된 위험은 인지된 비용이 증가함에



- 15 -

따라 증가하며 인지된 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타(Starr, 1985)는 위험의 인지는 위험의 질적인 특성들보다 위험관리에

대한 공중의 확신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위험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훨(Whol, 1998)은

위험인지가 어떻게 형성되며, 위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위험의 질적

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을 제시하였다. 그는 위험의 결과와 그 가능성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

에서, 위험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과 새롭게 알려진 가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과 새롭게 알려진 결과

의 가능성은 사람들이 이 두 정보의 정보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어떤 특정

상품을 제시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다고 보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비

자가 이러한 정보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

도 그 상품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존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인식도 느끼지 않고 있고 미디어

에 대해서도 완전히 신뢰한다면,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들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을 비롯하여 위험성을 가진 기술이나 물질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일

반인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이 안전하게 운

영, 관리, 규제되고 있다는 확신은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까지 십수 년 넘게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 문제는 공중의 두려움과 반대는 ‘신뢰의 위기,’ 다시

말해,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과학, 정부 그리고 산업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불신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가능한 정보원 및

기관으로부터 받는 위험정보를 믿지 않게 만들며, 그러한 불신이 원자력에 대한 위

험인지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Gadner, Tiemann, Gould, Deluca, Doob, &

Stolwijk, 1982; Griffin, Neuwirth, Dunwoody, & Giese, 2004; Kasperson, 1986;

Slovic et al, 1991).

또한,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 물질 또는 시설에 대한 공중들의

위험인지는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되어지는가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험성을 수반하는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공중들의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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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공중들이 이에 대한 위험인지도 달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위험성을 가진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관련 공중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루어지

는가 하는 것 또한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중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형성하기 쉽고, 이는 결국 그 과학기술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마이렐(Mirel, 1994)도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비반응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반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경우에 위험에 대한 인지가 더

높게 이루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위험인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성을 가진 활동, 물질, 또는 시설에 대한 위험인지는

위험 자체의 질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보원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위험인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위

험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위험

인지는 위험의 질적인 특성들과 더불어 여러 사회, 문화적 맥락들이 복합적으로 결

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낙인(Stigma)

1. 낙인의 개념 및 특성

낙인이라는 용어는 원래 오명 혹은 불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주어졌

던 표시(mark)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Goffman,

1963). 그 당시에 그러한 표시를 받은 사람은 사회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위험성은 낙인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위험과 관련이 있다

는 점에서, 최근에 이러한 낙인 개념은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지되는 기술, 장

소, 또는 제품에 일반화되어 불명예스럽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람, 장소, 기술, 혹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Gregory, Flynn, & Slovic, 1995).

낙인지워진 사람이나 기술은 정상적이거나 일상적으로 것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정상

적인 것에서 이탈되고, 오점이 있고, 명예가 하락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

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낙인은 긍정적인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파괴



- 17 -

시키는 따라서 낙인 소유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험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즉, 낙인이란 좋은 혹은 좋아야 할 어떤 것이 지금 더

럽혀진 것으로 마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regory, Flynn, & Slovic, 1995).

낙인에 있어서 특히 마크(mark)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크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낙인지워진 사람이나 장소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효

과를 갖는다. 낙인을 나타내는 마크가 항상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행위나 특징, 원형, 장소 등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마크는 그 마크가 부여된 대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마크는

사람들에게 강한 혐오감, 두려움, 그리고 경멸감을 불러일으킨다. 만약에 그러한 마크

가 갖는 특성이 특정 사람, 기술, 혹은 장소에 중심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것이

그 사람, 기술, 혹은 장소가 갖는 정체성의 본질이 될 수도 있다(Jones et al., 1984).

따라서, 어떤 사람, 장소, 기술, 혹은 제품에 대한 낙인화(stigmatization)는 먼저 그

대상들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이 선택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부정적인 특성이

인식되며, 결과적으로 그 소유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인화란 고프만(1963)이 제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사

람, 장소, 기술 혹은 제품이 갖는 특성을 선택하여 그 특성의 소유자를 비하시키고 차

별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Gregory, Flynn, & Slovic, 1995).

낙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몇 몇 중요한 위험사건, 사고 혹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보도는 낙인을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사건은 비정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강한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특정 장소,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위험인식은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의해 확산되어 부정적인 이

미지와 인식을 확대시키며, 이렇게 확대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는 특정 장소, 제품

또는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소, 기술, 제품을 회피하도록 만

듦으로써 낙인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Kasperson, Jhaveri, & Kasperson, 2000).

일반적으로 낙인은 인지된 위험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인 영향이 없이

도 낙인화될 수 있다(Gregory, Flynn, & Slovic, 1995). 따라서 어떤 장소, 기술 혹은

제품이 가진 위험의 특성이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거나 그 위험이 비

자발적으로 노출되어지거나 또는 그 위험으로 인한 해의 영향이 집단 혹은 지역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그 해로 인한 영향의 규모나 영향의

지속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 장소나 기술 혹은 제품은 낙인화

되기 쉽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사건을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정보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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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위험 커뮤니케이터들, 특히 매스미디어라는 위험확산의 주

요한 행위자가 낙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낙인과 관련된 문헌에서 널

리 제시된 것처럼, 어떤 장소나 기술 혹은 제품을 부정적으로 마킹하는 과정에서 불

쾌감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특성이 가시화되거나 두드러

지게 보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데, 매스 미디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Singer & Endreny, 1993). 위험과 위험사건은 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두고서 서로 경쟁을 하며, 따라서 특정 위험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선택이 특

정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축소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이 낙인화에

기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특정 위험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보도를 할 것이며 위험을 특징짓기 위해 어떠한 사

건과 언어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위험문제나 위협을 극대화시키고 프레이

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매스미디어는 위험사건의 의미를 해

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 장소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낙인

화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Kasperson, Jhaveri, & Kasperson, 2001).

낙인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오염적인 특성(contagious essenc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Rozin, 2001). 즉, 일단 어떤 장소나 기술 또는 제품이 낙인화

되면 그 장소나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다른 것들도 더불어 낙인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의 오염적인 특성을 현대의 중요한 과학기

술 중의 하나인 원자력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은 원자

력발전소에서의 여러 차례의 방사능 유출사건과 그로 인한 인체에의 피해로 인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위험인식에서 기인하는 원자력에 대한 낙인

은 원자력 관련 시설, 즉,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선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낙인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인근 지역 더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생산된 제품까지 낙인화시킴으로써 특정 기술에 대한 낙인이 관련 분야까

지 오염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술적 낙인 (Technological Stigma)

고프만(Goffman, 1963)의 낙인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적 낙인의

근원, 형태, 그리고 효과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

로 인종, 병, 정신질환 혹은 장애와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낙인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슬로빅과 그 동료들(Slovic , Layman, Kraus, et al., 1991;

Gregory, Flynn, & Slovic, 1995; Slovic, Flynn, & Gregory, 1994)을 비롯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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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Edelstein, 1987, 1988; Vyner, 1988)은 이러한 낙인의 개념을 부당하게 위험

한 것으로 인지되는 기술, 장소, 그리고 제품으로 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Gregory, Flynn, & Slovic, 1995). 오늘날 기술적 낙인은 많은 새로운 기술, 제품, 그

리고 시설들에 대한 공중의 반대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Gregory,

Flynn, & Slovic, 1995)는 점에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어

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술적 낙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

는 장소에 대한 낙인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곳이 환경오염의 결과

낙인화 되었는데, 뉴욕의 Love Canal, 펜실베니아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미주리의

Times Beach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인도의 Bhopal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 정소

에서는 유독화학물질 혹은 방사능이 그 지역을 오염시켜서 일련의 사망자와 사상자를

내었으며 더불어 토양, 대기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

건들이 발생한 장소는 그 사건들로 인한 직접적인 인체상의 그리고 환경상의 피해와는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오명과 불명예를 얻었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유해

한 장소로, 즉 피해야 할 비정상적인 곳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즉, 그 지역들은 낙인화된 것이

다 (Edelstein, 1988; Slovic, Layman, Kraus, et al., 1991; Gregory, Flynn, &Slovic, 1995).

낙인화된 장소는 몇 가지 특징들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장소는 그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스러운 이미지

를 만들어내며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장소를 회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낙인화된 장소에 대

한 공중들의 혐오는 그 장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미디어

에 의해서 증폭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낙인화된 장소는 그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특성--예를 들어 역겨운, 비도덕적인, 위

험한--을 부여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Eastering, 2001).

Yucca Mountain에 대한 낙인화 연구(Slovic, Layman, Kraus, et al., 1991)는 방사

선폐기물저장시설과 같은 위험시설이 어떻게 장소의 낙인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저장시설이 네바다 남

부에 건립되면 네바다와 네바다주 내의 도시들에 대한 인식이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네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

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인 연상은 네바다에 대한 일반적

인 인식을 오염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휴가지로서 혹은 은퇴지로

서 네바다를 피하도록 만드는 행위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장하

고 있다. 더불어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에 대한 낙인은 그 장소에 대한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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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방문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Eastering,

2001) 그 장소에 대한 소유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경제적 차원의 가치까지도 하락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Gregory, Flynn, & Slovic, 1995; Hunsperger, 2001, ).

제품에 대한 낙인화는 소성장호르몬(BGH)을 사용하여 생산된 우유, 유전자변형

식품, 방사선조사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것들은 현대의 중요한 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들이 낙인지워져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에 낙인이 존

재한다는 사실은 스로빅을 비롯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행했던 연구에서도 볼 수 있

는데, 사람들에게 화학제품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읽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를 물어 본 결과 “위험하다,” “독성이 있는,” “위해한,” “독, ” “치명적인”과 같은

단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는 것은 기술에 대한 낙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연구(김학수∙박성철, 2001)

에서도 사람들은 방사선조사식품 했을 때 “해로움”, “찜찜함” “거부감” “인위적”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과 관련하여 방사선조사식품을 연상하는 경우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에 대한 낙인은 특히 그 제품이 위험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형성시켜 놓음

으로써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극적인 예는 진통제

타이레놀에 대한 낙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982년 발생했던 타이레놀 독극

물 투입사건으로 인해 존슨앤존슨사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

고 14억불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더불어 1989년 많은 미국 소비자들은 화학성분인

Alar가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과와 사과제품을 구매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과재배업자들은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Gregory, Flynn, & Slovic, 1995).

지금까지 기술적인 낙인이 어떻게 장소에 대한 낙인과 제품에 대한 낙인을 초래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

산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낙인개념은 방사선기술

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왜 그러한 인식이 형성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

인이 갖는 오염적인 특성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형성되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

식이 어떻게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그리고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및 사회적 수용과 관계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

어서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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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

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

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 리서치회사

를 통해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

출하였으며, 각각의 할당된 표본은 리서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

그램에 근거하여 추출되었다. 그리하여 추출된 800명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

해 원자력에 대한 인식, 방사선에 대한 인상과 위험인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위험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입장, 산업적 육성에 대

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남성이 48.3% 여성이 51.8%를 차지하였으

며, 연령별로는 20대가 22%, 30대가 22.6%, 40대가 23.5%, 50대가 15.9%. 60대 이상

이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을 보면, 고졸미만

이 14.5%, 고졸이 33.5%, 대학재학/졸업이 48.1%, 그리고 대학원재학이상이 3.9%로

나타나 대학재학/졸업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월 평균 소득에 있

어서는 100만원 미만이 12.8%, 100-200만원이 20.8%, 200-300만원이 23.8%, 300-400

만원이 18.1%, 400-500만원이 10.6%, 500만원 이상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1.5% , 경기 21.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외에 부산 7.4%, 대구 5.3%, 인천 5.1%, 광주 2.9%, 대전

3.1%, 울산 2.0%, 강원 3.3%, 충청도 7.3%, 전라도 7.9%, 경상도 12.1%, 제주도 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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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변인 측정

1.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인식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원자력의 다양한 위험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는지와 더불어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총 8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원자력의 위험특성과 관련한 인식은 다음의 7가지 진술문

을 통해 측정되었다: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원자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원자력에 의한 위험

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자력으

로 인한 위험의 결과는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자력 위험이 초

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하였

다. 더불어 원자력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문항에 대해

“1” (매우 안전하다)부터 “5” (매우 위험하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2.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은 세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원자력은 보건, 의

료, 식품, 환경 등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원자력은 다양한 산업분

야에 적용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그로 인

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이다.” 응답자들은 위 각 각의 문항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3.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에 대한 연구, 이용, 운영 및 규제와 관련

된 네 개의 기관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4개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

다. 원자력 관련 네 개 기관은 “원자력 관련 연구를 하는 과학자,” “원자력 관련 정부

기관,”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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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응답자들은 위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5” (매우 신뢰한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요청되었다.

4.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원자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통해서 측정하였다. “TV, 신문, 라디오 등이 제공하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원자력에 대한 정보

는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된 모

든 당사자들(지역주민, 원자력 업체, 정부 기관)의 참여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 세 가지 문항이 이를 위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위 각각의 문항들에 대

해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5.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방사선에 대한 인상은 방사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적도

록 하고, 응답자들이 답한 것들을 다시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방

사선에 대한 인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 본 결과 이들은 크게 일곱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핵폭탄/방사능,” “부정적 생각/느낌,” “병원/의료기

기,” “원자력/발전소,” “긍정적 생각/느낌,” “기타,” 그리고 “무응답.” 이 카테고리

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핵폭탄/방사능 카테고리 내의 응답

내용들은 원래 부정적 생각/느낌으로 또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카테고리를 구분한 이유는 핵폭탄/방사능 관련 응답을 한 경우 그 부정적 생각

의 근원이 핵폭탄이라는 분명한 소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부정적 생각/느낌이라는 카테고리 내의 응답들은 그 소스가 불명확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즉 막연히 인체에 해롭다, 위험하다, 무섭다, 죽는다와 같은 부정적

인 느낌들과 환경오염, 피해, 부작용 등의 생각들이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에서 부정적 생각/느낌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병원/의료기기,”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긍정적 생각/느낌”의 카테고리 구분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인상은 각 카테고리별로 응답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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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에 대한 위험 인식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은 방사선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물

음으로써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귀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쓰이는 방

사선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1” (매우

안전하다)부터 “5” (매우 위험하다)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7.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한 인지도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한 인지도는 “최근에 방사선을 식품, 보건, 환경 생명공학

과 같은 분야에 적용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생산물이 개발되고 있는데, 귀

하께서는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8.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방사선기술

을 이용한 제품이나 생산물들을 제시하고서 이들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고르도록 하였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로 제시된 것들은

기타를 포함하여 다음 10가지였다: 방사선조사식품,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

품, 화상치료용 의약품,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종자,

방사선 이용 살균의료용품,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타이어, 인공고관절, 방사선 이용한

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그리하여 제시된 10개의 생산물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응답자들이 이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지 그 비율을 통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9.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들

의 관여도가 높은 제품, 중간정도인 제품, 관여도가 낮은 제품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

였다. 방사선조사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되

었으며, 타이어의 경우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관여도가 낮은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화상용의약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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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여도가 중간인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

용성 인식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1” (전혀 유용하지 않다)부터 “5” (매우 유용하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

도록 함으로써 측정하였다.

10.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인식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방사선

조사식품, 화상용 의약품, 타이어 각각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위험 또는 안전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지를 “1” (매우 위험하다)부터 “5” (매우 안전하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11.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는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 의약품,

타이어 각각에 대해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1” (전혀 없다)부터

“5” (매우 많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12.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입장은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 의약품, 타이어 각각에 대해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 (매우 반대한다)부터 “5” (매우 찬성한다)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13.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인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세 문항이 사용되었다 :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

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손실을 잘 따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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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위 각각의 문항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로 나

타내도록 하였다.

제3절 자료분석

먼저 앞에서 제시된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빈도 및 평균과 같은 기술통계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주요 변인들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과 같은 변인들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 그리고 ANOVA가 실시되었다.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

한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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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원자력에 대한 인식

1.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

원자력이 주는 혜택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약간 긍정적

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이 주는 혜택 중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5점 척도 상에서 3.47을,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에 대해

서는 3.96을 “원자력이 주는 혜택은 손실보다 크다”에 대해서는 3.49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 “국가경제발전에의 기여”와 관련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 성별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라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문항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참조). 우

선 원자력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데 대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었는데, 남성(M=3.55, SD=1.16)이 여성(M=3.38, SD=1.01)보다 ‘원자력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데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t=2.18, p<.05]. 원자력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남성(M=4.09, SD=.98)이 여성(M=3.81,

SD=.93)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792)=4.21, p<.001].

또한,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이 그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남성(M=3.59, SD=1.14)이 여성(M=3.39, SD=1.02)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으

로써[t(798)=2.60, p<.01]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원자력이 주는 혜택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1> 성별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혜택에 대한 생각
 문항 전체

평균 남성 여성 t

1) 원자력은 보건, 의료, 식품, 환경 등에 적용되어 삶

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3.46 3.55 3.38 2.18* 

2) 원자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국가경제발전

에 기여할 것이다.
3.95 4.10 3.81 4.21*** 

3)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그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이다. 3.49 3.59 3.39 2.61**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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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

연령에 따라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문항 모두에서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 참조).

<표1-2> 연령에 따른 원자력 혜택에 대한 인식

문항 전체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

1) 원자력은 보건, 의료, 식품, 환경 등

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3.46 3.41 3.44 3.39 3.50 3.66 0.54 

2) 원자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

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95 3.98 3.89 3.91 4.06 3.94 1.32 

3)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그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이다.
3.49 3.44 3.51 3.49 3.39 3.62 1.38 

다. 학력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

학력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은 보건, 의료, 식품, 환경 등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는 문항에

서만 학력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796)=4.29, p<.05].

학력집단 간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하면, 대학재학/졸업집단(M=3.60, SD=1.06)이 고

졸미만의 학력집단(M=3.35, SD=1.10)보다 원자력이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라는 것

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학력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 

문항 전체
평균

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학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F

1) 원자력은 보건, 의료, 식품, 환경 등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3.46 3.38 3.35 3.60 3.13 4.29* 

2) 원자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95 3.73 3.96 4.02 3.87 2.53 

3)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그로 인한 손

실보다 더 클 것이다.
3.49 3.43 3.44 3.56 3.23 1.5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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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생각

소득수준에 따른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문항 모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소득에 따른 원자력 혜택에 대한 생각

문항 전체
평균

100만
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만
원이상 F

1) 원자력은 보건, 의료, 식품, 환

경 등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3.46 3.40 3.37 3.52 3.43 3.55 3.47 0.54 

2) 원자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95 3.81 3.88 4.06 3.97 4.00 3.85 1.32 

3)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그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이다.
3.49 3.36 3.36 3.56 3.46 3.65 3.56 1.38 

2.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는 5점 척도

상에서 3.71, ‘정부기관’은 3.25,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설비 운영 및 관리기관’은

3.43, 그리고 시민단체는 3.20인 것으로 나타나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가. 성별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성별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을 제외

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1-5> 참조). 원자

력 관련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남성(M=3.78, SD=.96)이 여성(M=3.62,

SD=.9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0, p<.05]. ‘원자력 시설이나 설비를 운

영 및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남성(M=3.51, SD=1.05)이 여성(M=3.34, SD=.97)보

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36, p<.05].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

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여성(M=3.28, SD=1.0)이 남성(M=3.10, SD=1.14)보다 약간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37, p<.05].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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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과학자’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5> 성별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항
전체

평균

성별
t

남성 여성

1)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 3.70 3.78 3.63 2.30* 

2)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3.24 3.27 3.23 0.54 

3) 원자력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3.42 3.51 3.34 2.36* 

4) 시민단체 3.20 3.11 3.29 -2.38* 

 *p<.05

나. 연령대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연령대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연령대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6> 참조). 우선 연령대에 따라 과학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었는데[F(4, 795)=9.48, p<.001],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의 집단에 비해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M=3.84, SD=.97)는 20대(M=3.53, SD=.82)와 30대(M=3.51, SD=.94)보다 과학자 집단

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으며(모두 p<.05), 또한 60대(M=4.09, SD=1.07)는 20대, 30

대, 그리고 40대(M=3.84, SD=.97)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이도 발견되었는데[F(4, 795)=3.68,

p<.01], 60대 이상(M=3.52, SD=1.1)의 연령층은 20대(M=3.19, SD=.94)와 30대(M=3.09,

SD=.96)에 비해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p<.05, p<.01). 다른 연령대 간에는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라 ‘원자력 시설이나 설비 운영 및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4, 795)=9.63, p<.001], 60대 이상(M=3.76, SD=1.06)의

연령층은 20대(M=3.41, SD=.88), 30대(M=3.12, SD=1.0), 그리고 40대(M=3.36,

SD=1.03)의 연령층 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5, p<.001,

p<.01). 또한, 50대(M=3.65, SD=1.01) 집단도 30대 집단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나타

내었을 뿐만 아니라 (p<.001), 20대 집단의 경우도 30대 집단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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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6> 연령대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항
전체

평균

연령대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 3.70 3.53 3.51 3.68 3.84 4.09 9.48*** 

2)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3.24 3.19 3.09 3.21 3.33 3.52 3.69** 

3) 원자력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3.42 3.41 3.12 3.36 3.65 3.76 9.63*** 

4) 시민단체 3.20 3.24 3.28 3.22 3.14 3.06 0.92 

 *p<.05, **p<.01, ***p<0.001

다. 학력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학력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는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을 제외

하고 모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7> 참조). 우선

학력에 따라 원자력 ‘과학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3, 796)=4.65, p<.01],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다른 학력 집단들에

비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M=3.26,

SD=.96)의 집단은 고졸 미만(M=3.90, SD=1.05)과 고졸(M=3.76, SD=1.0) 집단에 비해

원자력 관련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1, p<.05).

학력에 따라 ‘원자력 시설 운영 및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도 발견되었는

데[F(3, 796)=3.61, p<.05], 대학원 재학 이상(M=3.0, SD=1.18)의 학력 집단은 고졸 미

만(M=3.63, SD=1.12)의 학력 집단에 비해 ‘원자력 시설 운영 및 관리기관’에 대한 신

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력에 따라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F(3,

789)=3.51, p<.05), 대학원 재학 이상(M=2.83, SD=1.4) 집단이 고졸(M=3.35, SD=1.03)

집단보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p<.01).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 집단의 경우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원자력 관련 기관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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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학력별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항
전체

평균

학력 

F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
학/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1)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 3.70 3.90 3.76 3.64 3.26 4.65* 

2)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3.24 3.36 3.30 3.20 2.94 1.98 

3) 원자력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운영하

거나 관리하는 기관
3.42 3.63 3.44 3.38 3.00 3.61* 

4) 시민단체 3.20 3.08 3.35 3.16 2.83 3.51* 

 *p<.05

라. 소득수준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소득수준에 따른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1-8> 참조).

<표1-8> 소득수준별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항 전체
평균

소득 
F100만

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만
원이상

1)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 3.70 3.75 3.72 3.71 3.71 3.69 3.62 0.20 

2)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3.24 3.37 3.16 3.24 3.28 3.27 3.15 0.70 

3) 원자력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3.42 3.62 3.40 3.45 3.43 3.32 3.26 1.40 

4) 시민단체 3.20 3.16 3.16 3.27 3.22 3.30 2.88 1.70 

3.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매스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사건ㆍ사고가 대부분이다’(M=3.34), ‘정

보가 숨김없이 공개되고 있다’(M=2.10),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M=2.58)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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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성별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원자력 관련 의사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1-9> 참조).

구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숨김없이 공개되고 있다’에 대해서 여성

(M=2.01, SD=.86)은 남성(M=2.18, SD=1.01) 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791)=2.57, p<.05], ‘원자력 관련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도 여성(M=2.50, SD=.97)은 남성(M=2.66, SD=1.14)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81)=2.04, p<.05]. 따라서 원자

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9> 성별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문항
전체

평균

성별
t

남성 여성

1) TV, 신문, 라디오 등이 제공하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
는 대부분 사건,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3.34 3.30 3.38 -1.05 

2)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숨김없이 공개되고 있다. 2.09 2.18 2.01 2.58* 

3)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57 2.66 2.50 2.05* 

 *p<.05

나. 연령대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연령대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0> 참조). 구체적으로 연령대에 따

라 ‘원자력 정보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M=1.95, SD=.86), 30대(M=2.06, SD=.89), 그리고 40대(M=1.95, SD=.90)의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연령층(M=2.48, SD=1.02)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

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788)=8.10, p<.001]. 또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20대(M=2.52, SD=1.02), 30대(M=2.43, SD=1.0), 그리고 40대

(M=2.46, SD=1.03)의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연령층(M=2.89, SD=1.06)에 비해 ‘원자력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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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F(4, 778)=5.17, p<.001.] 이러한 결과는 60대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다른 연

령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표1-10> 연령대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문항
전체

평균

연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TV, 신문, 라디오 등이 제공하는 원자력에 대

한 정보는 대부분 사건,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3.34 3.29 3.41 3.44 3.25 3.26 0.96 

2)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숨김없이 공

개되고 있다.
2.09 1.94 2.06 1.95 2.20 2.48 8.11*** 

3)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

사자들의 참여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57 2.52 2.43 2.46 2.75 2.89 5.18*** 

 *p<.05, **p<.01, ***p<0.001

다. 학력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학력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먼저 ‘원자력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력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789)=7.11, p<.001](<표1-11> 참조).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졸업(M=1.97, SD=.86)의 학력 집단은 고졸 미만(M=2.41, SD=.99)의 학력

집단에 비해 ‘원자력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001). 또한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성’ 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779)=5.84,

p<.01]. 구체적으로 대학재학/졸업(M=2.44, SD=1.02) 학력 집단은 고졸 미만(M=2.86,

SD=1.14) 학력 집단과 고졸(M=2.68, SD=1.06) 학력 집단에 비해 ‘원자력 관련 의사

결정의 합리성’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1,

p<.05).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

식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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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 학력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문항 전체
평균

학력 

F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학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1) TV, 신문, 라디오 등이 제공하는 원자력에 대

한 정보는 대부분 사건,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3.34 3.21 3.39 3.37 3.06 1.32 

2)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숨김없이 공

개되고 있다.
2.09 2.41 2.15 1.97 2.00 7.12*** 

3)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

사자들의 참여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57 2.86 2.68 2.44 2.48 5.85** 

 *p<.05, **p<.01, ***p<0.001

라. 소득수준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소득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원자력에 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F(4, 753)=3.32, p<.05]과 ‘원자력 관련 의사결

정의 합리성’[F(4, 744)=3.70, p<.001]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차이가 발견되었

다(<표1-12> 참조). 그러나 그 차이는 구체적인 소득수준별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항목에 따른 평가 분포를 보면, 원자력에 대한 정

보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그 평가가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

이션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표1-12> 소득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인식

문항
전체

평균

소득 

F100만
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만
원이상

1) TV, 신문, 라디오 등이 제공

하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대부

분 사건,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3.34 3.27 3.22 3.37 3.30 3.50 3.49 1.03 

2)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숨김없이 공개되고 있다.
2.09 2.30 2.20 2.11 2.03 1.91 1.83 3.32* 

3)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하

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57 2.77 2.70 2.63 2.52 2.34 2.25 3.70**

*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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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살펴 본 결과, 원자력의 위험특성들에 대해서 전반적으

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위험 특성 중에서 ‘과학계에 잘

알려짐’(M=4.13)과 ‘위험결과의 즉시성’(M=2.56)을 제외한 ‘원자력 위험의 통제가능

성’(M=1.65), ‘원자력 위험의 치명성’(M=4.27), ‘원자력 위험에 대한 두려움’ (M=4.12),

‘원자력 위험의 미래세대에의 영향’(M=4.51), 그리고 ‘원자력 위험의 불가역성’(M=

4.43)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원자력에 대

한 전반적인 위험인식(M=3.47)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인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 성별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성별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

게 느껴진다’는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3> 참조).

‘원자력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대해 남성(M=1.73, SD=1.06)은 여성(M=1.56,

SD=.84)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4, p<.001]. ‘원자력에 의한 위

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에 대해서 남성(M=4.03, SD=1.17)에 비해 여성(M=4.20,

SD=1.03)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원자력의 위험

을 보다 두렵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t(798)=-2.17, p<.05]. 더불어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인식에 있어서도 여성(M=3.59, SD=.99)이 남성(M=3.35, SD=1.17) 보다

전반적으로 원자력을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3> 성별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문항
전체 

평균

성별
t

남성 여성

1)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1.64 1.73 1.56 2.44***

2) 원자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13 4.17 4.09 1.02

3)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4.26 4.24 4.29 -0.77

4)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4.11 4.03 4.20 -2.17*

5)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51 4.48 4.54 -1.13

6)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의 결과는 눈에 보이게 바로 바로 나타난다. 2.55 2.55 2.56 -0.07

7)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4.42 4.43 4.42 0.17

8)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3.47 3.35 3.59 -3.14

***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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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연령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자

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F(4, 795)=3.63, p<.01], ‘원자

력에 의한 위험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F(4, 795)=4.51, p<.01],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F(4, 795)=7.26, p<.001] 이 세 문항에

서 연령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4> 참조).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의 집단(M=4.39, SD=.85)은 20대 집단(M=3.95, SD=1.06)에 비

해 ‘원자력 위험이 과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p<.01), ‘원자력 위험의 치명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40대(M=4.44, SD=.92)

와 50대(M=4.39, SD=.96)의 연령집단이 20대(M=4.05, SD=1.0) 집단보다 ‘원자력 위험

이 치명적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원자력 위험의

두려움’에 대해서 40대(M=4.28, SD=1.06), 50대(M=4.22, SD=1.08) 그리고 60대 이상

(M=4.32, SD=1.10)의 연령집단은 20대(M=3.76, SD=1.20)보다 원자력 위험의 두려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vs. 50대: p<.01, 20대 vs. 40대 및

60대 이상: p<.001).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14> 연령대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문항 전체 
평균

연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1.64 1.63 1.65 1.52 1.75 1.73 1.47 

2) 원자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13 3.95 4.09 4.12 4.19 4.39 3.63** 

3)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
우 치명적일 것이다.

4.26 4.05 4.20 4.45 4.39 4.27 4.52* 

4)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4.11 3.76 4.06 4.28 4.22 4.32 7.27*** 

5)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
향을 미칠 것이다

4.51 4.48 4.06 4.28 4.22 4.32 0.60 

6)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의 결과는 눈에 보이
게 바로 바로 나타난다.

2.55 2.59 2.62 2.52 2.30 2.71 1.94 

7)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
키기 어렵다

4.42 4.37 4.41 4.55 4.37 4.39 1.22 

8)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안
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47 3.33 3.44 3.46 3.58 3.65 1.97**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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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학력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

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

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

다’는 문항에서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5> 참조).

먼저, 학력에 따라 ‘원자력 위험에 대한 개인 통제가능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F(3, 796)=4.83, p<.01], 학력이 높을수록 원자력위험의 통제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는 데 반해 학력이 낮을수록 통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대해 대학원 재학 이상

(M=1.19, SD=.60)의 학력 집단은 고졸미만(M=1.84, SD=1.05, p<01)과 고졸(M=1.69,

SD=1.01, p<05)”의 학력집단에 비해 그리고 대학재학/졸업 집단은 고졸미만 집단에

비해(p<.05) ‘원자력위험의 통제가능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위험의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학력간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 796)=2.99, p<.05],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

졸업(M=4.58, SD=.72) 집단과 대학원 재학 이상(M=4.61, SD=.95)의 집단은 고졸 미

만(M=4.34, SD=.88) 집단에 비해 ‘원자력 위험의 다음 세대에의 영향가능성’을 더 높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또한,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의 불가역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F(3, 789)=2.71, p<.05],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졸업

(M=4.48, SD=.80)과 대학원 재학 이상(M=4.51, SD=1.12)의 학력집단은 고졸 미만

(M=4.21, SD=.98) 학력집단에 비해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모두 p<.05).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인식에 있어서도 학력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 796)=4.71, p<.01], 고졸(M=3.46, SD=1.04) 및 대학재학/졸

업(M=3.37, SD=1.11)의 학력집단은 고졸 미만(M=3.81, SD=1.02)의 학력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5, p<.01).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위

험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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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5> 학력별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문항 전체
평균

학력 

F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학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1)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
로 통제할 수 있다. 1.64 1.84 1.69 1.58 1.19 4.83* 

2) 원자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13 4.21 4.16 4.07 4.39 1.42 

3)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4.26 4.16 4.23 4.31 4.39 1.07 

4)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4.11 4.17 4.17 4.05 4.19 0.77 

5)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51 4.34 4.47 4.58 4.61 2.99* 

6)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의 결과는 눈에 보
이게 바로 바로 나타난다. 2.55 2.74 2.52 2.49 2.87 1.83 

7)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
이키기 어렵다 4.42 4.22 4.42 4.48 4.52 2.71* 

8)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47 3.81 3.46 3.38 3.52 4.71** 

 *p<.05, **p<.01

라. 소득수준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소득수준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

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와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사

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에 대한 인식에서만 소득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6>참조).

먼저 ‘원자력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F(5, 760)=2.83, p<.05], 구체적인 소득수준별 집단 간

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

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

록 ‘통제가능성’ 인식은 반대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원자력 위험의 치명성’에 대한 인식도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5, 760)=3.07, p<.01], 구체적으로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

(M=4.60, SD=.92)은 100~200만원 미만(M=4.18, SD=1.01) 집단과 200~300만원 미만

(M=4.16, SD=1.01) 집단보다 ‘원자력 위험이 치명적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두 p<.05).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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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6> 소득수준에 따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문항
전체

평균

소득 

F100만
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만
원이상

1)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1.64 1.77 1.78 1.64 1.55 1.45 1.44 2.84* 

2) 원자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
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13 4.18 4.07 4.14 4.06 4.02 4.32 1.00 

3)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사람과 자
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4.26 4.20 4.18 4.16 4.28 4.41 4.60 3.07** 

4)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
게 느껴진다.

4.11 4.20 4.14 3.99 4.07 4.04 4.41 1.87 

5)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대
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51 4.37 4.45 4.49 4.49 4.66 4.69 2.05 

6)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의 결과는 
눈에 보이게 바로 바로 나타난다.

2.55 2.74 2.55 2.72 2.40 2.41 2.33 2.18 

7)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4.42 4.18 4.45 4.48 4.43 4.46 4.58 2.19 

8)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얼마
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47 3.65 3.59 3.29 3.36 3.55 3.49 2.33 

 *p<.05, **p<.01

제2절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및 위험인식

1.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방사선에 대해서 떠오르는 인상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방사선 하면 핵폭탄,

무기, 방사능, 체르노빌, 의료기기, 방사선치료, 병원 흰가운, 원자력병원, 인체에 해

롭다, 위험하다, 환경오염, 무섭다, 좋지 않다, 나쁘다, 기형아, 폐기물, 죽음, 방사선

노출/유출, 유해물질, 피해, 생명의 위협, 불안하다, 오염, 부작용, 원자력, 발전소, 전

기/전력, 혜택, 우라늄, 동위원소 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7> 참조). 이

러한 것들을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생각/느낌’이 2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핵폭탄/방사능’관련 연상이 26.1%, ‘병원/의료기기’관련 연상이 24.9%,

‘원자력/발전소’ 관련 연상이 7.8%, ‘기타’가 4.6%, 그 외 ‘긍정적 생각/느낌’이 0.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관련 연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비롯

하여 ‘핵폭탄이나 방사능’ 등 부정적인 차원의 연상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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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방사선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긍정적 차원보다는 부정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17> 방사선에 대한 인상
연상내용 빈도 퍼센트(5) 카테고리 빈도 퍼센트(%)

핵폭탄 176 22.0

핵폭탄/방사능 209 26.1

무기 19 2.4

방사능 6 .8

체르노빌 6 .8

전쟁 2 .3

의료기기 156 19.5

병원/의료기기 199 24.9

방사선치료 20 2.5

병원 20 2.5

흰가운 2 .3

원자력병원 1 .1

인체에 해롭다 98 12.3

부정적 생각/느낌 228 28.5

위험하다 26 3.3

환경오염 18 2.3

무섭다 13 1.6

좋지않다/나쁘다 12 1.5

기형아 11 1.4

폐기물 9 1.1

죽는다/죽음 9 1.1

방사선노출/유출 8 1.0

유해물질 4 .5

피해 8 1.0

생명의 위협 2 .3

불안하다 2 .3

건강염려 2 .3

오염 2 .3

전자파먼지 2 .3

부작용 2 .3

원자력 35 4.4

원자력/발전소 62 7.8발전소 25 3.1

전기/전력 2 .3

혜택/도움준다 2 .3 긍정적 생각/느낌 2 .3

우라늄 3 .4

기타 37 4.6
동위원소 2 .3

원자 4 .5

기타 28 3.5

무응답 63 7.9 무응답 63 7.9

전체 800 100 전체 8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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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인상

성별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연상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

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4)=31.93, p<.001](<표1-18> 참

조). 구체적으로, 남성들의 경우 방사선을 ‘핵폭탄/방사능’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

이 26.1%로 가장 높은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 방사선을 ‘부정적 느낌/생각’과 관련하

여 연상하는 경향이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에 대한 연상에 있어

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1-18> 성별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방사선 연상 카테고리
성별 (%)

남자 여자

핵폭탄/방사능 131 (36.1) 78 (19.6)

병원/의료기기 82 (22.6) 117 (29.4)

부정적 생각/느낌 91 (25.1) 137 (34.4)

원자력/발전소 35 (9.6) 62 (8.1)

무응답 24 (38.1) 63 (8.3)

합계 363 (100) 761 (100)

 χ2(4)=31.93, p<.001

나. 연령대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인상

연령대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사선에 대한 인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

2(16)=43.92, p<.001](<표1-19> 참조). 20대와 40대는 방사선을 ‘병원/의료기기’와 관

련하여, 30대와 60대 이상은 ‘부정적 생각/느낌’과 관련하여, 그리고 50대는 ‘핵폭탄

/방사능’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연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9> 연령대별 방사선에 대한 연상
방사선 연상 카테고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핵폭탄/방사능 44 (26.7) 46 (26.6) 47 (26.0) 39 (32.5) 33 (27.0)

병원/의료기기 49 (29.7) 42 (24.3) 64 (35.4) 26 (21.7) 18 (14.8)

부정적 생각/느낌 43 (26.1) 52 (30.1) 52 (28.7) 33 (27.5) 48 (39.3)

원자력/발전소 18 (10.9) 20 (11.6) 12 (6.6) 8 (6.7) 4 (3.3)

무응답 11 (6.7) 13 (7.5) 6 (3.3) 14 (11.7) 19 (15.6)

합계 165 (100) 173 (100) 181 (100) 120 (100) 122 (100)

 χ2(16)=43.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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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인상

학력 수준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연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

사선에 대한 연상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12)=48.23, p<.001](<표1-20> 참조). 고졸 미만과 고졸의 학력집단은 방사선을 ‘부정

적 생각/느낌’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각각 39.9%, 34.1%로 가장 높았으며, 대

학재학/졸업과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집단은 방사선을 ‘핵폭탄/방사능’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각각 30.1%와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집단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연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20> 학력별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방사선 연상 카테고리

학력(%)

고졸미만 고졸 대학재학/졸업 대학원재학이상

핵폭탄/방사능 22 (19.3) 67 (26.6) 110 (30.1) 10 (33.3)

병원/의료기기 20 (17.5) 67 (26.6) 104 (28.5) 8 (26.7)

부정적 생각/느낌 45 (39.5) 86 (34.1) 90 (24.7) 7 (23.3)

원자력/발전소 4 (3.5) 15 (6.0) 40 (11.0) 3 (10.0)

무응답 23 (20.2) 17 (6.7) 21 (5.8) 2 (6.7)

합계 114 (100) 252 (100) 365 (100) 30 (100)

 χ2(12)=48.23, p<.001                          

라. 소득수준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인상

소득수준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

사선에 대한 인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20)=51.88, p<.001](<표1-21>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소득 수준이 100만원과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은 방사선을 ‘부정적 생각/느낌’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

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 과 300~400만원의 소득집단은 ‘병원/의료기기’

와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집

단은 ‘핵폭탄/방사능’과 관련하여 방사선을 연상하는 경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에 대한 연상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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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1> 소득수준별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방사선 연상 

카테고리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핵폭탄/방사능 21 (21.2) 45 (28.7) 51 (28.7) 36 (26.1) 24 (28.6) 27 (37.5)

병원/의료기기 17 (17.2) 44 (28.0) 55 (30.9) 39 (28.3) 20 (23.8) 19 (26.4)

부정적 생각/느낌 41 (41.4) 52 (33.1) 50 (28.1) 38 (27.5) 19 (22.6) 16 (22.2)

원자력/발전소 3 (3.0) 7 (4.5) 14 (7.9) 12 (8.7) 15 (17.9) 8 (11.1)

무응답 17 (17.2) 9 (5.7) 8 (4.5) 13 (9.4) 6 (7.1) 2 (2.8)

합계 99 (100) 157 (100) 178 (100) 138 (100) 84 (100) 72 (100)

2.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은 5점 척도 상(1:매우 안전~ 5: 매우 위험)에서 3.16을 보임

으로써 응답자들의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험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22>참조).

가. 성별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성별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98)=-2.113, p<.05]. 구체적으로, 여성(M=3.24, SD=.92)은 남성

(M=3.09, SD=1.07)보다 방사선을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2>참조).

나. 연령층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연령층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력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학력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796)=2.75, p<.05.]. 구체적으로 고졸 미만(M=3.35,

SD=.98)의 학력집단은 대학재학/졸업(M=3.08, SD=1.01)의 학력집단보다 방사선을 보

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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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수준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소득수준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2>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인구통계학 변인 평균

전체 3.16

성별
여성 3.24

t=-2.11*
남성 3.09

연령

20대 3.02

F=1.39

30대 3.16

40대 3.24

50대 3.20

60대이상 3.23

학력

고졸미만 3.35

F=2.75*
고졸 3.23

대재/대졸 3.08

대학원이상 3.06

소득

100미만 3.29

F=1.73

100-200 3.31

200-300 3.03

300-400 3.14

400-500 3.16

500이상 3.13

 * p <.05

3.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에게 방사선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소수에 의한 대답이지만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경험에서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

로 23.5%의 응답자들이 ‘안전성 검증 미흡’때문에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논란 중이

며, 또 방사선 자체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통한 생산물을 신뢰하기에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 주된 반응들이었다. ‘핵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미지 및 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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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도 18%를 차지해 방사선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한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기술/관

리의 문제’도 7.5%를 보여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이 기술이나 관리에 대한 신뢰결

여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방사선이 위험하

다고 앞 문항에서 응답하였으나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한 사람이 10.2%(30명)에 달했

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방사선을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표1-23>참조).

 <표1-23>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반응 빈도 퍼센트 카테고리 빈도 퍼센트

인체에 해롭다 80 27.2

인체에 

해롭다
93 31.6

기형아 출산 위험 2 .7

엑스레이 촬영시를 보아 인체에 해롭다 4 1.4

후세에 위험할 것이다 3 1.0

인체에 대한 노출때문에 2 .7

방사능 치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 .7

부정적 이미지의 여론 31 10.5

부정적 

이미지/

고정관념

53 18.0

핵과 관련되어 있다 8 2.7

선입견/고정관념 때문에 6 2.0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5 1.7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2 .7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부족 1 .1

안전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 23 7.8

안전성 

검증미흡
69 23.5

그냥 위험하다 23 7.8

자연을 파괴한다 8 2.7

방사선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4 1.4

불안/무섭다 3 1.0

생산물에 신뢰감이 떨어진다 2 .7

지금 그대로가 좋다 2 .7

선진국에서도 아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2 .7

일상생활까지 파고든다면 곤란 1 .3

초기 단계이므로 1 .3

방사선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기 때문 8 2.7

기술/관리의 

문제
22 7.5

잘못 남용 시 치명적 위험 초래한다 5 1.7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므로 3 1.0

양면의 성격을 가진다 3 1.0

전문가가 해야한다 3 1.0

정확한 정보/지식이 없어서 7 2.4 정확한 정보 

부족
9 3.1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2 .7

기타 18 6.1 기타 18 6.1

무응답 30 10.2 무응답 30 10.2

합계 294 100 전체 2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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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식

1.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한 인지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에서 17.6%만이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2.4%는 들어본 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1-24>참조).

성별에 따라 방사선기술 이용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사선기술 이용에 대한 인

지도는 남성이 22.8%로 여성의 인지도 12.8%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방사선기술이용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성

별이외에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4>참조).

 <표1-24>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별 방사선기술 이용에 대한 인지도   
인구통계학 변인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합계(%) Chi-Square

성별
남자 88 (22.8) 298 (77.2) 386 (100)

13.74***

여자 53 (12.8) 361 (87.2) 414 (100)

연령

20대 30 (17) 146 (83) 176 (100)

3.77

30대 28 (15.5) 153 (84.5) 181 (100)

40대 31 (16.5) 157 (83.5) 188 (100)

50대 22 (17.3) 105 (82.7) 127 (100)

60대이상 30 (23.4) 98 (76.6) 128 (100)

학력

고졸미만 14 (12.1) 102 (87.9) 116 (100)

4.62
고졸 44 (16.4) 224 (83.6) 268 (100)

대재/대졸 78 (20.3) 307 (79.7) 385 (100)

대학원이상 5 (16.1) 26 (83.9) 31 (100)

소득

100미만 14 (13.7) 88 (86.3) 102 (100)

10.28

100-200 20 (12.0) 146 (88.0) 166 (100)

200-300 33 (17.4) 157 (82.6) 190 (100)

300-400 28 (19.3) 117 (80.7) 145 (100)

400-500 21 (24.7) 64 (75.3) 85 (100)

500이상 19 (24.4) 59 (75.6) 78 (10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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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

방사선조사식품,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화상치료용 의약품, 방사선기술

을 이용한 화장품,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종자, 방사선 이용 살균의료용품,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타이어, 인공고관절, 방사선 이용한 폐수처리시설, 등 방사선기술을 이

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방사선기술을 이용

한 생산물들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2.3%

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단지 17.6%만이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방사선기술 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141명의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들은 방사선이용 기능성식품(16.6%)이었

으며 그 외에 방사선조사식품(14.2%), 화상치료용 의약품(14.4%), 방사선기술 이용 새

로운 종자(14.1%), 그리고 살균의료용품(14.6%)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장품(7.5%), 타이어(2.5%), 폐수처리시설(6.4%)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25>참조).

또한,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5>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 (복수응답) 

방사선기술이용제품 빈도 전체 응답자중 퍼센트
 방사선기술 이용 

인지자들 중 퍼센트

방사선조사식품 55 6.8 15.2

기능성식품 60 7.5 16.6

화상치료용의약품 52 6.5 14.4

화장품 27 3.3 7.5

새로운 종자 51 6.3 14.1

살균의료용품 53 6.6 14.6

타이어 9 1.1 2.5

인공고관절 21 2.6 5.8

폐수처리시설 23 2.8 6.4

기타 11 1.3 3.0

무응답 659 82.3 -

합계 8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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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경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본 결과, 텔레비전이 36.8%

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을 텔레비전을 통해 가장 많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신문이 22.7%, 인터넷이 14.2%의 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경로를 통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을 들은 응답자들은 매우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1-26>참조).

<표1-26>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지경로 (복수응답)   

인지경로 빈도
전체 응답자 중 

퍼센트

방사선기술 이용 

인지자 중 퍼센트

TV 91 11.3 36.8

신문 56 7.0 22.7

라디오 10 1.2 4.0

잡지 11 1.3 4.5

서적 15 1.8 6.1

인터넷 35 4.3 14.2

가족/친구/주변사람 9 1.1 3.6

시민단체 2 .2 .8

광고 및 홍보물 6 .7 2.4

기타 12 1.5 4.9

무응답 659 82.3 -

합계 800 100 100

4.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 세 가지(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 의약품, 타이어)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1-27>참

조). 그 결과, 응답자들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해 대체로 그저 그렇거나 약

간 유용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그리고 타이어 이 세 제품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94.31, p<.001)]. 구체적으로 방사

선조사식품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M=3.15), 그 다음으로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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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60)와 화상용의약품(M=3.74)의 순으로 보임으로써 화상용의약품을 방사선조사

식품이나 타이어보다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별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

성별에 따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타이어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용성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남성(M=3.71)은 여성(M=3.50)에 비해 방사선기술이 이용된 타이어에 대해 유

용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1-27>참조).

<표1-27> 성별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  
전체 남성 여성 t

방사선조사식품 3.15(1.22) 3.21(1.27) 3.09(1.17) 1.42

화상용의약품 3.74(1.09) 3.75(1.13) 3.73(1.05) .22

타이어 3.60(1.19) 3.71(1.22) 3.50(1.15) 2.56*

F 94.31***

 *p<.05, ***p<0.001

나. 연령대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

연령대에 따른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의 차이는 방사선

조사식품과 타이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8>참조). 우

선 방사선조사식품의 경우 60대 이상(M=3.47) 연령집단이 30대(M=2.98), 40대

(M=2.92) 연령집단보다 유용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M=3.33)가 40

대(M=2.92)보다 유용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이어의 경우 20대

(M=3.80)가 40대(M=3.38)보다 그리고 60대(M=3.78)가 40대(M=3.38)보다 유용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8> 연령대별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방사선조
사식품

3.15
(1.22)

3.19
(1.12)

2.98
(1.19)

2.92
(1.24)

3.33
(1.22)

3.47
(1.26) 5.76***

화상용의
약품

3.74
(1.09)

3.75
(1.07)

3.79
(1.06)

3.63
(1.09)

3.77
(1.20)

3.79
(1.02) .62

타이어 3.60
(1.19)

3.80
(1.16)

3.55
(1.18)

3.38
(1.22)

3.55
(1.19)

3.78
(1.13) 3.72**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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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

학력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의 차이는 방사선조사식

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789)=3.54, p<.05]. 즉, 대학원재

학이상(M=2.58) 학력집단은 고졸미만(M=3.11)의 학력집단보다 방사선조사식품에 대

한 유용성을 훨씬 낮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1-29> 참조).

<표1-29> 학력별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  
전체 고졸미만 고졸 대재/대졸 대학원이상 F

방사선조사식품 3.15(1.22) 3.36(1.30) 3.11(1.24) 3.16(1.16) 2.58(1.20) 3.54*

화상용의약품 3.74(1.09) 3.73(1.13) 3.74(1.09) 3.78(1.04) 3.32(1.32) 1.72

타이어 3.60(1.19) 3.47(1.17) 3.59(1.22) 3.64(1.17) 3.70(1.18) .68

 *p<.05       

5.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위험인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화상용의약품과 타이어에 대해서는 위험인식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세 제품에 대한 위험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80.17, p<.001)](<표1-30>참조), 5점 척도 상(1:매우위험~5:매우안전)에서 타이어

에 대한 위험인식이 3.12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상용의약품(M=3.02), 방사

선조사식품(M=2.65)의 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위험인식

이 화사용의약품이나 타이어에 대한 위험인식 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별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성별에 따른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의 차이는 방사선조사

식품의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M=2.53)은 남

성(M=2.80)에 비해 방사선조사식품을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었다(<표1-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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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0> 성별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방사선조사식품 2.65
(1.08)

2.70
(1.02)

2.62
(1.06)

2.57
(1.08)

2.70
(1.10)

2.75
(1.17) .64

화상용의약품 2.98
(1.04)

3.01
(.91)

2.96
(1.06)

3.08
(1.05)

3.12
(1.15)

3.02
(1.03) .60

타이어 3.12
(1.10)

3.34
(1.03)

3.07
(1.07)

2.98
(1.11)

3.03
(1.08)

3.21
(1.19) 2.99*

 **p<.01, ***p<0.001

나. 연령대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연령대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의 차이는 타이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4, 788)=2.99, p<.05], 40대(M=2.98)가 20

대 (M=3.34)보다 위험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31>참조).

<표1-31> 연령대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방사선조사식품 2.65
(1.08)

2.70
(1.02)

2.62
(1.06)

2.57
(1.08)

2.70
(1.10)

2.75
(1.17) .64

화상용의약품 2.98
(1.04)

3.01
(.91)

2.96
(1.06)

3.08
(1.05)

3.12
(1.15)

3.02
(1.03) .60

타이어 3.12
(1.10)

3.34
(1.03)

3.07
(1.07)

2.98
(1.11)

3.03
(1.08)

3.21
(1.19) 2.99*

 *p<.05

6.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를 살펴본 결과,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

의약품,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사용의사정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F(2)=122.27, p<.001)],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사용의사(M=2.67)는 화상용의

약품 및 타이어 사용의사(M=3.31)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1-32>참조).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는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학력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학력별 각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는 방사선조사식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789)=2.72, p<.05]. 즉, 대학원재학이상(M=2.06) 학력집단은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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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M=2.81)의 학력집단보다 방사선조사식품의 사용의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32> 학력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전체 고졸미만 고졸 대재/대졸 대학원이상 F

방사선조사식품 2.67(1.31) 2.81(1.36) 2.64(1.30) 2.69(1.30) 2.06(1.34) 2.71*

화상용의약품 3.25(1.22) 3.37(1.24) 3.32(1.24) 3.33(1.24) 2.83(1.43) 1.80

타이어 3.31(1.30) 3.20(1.29) 3.33(1.31) 3.34(1.29) 3.12(1.43) .57

F 122.27** 

 *p<.05, **p<.001

7. 방사선기술을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정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방사선조

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에 대한 사회적 수용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F(2)=102.01, p<.001)]. 구체적으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사회적수용

정도(M=2.98)는 화상용의약품(M=3.52)과 타이어(M=3.47)에 비해 사회적 수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연령

과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연령대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연령대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용 정도의 차이는 타이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4, 788)=3.26, p<.05], 60대(M=3.64)와 20

대(M=3.64)는 40대(M=3.25)보다 타이어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1-33>참조).

<표1-33> 연령대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용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F

방사선조
사식품

2.98
(1.19)

3.06
(1.09)

2.93
(1.18)

2.78
(1.23)

3.12
(1.18)

3.10
(1.27) 2.31

화상용
의약품

3.52
(1.10)

3.57
(1.10)

3.56
(1.0)

3.45
(1.08)

3.47
(1.23)

3.56
(1.12) .46

타이어 3.47
(1.18)

3.64
(1.14)

3.43
(1.10)

3.25
(1.25)

3.45
(1.21)

3.64
(1.19) 3.26*

F 102.01**

*p<.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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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력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학력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용은 방사선조사식품에서만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789)=3.39, p<.05]. 대학원재학이상(M=2.35)

학력집단은 다른 모든 학력 집단에 비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반대

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34> 참조).

<표1-34> 학력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용  
평균(전체) 고졸미만 고졸 대재/대졸 대학원이상 F

방사선조사
식품 2.98(1.19) 3.05(1.21) 2.94(1.23) 3.04(1.14) 2.35(1.27) 3.39*

화상용
의약품 3.52(1.10) 3.56(1.15) 3.53(1.07) 3.53(1.08) 3.52(1.10) .66

타이어 3.47(1.18) 3.51(1.16) 3.45(1.22) 3.48(1.16) 3.38(1.25) .12

 *p<.05

8.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인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산업적 육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

펴본 결과, 산업적 육성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

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35>참조). 구체적으로, ‘방사선 산업의 육성은 그 혜택과 손실을 잘 따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M=4.40)는 것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방사선기술

을 이용한 산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한다’(M=3.47)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M=3.08)는 인식도 약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게 결정

되어야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약한 정도이지만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병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 성별에 따른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생각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성별에 따

라 분석해 본 결과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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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는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98)=-2.98,

p<.05](<표1-35>참조). 여성(M=3.22, SD=1.33)이 남성(M=2.95, SD=1.25)보다 국민건강

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더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한다’는 데 대해서는 남자들의 동의정도가 높았으며, ‘우리에게 주는 혜택

과 손실을 잘 따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자들이 더 높은 동

의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1-35> 성별에 따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인식

 문항
전체

평균

성별
t

남성 여성

1)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

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3.47 3.55 3.40 1.87 

2)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

는 혜택과 손실을 잘 따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40 4.36 4.46 -1.52 

3)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국민건강과 환

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3.08 2.95 3.22 -2.98* 

 *p<.05

나. 연령에 따른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생각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관한 인식을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

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는 문

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795)=2.66, p<.05](<표1-36>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전반적으로 보면 60대 이상(M=3.73, SD=1.02) 연령층이 다른 연

령층의 사람들에 비해 장려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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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6> 연령대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인식

문항
전체

평균

연령대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은 인간의 삶

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

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3.47 3.42 3.39 3.37 3.57 3.73 2.66* 

2)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손실을 잘 따

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40 4.43 4.45 4.43 4.47 4.23 1.42 

3)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

것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3.08 2.93 3.10 3.11 3.27 3.08 1.27 

 *p<.05

다. 학력에 따른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생각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관한 인식을 학력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는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96798)=5.30, p<.01](<표1-37>

참조). 집단간 사후검정 결과, 고졸(M=3.24, SD=1.34) 집단이 대학재학/졸업(M=2.91,

SD=1.25) 집단보다 ‘산업적 육성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1-37> 학력별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한 인식

문항
전체

평균

학력 

F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학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1)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3.47 3.53 3.43 3.51 3.23 0.87 

2)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손실을 잘 

따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40 4.30 4.38 4.48 4.16 2.05 

3)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

것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3.08 3.23 3.24 2.91 3.52 5.3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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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

산물의 유용성인식, 위험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1.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과 원

자력의 위험인식 간 상관계수는 0.42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

에 대한 위험인식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1-38>참조).

<표1-38>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간의 상관관계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1 .4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42*** 1 

 ***p<.001

주)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위험
한 편이다), 그리고 “5” (매우 위험하다)로 측정되었다

2.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유용성 인

식 간의 상관관계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유용성 인식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39>참조).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에 대한 유용

성인식과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간 상관계수는 각각 -.34, -.33, -.38로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의 상관계수도 각각 -.21,

-.17, -.18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즉, 방사선과 원자력

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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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9>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간의 
상관관계

 
유용성 인식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34*** -.33*** -.38***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21*** -.17*** -.18***

 ***p<.001

주)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위험
한 편이다), 그리고 “5” (매우 위험하다)로 측정되었다

3.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

식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0>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

의약품, 타이어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42, -.48, -.51로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의 상관계수도 각각 -.31,

-.32, -.25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40>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위험인식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42*** -.48*** -.51***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31*** -.32*** -.25***

 *** p<.001 . 

주)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위험한 

편이다), 그리고 “5” (매우 위험하다)로 측정되었으며,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은 “1” (매우 위험

하다), “2” (위험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안전한 편이다), 그리고 “5” (매우 안전하다)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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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용

의사 간의 상관관계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사용의사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1-41>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조사

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와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39,

-.34, -.42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

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들의 사용의사 간 상관계수도 각각 -.28, -.21, -.24로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

수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사용의사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1- 41>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간의 
상관관계

 사용의사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39*** -.34*** -.4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28*** -.21*** -.24***

***p<.001

주)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위험
한 편이다), 그리고 “5” (매우 위험하다)로 측정되었다

5.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사회적수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42>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과 방

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에 대한 사용의사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39,

-.38, -.42 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이들 제품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의 상관계수도 각각 -.27, -.23, -.21로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

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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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2>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수용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 -.39*** -.38*** -.4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27*** -.23*** -.21***

 ***p<.001

주)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위험
한 편이다), 그리고 “5” (매우 위험하다)로 측정되었다.

제5절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

산물의 유용성,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1.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유용성인식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

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3>참조). 원자력 관련 과학자집단, 정부기관, 원자력설비/시설 관리 및 운영기

관에 대한 신뢰도는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유용성 인

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모두 p<.001).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와 방사선조사식품과 타이어에 대한 유용성 인식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화상용의약

품에 대한 유용성 평가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 따라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43> 원자력 관련기관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간의 상관관계
유용성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신
뢰
도

과학자 .15*** .21*** .19***

정부기관 .21*** .21*** .24***

원자력관리기관 .27*** .21*** .22***

시민단체 .11** .06 .12**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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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44>참조). 원자력 관련 과학자집단, 정부기관, 원자력설비/시설 관리

및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위험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모두 p<.001). 즉, 신뢰도가 높을수록 방

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화상용의약품과 타이어에 대한 위험인식과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4와 .08),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1-44> 원자력 관련기관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위험인식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신
뢰
도

과학자 .20*** .22*** .19***

정부기관 .26*** .31*** .27***

원자력관리기관 .26*** .27*** .24***

시민단체 .05 .14** .08*

 *p<.05 **p<.01, ***p<.001

3.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 관련 네 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

용의사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대부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45>참조). 원자력 관련 과학자집단, 정부기관, 원자력설비 관리기관에 대한 신

뢰도는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사용의사와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모두 p<.001). 즉, 이들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

으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조사식품 및 화상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의사

와의 관계는 각각 1.1과 .08로 상대적으로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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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타이어 대한 사용의사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1-45> 원자력 관련기관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간의 상관관계
사용의사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신
뢰
도

과학자 .17*** .21*** .20***

정부기관 .25*** .22*** .25***

원자력관리기관 .27*** .21*** .25***

시민단체 .11** .08* .06

 *p<.05 **p<.01, ***p<.001

4.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6>참조). 원자력 관련 과학자집단, 정부기관, 원자력설비 관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에 대한 신뢰도는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사회적수용 정

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모두 p<.001).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

사선조사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46> 원자력 관련기관 신뢰도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수용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신
뢰
도

과학자 .17*** .21*** .21***

정부기관 .25*** .22*** .24***

원자력관리기관 .32*** .26*** .23***

시민단체 .10** .07* .0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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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의

유용성,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1.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의 유용성인식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의 유용성 인식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7>참조). 즉, ‘원자력 정보가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이 모든 당사자들 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

록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상관계수의 범위는 .08 ~ .14). 그러나 ‘원자력 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

뿐이다’는 문항은 화상용의약품의 유용성인식과만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뿐

다른 두 제품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

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살수록 방

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47>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간의 상관관계
유용성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커
뮤
니
케
이
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
한 것뿐이다

.02 .10** .00

원자력 정보는 숨김없이 모두 공
개되고 있다

.12** .08* .14***

원자력 의사결정은 모든 당사자
들 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13*** .12** .12**

 *p<.05 **p<.01, ***p<.001

2.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8>참조). 구체적으로, ‘원자력 정보가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록 그리고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이 모든 당사자들 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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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할수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들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의 범위는 .13 ~ .21). 그러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에 대한 인식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품들에 대한 위험인식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8>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간의 상관관계
위험인식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커
뮤
니
케
이
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06 .07 .01

원자력 정보는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16*** .21*** .13***

원자력 의사결정은 모든 당사자들 간 합
리적으로 이루어진다

.15*** .18*** .13***

 *p<.05 **p<.01, ***p<.001

3.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1-49>참조). ‘원자력 정보가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록 그리고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이 모든 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상관계수의 범위는 .10 ~ .21). 그러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

뿐이다’에 대한 인식은 화상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의사와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

을 분 뿐 나머지 생산물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9> 원자력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 간의 상관관계
사용의사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커
뮤
니
케
이
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01 .09* -.02

원자력 정보는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21*** .10** .13***

원자력 의사결정은 모든 당사자들 간 합
리적으로 이루어진다

.15*** .13** .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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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0>참조). 즉, ‘원자력 정보가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

리고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이 모든 당사자들 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할수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의 범위는 .10 ~ .18). 그러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

고에 관한 것뿐이다’에 대한 인식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품들의 사회적 수용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0> 원자력 커뮤니케이션과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사회적 수용 간의 관계
사회적 수용

방사선조사식품 화상용의약품 타이어

커
뮤
니
케
이
션

원자력정보는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02 .06 -.02

원자력 정보는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15*** .14*** .13***

원자력 의사결정은 모든 당사자들 간 합
리적으로 이루어진다

.18*** .14*** .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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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논

의의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

한 생산물과 관련하여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원자력에 대한 인

식, 방사선에 대한 인상과 위험인식, 방사선기술 및 이를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

식, 마지막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

험인식,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

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16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표본추출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추출된 표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

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원자력에 대한 인식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원자력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

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

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의 투명성’이나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매스미디어의 보도’와 관련하여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원자력의 위험특성들에 대해

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

듯 사람들이 원자력이 일정 정도 혜택을 준다고 인식하기는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또한 어느 정도 존재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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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다는 점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더 나아가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가중시

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관련 기술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이해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방사선에 대한 인식

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방사선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 응

답자들은 ‘부정적인 느낌/생각’ 또는 ‘핵폭탄이나 방사능’과 같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방사선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방사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차원

보다는 부정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위험하다고 인식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체

에 미치는 해와 안전성 검증 미흡 그리고 핵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 및 고정관념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에 대한 인식이 위험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의 소스는 주

로 원자력 위험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주로 언급하는 방사능이나 핵폭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식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이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 중에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

품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그나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방사

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지는 주로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있어서는 대체

로 그저 그렇거나 약간 유용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유용성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타이어가 그리고 화상용의약품에 대한 유용성인식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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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상용의약품과 타

이어의 경우 위험인식 정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에 대한 사용의사와 사회적 수용에 있어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사용의사와 사회

적 수용은 화상용의약품이나 타이어에 비해서 보다 낮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원자력에 대한 인식, 방사선에 대한 인상 및 위험인지, 그리고 방사선기술 이용 생

산물에 대한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원자력의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자력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과학

자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신

뢰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해서 여성

이 남성보다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더 낮게, 원자력 위험을 더 두렵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 남성들은 방사선을 ‘핵폭탄이나 방사선’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으나 여성들의 경우 막연한 ‘부정적 느낌/생각’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

이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방사선을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기술의 이용에 대해서 여

성이 남성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타이어에 대한 유용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방사선조사식품을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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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차이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50, 60대 연령

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원자력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험인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 20대와 40대는 방사

선을 ‘병원/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반면에 30, 50, 60대는 ‘핵폭탄/방사능’

‘부정적 생각/느낌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대

가 높을수록 방사선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방사선조사식품의 경우 연령

이 높을수록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유용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험인

식의 경우 타이어에 대해서만 40대가 20대 보다 위험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는 60대와 20대가 40대 보

다 타이어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력별 차이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학재학/졸

업 집단은 고졸미만의 학력집단에 비해 원자력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학원재학 이상의 학력집단의 경우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원자

력관련 기관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에서도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으로 이

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의

경우도 학력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방사선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방사선을 ‘부정적 생

각/느낌’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방사선을 ‘핵

폭탄/방사능’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방

사선을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근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대학원재학이상의 학력집단은 고졸미만의 학력집단보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유용성인식과 사용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재학이상

의 학력집단은 다른 모든 학력집단보다 방사선조사식픔에 대한 사회적 수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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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수준별 차이

소득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도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에 대한 인상과 관련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집

단은 방사선을 ‘부정적 생각/느낌’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았고, 중간집단은

방사선을 ‘병원/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집

단은 ‘핵폭탄/방사능’과 관련하여 연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방사선을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방사선을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5.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방사선기술 이용한 생산물의 유용성인식, 위험

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간의 상관관계

먼저,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에 대한 위험

인식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유용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

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사용의사와 사회적 수용 정

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

한 유용성,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 낮게 인식하였으며, 방사선기술 이용 생

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원자력 관련 기

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방사선기술 이

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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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각기 다른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해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립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중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유용성인식, 사

용의사, 사회적 수용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고 위험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화상용의약품이나 타이어에 대한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적 수용이 방사선조사식

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위험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방사선기술 이

용 생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해당 제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식품

류 같이 관여도가 높은 제품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제품인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과 사용의사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생산물별로 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부 및 관련기관은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의 산업적 육성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산업적 육성이 섣부르게 정부 주도하에서 서둘러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에 대한 국민

들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여성공중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원자력, 방사선,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제고

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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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방사선 그리고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성들

이 남성들보다 부정적인 인식, 특히 위험인식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이 모험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는 반면, 안정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성

향이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제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 공중을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20대의 경우 방사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정도를 보이며, 또한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

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방사선이나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커뮤니케이션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대의 경우 아직 방

사선이나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

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효과적인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및

이를 이용한 생산물에 대한 이해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이해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

이나 느낌’의 차원에서 형성되기 보다는 분명한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방사선과 관련된 위

험에 대한 인식은 명백한 근거 하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은

집단에 대해 방사선이나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들 집단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해 갖는 위험인식 또는 거부감의 근거가 무

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 근거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5.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서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 제

고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유용성인식, 사용의사, 사회

적 수용 그리고 위험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결국 방사선기술 이용 생

산물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방사선과 관련된 인상이 원자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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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혹은 사고(핵폭탄/방사능)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및 그 결과(부정적 생각/

느낌)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 및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인식은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형성하는 다양한

소스에 근거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응답자들에게서 나타

나는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높은 위험인식 및 낮은 사용의사와 사회적 수

용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형성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로 인

해 형성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낙인이 결국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까지 오

염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사기술 이용 생산물에 부

여된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해 지워진 낙인의

근원을 없애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형성을 위한 노력

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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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1 2 3 4 5

 2)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손실

을 잘 따져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2 3 4 5

 3)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은 그것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설문지>

Part I. 다음은 방사선 및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생산물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귀하께서는 방사선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                    )

                                                                 

2. 최근에는 방사선을 식품, 보건, 환경 생명공학과 같은 분야에 적용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

한 제품과 생산물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 들어 본 적이 있다 ☞ 문항 2-1로 2) 들어 본 적이 없다 ☞ 문항 3으로

2-1.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생산물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 주세요.

       1) 방사선조사식품       2)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3) 화상치료용 의약품 4)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5)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종자 6) 방사선 이용 살균의료용품    

     7)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타이어 8) 인공고관절

     9) 방사선 이용한 폐수처리시설 10) 기타 (                          )

2-2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생산물에 대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셨나요? 다음에서 모두 골라 주세요.

     1)TV 2)신문 3)라디오 4)잡지   5)서적  

  6)인터넷 7)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     8)시민단체

          9)광고 및 홍보물              10) 기타 (                 ) 

3.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생산물을 산업차원에서 육성하는 것과 관련하

여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생산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서 다음의 각 제품 및 생

산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최근에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유해물질

을 살균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식품의 살균처리를 위해 방사선기술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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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1)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상치료용 의약품이 얼마나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유용하
지 않다

별로
유용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유용하다

매우 
유용하

다

 (2)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상치료용 의약품이 사회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하
는 편

그저 
그렇다

찬성하
는 편

매우
찬성

 (3)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상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화상치료용 의약품이 얼마나 

위험 또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험

위험한 
편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

매우 
안전

 1 2 3 4 5

 (1)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타이어가 얼마나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유용하
지 않다

별로
유용하
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유용하다

매우 
유용하

다

 (2)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타이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하
는 편

그저 
그렇다

찬성하
는 편

매우  
찬성

 (3)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타이어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십

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 귀하께서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타이어가 얼마나 위험 또는 안

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험

위험한 
편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

매우 
안전

 1 2 3 4 5

 (1) 귀하께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을 살균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유용하
지 않다

별로 
유용하
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유용하

다

매우 
유용하

다

 (2) 귀하께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살균처리한 식품이 사회적으로 널

리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하
는 편

그저 
그렇다

찬성하
는 편

매우 
찬성

 (3) 귀하께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살균처리한 식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 귀하께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살균처리한 식품이 얼마나 위험 

또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험

위험한 
편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

매우 
안전

  

  4-2)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약품보다 화상부위를 더 빠르고 흉터가 적게 남도록 

치료하는 화상치료용 의약품이 개발되었는데요, 

  4-3)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타이어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타이어가 개발되었는데요,

5. 귀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쓰이는 방사선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

고 생각하시나요? 

   1) 매우 안전하다 ☞ Part II로 2) 안전한 편이다 ☞ Part II로

3) 그저 그렇다  ☞ Part II로 4) 위험한 편이다 ☞ 문항 5-1로

5) 매우 위험하다 ☞ 문항 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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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

Part II. 다음은 원자력과 관련된 질문사항들입니다. 

1. 귀하께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2)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 

3) 조금 들어 봤다 4) 많이 들어 봤다.

2. 귀하께서는 원자력이 주는 혜택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자력은 보건, 의료, 식품, 환경 등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1 2 3 4 5

 2) 원자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
다.

1 2 3 4 5

 3)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그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이다. 1 2 3 4 5
  

 

3. 귀하께서는 원자력에 대한 연구, 이용, 운영 및 규제를 담당하는 다음의 각 기관들에 대

해서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 1 2 3 4 5

 2)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1 2 3 4 5

 3) 원자력관련 시설이나 설비(예: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1 2 3 4 5

 4) 시민단체 1 2 3 4 5

4. 귀하께서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

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 신문, 라디오 등이 제공하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것뿐이다.

1 2 3 4 5

 2)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숨김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1 2 3 4 5

 3)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지역주민, 원
자력 업체, 정부 기관)의 참여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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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는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2) 원자력의 위험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 2 3 4 5

 3)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1 2 3 4 5

 4)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1 2 3 4 5

 5) 원자력에 의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5

 6)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의 결과는 눈에 보이게 바로 바로 나타난다. 1 2 3 4 5

 7) 원자력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1 2 3 4 5

6.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위험한 편이다 5) 매우 위험하다 

III.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
노무직

4) 농임․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학생 8) 무직/기타

4. 귀하의 교육정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1) 고졸미만  2) 고졸 3) 대학재학 또는 졸업     4) 대학원재학 또는 그 이

상 

5. 귀하 가구의 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남도 11) 충청북도

12)경상남도    13) 경상북도 14) 전라남도 15) 전라북도 16) 제주도



제2부 지역주민 RT 커뮤니케이션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RT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및 지역민 인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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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정읍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정읍과 인근 지역의 산업 활성화는 물

론 교육․연구․문화 측면의 전반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원만

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읍 연구원이 지역주민

을 상대로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

한 구체적인 ‘지역주민 RT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2006년에는 RT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현황과 RT 커뮤니케이

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 RT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한 국내

외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캐나다 원자력 관련 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방문하여 프

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2006년 9월에 정읍거주자 8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RT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 캐나다 지역사회 활동 모니터 결과

RT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과정의 특성은 △감성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

형성된 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단지 정보 제공만으로 주민

들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우며, 과학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와 과학에 대한 지

역민의 관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정읍주민 조사 결과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정읍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태도에 관계하는 각

종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단지 유치에 찬성하는 표면적인 태도 이면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적지 않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신뢰도 문제는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 중요한 관계를 갖는데,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 측정 결과 불신의 경

향이 나타났다. 둘째 주민들이 RT 이슈에 대한 대화나 토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주민 태도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스티그마가

발견되었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단지 유치에 대해

찬성 경향을 띠고 있으나, 이면에는 핵, 채르노빌, 원자력, 유출 사고와 같은 원자력

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스티그마는 방사선 연구원에 대한

위기 이슈가 있을 때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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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연구원과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RT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다음 네 가지 차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RT 커뮤니

케이션은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에서 기인

하는 스티그마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단지에 대한 기대수준에 대한 적절

한 평가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야 한

다. 즉 방사선연구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주민들의 개인적 이익 즉 그들의 삶의

질이나 웰빙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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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 Initiative towards Public Communication Strategy for KARTI

The present work is a review of the studies already undertaken about public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of nuclear energycomprising a lead survey of

local residents about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KARTI. The study

shows that the attitude towards nuclear energy is formed on the basis of direct

or indirect effects associated with nuclear energy or nuclear accidents. It was

also reveled through the study that these attitudes were generally resistant to

the change. Trust building amongst people about scientists in general could

induce attitudinal changes.

The study has discovered that residents of Jeongup area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KARTI as well as the Science Park, though this positive

attitude was not based on strong beliefs. In most cases, people have negative

attitude towards nuclear energy and this feeling may lead to turning previously

observed positive attitude into negative attitude towards Radiation Technology

and/or KARTI. It is also because of the reason that their trust in KARTI was

not so high.

As a matter of fact, nuclear energy is not necessarily hazardous always, but

people are generally fearful of the term "nuclear".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people must be made aware of the fact that institutions like KARTI have

nothing to do with high intensity radiation and are engaged in highly

people-friendly activities, such as radiation therapy, developing new crop and

fruit varieties as well as enhancing shelf-life of various food products, etc.

KARTI may therefore like to work more closely with local public by way of

engaging them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KARTI is not away from its

social responsibility and would not only be serving the neighboring population

in many more ways but also acting as one of the very strong mentor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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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정읍방사선 연구원의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기초연구 성

격을 갖는다. 정읍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정읍과 인근 지역의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교육․연구․문화 측면의 전반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Heath and Palenchar (2000)의 연구

에 의하면 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과 지역사회 다가가기(community

‐relations program)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경우에 주민들의 위험관련 지식

과 인지도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안면도나 부안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커뮤니케

이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역민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커뮤

니케이션 효과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읍 연구원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형 즉 ‘지역주민 RT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

한 구체적인 ‘지역주민 RT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번 1차 년도에는 RT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현황과 RT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RT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1. RT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이슈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어왔고, 이에 대해 커뮤니케

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반면에 정읍



- 87 -

연구원과 같은 성격의 RT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된 바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동

안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위험인식이나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결과를 중심으

로 RT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읍지역 주민의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지역주민 RT 커뮤니케이션 방향설정에 활용하였다.

2. 정읍지역 주민 인식조사

정읍지역 주민들의 RT 및 정읍연구원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

뢰도, 지식수준, 정보채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시설 등이 지역에 유치될 때에는 이에 대한 찬성과 반

대 여론이 나타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험의 경우,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이들 중에서 특히 원자력 관련 위

험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중심으로 RT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2. 정읍지역 주민인식조사

정읍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 표본크기 : 800명

○ 조사기간 : 2006년 9월 27일(수) - 29일(금)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가구추출방법 : KT와 하나로포스 전화번호 DB에서 동별로 20배수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

○ 응답자 선정 : 지역별 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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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주요조사 내용 : 거주만족도, 정읍방사선연구원 및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

한 인지도, 관심도, 입주에 대한 찬반 태도, 단지에 대한 평가, 신뢰도, 관련

지식, 전망 등.

3. 캐나다 원자력 관련 기관의 지역사회 다가가기 활동에 대한 방문견학

캐나다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지역사회 다가가기 프로그램 (community outreaching

program)에 대해 관련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방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006. 10. 11-18.

○ 방문 기관

- Canadian Nuclear Association (원자력 사업체 연합회. 오타와.)

- Radiation Protection Bureau, Health Canada (중앙정부 기관, 오타와)

- MDS Nordion (방사선 응용장비 생산업체. 캐나타)

- Ontariou Power Generation (핵․수력․화력 발전업체. 콘웰)

- Fiends of Earth (시민단체. 원자력 반대입장. 오타와)

- Sierra Club (시민단체. 원자력 반대입장. 오타와)

- EFN-canada (시민단체. 원자력 찬성입장. 퀘벡)

- Jeremy Whitlock. (과학자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딥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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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연구동향

그동안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저장설비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위험을 어떻게 지각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등

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정읍 연구원의 지역주민 RT 커뮤니

케이션 모형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1절 Low Dose Radiation and Risk Communication Project (미국)

미국 정부 DOE의 Low Dose Radiation Research Program의 일부로 진행된 프로

젝트로서 방사선 노출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

해 ①시민들이 어떻게 방사선 위험을 인식하며 ②사회적으로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

며 ③시민들이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서베이를

실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위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연구내용은 이 프로젝트의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및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유사하다.

① Flynn, J. (in press). Nuclear stigma: Notes on the social history of radiation.

In N. Pidgeon, R. Kasperson, &P. Slovic (Eds.),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orthcoming, Summer 200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② Flynn, J., & MacGregor, D.G. The social geography of risk communication.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③ MacGregor, D. G., Flynn, J., Slovic, P., &Mertz, C. K. (2002). Perception of

radiation exposure: Part I. Perception of risk and judgment of harm (Report No.

02-01).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④ MacGregor, D. G., Flynn, J., Mertz, C. K., & Slovic, P. (2002). Perception of

radiation exposure: Part II. Communicating about radiation exposure and health

effects.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⑤ MacGregor, D.G., &Flynn, J. (2002). Public perception of nuclear materia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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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research.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⑥ Peters, E., Burraston, B., &Mertz, C.K. (2002). An emotion-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s of emotion, affective reactivity, and

worldview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⑦ MacGregor, D. G. (2002, January). Ionizing radiation: A tutorial on sources

and exposures. (Version 2.0, Report No. 02-02).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⑧ MacGregor, D.G., Mertz, C.K. (2002). Communicating about low-dose

exposure.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⑨ Gregory, R., &Arvai, J. L. (2002). A decision-focused approach to DOE

cleanup priorities.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⑩ Satterfield, T., &Levin, J. (2002). Risk communication, fugitive values, and

the problem of tradeoffs at Rocky Flats. Eugene, OR: Decision Research.

⑪ Tuler, S. (2002). Radiation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A case study

of the Fernald Environmental Management Project. Leverett, MA: Soc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⑫ Webler, T. (2002). Low dose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A case

study of the tritium controversy at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Leverett,

MA: Soc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⑬ Mertz, C. K., Flynn, J., MacGregor, D. G., Satterfield, T., Johnson, S. M.,

Tuler, S., &Webler, T. (2002). Community surveys: Low dose radiation. Fernald,

Ohio and Rocky Flats, Colorado. Eugene, OR: Decision Research.

제2절 Choosing a Way Forward Project (캐나다 )

캐나다의 핵폐기물 저장소관리기구에서 실시한 연구로써 2002년부터 2005년에 걸

쳐 전문가, 이해관계집단,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토대로 핵폐기물의

관리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다양한 캐나다인들을 연구과정에 참여시

켰고, 또 윤리적․사회적․경제적․기술적․과학적 이슈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의 초기에 시민들과의 대화 프로그

램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 이것을 연구방법의 선택자체에 반영하였

다. 프로젝트 진행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시키고 참여시키는 방법들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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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화( Conversations About Expectations)

: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여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고, 접근방법을 모

색하였다.

○주요이슈참고 ( Exploring the Fundamental Issues)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요 연구문제를깊이 있게 선정하고, 분석

틀을개발하였다.

○평가 ( Evaluation of Management Approaches).

: 분석틀과 연구결과를 적용하여새로운제안을 도출한다.

○연구보고서( Finalizing the Study Report)

제3절 Mental Models Approach (Morgan, et al. 2002)

Carnegie-Mellon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다. 이 연구는

위험에 관한 메시지 내용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터뷰를 통해 일

반 시민 또는 지역 주민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일종의 ‘개념지

도’(mental model)를 작성한다. 그 다음 이것을 전문가 집단의 개념지도( mental

model)와 비교해서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대상자간의 위험에 대한 개념차이를 파

악한다. 이러한 개념 차이를 통해 일반인이 위험에 대해 무엇을 잘 못 알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입각해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하자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특히 위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부

분을 적확하게 파악하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절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pproach (Pidgeon et. al. 2003)

위험 사건은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이론

이다. 위험 사건은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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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의 사회적 증폭이론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거나 억제되는데 있어 ‘신뢰’

를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에

있어 여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그 결과 위험 평가에서

있어서는 프랑스와 미국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인 보다는

전문가나 정부관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프랑스 응

답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랑스는 핵과 관련된 과학자, 산업,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왔으며, 핵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미국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조사 결과는 위험과 불신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

라서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은 특히 인식의 증폭과정(amplification)에서 작용하는 신뢰도 등과 같은 요

인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출처: Kasperson and Kasperson (2005).  (p.106).

<그림2-1> Highly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nd potential impacts on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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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결과

제1절 RT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과정의 특성

일반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위험(risk)과 혜택(benefit)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 형성된다(Heath and Palenchar 2000). 위험이 크고 혜택이 적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위험이 적고 혜택이 큰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

된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나 혜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 이슈 및 위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막연한 두려움이나 과거

특정 사건에 연계된 재난 등을 연상함으로써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또는

지나치게 낙관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

은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위험 및 과학기술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에 대한 논쟁이 단지 과학자 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자원과 시간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논쟁에서 사실 보다는 감정에 입각한 주장들은 사회

적 합의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폐기물 저장소 부지 선정을 둘러싼 한국사회

의 논쟁도 좋은 예가 된다. 따라서 과학을 일반 시민에게 가까이 가져가는 커뮤니케

이션 작업은 더 이상 과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과학적 논쟁에 도덕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용어를 비롯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있고, 둘째는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

지 않는다는데 있다.

1. 감성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다. 뿐만 아니라 관심도

적기 문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태에서 과

학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매스 미디어에서 접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

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방사선의 경우 방사선과 관

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원자력, 핵,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정보나 감성적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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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생명공학에 대한 태도형성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생명공학 기

술의 특정한 응용인 유전자 정보의 활용 기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정

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생명과학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하고 전반적인 이미지에서 연

상되는 이익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성겸. 2004). 그리고 원자력 폐

기물에 대한 주민태도 연구에서도 이러한 감성적 연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Low Dose Radiation and Risk Communication

Project 팀의 연구도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각 개인이 가지는 세계관 그리고 원자

력에 대한 감성적 반응에 따라 부정적 스티그마(stigma)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Peters & Burraston & Mertz, 2002). 따라서 여론은 최근의 연구결과가 과학적인 지

식보다는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조성겸 2004A).

Affective 
reactivity

Worldviews

Emotional
appraisals

Negative
emotion

Risk 
perception

 Stigma

<그림2-2> emotion-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

출처: Peters & Burraston & Mertz (2002). "An Emotion-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 Low Dose, Risk, 
Decision, & Risk Communication. U. S. Department of Energy Low Dose Radiation Research Program. (p.12).

2. 형성된 태도는 바뀌기 어렵다

일단 형성된 태도는 잘 바뀌기 않게 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념이 원자력에 대

한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joeberg 2000). 핵 발전에 긍정

적인 사람은 위험성을 적게 보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것이

다. 따라서 위험지각이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표

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own 등 (1987)도 핵 발전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핵 발전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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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 대한 감성적 느낌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

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여론이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은 기존 태도를 바꾸기 보다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

다. 이 점은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다는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아도 단순한 정보제공으로는 태도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연구결과

들을 검토하면 단지 정보제공만으로는 시민들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필요한 것

은 ‘과학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와 ‘과학에 대한 관여’라고 볼 수 있다.

1.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

시민들이 과학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위에서 논의했지만 과학에 대한 정보만

으로는 여론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과학에 대해 그다지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않

은 상태에서 ‘과학’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일반 시민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과학자를 신뢰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신뢰가 과학적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pproach(SARF) 모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모델에

서는 기관이나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리스크 증폭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Priest 등(2003)은 생명공학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신뢰가 지

식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핵폐기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서 Slovic 등 (1991)은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핵 폐기물 저장소 유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 에너지 사용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aharik and Fischhoff 1993).

그러면 이러한 신뢰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가? 신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Hurley(2006)가 제시한 모델이 적

절한 것으로 보인다. Hurley의 모델은 조직 내의 리더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방



- 96 -

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지만, 과학단지 및 과학자의 신뢰에도 적용할 수 있다.

Hurley에 의하면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적 특성 세 가지 그리고 상황적 특

성 7가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황적 요소를 구분함

으로써, 그는 개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태도나 특성은

단기간에 잘 변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

며, 더불어 개인의 태도와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또한 그는 신뢰도가 결정되는 상황적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신뢰

를 얻고자 하는 사람/혹은 조직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가. Hurley의 신뢰도 모형

(1) 의사결정자의 요소–개인의 특성

-위험수용도(risk tolerance) :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성향인지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자신감(level of adjustment): 다른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도 달라진다.

-사회적 힘(relative power): 의사결정자가 권위가 있을수록 남을 신뢰하려는 경향

이 크다.

(2) 상황적 요소-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정이 가능하다

-안전 (security): 상황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

-유사성 (number of similarities):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공통의 가치, 같은 산업, 성별 등등의 공통점은 신뢰도를 높인다.

-이해관계의 일치 (alignment of interests):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일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상대에 대한 관심(benevolent concern): 상대방이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능력(capability): 상대방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예측성 및 정직성 (predictability and integrity):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가능하고

말한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커뮤니케이션 (level of communication): 정직하고 솔직한 (open and honest) 커뮤

니케이션은 신뢰도를 높인다. 반면 불성실한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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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다.

2. 과학에 대한 관여도와 웰빙

신뢰도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과학에 대한 관여도다. 만약 시민들이 과학에 높

은 관여를 가지고 있다면 과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할 것이다. 그리

고 이것은 정보의 영향을 그만큼 높여주게 된다. 즉 정보제공을 이용한 태도변화가

더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과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의 태도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에서도 연유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 과학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는가? 사실 일반

시민 대부분은 과학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다. 그런데 최근의 황우석 사태는 일반

인들도 경우에 따라 과학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년

10월 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여러 문제점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집중 보도되었다. 비

록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기는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 뉴스를 집중적으로 받아

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치료 및 국제적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캔들 이전보다 이후에 줄기세포 연구 즉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지지여론

이 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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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생명공학 분야별 연구지지도 (2005년 7월, 2006년 2월 전국민 여론조사).
출처: 조성겸 (2005). 생명과학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 전화 응답자 조사. 『ELSI 자료집』 2005-4/  조성겸 (2006). 

생명과학에 관한 일반시민 인식조사 : 전화 응답자 조사. 『ELSI 자료집』 2006-1.

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이처럼 과학이 시민들이 중시하는 가치 또는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이 시민들의 웰빙 또는 삶의 질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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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관여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삶의 질이 높

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보편성을 보일 것이다. 다음 그림은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질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

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 등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웰빙 및 삶의 질 요소와 과학이 어떻게 연계

되는냐에 따라서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림2-4> 중요한 삶의 질 요소 (1995년 충남지역 주민 여론조사 결과)

출처: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94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연구 연구결과 보고서: 
                                             과학기술발전과 한국인의 삶의 질.

제3절 커뮤니케이션 방안

그러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

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Fischhoff(1995)는 지금까지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 단계 별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있고 그것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음 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그 전단계의 커뮤니케이

션 방식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 99 -

○ Fischhoff의 위기관리 7단계1)

1단계 :제대로 된 정보(numbers)를 입수하면 된다.

All we have to do is get the numbers right

2단계: 정보(numbers)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All we have to do is tell them the numbers

3단계: 정보(numbers)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설명한다.

All we have to do is explain what we mean by the numbers

4단계: 시민들이 과거에 비슷한 위험을 받아 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All we have to do is show them that they’ve accepted similar risks

5단계: 위험과 이익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All we have to do is show them that it’s a good deal for them

6단계: 정성과 예의를 갖추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All we have to do is treat them nice

7단계: 시민들을 참여시킨다.

All we have to do is make them partners

1단계: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보(numbers)를 입수하는 것이다.

1단계는 과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시절의 모델이다. 과

학자는 특별히 일반 시민에게 전달해야할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알아

야 할 만큼 큰 위험이 있지 않고, 또 전문가들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굳

이 시민들이 걱정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학자가 할 일은 따라서 위험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것은 특

별히 과학자 또는 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숨겼다는 인식을 줄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납득시킨 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위험수준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과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득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출처: Fischhoff, B. (1995).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Unplugged: Twenty Years of Process,"  

Risk Analysis. 15-2. 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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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요한 일은 정보(numbers)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알

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전달

하는 정보는 대체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제시된 정보를 원래부터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나 가치관에 맞추어 확대하

거나 축소해서 해석할 가능성도 많다.

3단계: 정보(numbers)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숫자)가 그 자체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자, 그 다음 단계로 설명하

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이 적고, 또 관여도도 높지 않은 시민

에게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꼭 필요한 특정의 정보를 집

중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많

은 정보를 제공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된

다. 앞서 살펴본 Mental models approach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시민들의

지식수준이나 의사결정 상황을 분석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

아내는 것이다.

4단계: 시민들이 과거에 비슷한 위험을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타난 방식중의 하나는 위험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기술 X의 위험은 당신이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의 그것보

다 더 크지 않다…따라서 왜 기술 X를 수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비교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바

람직하지 않고, 때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

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과 혜택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클 경우 큰 위험도 감수하지만, 이익을 없을

경우 조그마한 위험도 감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단계: 위험과 이익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위험과 이익, 모두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즉 위험을 평가할 때, 그것이 수반하는 이익

또는 다른 위험의 감소를 같이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위험이나 이익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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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프레이밍(framing) 연구들이 이 점을 보여준다(Kahneman and Tversky 1984).

실제로 위험과 이익의 상대적 크기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요구된다. 앞서 3단계에서 중요

한 것이 ‘무엇을 전달하는가’ 였다면 5단계에서는 그것과 함께 ‘어떻게 전달하는가’

가 중요해 진다.

6단계: 정성과 예의를 갖추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전달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시민들이 충분히 메시지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이 커뮤니케이

션 메시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전달자

의 인상, 메시지의 완성도 등 여러 가지 주변적인 단서를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단지 기술적인 결함을 가지고 시민들은 커뮤니케이션 내용

이 ‘믿을 수 없다’든지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선에서 이러한 주변적인 단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예컨대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오자가 있게 되면 더 이상 그 보

고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주변적인 단서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한다. 실제

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변적인 단서에 너무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기술이나, 기법 등에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적인 단서에 신경을 씀으로써 우리는

시민들이 보다 중심적인 단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7단계: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관련된 위험과 이익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민들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전문가에 전달하기를, 때로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기를, 그리고 때로는 전

문가들과 함께 위험이나 이익을 같이 평가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Sjoeberg(1999)는 핵폐기물저장장소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시민 참여는 신뢰회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대안이

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를 참여시키는 가가 문제가 된다. 실제로 위

험에 대한 논쟁이 과정에 대한 논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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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절차나 범위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히

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위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과정은 RT커뮤니케이션의 모델 구성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선정

: 3단계에서 중시된 것으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Mental model approach 등 다양한 내용선택 기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방법의 선택

: 5단계에서 중시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원자력

을 에너지 문제로 프레임해서 전달하는 경우에서처럼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전달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위험과 현재의 위험을 비교하는

방식은 신뢰도 저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Oleckno 1995).

○ 시민참여 방법에 대한 검토

시민 참여는 그 절차와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참여방법이 제안되고 있으

며 따라서 어느 것이 적합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참

여는 시민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태도를 형성한 다음 보다는 그 이전에 즉 초기에 실

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정중하고 세심한 커뮤니케이션 노력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때 주변적 단서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 용어, 디자인, 문

장 등 많은 부분에서 독이성은 물론 그것이 주는 비언어적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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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주민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첨단단지에 대한 태도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주민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첨

단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태도의 측면, 둘째는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태도의 측면이다.

1. 첨단단지 전반적인 대한 태도

정읍 주민들의 첨단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2)>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잘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볼 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1.1%, <잘된 편>이

라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잘못된 편>은 7.3%,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은 1.4%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주민은 8.6% 수준이었다. 모르겠다는 응

답은 10.5%로 나타났다.

<표2-1> 전체적으로 볼 때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n=800)

n %

아주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169 21.1

잘된 편이다 478 59.8

잘못된 편이다 58 7.3

매우 잘못된 일이다 11 1.4

모르겠다 84 10.5

2.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방사선 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선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3)>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4%가 잘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못된

2) 이하에서는 ‘첨단단지 유치 태도’로 표현한다.

3) 이하에서는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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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

다>는 응답이 14.9%, <잘된 편>이라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으며, <잘못된 편>이

10.5%, <매우 잘못된 편>이 2.6%, <모르겠다> 21.5%로 나타났다.

<표2-2> 방사선 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선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n=800)
n %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119 14.9

잘된 편이다 404 50.5

잘못된 편이다 84 10.5

매우 잘못된 편이다 21 2.6

모르겠다 172 21.5

방사선 연구원 정읍 유치에 대한 주민 생각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찬성 여론이 약간

낮아지고 반대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는 방사선 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n=483) 찬성했었다는 주민이

73.9%, 반대했었다는 주민이 12.2%로 나타났다4). 이러한 결과는 현재 방사선 연구원

의 정읍 입주에 대해 <잘된편> 65.4%, <잘못된편> 13.1%라는 응답(n=800)과 비교해

보면 찬성 여론은 약간 감소, 반대 여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3> 1년 전에는 방사선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n=483)
n %

찬성 357 73.9

반대 59 12.2

모르겠다 67 13.9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변화를 살펴보면 찬성에서 반대의견으로 바꾼 주민 비

율(0.6%)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주민 비율(3.5%)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2-4> 1년 전에는 방사선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n=483)
n %

처음 찬성 현재 찬성 340 70.4

처음 반대 현재 반대  56 11.6

처음 반대 현재 찬성 17 3.5

처음 찬성 현재 반대 3 .6

모르겠다 67 13.9

4) <정읍에 방사선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주민(n=483)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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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와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모두 부정적 평

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첨단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긍정

적 평가는 80.9%로 대다수였으나,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5.4%로

15.5%의 차이가 났다. 부정적 평가에 있어서는 첨단단지가 방사선연구원 보다 4.5%

정도 낮아 큰 차이가 없었다.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첨단단지의 경우 10.5% 수준

이었으나,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21.5%로 차이가 났다.

첨단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잘된 편>이라고 답한 주민(647명) 가운데 76.2%가 방

사선연구원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정읍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단지

유치 정도의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방사선연구원에

대해 <모르겠다>는 유보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5>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별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 (%)

첨단단지 유치태도
방사선연구원 유치태도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잘된 편 76.2 8.0 15.8 

잘못된 편 15.9 60.9 23.2 

모르겠다 22.6 13.1 64.3 

     X2= 274.983. df=4. p<.001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핵심적인 기관이 방사선연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과잉 기대’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태도 결정의 요인

첨단단지 조성과,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관한 주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

한 주민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측면을 병행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 결정에 관여하는 요인들로 △인지도 △관심도 △스티

그마 △신뢰도 △지역에 대한 애착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밖에 응답자의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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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도 태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 요인과, 방사선연구원․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인지도와 방사선연구원 ․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가. 인지도의 특성

(1) 인지도

방사선연구원 입주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방사

선연구원 입주에 대한 인지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에 방사선연구원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5%,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28.5%로 나타났다.

<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는 사람이 51.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반

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2-6> 정읍에 방사선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n=800)
n %

알고있다 572 71.5

모르고 있다 228 28.5

<표2-7>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 (n=800)
n %

알고있다 415 51.9

모르고 있다 385 48.1

(2) 인지 수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

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본인 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인지수준 분

석 결과 주민들은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경우 스스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단지의 경우 응답자(n=415)의 75.7%가 <모르는 편(모르는 편 53.3%,

전혀모른다 22.4%)>이라고 답했다.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아는편>이라는 응답이

51.0%로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이 49.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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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방사선연구원, 첨단단지에 대해 스스로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잘아는편
잘아는편 모르는편

전혀

모르는편

방사선연구원 인지수준 (n=572) 1.9 49.1 36.4 12.6

첨단단지 인지수준 (n=415) 3.1 21.2 53.3 22.4

나. 인지와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 인지도와 태도

조사 결과 방사선연구원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

읍에 방사선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방사선연구원 입주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2.0%로 나타났으며, 연구원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응

답자들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48.7%로 낮았다.

<표2-9> 방사선연구원 인지여부 별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  (n=800)
방사선 연구원 인지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알고있다 72.0 12.4 15.6 

모르고 있다 48.7 14.9 36.4 

  X2= 47.308. df=2. p<.001

또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긍

정적 평가 비율이 높은 것(86.3%)로 나타났다. 이는 방사선연구원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즉각적 평가에 대해서도 주

목할 만하다.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방사선 연구원 입주

가 <잘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8.7%로 나타났다.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모

르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75.1%가 <잘된 편>이라고 즉각적 평가를 내렸다.

<표2-10> 첨단단지 인지여부 별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n=800)
 첨단단지 인지 

첨단단지 유치 태도 (%)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알고있다 86.3 8.0 5.8

모르고 있다 75.1 9.4 15.6

     X2= 21.823, df=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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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보면, 방사선연구원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비해 주민 인지도가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쪽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적 평가 보다는 긍

정적 평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첨단과학산

업단지에 비해 즉각적 평가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지수준과 태도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n=572)

인지 수준과 기관 입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스로 인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사선연구원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연구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는편(자세히 알고있다 + 대략알고 있다)>이라

고 답한 응답자의 75.3%는 방사선연구원의 입주에 대해 <잘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1> 방사선연구원 인지수준별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 (n=572)
방사선연구원 

인지수준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아는 편 75.3 14.4 10.3 

모르는 편 68.6 10.4 21.1 

 X2=13.487, df=2, p<.005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첨단단지 조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n=415)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스스로 인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스스로 모르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관계 없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

로 첨단단지에 대해 <아는편>이라고 답한 사람의 88.1%가 첨단단지유치가 <잘된편>

이라고 답했으며, 스스로 <모르는편>이라고 답한 사람의 85.7%가 잘된편이라고 답

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긍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연구원에 대해 인지수준이 높은(매우 잘 알

고 있다 + 잘 아는 편) 사람이 긍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긍정적 평

가를 할 가능성이 방사선연구원 보다 더 높고, 나아가 단지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

건 낮건 간에 관계 없이 긍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9 -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하면,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이를 연구원

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

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관심도와 방사선연구원․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가. 관심도

첨단 단지 조성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 2/3 정도는 첨단단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주민이 8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응답자의 33%가

첨단단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n=415)를 대상으로 <첨단 과학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 결과 <관심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64.6%(관심이 매

우많다 15.2%, 관심이 많은 편 49.4%)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다(관심이 없는 편 28.4%, 전혀 관심이 없다 7.0%).

<표2-12> 첨단 과학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n=415)
n %

관심이 매우많다 63 15.2

관심이 많은 편이다 205 49.4

관심이 없는 편이다 118 28.4

전혀 관심이 없다 29 7.0

나. 관심도와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첨단과학단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주민과 관심이 없다는 주민에 대하여 <방사선

연구원 유치 태도> 응답 특성을 살펴본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아주잘된일 23.5%, 잘된 편 57.1로 긍정적 평

가가 80.6%로 나타났다. 관심없는편이라는 응답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62.6%(아주잘

된일 10.9%, 잘된 편 51.7%)로 나타났다.

<표2-13> 첨단단지 관심 정도 별 방사선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 (n=415)
단지에 대한 관심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

잘된 편이다 잘못된 편이다 모르겠다

관심 있는편 80.6 8.6 10.8 

관심 없는편 62.6 21.8 15.6 

    X2= 18.369. df=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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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단지 유치 태도>의 경우에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와 관심이 없다는 응

답자 사이에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는 편>이라는 응답자

들은 첨단과학단지 유치에 대해 잘된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1.4%로 높게 나타

났다(아주잘된 일 32.8%, 잘된 편 58.6%). 이에 비해 <관심없는편>이라고 답한 응답

자들은 이보다 낮은 76.9%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주잘된 일

13.6%, 잘된 편 63.3%).

이러한 결과는 첨단단지에 대한 주민 관심이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2-14> 첨단단지 관심 정도 별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n=415)

단지에 대한 관심
첨단단지 유치 태도 (%)

잘된 편이다 잘못된 편이다 모르겠다

관심 있는편 91.4 5.6 3.0

관심 없는편 76.9 12.2 10.9

    X2= 17.847. df=2. p<.001

3. 스티그마와 방사선연구원 ․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가.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단지유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찬성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사선연구원에 대해서 이보다 낮은 65.4%가 찬성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첨단단지의 핵심 기관인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찬성 경

향은 첨단단지 유치에 비해 낮은 찬성 수준을 보이고 있을까? 이에 대한 원인은 여

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스티그마(stigma)의 차원에서 이러

한 태도의 차이를 접근해보았다.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과학단지에 대해 응답자들이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은 중요하다. 스티그마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대상의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어떤 이슈에 대한 스티그마는

이슈의 위험을 증폭 혹은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원자력 관련 분야는 스티그마로 인한 위험의 증폭이 더욱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읍주민들이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스티그마가 존재하는지, 어

떠한 스티그마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방사선연구원이 안전 혹은 위험하다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9-1, 9-2)를 자유응답 형태로 질문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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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힌 266건의 자유 응답(n=239, 복수응답 가능)을 분

석한 결과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는 핵에 관한 위험성이 적지 않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직접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응답과 막연하게 위험을 평가하는 응답을 분석

한 결과, 266건 가운데 63.6%인 169건의 응답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36.4%(97건)의 응답이 막연한 수준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표2-15> 방사선연구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n=239, 자유응답, 복수응답가능)

n %

직접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응답 169 63.6

막연하게 위험을 평가하는 응답 97 36.4

직접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응답들을 살펴보면, 방사선연구원을 핵에 대한 위험

성과 직접 연결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응답에 사용된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방사선이 위험한 것이라서,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처럼 방사선을

직접 언급하며 위험을 제기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방사선하면 잘

모르지만 핵하고 관계된 것 같아서, △방사선은 핵종류라서 ... 좋은 것은 아니다와

같이 연구원을 ‘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응답이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방사능

이라는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와 같이 ‘방사능’이란 단어를 써서 위험을

표시한 경우가 6건, △원자력이기 때문에 처럼 ‘원자력’을 위험요인으로 연상하는 경

우가 6건으로 나타났다. △체르노빌의 선례를 보면 위험하다와 같이 연구소를 체르

노빌 사건과 직접 관련시키는 경우도 3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위험을 평가한 169건의 응답 가운데, 92건의 응답이, ‘방사

능’ ‘방사선’ ‘원자력’ ‘핵’ ‘체르노빌’ 등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169건 가운

데 △방사선이 노출되면 인체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면 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럼 ‘유출’ ‘노출’ ‘누출’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32건에

이르렀다. △그냥 있어도 기형아 문제가 우려된다와 같이 ‘기형아’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는 경우도 8건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들의 경우 이러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지 않았으나, 연구소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방사능누출의 문제와 그로 인해 파

급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지적함으로써, 방사선연구원을 원자력발전소와 유사한 수

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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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위험성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읍

주민들에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 여과 없이 투영되어 스

티그마로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막연하게 위험성을 평가한 경우는 △잘모르니까 들어봤을때 그런생각이 든다, △왠

지 안좋을 것 같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세, 3세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 △그 속 내를 모르기 때문,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면 정읍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등과 같이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막연히 위험성을 느

끼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경우 직접적인 위험 평가 보다는 위험인식에

대한 강도가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역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스티그마가 방사선연구원에도 분명히 잠재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25%정도가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인식의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스티그마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읍주민들의 65% 정도가 방사선연구원이 정

읍에 들어선 건에 대해 ‘찬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반응의 이면

에는 부정적인 태도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티그마는 현재는

직접적인 주민 태도와 연결되지 않지만 위험의 증폭 요인으로 잠복되어 있으므로 보

다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이유

이에 반해 방사선연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막연한 이유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는 주민들의 자유응답 442건(n=239, 복수응답 가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기서

는 페기물이나 원자력을 취급하지 않는다, △발전소같이 직접적으로 물질을 생산하

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엔 위험할거라 생

각했으나 교육을 받고나서 안전할거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직접 가서 봤는데 폐

기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잘 해놓았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방사선 하면 핵이 떠오

르는데 이곳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

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서 하고 과학자들이 하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안전하다는

식의 막연한 이유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 응답의 예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금은 다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사능 누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에서 관리 하니깐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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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등과 같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위험 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과학이라서 그냥 안전

할거 같다, △과학기술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즘 과학으로는 안전성이 있을 것이다

등과 같이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를 안전성과 연결 지어 답하고 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박사들이 먹고 자고 살고

있어서,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전할 것이고, 거기 사람들도 똑똑한 사

람이겠는데 뭐가 위험하겠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안 죽고 잘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상관있겠냐 등과 같이 과학자에 대한 신뢰를 안전의 이유로 답하고 있다.

△위험하면 들어서면 안되지만 안전하니까 들어선 것이 아닌가, △모임에 가서 아

주머님들이 말하기를 좋다고 말하더라, △아직까지는 언론에 큰 피해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동네이장

이나 관련하는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등과 같이 주변의 정보로 막연히 안전

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나타났다.

안전의 이유에 대한 이러한 응답은 △정부에 대한 신뢰 △과학에 대한 신뢰 △과

학자에 대한 신뢰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응답은 ‘누구누구가 안전하다니까 안전하다’는 식으

로 막연하게 진술되고 있으며, 분명한 이유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답변과

비교해보면 응답자의 확신이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적은

믿음은 새로운 사건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스티그마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활

동이 필요하겠다.

다. 태도 결정의 주요 소스

방사선 연구원이 위험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경로에 대해 자유 응답 형태

로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의 주민들은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게 됐

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주로 누구의 말이나 글을 통해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질

문에 대해 응답자의 45.3%가 ‘매체(방송, 신문, 홍보매체 등)’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

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29.7%, ‘주위사람으로부터 들어

서’라는 응답이 9.3% 순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연구원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서’라는 답은 2.8%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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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6> 방사선 연구원이 위험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 (n=647)
n %

매체 293 45.3

개인적인 생각 192 29.7

주위사람 60 9.3

방문 18 2.8

책 16 2.5

친구 8 1.2

교육 6 0.9

가족 3 1.5

기타 67 10.4

잘모름 4 0.6

4. 신뢰도와 방사선연구원․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가. 신뢰도의 특성

(1) 기관에 대한 신뢰

정읍주민들은 정읍시에 대한 신뢰는 높으나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게 △정읍시 △중앙정부기관 △정읍 방사선연구원 △

중앙언론기관 △지역언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한 결과, 정읍

시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역언론

58.0%, 중앙언론 56.1%, 시민사회단체 53.6%, 방사선연구원 51.1%로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정부기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3.4%로(매우 신뢰

3.1%, 신뢰하는 편 30.3%)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2-17>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n=800)
 정읍시 중앙정부 방사선연구원 중앙언론 지역언론 시민단체

매우 신뢰 7.9 3.1 7.4 8.0 7.3 5.9

신뢰하는 편 60.1 30.3 43.8 48.1 50.8 47.8

신뢰하지 않는편 16.8 35.0 13.4 24.8 17.3 19.9 

전혀 신뢰 않는편 4.5 14.1 3.5 5.8 3.4 4.4 

모르겠다 10.8 17.5 32.0 13.4 21.4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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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주민 신뢰는 다음의 세 가지 문항을 추가하여 좀 더 세밀하

게 접근해보았다. 분석 결과 <방사선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53.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방사선연구원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편이라고 긍

정적으로 답한 주민이 33.6% 수준으로 낮았다. <방사선연구원 활동 가운데 기억하

는 활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난다는 주민은 5%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주민들이 방사선연구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연구원의 활동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방사선연구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요하

게 이뤄져야 된다고 볼 수 있다.

<표2-18> 방사선 연구원이 발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믿는 편인가? (n=800)
n %

매우 믿을수 있다 55 6.9

믿을 수 있는 편이다 376 47.0

믿을 수 없는 편이다 103 12.9

전혀 믿을수 없다 24 3.0

모르겠다 242 30.3

<표2-19> 방사선연구원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n=800)
n %

매우 노력하고 있다 42 5.3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226 28.3

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84 10.5

전혀 노력하고 않는다 64 8.0

모르겠다 384 48.0

<표2-20> 방사선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벌이는 행사나 활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n=800)
n %

기억난다 40 5.0

기억나지 않는다 76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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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원 안전성에 대한 신뢰

<방사선연구원이 어느정도 위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

답자의 절반은 안전한편(매우 안전 6.0%, 안전한편 45.0%)로 나타났으나, 위험한 편

이라는 응답자 29.9%, 모르겠다는 응답자 19.11%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1> 방사선연구원이  어느 정도 위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n=800)
n %

매우 안전하다 48 6.0

안전한 편이다 360 45.0

위험한 편이다 201 25.1

매우 위험하다 38 4.8

잘모르겠다 153 19.1

(4) 환경 유지에 대한 신뢰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서면 단지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될 것으로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59.5%(약간 훼

손될 것 43.9%, 훼손되지 않을 것 15.6%)로 나타나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 전망(24.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2-22>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서면 단지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n=800)
n %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70 8.8

심한편 128 16.0

약간 훼손될 것이다 351 43.9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125 15.6

모르겠다 126 15.8

(5) 산업적 이익에 대한 신뢰

<주민들은 첨단과학단지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0%로 높았고, <도움이 안될

것> 8.4%, <모르겠다> 12.6%로 나타나 지역발전에 강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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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3> 첨단과학단지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n=800)
n %

매우 도움이 되는편 195 24.4

도움이 되는편 437 54.6

도움이 안되는편 51 6.4

전혀 도움이 안된다 16 2.0

모르겠다 101 12.6

그러나 주민들은 첨단과학단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응답은 25.9%(매우 많이 6.4%,

많은 편 19.5%)였으며,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응답(약간 42.5%, 거의 없을 것 5.3%)

이 47.8%로 높게 나타났다.

<표2-24> 첨단과학 단지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가? (n=800)
n %

매우 많이 들어올것 51 6.4

많은편 156 19.5

약간 들어올것 340 42.5

들어오지 않을것 42 5.3

모르겠다 211 26.4

(6) 개인적 이익에 대한 신뢰

주민들은 <첨단과학단지가 나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34.0%) 보다 도움이 안될 것(48.3%)이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21.0%로 나타났다.

<표2-25> 첨단과학단지가 나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각하는가?(n=800)
n %

매우 도움이 되는편 41 5.1

도움이 되는편 231 28.9

도움이 안되는편 218 27.3

전혀 도움이 안된다 168 21.0

모르겠다 142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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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보면 첨단과학단지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분명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유

보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적지 않으며, 연구원 입주와 주민 개인 이익과의

관계성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 기관에 대한 신뢰와 태도

기관에 대한 신뢰와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

관에 대한 신뢰5)는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유치 태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80, p<.001).

세부적으로 볼 때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지역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연구원 유치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의 경우 시민단체 신뢰가 높을수록 연구원 입주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6>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와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의 관계
β Sig.

정읍시 신뢰점수 -.049 .398

중앙정부 신뢰점수 .034 .527

방사선연구원 신뢰점수 .461 .000*

중앙언론 신뢰점수 -.024 .671

지역언론 신뢰점수 .220 .000*

시민단체 신뢰점수 -.175 .001**

      * p<.001   ** p<.005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태도 역시 방사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중요한 요인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첨단과학단지 입주에 대한 태

도7)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R2=.235, p<.001),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지역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5) 신뢰도 점수는 ①매우신뢰에 40점, ②신뢰하는편 30점, ③신뢰하지않는편 20점, ④전혀신뢰하지않는편 10점, 

⑤모르겠다는 제외하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6)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한 태도 점수는 <방사선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을 ①아주 잘된 일: 40점, ②잘된 편: 30점, ③잘못된 편: 20점, ④매우잘못된일: 10점, ⑤모르겠다

는 제외하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7) 첨단과학단지 대한 태도 점수는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

한 응답을 ①아주 잘된 일: 40점, ②잘된 편: 30점, ③잘못된 편: 20점, ④매우잘못된일: 10점, ⑤모르겠다는 제외

하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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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경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첨단단

지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7>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와 첨단단지 유치 태도의 관계
β Sig.

정읍시 신뢰점수 -.032 .581

중앙정부 신뢰점수 .054 .310

방사선연구원 신뢰점수 .428 .000*

중앙언론 신뢰점수 -.026 .640

지역언론 신뢰점수 .185 .003**

시민단체 신뢰점수 -.161 .002**

      * p<.001   **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읍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담고 있다.

첫째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신뢰가 미치는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

다. 정읍방사선연구원과 첨단과학단지에 대하여 지역언론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시민단체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지역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주민들의 태도와 밀접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는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단지 입주에 대한 태도와

높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즉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록

입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민

들의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방사

선연구원과 주민간의 각종 관계를 질문한 결과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의 활동과 노

력에 높은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안전․환경유지․산업적 이익․기업유치․개인적 이익에 대한 신뢰와 태도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가 앞으로 정읍지역에 가져올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분명

한 믿음이 있을수록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 유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에 대한 신뢰가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지 유치로 인한 각종 이익에 대한 신뢰를 △연구원 안전에 대한 신뢰 △환경유지에

대한 신뢰 △산업적 이익에 대한 신뢰 △기업유치에 대한 신뢰 △개인적 이익에 대한 등

다섯가지 차원으로 살펴본 결과 신뢰와 태도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R2=.3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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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볼 때 방사선연구원안전성에대한 평가 점수8)가 높을수록 방사선연구원 입

주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9, p<.001). 또한 첨단

단지가 나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연구원 입주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13, p<.05), 첨단과학단지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수

록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8, p<.05). 환경

훼손문제의 경우 첨단단지 입주 후 환경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연구원 유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β=.152, p<.005).

<표2-28> 안전․환경유지․산업적이익․기업유치․개인적이익에 대한 신뢰정도와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β Sig.

연구원의 안전에 평가 .439 .000*

지역도움 점수 .108   .028***

나자신도움 점수 .113   .014***

기업유치 전망 점수 .055 .217

환경 훼손 점수 .152  .001**

         * p<.001 ** p<.005 ***p<.05

첨단과학단지 입주에 관련해서도 방사선연구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단지

유치로 인한 각종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첨단단지 유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346, p<.001). 세부적으로 볼 때 단지유치가 지

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경향이 가

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3, p<.001). 이외에 △방사선연구원이 안전하다고

평가할수록(β=.232, p<.001), △환경훼손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β=.211, p<.001)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9> 안전․환경유지․산업적이익․기업유치․개인적이익에 신뢰정도와 첨단단지 유치 태도
β Sig.

연구원의 안전에 평가 .232 .000*

지역도움 점수 .293 .000*

나자신도움 점수 .066 .135

기업유치 전망 점수 .095 .027**

환경 훼손 점수 .211 .000*

         * p<.001   ** p<.05

8) <방사선연구원이 어느 정도 위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40점, ②안

전한 편: 30점, ③위험한 편: 20저, ④매우위험한 편: 10점, ⑤모르겠다: 미씽 처리한 후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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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에 대한 애착과 방사선연구원․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 공공 의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은 주민의 합의를 돕거나 참여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전체적으로 낮은 경우, 주민들은 공공 논쟁 사항을

해결할 의지가 적어지고, 따라서 논쟁의 합의에 도출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지역에 대한 애착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므로 본 설문에서는 △주민거주만족도 △

지역에 대한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주민간 대화나 토론의 활발한 정도 △지역

현안에 대한 고려 정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지역에 대한 애착 특성

(1) 주민 거주만족도

정읍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정읍에 거주하는데 대해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정읍 지역에 사시면서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

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64.3%(매우 만족 6.1%, 만족하는편 58.1%), 불만족스러운편

25.9%(불만족스러운편 22.8%, 매우 불만족스러운편 3.1%), 모르겠다 9.9% 로 나타났다.

<표2-30> 정읍 지역에 사시면서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n=800)
n %

매우 만족하는 편 49 6.1

만족하는 편 465 58.1

불만족스러운 편 182 22.8

매우 불만족스러운 편 25 3.1

모르겠다 79 9.9

(2) 지역에 대한 만족

정읍지역에 대해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714

건9)의 자유응답 가운데 60%는 자연환경이 좋다는 이유를 꼽았다. 자연환경이 좋

다는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가 없어서 좋고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다, △

주변 경치는 괜찮다, △자연환경이 좋고 자연재해가 없다 등이었다. 그 밖의 이유를

살펴보면, △고향이어서 좋고 마음 편하다, △인심 좋고 도둑이 없다 등과 같은 이유

가 8% 정도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아져서 좋다, 일자리가 많아져서, △교통이 편

9) 없음(158건)과 잘모름(50건)을 제외한 숫자임. 포함했을 경우 922건(n=800, 복수응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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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서 등과 같은 ‘생활편의에 대한 응답은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을

보면 정읍 주민들은 정읍의 고유한 특성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31> 정읍지역에 대해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n=800, 자유응답, 복수응답)
n %

자연환경이 좋음 433 60.6

인심 좋음 24 3.4

고향이라서 35 4.9

교통편리 35 4.9

살기좋음 52 7.3

기타 135 18.9

(3) 지역에 대한 불만족

정읍지역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578건10)의 자유응답 가운데 30%는 지역경제 여건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러

한 응답은 △시골이라서 제조업을 하는 게 어렵다, △공장이 없다, △경제적인 여건

이 열악해 일자리가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여건에 대한 불만도 20% 이

상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교육 격차가 심한 편이다, △문화생활이 떨

어진다, 극장이 두 군데 밖에 없다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밖에 교통의 불편이나

(15.6%), 인구감소의 문제(6.6%)가 지적됐다. 이러한 응답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경

제․교육문화․교통 문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첨단과학단지가 이러한 부족감

을 상당히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2-32> 정읍지역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n=800)
n %

지역경제 여건 불만 175 30.3

교육/문화 여건 불만 126 21.8 

교통 여건 불편 90  15.6

인구감소 38 6.6

기타 149 25.8

10) 없음(301건)과 잘모름(45건)을 제외한 숫자임. 포함했을 경우 924건(n=800, 복수응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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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간 대화나 토론

정읍 주민들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주제로 주변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하는 경우

가 매우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최근 한달간 주위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어느 정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안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80.5%로 나타났다. 또한 별로안했다(7.8%), 가끔했다(10.3%), 매우자주했다

(1.5%)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주민들이 첨단과학단지와 관련해서 대화가 매우 부족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33> 첨단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최근 한달간 주위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어느 정도 했는가?(n=800)
n %

매우자주 12 1.5

가끔 82 10.3

별로 안했다 62 7.8

전혀 안했다 644 80.5

(5) 지역 현안에 대한 고려

또한 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현재 정읍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유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675건11) 가운데 절반 이상

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51.6%).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 필요(135건), 일자리증가(76건), 지역발전 (65건), 경제발전(34건), 관광산

업개발(38건)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요하게 제시된 것은 문화․교육․의료

여건 개선에 대한 응답으로 16.3%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통문제해결(7%), 인구증가

필요(5.8%), 농업관련정책개선(1.6%)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의 필요성(3.7%)나 안

전관리필요성(1.8%)과 같은 응답은 높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앞서 정읍지역에 대한 불만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경제, 교육, 문화, 교통 여건에 대한 개선이 매

우 절실한 문제이면서, 이러한 불만족 사항이 첨단과학단지의 조성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11) 없음(95건)과 잘모름(91건)을 제외한 숫자임. 포함했을 경우 861건(n=800, 복수응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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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4> 전반적으로 현재 정읍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n=675)(자유응답)

n %
지역경제활성화 348 51.6

문화/교육/의료시설 개선 110 16.3

교통문제해결 47 7

인구증가 39 5.8

환경보호 25 3.7 

안전관리 12 1.8 

농업관련정책 개선 11 1.6

기타 83 12.3 

나. 지역에 대한 애착과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 주민 거주만족도와 태도

거주만족도와 방사선연구원 입주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주 만족도가 높

은 주민의 경우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정읍 거주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들은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

해 잘된편 이라는 평가가 69.5%(아주잘된편 16.1%, 잘된편 53.3%)로 나왔으며, 정읍

거주에 대해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들은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62.8%로(아주잘된일 14.0%, 잘된편 48.8%)로 약간 차이를 보였다.

<표2-35> 거주만족도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n=800)

거주 만족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

잘된 편이다 잘못된 편이다 모르겠다

만족하는 편 69.5 11.7 18.9 

불만족하는 편 62.8 16.9 20.3 

모르겠다 45.6 12.7 41.8

      X2=26.248, df=4, p<.001

이에 반대 첨단과학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는 거주 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읍 거주에 대해 만족하는 주민이건 불만족 하는 주민이건 관계없이

첨단단지 유치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81.0%로 높게 나타났다.

나. 주민간 대화나 토론과 태도

첨단단지를 주제로 주변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하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

자들에 비해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화나 토론을 <하는편>이라는 응답자들은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 잘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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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응답이 79.8%(아주 잘된 일 31.9%, 잘된 편 47.9%)로 나타났으며, <안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들은 이보다 낮은 63.5%가 잘된편(아주잘된일 12.6%, 잘된 편

50.8%)이라고 답했다.

<표2-36> 대화나 토론 정도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n=800)
대화나 토론 

정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하는편 79.8 13.8 6.4 

안하는편 63.5 13.0 23.5 

   X2=14.746, df=2, p<.005

첨단과학단지 입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대화나 토론을 <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들은 첨단단지 입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잘된 일>이라고 생각

하는 비율이 8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아주잘된 일 40.4%, 잘된 편 48.9%). 대화

나 토론을 <안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들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9.7%

로 낮게 나타났다(아주잘된 일 18.6%, 잘된 편 61.2%).

<표2-37> 대화나 토론 정도별  첨단단지 유치 태도(n=800)
대화나 토론 

정도

첨단단지 유치 태도 (%)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하는편 89.4 9.6 1.1 

안하는편 79.7 8.5 11.8 

      X2=10.093, df=2, p<.01

요약해보면, 주민들 사이의 대화나 토론은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과학단지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 첨단과학

단지 유치와 관련한 대화나 토론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주민 사이의 대

화나 토론을 촉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절반의 주민들은 매스미

디어의 내용을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점을 볼 때 전반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주변사람 사이의 대화나 토론으

로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지역애착심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주민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고, 경제․교육․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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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정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같은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주민들이 단지 유치에 대해 거는 기대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경제․교육․문화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이와 같이 분명하지만, 개별적으로 볼 때 단지 유치와 같

은 이슈에 대한 주민간의 대화나 토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주

민들의 대화나 토론을 활성화시켜, 지역 애착심을 보다 견고하고 실질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6. 응답자의 인구학적 속성과 방사선연구원․첨단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가. 응답자 인구학적 속성

응답자의 속성과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 입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민의 성, 연령, 학력, 직업, 신문구독, 인터넷 이용 등은 입주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득이나 종교와 태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속성별로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

남성들이 여성보다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경우 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71.6%(아주잘된일 19.9%, 잘된

편 51.7%)였으며, 여성은 이보다 낮은 59.6%(아주잘된일 10.2%, 잘된 편 49.4%)로 나

타났다. 연구원 입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성이 15.7% , 남성이 10.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긍정적 평가가 86.8%였으며(아주잘된 일 27.6%, 잘된 편 59.2%), 여

성은 이보다 10% 정도 낮은 75.3%(아주잘된 일 15.0%, 잘된 편 60.3%)로 나타났다.

<표2-38> 성 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n=800)

성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남성 71.6 10.3 18.1 

여성 59.6 15.7 24.7 

     X2=12.912   , df=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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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9> 성 별 첨단단지 유치 태도(n=800)

성별 
첨단단지 유치 태도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남성 86.8 7.0 6.2

여성 75.3 10.2 14.5

X2
=18.830, df=2 , p<.001

(2) 연령

고연령일 수록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방사선연구원 입주

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6, β=.195 , p<.001)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첨단과학단지 입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R2=.031, β=.179, p<.001)

(3) 학력

고학력일수록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 입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입주 태도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학력

과 태도의 관계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9, β=-.102 ,

p<.05). 또한 첨단과학단지와 학력과의 태도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007,

β=-.092, p<.05).

(4) 직업

직업과 입주 태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업 종사자들의 경우 방사선연구원

입주와 첨단과학단지 입주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방사선연구원입주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농업종사자들은 잘된 편이라는 응답이

73.2%로 나타나, 주부 61.7%, 기타직업 63.1%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단지입주에 대한 태도의 경우 직업별 태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농업, 주부, 기타 직업 모두 첨단단지 유치에 대해 잘된편이라는 응답이 각

각 82.3%, 76.2%, 82.8%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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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0> 직업별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n=800)

직업
방사선연구원 유치 태도

잘된 편 잘못된 편 모르겠다

농업 73.2 12.4 14.4  

주부 61.7 12.1 26.2 

기타 63.1 14.1 22.8

    X2=10.612, df=4 , p<.05

(5) 신문구독

신문12)을 읽는 사람과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 간에는 방사선연구원 입주에 태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을 읽는 사람 보다는 읽지 않는 사람이 방사선

연구원 입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읽음 62.6%, 거의읽지않음

68.1%). 또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첨단단지 입주에 대

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읽음 10.4%, 거의읽지않음 6.9%).

인터넷13)의 경우 인터넷 이용을 하는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방

사선연구원 입주 및 첨단단지 입주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잘된편이라는 비

율이 71.0%로 거의이용하지않는 사람(5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첨단단지

의 경우에도 인터넷 이용자는 잘된편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83.6%로 나타나, 거의이

용하지않는다는 응답자(76.5%) 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단지에 대해 부

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적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

단단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 입주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매체 이용 정도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신문을 어느정도 읽느냐는 질문에 대해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3-4회, ③일주일에 1-2회 로 답한 응답자를 

<이용 그룹>으로, ④거의읽지않는다 ⑤전혀읽지않는다는 응답자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13) 인터넷을 어느정도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①매일, ②일주일에 1회 이상, ③한달에 1회이상이라고 응답자를 

<이용 그룹>으로, ④거의이용하지않는다 ⑤전혀이용하지않는다는 응답자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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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1> 매체 이용별 방사선연구원 입주태도
방사선연구원 입주태도

잘된편 잘못된편 모르겠다

신문
읽음 62.6 15.9 21.5 X2=5.538, 

df=2, p<.1거의읽지않음 68.1 10.4 21.5

인터넷
이용함 71.0 14.3 14.7 X2=34.224,

df=2, p<.001거의이용하지않음 56.6 11.3 32.2

<표2-42> 매체이용별 첨단단지 입주태도
첨단단지 입주태도

잘된편 잘못된편 모르겠다

신문
읽음 81.6 10.4 8.1 X2=7.133,

df=2, p<.05거의읽지않음 80.2 6.9 12.9

인터넷
이용함 83.6 9.2 7.2 X2=15.060, 

df=2, p<.005거의이용하지않음 76.5 7.7 15.8

7. 소결

이상에서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정읍 유치에 대한 주민 태도를 다

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정읍 유치에 대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

90% 이상이 <잘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이보

다 낮은 65%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연구원 및 첨단단지유치에 대한 주민 태도에 중요한 요

인이 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선정하고 이들 요인과 유치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관심도 △인지수준 △스티그마 △신뢰도 △지역에 대한 애착 △연령/

학력/직업/매체이용 등의 측면은 주민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관심도와 인지도가 높을수록 연구원 및 단지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

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의 경우 방사선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연구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특히 연구원에 대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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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연구원 및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방사선연구원과 지역언론의 경우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연구원 및 단지 유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민단체의 경우 이와 반대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원 및 단지 유치에 대해 부정

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지 유치가 장래에 가져올 각종 이익에 대한 분명한 믿음(신뢰)도 단지 유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환경 △산업 △기업 유치

△개인 등 다섯가지 전망에 대한 신뢰와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방사선연구원과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 양쪽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주만족도, 정보추구, 지역현안에 대한 숙고 태

도 등으로 표출되는 지역에 대한 애착의 경우도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태도에 관계하는 각종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단지 유치에 찬성하는

표면적인 태도 이면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적지 않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태도 결정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신뢰도 문제도 단지 유치에 대한 태도와 중요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분

석 결과 주민들은 정읍시나 지역언론, 중앙언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에 비해서 방

사선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가 △연구원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구원의 활동 중에 기억

나는 것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서도 연구원에 대한 불신의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이슈에 대한 관심도, 인지도는 태도와 중요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분석

결과 관심도나 인지도는 표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대화나

토론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 커뮤니케이션의 비활성화는 단지

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주민 태도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스티그마가 발

견되었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이나 첨단단지 유치에 대해

찬성 경향을 분명히 띠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원자력에 대한 스티그마가 잠재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핵, 채르노빌, 원자력,

유출 사고와 같은 원자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결 짓고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밝힘으로써 의견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사선연구원에 존재하는 스티그마는, 이번 조사에서 방사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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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첨단단지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차이-15%-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스티그마는 만약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위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증폭시키

는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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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맺는 말

- RT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커뮤니케이션 모형 및 지침 작성

제1절 RT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지역 주민의 인식조사 및 외국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정읍지역의 경우 비록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보

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방사선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방사선에 부정적인 스티그마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호의적

인 태도가 확고한 지식이나 신념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외국의

많은 기관들이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

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더욱 방사선 연구원은 주민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호의적 평가를 얻기 위한 1차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커뮤

니케이션의 부족은 ‘숨긴다’ 또는 ‘무시한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

구원과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높다.

제2절 RT 커뮤니케이션의 방향

○ RT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선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 살펴본 신뢰모형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차원에서 신뢰를 받을 필

요가 있다. 연구원의 경우 여러 차원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

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신뢰도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 원자력에서 기인하는 스티그마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스티그마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비록 주민들이 방사선 연구원 및 산업단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러한 평가가 확고한 원자력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어떤 이벤트

등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바뀔 수 있다. 더욱 현재의 긍정적 평가는 산업단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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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속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R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장기적으로 요청

된다.

○ 단지에 대한 기대수준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단지 유치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고, 또 이로 인해 현재로는 부정적인

스티그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높다는 것

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 방사선 연구원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야 한다.

주민들의 개인적 이익 즉 그들의 웰빙과 방사선 연구원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들은 방사선 연구원의 지역 기여도의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

성이 높다고 인식될 수 있을 때 관여도가 높아지고 방사선 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정

보추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민들의 개인적 이익을 반드시 사적 이익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

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이익을 주민들이 각 개인이 수혜하는 이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모형 및 가이드라인

구성의 필요성

RT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형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RT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나 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역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인식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외국의 경험

검토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모형을

구축한 다음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따라야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형과 가이드라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여러 사람 또는 부처 간의 의견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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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 및 연구결과 그리고 지역민 조사 등을 토대로 우

선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이 완성되면 이를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4절 커뮤니케이션 모형 구성 절차

1.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분석

금년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읍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스티그마는 방사선 연구원과 주민간의 관계 그리

고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티크마의 형성과정

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내용분석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외국의 주요 원자력 단지의 지역 커뮤니케이션 방법 검토

또한 금년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읍지역 RT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어떤 문

제를 해결해야할 것인지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를 외국에서

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커뮤니케이션 모형 구축

정읍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모

형은 외국의 경험, 문헌연구, 그리고 지역민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다.

구축된 모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4.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활용방안

이렇게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일단 방사선 연구원의 커뮤니케이션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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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다. 모형이 마련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커뮤니케이션 실행자간 견해차이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연구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나 방식에 대한 견해

가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실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작성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활

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침작성의 토대가 된다. 커뮤니

케이션 모형에 대한 실행결과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지침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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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설문지>

정읍 방사선 산업단지 주민의식조사 (2006. 9.27 실시, 최종본)

1. 귀하는 지금 정읍 지역에서 몇 년 동안이나 살고 계세요?  (open 질문 후 면접원 체크)

① 3년 미만        ② 3년~5년      ③  5~ 10년

④  10-20년  ⑤ 20년 이상 

2. 귀하는 정읍 지역에 사시면서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① 매우만족하는 편 ② 만족하는 편

③ 불만족스러운편 ④ 매우불만족스러운편

⑤ 모르겠다 (읽지않는다)

3.  혹시 정읍 지역에 대해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 )

   3-1.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 )

       

4. 정읍지역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4-1.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 )

          

5. 귀하는 정읍에 연구기관인 방사선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6. 귀하는 방사선 연구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 )

    6-1. 또 다른 생각나시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 )

7.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세요?

① 자세히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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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8. 방사선 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 한다

       ② 잘 된 편이다

       ③ 잘못된 편이다

       ④ 매우 잘못된 일이다

       ⑤ 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9번으로)

8-1.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8-2. 다른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 )

       8-3. 1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① 처음에도 찬성하고, 현재도 찬성

② 처음에도 반대했고, 현재도 반대

③ 처음에는 반대했고, 현재는 찬성

④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현재는 반대

⑤ 모르겠다 (읽지않는다)

  8-4. (8-3에서 ③④응답자) 생각을 바꾸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 )

9. 귀하는  방사선연구원이  어느 정도 위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한 편이다.

③ 위험한 편이다. ④ 매우 위험하다.

       ⑤ 모르겠다. (읽지 않는다).(10번으로)

 

9-1. 그렇게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

 

       9-2.  또 다른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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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주로 누구의 말이나 글을 통해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 )

  

10. 1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한 편이다.

③위험한 편이다. ④매우 위험하다.

     ⑤잘 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11. 방사선 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①아주 많다 ②조금 있다

③별로 없는 편이다 ④전혀 없다

12. 귀하는 방사선연구원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

       ①매우 노력하고 있다 ②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③노력하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13. 방사선 연구원이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①대화가 매우 많다 ②대화가 많은 편이다

③대화가 없는 편이다 ④전혀 대화가 없다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14. 방사선 연구원이 발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믿는 편입니까?

       ①매우 믿을 수 있다 ②믿을 수 있는 편이다

③믿을 수 없는 편이다 ④전혀 믿을 수 없다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15. 방사선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벌이는 행사나 활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①기억난다 ②기억나지 않는다

15-1. (①기억난다는 응답자 가운데) 기억나시는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16. 현재 정읍 방사선 연구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산업단지, 즉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

고 있습니다. 귀하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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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0번으로)

모른다는 응답자에게만 읽어주세요.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04년부터 정읍시 신정동에 6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한국원자

력 연구소 정읍분소인 방사선연구원이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방사선융합기술 

및 식품/생명/생물 관련 산업 등이 들어선다.

17. 첨단 과학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① 관심이 매우  많다 ②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18. 방사선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건설되는 첨단과학 산업단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

이 떠오르세요?

          ( )

     18-1.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세요?

          ( )

19.  그러면 지금 조성되는 첨단과학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편이세요?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아는 편이다

        ③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19-1. (19에서 ① 응답자) 주로 무엇을 하는 곳으로 알고 계세요?

          ( )

19-2.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 )

 

20.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 첨단과학단지가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세요?

       ①매우 도움이 된다 ②도움이 되는 편

③도움이 안되는 편 ④전혀 도움이  안된다

⑤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20-2. 첨단과학단지는 나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①매우 도움이 된다 ②도움이 되는 편           ③도움이 안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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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혀 도움이  안된다    ⑤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20-3. 첨단과학 단지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①매우 많이 ②많은 편               ③약간

      ④거의 없을 것이다.      ⑤모르겠다 (읽지 마세요).

     20-4.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서면 단지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①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② 심한 편 ③ 약간 훼손될 것이다

      ④ 거의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1.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는 정읍에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세요?

   ①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② 잘 된 편이다  ③ 잘못된 편이다

④ 매우 잘못된 일이다            ⑤  모르겠다.(읽지 않는다)

22. 귀하는 첨단과학단지와 관련해서 최근 한 달간 주위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②가끔

③별로 안했다 ④전혀 안했다 

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23-1. 정읍시 

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신뢰하지않는편 

④전혀 신뢰하지않는편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3-2. 중앙정부기관

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신뢰하지않는편 

④전혀 신뢰하지않는편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3-3.  정읍에 있는 방사선 연구원

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신뢰하지않는편 

④전혀 신뢰하지않는편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3-4.  (KBS/ MBC나 조선일보 같은)  중앙 언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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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신뢰하지않는편 

④전혀 신뢰하지않는편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3-5.    (정읍신문 같은) 지역 언론

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신뢰하지않는편 

④전혀 신뢰하지않는편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3-6 .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신뢰하지않는편 

④전혀 신뢰하지않는편   ⑤모르겠다  (읽지않는다)

             

24.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24-1.  방사선 처리를 하면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①맞다  ②틀리다 ③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24-2. 많은 나라에서 식품에 방사선 처리를 하고 있다.

①맞다  ②틀리다 ③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24-3. 방사선 처리를 이용하면 성능이 탁월한 타이어도 만들 수 있다

①맞다  ②틀리다 ③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24-4. 방사선으로 처리된 식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들

어본적 있으신가요?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읽지 않는다)

 

25. 방사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①  기업 유치 ②  지역 산업 발전            ③  환경보호

④  안전 관리            ⑤ 기타 ( )

 

26.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정읍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 즉 우선적

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pen: )

      

       26-1.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open:                                )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하여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성,연령기본포함)



DQ1.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

4) 농임어업                    5) 자영업(가족 종사자 포함)     6) 주부

7) 학생 8) 무직/기타

DQ2. 귀하 가구의 월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DQ3.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기타         5) 종교없음

D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재이상

DQ5. 귀하는 평소 종이로 발행되는 신문(일간지)을 어느 정도 읽으세요?

1) 거의 매일(주5회 이상) 2) 일주일에 3-4회 3) 일주일에 1-2회

4) 거의 읽지 않는다            5) 전혀 읽지 않는다

DQ6. 귀하는 평소 인터넷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으세요?

1) 거의 매일(주5회 이상) 2) 일주일에 한번 이상      3) 한달에 한번 이상

4)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5)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DQ7.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기혼이신가요? 미혼이신가요?

1) 기혼 2) 미혼

DQ8. (7에서 ①응답자) 그렇다면 정읍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

녀나 손자가 있으세요?             1) 있다 2) 없다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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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통계표>

정읍 방사선 산업단지 주민의식조사

R A W  TA B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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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

                                              
                                              ------------------------------------------------------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18.1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11.1
                                              칠보/산내면 .......................   (29)       3.6
                                              북면/입암/소성면 ..................   (79)       9.9
                                              수성동 ............................  (117)      14.6
                                              장명동 ............................   (28)       3.5
                                              내장상동 ..........................  (114)      14.3
                                              시기동 ............................   (33)       4.1
                                              시기3동 ...........................   (53)       6.6
                                              연지동 ............................   (46)       5.8
                                              농소동 ............................   (36)       4.5
                                              상교동 ............................   (31)       3.9

                                              연령
                                              만20~29세 .........................  (100)      12.5
                                              만30~39세 .........................  (157)      19.6
                                              만40~49세 .........................  (169)      21.1
                                              만50~59세 .........................  (184)      23.0
                                              만60세 이상 .......................  (190)      23.8

                                              성별
                                              남성 ..............................  (387)      48.4
                                              여성 ..............................  (413)      51.6

                                              종교
                                              불교 ..............................  (154)      19.3
                                              기독교 ............................  (217)      27.1
                                              천주교 ............................   (23)       2.9
                                              기타 ..............................   (22)       2.8
                                              종교없음 ..........................  (384)      48.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0.3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3.5
                                              생산/기술/노무직 ..................   (48)       6.0
                                              농/림/어업 ........................  (209)      26.1
                                              자영업 ............................   (74)       9.3
                                              주부 ..............................  (214)      26.8
                                              학생 ..............................   (31)       3.9
                                              무직/기타 .........................  (114)      14.3

                                              소득
                                              99만원 이하 .......................  (293)      36.6
                                              100~199만원 .......................  (193)      24.1
                                              200~299만원 .......................  (154)      19.3
                                              300~399만원 .......................   (84)      10.5
                                              400만원 이상 ......................   (59)       7.4
                                              무응답 ............................   (17)       2.1

                                              학력
                                              중졸이하 ..........................  (308)      38.5
                                              고졸 ..............................  (294)      36.8
                                              대재/대졸 이상 ....................  (198)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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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 귀하는 지금 정읍 지역에서 몇 년 동안이나 살고 계세요?

                         
                         --------------------------------------------------------------------------------------------------
                                                              사례수  3년미만   3~5년    5~10년  10~20년    20년      계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전체 ..............................  (800)      3.1      2.9      6.3     14.4     73.4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2.1       .0      3.4     10.3     84.1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2.2      1.1      4.5      6.7     85.4    100.0
                         칠보/산내면 .......................   (29)      6.9       .0     10.3      6.9     75.9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5.1      7.6      3.8     11.4     72.2    100.0
                         수성동 ............................  (117)      6.8      5.1     11.1     22.2     54.7    100.0
                         장명동 ............................   (28)       .0      7.1     17.9     14.3     60.7    100.0
                         내장상동 ..........................  (114)      1.8      3.5      7.9     15.8     71.1    100.0
                         시기동 ............................   (33)       .0       .0      3.0     21.2     75.8    100.0
                         시기3동 ...........................   (53)      1.9      3.8      5.7     15.1     73.6    100.0
                         연지동 ............................   (46)       .0      2.2      2.2     21.7     73.9    100.0
                         농소동 ............................   (36)      2.8      2.8      5.6     13.9     75.0    100.0
                         상교동 ............................   (31)      6.5       .0      3.2     16.1     74.2    100.0

                         연령
                         만20~29세 .........................  (100)      8.0      7.0      7.0     19.0     59.0    100.0
                         만30~39세 .........................  (157)      7.0      3.2     14.6     24.2     51.0    100.0
                         만40~49세 .........................  (169)      1.8      4.1      5.3     23.7     65.1    100.0
                         만50~59세 .........................  (184)      1.6      1.6      3.3      5.4     88.0    100.0
                         만60세 이상 .......................  (190)       .0       .5      2.6      4.2     92.6    100.0

                         성별
                         남성 ..............................  (387)      2.1      2.1      3.1     10.3     82.4    100.0
                         여성 ..............................  (413)      4.1      3.6      9.2     18.2     64.9    100.0

                         종교
                         불교 ..............................  (154)      2.6      1.9      3.2     11.0     81.2    100.0
                         기독교 ............................  (217)      2.3      3.7      8.8     18.9     66.4    100.0
                         천주교 ............................   (23)     13.0       .0       .0      4.3     82.6    100.0
                         기타 ..............................   (22)       .0      4.5      4.5      9.1     81.8    100.0
                         종교없음 ..........................  (384)      3.4      2.9      6.5     14.1     73.2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2.4      2.4     12.2     15.9     67.1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3.6      3.6      3.6     21.4     67.9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0      2.1      6.3      8.3     83.3    100.0
                         농/림/어업 ........................  (209)      1.9      1.4      1.4      5.7     89.5    100.0
                         자영업 ............................   (74)       .0      4.1      9.5     14.9     71.6    100.0
                         주부 ..............................  (214)      4.7      3.7      9.3     23.4     58.9    100.0
                         학생 ..............................   (31)      9.7      3.2       .0     32.3     54.8    100.0
                         무직/기타 .........................  (114)      4.4      3.5      5.3      7.9     78.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2.0      1.0      3.8      8.5     84.6    100.0
                         100~199만원 .......................  (193)      5.2      5.7      6.7     17.1     65.3    100.0
                         200~299만원 .......................  (154)      1.3      2.6      7.8     16.9     71.4    100.0
                         300~399만원 .......................   (84)      3.6      1.2      4.8     19.0     71.4    100.0
                         400만원 이상 ......................   (59)      5.1      6.8     15.3     18.6     54.2    100.0
                         무응답 ............................   (17)      5.9       .0      5.9     23.5     64.7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1.3       .6      2.3      5.5     90.3    100.0
                         고졸 ..............................  (294)      5.4      4.1      8.5     19.7     62.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2.5      4.5      9.1     20.2     63.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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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 귀하는 정읍에 사시면서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
                                                사례수    매우   만족하는 불만족스   매우   모르겠다            종합               계
                                                        만족하는    편    러운 편  불만족스
                                                           편                      러운 편
                                                                                                     --------------------------
                                                                                                     만족하는  불만족  모르겠다
                                                                                                        편    스러운편
           ----------------------------------------------------------------------------------------------------------------------------
           전체 ..............................  (800)      6.1     58.1     22.8      3.1      9.9     64.3     25.9      9.9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8.3     50.3     25.5      4.8     11.0     58.6     30.3     11.0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5     58.4     22.5      4.5     10.1     62.9     27.0     10.1    100.0
           칠보/산내면 .......................   (29)      6.9     48.3     31.0       .0     13.8     55.2     31.0     13.8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3.8     59.5     27.8      1.3      7.6     63.3     29.1      7.6    100.0
           수성동 ............................  (117)      4.3     59.8     21.4      3.4     11.1     64.1     24.8     11.1    100.0
           장명동 ............................   (28)      3.6     64.3     21.4       .0     10.7     67.9     21.4     10.7    100.0
           내장상동 ..........................  (114)      5.3     62.3     20.2      3.5      8.8     67.5     23.7      8.8    100.0
           시기동 ............................   (33)      9.1     48.5     24.2      6.1     12.1     57.6     30.3     12.1    100.0
           시기3동 ...........................   (53)     11.3     58.5     24.5       .0      5.7     69.8     24.5      5.7    100.0
           연지동 ............................   (46)      6.5     73.9      6.5      4.3      8.7     80.4     10.9      8.7    100.0
           농소동 ............................   (36)      2.8     61.1     25.0       .0     11.1     63.9     25.0     11.1    100.0
           상교동 ............................   (31)      9.7     54.8     22.6      3.2      9.7     64.5     25.8      9.7    100.0

           연령
           만20~29세 .........................  (100)      5.0     64.0     23.0      1.0      7.0     69.0     24.0      7.0    100.0
           만30~39세 .........................  (157)      3.8     69.4     17.2      3.2      6.4     73.2     20.4      6.4    100.0
           만40~49세 .........................  (169)      4.1     56.8     25.4      4.7      8.9     60.9     30.2      8.9    100.0
           만50~59세 .........................  (184)      8.2     52.7     22.8      2.7     13.6     60.9     25.5     13.6    100.0
           만60세 이상 .......................  (190)      8.4     52.1     24.7      3.2     11.6     60.5     27.9     11.6    100.0

           성별
           남성 ..............................  (387)      6.5     56.1     23.0      4.4     10.1     62.5     27.4     10.1    100.0
           여성 ..............................  (413)      5.8     60.0     22.5      1.9      9.7     65.9     24.5      9.7    100.0

           종교
           불교 ..............................  (154)      7.1     55.8     25.3      1.9      9.7     63.0     27.3      9.7    100.0
           기독교 ............................  (217)      7.8     60.8     20.7      3.2      7.4     68.7     24.0      7.4    100.0
           천주교 ............................   (23)      4.3     69.6     13.0       .0     13.0     73.9     13.0     13.0    100.0
           기타 ..............................   (22)      9.1     50.0     22.7       .0     18.2     59.1     22.7     18.2    100.0
           종교없음 ..........................  (384)      4.7     57.3     23.4      3.9     10.7     62.0     27.3     10.7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9     68.3     17.1      4.9      4.9     73.2     22.0      4.9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78.6     10.7      3.6      7.1     78.6     14.3      7.1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8.3     43.8     31.3      6.3     10.4     52.1     37.5     10.4    100.0
           농/림/어업 ........................  (209)      4.3     53.1     27.8      1.9     12.9     57.4     29.7     12.9    100.0
           자영업 ............................   (74)      6.8     54.1     25.7      4.1      9.5     60.8     29.7      9.5    100.0
           주부 ..............................  (214)      6.1     62.6     21.0      2.3      7.9     68.7     23.4      7.9    100.0
           학생 ..............................   (31)      6.5     58.1     22.6       .0     12.9     64.5     22.6     12.9    100.0
           무직/기타 .........................  (114)     10.5     55.3     18.4      4.4     11.4     65.8     22.8     11.4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8.2     49.8     23.9      3.1     15.0     58.0     27.0     15.0    100.0
           100~199만원 .......................  (193)      3.6     57.0     25.9      4.1      9.3     60.6     30.1      9.3    100.0
           200~299만원 .......................  (154)      5.8     68.2     20.1      2.6      3.2     74.0     22.7      3.2    100.0
           300~399만원 .......................   (84)      6.0     75.0      9.5      1.2      8.3     81.0     10.7      8.3    100.0
           400만원 이상 ......................   (59)      3.4     54.2     35.6      5.1      1.7     57.6     40.7      1.7    100.0
           무응답 ............................   (17)     11.8     52.9     11.8       .0     23.5     64.7     11.8     23.5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7.5     51.0     26.0      1.6     14.0     58.4     27.6     14.0    100.0
           고졸 ..............................  (294)      5.1     62.9     20.1      3.7      8.2     68.0     23.8      8.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6     62.1     21.7      4.5      6.1     67.7     26.3      6.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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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3. 혹시 정읍 지역에 대해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문화시설 부족 ....................................   (77)       9.6
                                       발전이 늦음 ......................................   (58)       7.3
                                       교통불편 .........................................   (55)       6.9
                                       일자리 부족 ......................................   (51)       6.4
                                       경제적 불만 ......................................   (45)       5.6
                                       인구감소 .........................................   (33)       4.1
                                       교육환경 열악 ....................................   (31)       3.9
                                       도로시설 열악 ....................................   (29)       3.6
                                       편의시설 부족 ....................................   (18)       2.3
                                       낙후됨 ...........................................   (14)       1.8
                                       행정처리 불만 ....................................   (11)       1.4
                                       물가비쌈 .........................................    (7)        .9
                                       주차공간 부족 ....................................    (6)        .8
                                       젊은인구 부족 ....................................    (5)        .6
                                       기타 .............................................  (138)      17.3
                                       없음 .............................................  (301)      37.6
                                       모름 .............................................   (45)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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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4. 정읍 지역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공기가 좋음 ......................................  (202)      25.3
                                       자연환경이 좋음 ..................................  (123)      15.4
                                       물이 좋음 ........................................   (55)       6.9
                                       살기좋음 .........................................   (52)       6.5
                                       고향이라서 .......................................   (35)       4.4
                                       교통편리 .........................................   (35)       4.4
                                       내장산이 있어서 ..................................   (25)       3.1
                                       인심 좋음 ........................................   (24)       3.0
                                       천변이 좋음 ......................................   (18)       2.3
                                       깨끗하다 .........................................   (10)       1.3
                                       기타 .............................................  (135)      16.9
                                       없음 .............................................  (158)      19.8
                                       잘모름 ...........................................   (50)       6.3
                                       ----------------------------------------------------------------------



- 6 -

                                       문5. 귀하는 정읍에 연구기관인 <방사선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
                                                                           사례수  알고있다  모르고     계
                                                                                              있다
                                      ----------------------------------------------------------------------
                                      전체 ..............................  (800)     71.5     28.5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61.4     38.6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9.4     50.6    100.0
                                      칠보/산내면 .......................   (29)     62.1     37.9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68.4     31.6    100.0
                                      수성동 ............................  (117)     75.2     24.8    100.0
                                      장명동 ............................   (28)     71.4     28.6    100.0
                                      내장상동 ..........................  (114)     85.1     14.9    100.0
                                      시기동 ............................   (33)     75.8     24.2    100.0
                                      시기3동 ...........................   (53)     83.0     17.0    100.0
                                      연지동 ............................   (46)     82.6     17.4    100.0
                                      농소동 ............................   (36)     80.6     19.4    100.0
                                      상교동 ............................   (31)     83.9     16.1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7.0     53.0    100.0
                                      만30~39세 .........................  (157)     72.6     27.4    100.0
                                      만40~49세 .........................  (169)     82.2     17.8    100.0
                                      만50~59세 .........................  (184)     78.8     21.2    100.0
                                      만60세 이상 .......................  (190)     66.8     33.2    100.0

                                      성별
                                      남성 ..............................  (387)     78.8     21.2    100.0
                                      여성 ..............................  (413)     64.6     35.4    100.0

                                      종교
                                      불교 ..............................  (154)     77.9     22.1    100.0
                                      기독교 ............................  (217)     67.7     32.3    100.0
                                      천주교 ............................   (23)     87.0     13.0    100.0
                                      기타 ..............................   (22)     63.6     36.4    100.0
                                      종교없음 ..........................  (384)     70.6     29.4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81.7     18.3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82.1     17.9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70.8     29.2    100.0
                                      농/림/어업 ........................  (209)     69.9     30.1    100.0
                                      자영업 ............................   (74)     85.1     14.9    100.0
                                      주부 ..............................  (214)     69.2     30.8    100.0
                                      학생 ..............................   (31)     54.8     45.2    100.0
                                      무직/기타 .........................  (114)     64.9     35.1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61.1     38.9    100.0
                                      100~199만원 .......................  (193)     75.6     24.4    100.0
                                      200~299만원 .......................  (154)     76.6     23.4    100.0
                                      300~399만원 .......................   (84)     84.5     15.5    100.0
                                      400만원 이상 ......................   (59)     78.0     22.0    100.0
                                      무응답 ............................   (17)     70.6     29.4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64.9     35.1    100.0
                                      고졸 ..............................  (294)     75.2     24.8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76.3     23.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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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6. <방사선 연구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대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방사선 ...........................................   (83)      10.4
                                       연구소 ...........................................   (80)      10.0
                                       원자력 ...........................................   (77)       9.6
                                       핵 ...............................................   (50)       6.3
                                       의료 .............................................   (43)       5.4
                                       안좋음 ...........................................   (36)       4.5
                                       위험한것 .........................................   (36)       4.5
                                       폐기물 ...........................................   (34)       4.3
                                       인체에 해로움 ....................................   (29)       3.6
                                       환경훼손 .........................................   (27)       3.4
                                       엑스레이 .........................................   (20)       2.5
                                       기형아 ...........................................    (9)       1.1
                                       기타 .............................................  (137)      17.1
                                       없음 .............................................   (87)      10.9
                                       잘모름 ...........................................  (119)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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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7.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사례수   자세히    대략    모르고    전혀         종합           계
                                                                 알고있다 알고있다   있다    모른다
                                                                                                     ----------------
                                                                                                     알고있다  모르고
                                                                                                                있다
                    ----------------------------------------------------------------------------------------------------------
                    전체 ..............................  (572)      1.9     49.1     36.4     12.6     51.0     49.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89)      1.1     49.4     32.6     16.9     50.6     49.4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44)      2.3     54.5     34.1      9.1     56.8     43.2    100.0
                    칠보/산내면 .......................   (18)       .0     27.8     61.1     11.1     27.8     72.2    100.0
                    북면/입암/소성면 ..................   (54)      1.9     40.7     46.3     11.1     42.6     57.4    100.0
                    수성동 ............................   (88)       .0     52.3     34.1     13.6     52.3     47.7    100.0
                    장명동 ............................   (20)       .0     40.0     55.0      5.0     40.0     60.0    100.0
                    내장상동 ..........................   (97)      2.1     56.7     33.0      8.2     58.8     41.2    100.0
                    시기동 ............................   (25)      4.0     48.0     36.0     12.0     52.0     48.0    100.0
                    시기3동 ...........................   (44)      2.3     56.8     36.4      4.5     59.1     40.9    100.0
                    연지동 ............................   (38)       .0     44.7     36.8     18.4     44.7     55.3    100.0
                    농소동 ............................   (29)     10.3     44.8     31.0     13.8     55.2     44.8    100.0
                    상교동 ............................   (26)      3.8     38.5     26.9     30.8     42.3     57.7    100.0

                    연령
                    만20~29세 .........................   (47)       .0     27.7     57.4     14.9     27.7     72.3    100.0
                    만30~39세 .........................  (114)       .9     42.1     47.4      9.6     43.0     57.0    100.0
                    만40~49세 .........................  (139)      2.2     59.7     28.8      9.4     61.9     38.1    100.0
                    만50~59세 .........................  (145)      2.1     51.7     33.1     13.1     53.8     46.2    100.0
                    만60세 이상 .......................  (127)      3.1     48.8     30.7     17.3     52.0     48.0    100.0

                    성별
                    남성 ..............................  (305)      3.0     53.4     30.8     12.8     56.4     43.6    100.0
                    여성 ..............................  (267)       .7     44.2     42.7     12.4     44.9     55.1    100.0

                    종교
                    불교 ..............................  (120)      2.5     54.2     32.5     10.8     56.7     43.3    100.0
                    기독교 ............................  (147)      2.0     40.1     42.2     15.6     42.2     57.8    100.0
                    천주교 ............................   (20)       .0     50.0     45.0      5.0     50.0     50.0    100.0
                    기타 ..............................   (14)       .0     35.7     42.9     21.4     35.7     64.3    100.0
                    종교없음 ..........................  (271)      1.8     52.4     33.9     11.8     54.2     45.8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67)      3.0     56.7     32.8      7.5     59.7     40.3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3)       .0     21.7     69.6      8.7     21.7     78.3    100.0
                    생산/기술/노무직 ..................   (34)      5.9     50.0     35.3      8.8     55.9     44.1    100.0
                    농/림/어업 ........................  (146)      1.4     50.0     32.9     15.8     51.4     48.6    100.0
                    자영업 ............................   (63)      3.2     52.4     38.1      6.3     55.6     44.4    100.0
                    주부 ..............................  (148)       .7     46.6     40.5     12.2     47.3     52.7    100.0
                    학생 ..............................   (17)       .0     29.4     47.1     23.5     29.4     70.6    100.0
                    무직/기타 .........................   (74)      2.7     55.4     24.3     17.6     58.1     41.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179)      1.1     44.7     35.2     19.0     45.8     54.2    100.0
                    100~199만원 .......................  (146)      1.4     46.6     40.4     11.6     47.9     52.1    100.0
                    200~299만원 .......................  (118)       .8     50.8     39.0      9.3     51.7     48.3    100.0
                    300~399만원 .......................   (71)      4.2     56.3     32.4      7.0     60.6     39.4    100.0
                    400만원 이상 ......................   (46)      6.5     52.2     32.6      8.7     58.7     41.3    100.0
                    무응답 ............................   (12)       .0     75.0     16.7      8.3     75.0     25.0    100.0

                    학력
                    중졸이하 ..........................  (200)      1.0     43.5     36.5     19.0     44.5     55.5    100.0
                    고졸 ..............................  (221)      2.3     49.3     38.9      9.5     51.6     48.4    100.0
                    대재/대졸 이상 ....................  (151)      2.6     56.3     32.5      8.6     58.9     41.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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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8. <방사선 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례수    아주     잘된    잘못된    매우   모르겠다            종합               계
                                                          잘된    편이다   편이다   잘못된
                                                        일이라고                    편이다
                                                        생각한다
                                                                                                     --------------------------
                                                                                                      잘된편  잘못된편 모르겠다
           ----------------------------------------------------------------------------------------------------------------------------
           전체 ..............................  (800)     14.9     50.5     10.5      2.6     21.5     65.4     13.1     21.5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18.6     47.6      9.0      2.8     22.1     66.2     11.7     22.1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15.7     51.7      6.7      3.4     22.5     67.4     10.1     22.5    100.0
           칠보/산내면 .......................   (29)     13.8     44.8     20.7       .0     20.7     58.6     20.7     20.7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13.9     40.5     12.7      7.6     25.3     54.4     20.3     25.3    100.0
           수성동 ............................  (117)     12.0     51.3     11.1      1.7     23.9     63.2     12.8     23.9    100.0
           장명동 ............................   (28)     10.7     50.0      7.1       .0     32.1     60.7      7.1     32.1    100.0
           내장상동 ..........................  (114)     15.8     57.9      7.9       .9     17.5     73.7      8.8     17.5    100.0
           시기동 ............................   (33)      9.1     63.6     15.2       .0     12.1     72.7     15.2     12.1    100.0
           시기3동 ...........................   (53)     22.6     41.5     11.3      3.8     20.8     64.2     15.1     20.8    100.0
           연지동 ............................   (46)     10.9     56.5     13.0       .0     19.6     67.4     13.0     19.6    100.0
           농소동 ............................   (36)     11.1     44.4     16.7      2.8     25.0     55.6     19.4     25.0    100.0
           상교동 ............................   (31)     12.9     61.3      6.5      6.5     12.9     74.2     12.9     12.9    100.0

           연령
           만20~29세 .........................  (100)      8.0     48.0     14.0      2.0     28.0     56.0     16.0     28.0    100.0
           만30~39세 .........................  (157)      7.6     54.8     10.8      2.5     24.2     62.4     13.4     24.2    100.0
           만40~49세 .........................  (169)     10.1     53.8     12.4      4.7     18.9     63.9     17.2     18.9    100.0
           만50~59세 .........................  (184)     19.6     49.5      9.2      3.3     18.5     69.0     12.5     18.5    100.0
           만60세 이상 .......................  (190)     24.2     46.3      7.9       .5     21.1     70.5      8.4     21.1    100.0

           성별
           남성 ..............................  (387)     19.9     51.7      7.8      2.6     18.1     71.6     10.3     18.1    100.0
           여성 ..............................  (413)     10.2     49.4     13.1      2.7     24.7     59.6     15.7     24.7    100.0

           종교
           불교 ..............................  (154)     19.5     50.0     13.0       .6     16.9     69.5     13.6     16.9    100.0
           기독교 ............................  (217)     15.2     50.7      9.2      4.1     20.7     65.9     13.4     20.7    100.0
           천주교 ............................   (23)     17.4     56.5      8.7       .0     17.4     73.9      8.7     17.4    100.0
           기타 ..............................   (22)      9.1     63.6      4.5       .0     22.7     72.7      4.5     22.7    100.0
           종교없음 ..........................  (384)     13.0     49.5     10.7      2.9     24.0     62.5     13.5     24.0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7.1     45.1     15.9      6.1     15.9     62.2     22.0     15.9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10.7     57.1      7.1       .0     25.0     67.9      7.1     25.0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6.3     56.3     14.6       .0     22.9     62.5     14.6     22.9    100.0
           농/림/어업 ........................  (209)     20.1     53.1      9.6      2.9     14.4     73.2     12.4     14.4    100.0
           자영업 ............................   (74)     23.0     39.2     12.2      4.1     21.6     62.2     16.2     21.6    100.0
           주부 ..............................  (214)      7.9     53.7     10.7      1.4     26.2     61.7     12.1     26.2    100.0
           학생 ..............................   (31)     12.9     45.2      6.5      3.2     32.3     58.1      9.7     32.3    100.0
           무직/기타 .........................  (114)     16.7     48.2      7.0      2.6     25.4     64.9      9.6     25.4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17.1     48.8      7.8      1.4     24.9     65.9      9.2     24.9    100.0
           100~199만원 .......................  (193)     11.9     51.8     13.5      4.7     18.1     63.7     18.1     18.1    100.0
           200~299만원 .......................  (154)     13.0     55.2      9.7      1.9     20.1     68.2     11.7     20.1    100.0
           300~399만원 .......................   (84)     11.9     58.3     11.9      2.4     15.5     70.2     14.3     15.5    100.0
           400만원 이상 ......................   (59)     20.3     33.9     16.9      5.1     23.7     54.2     22.0     23.7    100.0
           무응답 ............................   (17)     23.5     41.2       .0       .0     35.3     64.7       .0     35.3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20.1     45.5      8.1      2.3     24.0     65.6     10.4     24.0    100.0
           고졸 ..............................  (294)      9.2     57.1     12.6      1.7     19.4     66.3     14.3     19.4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15.2     48.5     11.1      4.5     20.7     63.6     15.7     20.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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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8-1.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응답)
                                                                      <1> 잘된편

                                       ----------------------------------------------------------------------
                                                                                           사례수       %
                                       ----------------------------------------------------------------------
                                       전체 .............................................  (523)     100.0

                                       지역발전에 영향 ..................................  (263)      50.3
                                       기타 .............................................  (107)      20.5
                                       인구증가 .........................................   (75)      14.3
                                       일자리 창출 ......................................   (55)      10.5
                                       연구기관이므로 ...................................   (41)       7.8
                                       잘모름 ...........................................   (14)       2.7
                                       없음 .............................................    (7)       1.3
                                       ----------------------------------------------------------------------

                                                   문8-2.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응답)
                                                                     <2> 잘못된편 

                                       ----------------------------------------------------------------------
                                                                                           사례수       %
                                       ----------------------------------------------------------------------
                                       전체 .............................................  (105)     100.0

                                       기타 .............................................   (27)      25.7
                                       위험하다 .........................................   (22)      21.0
                                       환경오염 .........................................   (20)      19.0
                                       인체에 해로움 ....................................   (17)      16.2
                                       안좋음 ...........................................   (11)      10.5
                                       잘모름 ...........................................    (5)       4.8
                                       변한것이 없음 ....................................    (4)       3.8
                                       없음 .............................................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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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8-3. 1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
                                                              사례수  처음찬성 처음반대 처음반대 처음찬성 모르겠다    계
                                                                      현재찬성 현재반대 현재찬성 현재반대
                         --------------------------------------------------------------------------------------------------
                         전체 ..............................  (483)     70.4     11.6      3.5       .6     13.9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73)     78.1      6.8      4.1      1.4      9.6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41)     75.6      9.8      2.4       .0     12.2    100.0
                         칠보/산내면 .......................   (15)     53.3     26.7      6.7       .0     13.3    100.0
                         북면/입암/소성면 ..................   (45)     55.6     26.7      6.7       .0     11.1    100.0
                         수성동 ............................   (72)     66.7      8.3      2.8      2.8     19.4    100.0
                         장명동 ............................   (14)     85.7       .0       .0       .0     14.3    100.0
                         내장상동 ..........................   (80)     77.5      8.8      1.3       .0     12.5    100.0
                         시기동 ............................   (21)     66.7     19.0       .0       .0     14.3    100.0
                         시기3동 ...........................   (40)     62.5     12.5      7.5       .0     17.5    100.0
                         연지동 ............................   (33)     75.8      3.0      3.0       .0     18.2    100.0
                         농소동 ............................   (25)     56.0     20.0      4.0       .0     20.0    100.0
                         상교동 ............................   (24)     79.2     12.5      4.2       .0      4.2    100.0

                         연령
                         만20~29세 .........................   (35)     57.1     11.4      5.7       .0     25.7    100.0
                         만30~39세 .........................   (92)     64.1     10.9      2.2      1.1     21.7    100.0
                         만40~49세 .........................  (115)     69.6     15.7      2.6       .0     12.2    100.0
                         만50~59세 .........................  (125)     73.6     10.4      4.8      1.6      9.6    100.0
                         만60세 이상 .......................  (116)     76.7      9.5      3.4       .0     10.3    100.0

                         성별
                         남성 ..............................  (261)     78.2      9.6      3.8      1.1      7.3    100.0
                         여성 ..............................  (222)     61.3     14.0      3.2       .0     21.6    100.0

                         종교
                         불교 ..............................  (107)     74.8     11.2      2.8      1.9      9.3    100.0
                         기독교 ............................  (123)     65.9     13.0      4.1       .0     17.1    100.0
                         천주교 ............................   (17)     76.5      5.9       .0       .0     17.6    100.0
                         기타 ..............................   (13)     84.6      7.7      7.7       .0       .0    100.0
                         종교없음 ..........................  (223)     69.5     11.7      3.6       .4     14.8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57)     68.4     19.3      1.8      1.8      8.8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19)     78.9       .0       .0       .0     21.1    100.0
                         생산/기술/노무직 ..................   (27)     70.4     11.1      7.4       .0     11.1    100.0
                         농/림/어업 ........................  (132)     75.8     11.4      4.5      1.5      6.8    100.0
                         자영업 ............................   (52)     73.1     17.3       .0       .0      9.6    100.0
                         주부 ..............................  (122)     62.3      9.8      4.1       .0     23.8    100.0
                         학생 ..............................   (12)     66.7       .0       .0       .0     33.3    100.0
                         무직/기타 .........................   (62)     72.6      9.7      4.8       .0     12.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157)     72.6      8.3      1.9       .6     16.6    100.0
                         100~199만원 .......................  (122)     68.9     13.9      3.3       .8     13.1    100.0
                         200~299만원 .......................   (99)     73.7     11.1      6.1       .0      9.1    100.0
                         300~399만원 .......................   (60)     70.0      8.3      1.7      1.7     18.3    100.0
                         400만원 이상 ......................   (36)     61.1     27.8      2.8       .0      8.3    100.0
                         무응답 ............................    (9)     55.6       .0     22.2       .0     22.2    100.0

                         학력
                         중졸이하 ..........................  (169)     71.6      9.5      4.7       .6     13.6    100.0
                         고졸 ..............................  (189)     67.2     12.2      3.2       .5     16.9    100.0
                         대재/대졸 이상 ....................  (125)     73.6     13.6      2.4       .8      9.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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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8-4. [문8-3의 3,4번 응답자만] 생각을 바꾸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20)     100.0

                                       위험하지 않아보여서 ..............................    (5)      25.0
                                       기타 .............................................    (4)      20.0
                                       어짜피 들어섰으니까 ..............................    (3)      15.0
                                       좋은인식으로 바뀌어서 ............................    (3)      15.0
                                       지역이 발전될 것이므로 ...........................    (3)      15.0
                                       연구소여서 .......................................    (2)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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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9. <방사선 연구원>이 어느 정도 위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
                                                사례수    매우    안전한   위험한    매우   잘모르겠            종합               계
                                                        안전하다  편이다   편이다  위험하다 다
                                                                                                     --------------------------
                                                                                                     안전한편 위험한편 모르겠당
           ----------------------------------------------------------------------------------------------------------------------------
           전체 ..............................  (800)      6.0     45.0     25.1      4.8     19.1     51.0     29.9     19.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6.2     49.0     20.0      6.9     17.9     55.2     26.9     17.9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5.6     39.3     20.2      1.1     33.7     44.9     21.3     33.7    100.0
           칠보/산내면 .......................   (29)     10.3     24.1     27.6       .0     37.9     34.5     27.6     37.9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5.1     40.5     26.6      8.9     19.0     45.6     35.4     19.0    100.0
           수성동 ............................  (117)      4.3     52.1     28.2      4.3     11.1     56.4     32.5     11.1    100.0
           장명동 ............................   (28)     10.7     42.9     21.4      3.6     21.4     53.6     25.0     21.4    100.0
           내장상동 ..........................  (114)      5.3     50.0     24.6      2.6     17.5     55.3     27.2     17.5    100.0
           시기동 ............................   (33)      6.1     57.6     27.3      3.0      6.1     63.6     30.3      6.1    100.0
           시기3동 ...........................   (53)      7.5     49.1     32.1      5.7      5.7     56.6     37.7      5.7    100.0
           연지동 ............................   (46)      4.3     28.3     34.8      4.3     28.3     32.6     39.1     28.3    100.0
           농소동 ............................   (36)      8.3     30.6     33.3      2.8     25.0     38.9     36.1     25.0    100.0
           상교동 ............................   (31)      6.5     51.6     12.9     12.9     16.1     58.1     25.8     16.1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0     48.0     31.0      4.0     13.0     52.0     35.0     13.0    100.0
           만30~39세 .........................  (157)      2.5     51.0     29.3      5.1     12.1     53.5     34.4     12.1    100.0
           만40~49세 .........................  (169)      4.7     46.2     29.0      5.9     14.2     50.9     34.9     14.2    100.0
           만50~59세 .........................  (184)      8.7     41.8     20.1      5.4     23.9     50.5     25.5     23.9    100.0
           만60세 이상 .......................  (190)      8.4     40.5     20.0      3.2     27.9     48.9     23.2     27.9    100.0

           성별
           남성 ..............................  (387)      9.8     52.7     17.3      3.9     16.3     62.5     21.2     16.3    100.0
           여성 ..............................  (413)      2.4     37.8     32.4      5.6     21.8     40.2     38.0     21.8    100.0

           종교
           불교 ..............................  (154)      6.5     46.1     26.0      3.9     17.5     52.6     29.9     17.5    100.0
           기독교 ............................  (217)      8.8     43.8     22.6      5.1     19.8     52.5     27.6     19.8    100.0
           천주교 ............................   (23)     13.0     26.1     39.1      4.3     17.4     39.1     43.5     17.4    100.0
           기타 ..............................   (22)       .0     36.4     31.8       .0     31.8     36.4     31.8     31.8    100.0
           종교없음 ..........................  (384)      4.2     46.9     25.0      5.2     18.8     51.0     30.2     18.8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2.4     59.8     25.6      6.1      6.1     62.2     31.7      6.1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17.9     50.0     17.9       .0     14.3     67.9     17.9     14.3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1     52.1     27.1      4.2     14.6     54.2     31.3     14.6    100.0
           농/림/어업 ........................  (209)      7.2     42.6     21.1      5.3     23.9     49.8     26.3     23.9    100.0
           자영업 ............................   (74)     12.2     47.3     21.6      6.8     12.2     59.5     28.4     12.2    100.0
           주부 ..............................  (214)      1.9     42.5     31.8      4.7     19.2     44.4     36.4     19.2    100.0
           학생 ..............................   (31)      3.2     45.2     41.9      3.2      6.5     48.4     45.2      6.5    100.0
           무직/기타 .........................  (114)      9.6     37.7     18.4      3.5     30.7     47.4     21.9     30.7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5.8     37.2     21.2      4.4     31.4     43.0     25.6     31.4    100.0
           100~199만원 .......................  (193)      5.2     46.1     29.5      5.2     14.0     51.3     34.7     14.0    100.0
           200~299만원 .......................  (154)      7.1     52.6     24.7      3.9     11.7     59.7     28.6     11.7    100.0
           300~399만원 .......................   (84)      8.3     58.3     19.0      7.1      7.1     66.7     26.2      7.1    100.0
           400만원 이상 ......................   (59)      3.4     45.8     35.6      5.1     10.2     49.2     40.7     10.2    100.0
           무응답 ............................   (17)      5.9     29.4     41.2       .0     23.5     35.3     41.2     23.5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5.5     35.4     24.4      4.9     29.9     40.9     29.2     29.9    100.0
           고졸 ..............................  (294)      6.5     47.3     27.6      4.4     14.3     53.7     32.0     14.3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6.1     56.6     22.7      5.1      9.6     62.6     27.8      9.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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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9-1. 그렇게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응답)
                                                                     <1> 안전한편

                                       ----------------------------------------------------------------------
                                                                                           사례수       %
                                       ----------------------------------------------------------------------
                                       전체 .............................................  (408)     100.0

                                       안전하다 .........................................  (203)      49.8
                                       나라에서 하므로 ..................................   (26)       6.4
                                       기술력이 좋음 ....................................   (24)       5.9
                                       믿는다 ...........................................   (18)       4.4
                                       매체를 통해 ......................................   (12)       2.9
                                       그냥 .............................................   (11)       2.7
                                       폐기물 ...........................................    (1)        .2
                                       기타 .............................................   (84)      20.6
                                       없음 .............................................    (6)       1.5
                                       잘모름 ...........................................   (29)       7.1
                                       ----------------------------------------------------------------------

                                                  문9-1. 그렇게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위험한편

                                       ----------------------------------------------------------------------
                                                                                           사례수       %
                                       ----------------------------------------------------------------------
                                       전체 .............................................  (239)     100.0

                                       위험하다 .........................................   (82)      34.3
                                       환경오염 .........................................   (27)      11.3
                                       방사선유출 .......................................   (27)      11.3
                                       인체에 해로움 ....................................   (26)      10.9
                                       안좋음 ...........................................   (15)       6.3
                                       기형아 ...........................................    (8)       3.3
                                       폐기물 ...........................................    (6)       2.5
                                       그냥 .............................................    (5)       2.1
                                       후손에게 해로움 ..................................    (4)       1.7
                                       기타 .............................................   (31)      13.0
                                       없음 .............................................    (1)        .4
                                       잘모름 ...........................................   (21)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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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9-2. 주로 누구의 말이나 글을 통해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647)     100.0

                                       매체 .............................................  (293)      45.3
                                       개인적인 생각 ....................................  (192)      29.7
                                       주위사람 .........................................   (60)       9.3
                                       방문 .............................................   (18)       2.8
                                       책 ...............................................   (16)       2.5
                                       친구 .............................................    (8)       1.2
                                       교육 .............................................    (6)        .9
                                       가족 .............................................    (3)        .5
                                       기타 .............................................   (67)      10.4
                                       잘모름 ...........................................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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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0. 1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
                                                사례수    매우    안전한   위험한    매우   잘모르겠            종합               계
                                                        안전하다  편이다   편이다  위험하다 다
                                                                                                     --------------------------
                                                                                                     안전한편 위험한편 모르겠당
           ----------------------------------------------------------------------------------------------------------------------------
           전체 ..............................  (800)      4.6     35.6     23.9      4.9     31.0     40.3     28.8     31.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4.8     37.2     19.3      6.9     31.7     42.1     26.2     31.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2.2     34.8     16.9      3.4     42.7     37.1     20.2     42.7    100.0
           칠보/산내면 .......................   (29)      3.4     13.8     27.6     10.3     44.8     17.2     37.9     44.8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5.1     22.8     31.6      7.6     32.9     27.8     39.2     32.9    100.0
           수성동 ............................  (117)      3.4     41.9     23.1      4.3     27.4     45.3     27.4     27.4    100.0
           장명동 ............................   (28)     10.7     28.6     21.4       .0     39.3     39.3     21.4     39.3    100.0
           내장상동 ..........................  (114)      5.3     40.4     27.2       .9     26.3     45.6     28.1     26.3    100.0
           시기동 ............................   (33)      6.1     51.5     33.3       .0      9.1     57.6     33.3      9.1    100.0
           시기3동 ...........................   (53)      5.7     45.3     20.8      5.7     22.6     50.9     26.4     22.6    100.0
           연지동 ............................   (46)      4.3     26.1     30.4      4.3     34.8     30.4     34.8     34.8    100.0
           농소동 ............................   (36)      5.6     25.0     30.6      2.8     36.1     30.6     33.3     36.1    100.0
           상교동 ............................   (31)      3.2     41.9     12.9     16.1     25.8     45.2     29.0     25.8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0     32.0     24.0      5.0     35.0     36.0     29.0     35.0    100.0
           만30~39세 .........................  (157)      2.5     40.8     24.2      6.4     26.1     43.3     30.6     26.1    100.0
           만40~49세 .........................  (169)      2.4     38.5     27.2      3.6     28.4     40.8     30.8     28.4    100.0
           만50~59세 .........................  (184)      6.5     32.1     25.0      5.4     31.0     38.6     30.4     31.0    100.0
           만60세 이상 .......................  (190)      6.8     34.2     19.5      4.2     35.3     41.1     23.7     35.3    100.0

           성별
           남성 ..............................  (387)      7.5     42.6     21.2      4.4     24.3     50.1     25.6     24.3    100.0
           여성 ..............................  (413)      1.9     29.1     26.4      5.3     37.3     31.0     31.7     37.3    100.0

           종교
           불교 ..............................  (154)      5.2     39.0     22.1      5.8     27.9     44.2     27.9     27.9    100.0
           기독교 ............................  (217)      6.5     36.9     18.4      5.5     32.7     43.3     24.0     32.7    100.0
           천주교 ............................   (23)      8.7     26.1     43.5       .0     21.7     34.8     43.5     21.7    100.0
           기타 ..............................   (22)       .0     22.7     27.3       .0     50.0     22.7     27.3     50.0    100.0
           종교없음 ..........................  (384)      3.4     34.9     26.3      4.7     30.7     38.3     31.0     30.7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0     52.4     25.6      4.9     17.1     52.4     30.5     17.1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21.4     25.0      7.1       .0     46.4     46.4      7.1     46.4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1     43.8     22.9      6.3     25.0     45.8     29.2     25.0    100.0
           농/림/어업 ........................  (209)      3.3     34.4     23.4      5.7     33.0     37.8     29.2     33.0    100.0
           자영업 ............................   (74)     10.8     37.8     25.7      9.5     16.2     48.6     35.1     16.2    100.0
           주부 ..............................  (214)      1.9     30.8     28.5      4.2     34.6     32.7     32.7     34.6    100.0
           학생 ..............................   (31)      6.5     32.3     29.0      3.2     29.0     38.7     32.3     29.0    100.0
           무직/기타 .........................  (114)      7.9     33.3     16.7      2.6     39.5     41.2     19.3     39.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3.8     30.4     17.7      4.8     43.3     34.1     22.5     43.3    100.0
           100~199만원 .......................  (193)      5.7     33.2     30.6      5.7     24.9     38.9     36.3     24.9    100.0
           200~299만원 .......................  (154)      3.9     39.0     26.0      5.8     25.3     42.9     31.8     25.3    100.0
           300~399만원 .......................   (84)      7.1     51.2     22.6      3.6     15.5     58.3     26.2     15.5    100.0
           400만원 이상 ......................   (59)      3.4     40.7     27.1      3.4     25.4     44.1     30.5     25.4    100.0
           무응답 ............................   (17)      5.9     29.4     29.4       .0     35.3     35.3     29.4     35.3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3.2     26.9     22.4      6.5     40.9     30.2     28.9     40.9    100.0
           고졸 ..............................  (294)      5.4     37.8     25.9      3.7     27.2     43.2     29.6     27.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6     46.0     23.2      4.0     21.2     51.5     27.3     21.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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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1. <방사선 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
                                                         사례수  아주많다 조금있다 별로없는 전혀없다       종합           계
                                                                                    편이다
                                                                                                     ----------------
                                                                                                      있는편   없는편
                    ----------------------------------------------------------------------------------------------------------
                    전체 ..............................  (800)      1.0      7.9      6.8     84.4      8.9     91.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7      4.1      9.7     85.5      4.8     95.2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0       .0      7.9     92.1       .0    100.0    100.0
                    칠보/산내면 .......................   (29)       .0      3.4       .0     96.6      3.4     96.6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0     13.9      3.8     82.3     13.9     86.1    100.0
                    수성동 ............................  (117)       .9      9.4      4.3     85.5     10.3     89.7    100.0
                    장명동 ............................   (28)      7.1     17.9       .0     75.0     25.0     75.0    100.0
                    내장상동 ..........................  (114)      1.8      9.6      8.8     79.8     11.4     88.6    100.0
                    시기동 ............................   (33)      3.0      6.1      6.1     84.8      9.1     90.9    100.0
                    시기3동 ...........................   (53)      1.9     13.2      7.5     77.4     15.1     84.9    100.0
                    연지동 ............................   (46)       .0      4.3      4.3     91.3      4.3     95.7    100.0
                    농소동 ............................   (36)       .0     11.1     11.1     77.8     11.1     88.9    100.0
                    상교동 ............................   (31)       .0      9.7      9.7     80.6      9.7     90.3    100.0

                    연령
                    만20~29세 .........................  (100)      2.0      2.0      6.0     90.0      4.0     96.0    100.0
                    만30~39세 .........................  (157)      1.3      7.6      8.9     82.2      8.9     91.1    100.0
                    만40~49세 .........................  (169)       .6     11.2      5.3     82.8     11.8     88.2    100.0
                    만50~59세 .........................  (184)       .5      8.7      4.3     86.4      9.2     90.8    100.0
                    만60세 이상 .......................  (190)      1.1      7.4      8.9     82.6      8.4     91.6    100.0

                    성별
                    남성 ..............................  (387)      1.6      9.8      8.5     80.1     11.4     88.6    100.0
                    여성 ..............................  (413)       .5      6.1      5.1     88.4      6.5     93.5    100.0

                    종교
                    불교 ..............................  (154)      1.3      9.1      5.8     83.8     10.4     89.6    100.0
                    기독교 ............................  (217)       .0      9.7      6.5     83.9      9.7     90.3    100.0
                    천주교 ............................   (23)      4.3      4.3      8.7     82.6      8.7     91.3    100.0
                    기타 ..............................   (22)       .0      4.5      4.5     90.9      4.5     95.5    100.0
                    종교없음 ..........................  (384)      1.3      6.8      7.3     84.6      8.1     91.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2.4     15.9      9.8     72.0     18.3     81.7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7.1     10.7       .0     82.1     17.9     82.1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1      2.1      2.1     93.8      4.2     95.8    100.0
                    농/림/어업 ........................  (209)       .0      5.3     10.0     84.7      5.3     94.7    100.0
                    자영업 ............................   (74)       .0     18.9      4.1     77.0     18.9     81.1    100.0
                    주부 ..............................  (214)       .5      3.7      6.1     89.7      4.2     95.8    100.0
                    학생 ..............................   (31)      3.2       .0      9.7     87.1      3.2     96.8    100.0
                    무직/기타 .........................  (114)       .9     11.4      4.4     83.3     12.3     87.7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7      5.5      4.4     89.4      6.1     93.9    100.0
                    100~199만원 .......................  (193)      1.0      8.3      5.7     85.0      9.3     90.7    100.0
                    200~299만원 .......................  (154)       .6      8.4      6.5     84.4      9.1     90.9    100.0
                    300~399만원 .......................   (84)       .0     13.1     13.1     73.8     13.1     86.9    100.0
                    400만원 이상 ......................   (59)      5.1     11.9     13.6     69.5     16.9     83.1    100.0
                    무응답 ............................   (17)       .0       .0      5.9     94.1       .0    100.0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0      6.8      5.8     87.3      6.8     93.2    100.0
                    고졸 ..............................  (294)      1.7      8.5      5.1     84.7     10.2     89.8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1.5      8.6     10.6     79.3     10.1     89.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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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2. 귀하는 <방사선 연구원>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사례수    매우   노력하고 노력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노력하고   있는     않은   노력하고
                                                          있다    편이다   편이다   않는다
                                                                                                     --------------------------
                                                                                                     노력하고 노력하지 모르겠다
                                                                                                      있는편   않는편
           ----------------------------------------------------------------------------------------------------------------------------
           전체 ..............................  (800)      5.3     28.3     10.5      8.0     48.0     33.5     18.5     48.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6.2     27.6      6.9      6.9     52.4     33.8     13.8     52.4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5     34.8      4.5      2.2     53.9     39.3      6.7     53.9    100.0
           칠보/산내면 .......................   (29)     10.3     20.7      6.9      3.4     58.6     31.0     10.3     58.6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3.8     32.9      7.6     10.1     45.6     36.7     17.7     45.6    100.0
           수성동 ............................  (117)      1.7     25.6     16.2     14.5     41.9     27.4     30.8     41.9    100.0
           장명동 ............................   (28)      7.1     32.1      3.6      3.6     53.6     39.3      7.1     53.6    100.0
           내장상동 ..........................  (114)      5.3     26.3     12.3      9.6     46.5     31.6     21.9     46.5    100.0
           시기동 ............................   (33)      6.1     15.2     15.2     12.1     51.5     21.2     27.3     51.5    100.0
           시기3동 ...........................   (53)      9.4     24.5     18.9      7.5     39.6     34.0     26.4     39.6    100.0
           연지동 ............................   (46)      6.5     26.1     13.0      4.3     50.0     32.6     17.4     50.0    100.0
           농소동 ............................   (36)       .0     41.7      8.3      8.3     41.7     41.7     16.7     41.7    100.0
           상교동 ............................   (31)      9.7     29.0     12.9      3.2     45.2     38.7     16.1     45.2    100.0

           연령
           만20~29세 .........................  (100)      3.0     31.0     14.0     12.0     40.0     34.0     26.0     40.0    100.0
           만30~39세 .........................  (157)      3.2     22.9     15.3     11.5     47.1     26.1     26.8     47.1    100.0
           만40~49세 .........................  (169)      1.2     24.9     12.4     12.4     49.1     26.0     24.9     49.1    100.0
           만50~59세 .........................  (184)      8.7     34.2      7.6      4.3     45.1     42.9     12.0     45.1    100.0
           만60세 이상 .......................  (190)      8.4     28.4      5.8      2.6     54.7     36.8      8.4     54.7    100.0

           성별
           남성 ..............................  (387)      7.0     31.3      9.0      9.0     43.7     38.2     18.1     43.7    100.0
           여성 ..............................  (413)      3.6     25.4     11.9      7.0     52.1     29.1     18.9     52.1    100.0

           종교
           불교 ..............................  (154)      5.2     33.8      8.4      7.8     44.8     39.0     16.2     44.8    100.0
           기독교 ............................  (217)      5.5     31.8     10.1      5.5     47.0     37.3     15.7     47.0    100.0
           천주교 ............................   (23)     13.0     17.4      8.7     17.4     43.5     30.4     26.1     43.5    100.0
           기타 ..............................   (22)       .0     31.8      4.5      9.1     54.5     31.8     13.6     54.5    100.0
           종교없음 ..........................  (384)      4.9     24.5     12.0      8.9     49.7     29.4     20.8     49.7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9     24.4     22.0     11.0     37.8     29.3     32.9     37.8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3.6     32.1     10.7      3.6     50.0     35.7     14.3     5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1     27.1     12.5     14.6     43.8     29.2     27.1     43.8    100.0
           농/림/어업 ........................  (209)      5.7     30.6      6.2      5.3     52.2     36.4     11.5     52.2    100.0
           자영업 ............................   (74)      9.5     31.1      8.1     16.2     35.1     40.5     24.3     35.1    100.0
           주부 ..............................  (214)      3.7     25.7     11.2      7.0     52.3     29.4     18.2     52.3    100.0
           학생 ..............................   (31)      3.2     35.5     19.4      9.7     32.3     38.7     29.0     32.3    100.0
           무직/기타 .........................  (114)      7.0     27.2      7.0      5.3     53.5     34.2     12.3     53.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6.1     27.6      5.1      3.4     57.7     33.8      8.5     57.7    100.0
           100~199만원 .......................  (193)      7.3     25.4     14.5     10.4     42.5     32.6     24.9     42.5    100.0
           200~299만원 .......................  (154)      3.2     31.8     13.0      7.1     44.8     35.1     20.1     44.8    100.0
           300~399만원 .......................   (84)      3.6     28.6     11.9     13.1     42.9     32.1     25.0     42.9    100.0
           400만원 이상 ......................   (59)      3.4     33.9     18.6     15.3     28.8     37.3     33.9     28.8    100.0
           무응답 ............................   (17)       .0     17.6       .0     17.6     64.7     17.6     17.6     64.7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6.5     28.9      5.5      3.2     55.8     35.4      8.8     55.8    100.0
           고졸 ..............................  (294)      4.1     29.6     11.9     10.2     44.2     33.7     22.1     44.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1     25.3     16.2     12.1     41.4     30.3     28.3     41.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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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3. <방사선 연구원>이 지역 사회 또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사례수   대화가   대화가   대화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매우     많은     없는    대화가
                                                          많다    편이다   편이다    없다
                                                                                                     --------------------------
                                                                                                      많은편   없는편  모르겠다
           ----------------------------------------------------------------------------------------------------------------------------
           전체 ..............................  (800)       .8      8.1     20.6     30.4     40.1      8.9     51.0     40.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2.8      9.7     13.1     31.0     43.4     12.4     44.1     43.4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0      4.5     19.1     28.1     48.3      4.5     47.2     48.3    100.0
           칠보/산내면 .......................   (29)       .0       .0     13.8     37.9     48.3       .0     51.7     48.3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0      7.6     19.0     32.9     40.5      7.6     51.9     40.5    100.0
           수성동 ............................  (117)       .0     10.3     20.5     30.8     38.5     10.3     51.3     38.5    100.0
           장명동 ............................   (28)      3.6     17.9     10.7     25.0     42.9     21.4     35.7     42.9    100.0
           내장상동 ..........................  (114)       .0      7.9     25.4     28.9     37.7      7.9     54.4     37.7    100.0
           시기동 ............................   (33)       .0      6.1     36.4     33.3     24.2      6.1     69.7     24.2    100.0
           시기3동 ...........................   (53)      1.9      7.5     28.3     28.3     34.0      9.4     56.6     34.0    100.0
           연지동 ............................   (46)       .0      6.5     21.7     32.6     39.1      6.5     54.3     39.1    100.0
           농소동 ............................   (36)       .0      8.3     16.7     30.6     44.4      8.3     47.2     44.4    100.0
           상교동 ............................   (31)       .0      9.7     35.5     25.8     29.0      9.7     61.3     29.0    100.0

           연령
           만20~29세 .........................  (100)       .0      6.0     35.0     25.0     34.0      6.0     60.0     34.0    100.0
           만30~39세 .........................  (157)       .0      5.7     26.1     32.5     35.7      5.7     58.6     35.7    100.0
           만40~49세 .........................  (169)       .0      5.9     23.7     38.5     32.0      5.9     62.1     32.0    100.0
           만50~59세 .........................  (184)       .5     12.5     15.8     28.3     42.9     13.0     44.0     42.9    100.0
           만60세 이상 .......................  (190)      2.6      8.9     10.5     26.3     51.6     11.6     36.8     51.6    100.0

           성별
           남성 ..............................  (387)      1.0      9.3     19.4     32.3     38.0     10.3     51.7     38.0    100.0
           여성 ..............................  (413)       .5      7.0     21.8     28.6     42.1      7.5     50.4     42.1    100.0

           종교
           불교 ..............................  (154)       .6     11.7     24.7     26.0     37.0     12.3     50.6     37.0    100.0
           기독교 ............................  (217)       .9      7.4     21.7     28.1     41.9      8.3     49.8     41.9    100.0
           천주교 ............................   (23)       .0     17.4     17.4     43.5     21.7     17.4     60.9     21.7    100.0
           기타 ..............................   (22)       .0       .0     18.2     36.4     45.5       .0     54.5     45.5    100.0
           종교없음 ..........................  (384)       .8      7.0     18.8     32.3     41.1      7.8     51.0     41.1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2      9.8     29.3     30.5     29.3     11.0     59.8     29.3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3.6     39.3     25.0     32.1      3.6     64.3     32.1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0      8.3     25.0     35.4     31.3      8.3     60.4     31.3    100.0
           농/림/어업 ........................  (209)       .0      9.6     14.4     34.0     42.1      9.6     48.3     42.1    100.0
           자영업 ............................   (74)       .0      9.5     18.9     40.5     31.1      9.5     59.5     31.1    100.0
           주부 ..............................  (214)       .5      7.9     20.6     28.0     43.0      8.4     48.6     43.0    100.0
           학생 ..............................   (31)       .0      3.2     38.7     29.0     29.0      3.2     67.7     29.0    100.0
           무직/기타 .........................  (114)      3.5      6.1     15.8     21.1     53.5      9.6     36.8     53.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1.0      6.8     12.3     27.6     52.2      7.8     39.9     52.2    100.0
           100~199만원 .......................  (193)       .5      9.8     26.9     32.1     30.6     10.4     59.1     30.6    100.0
           200~299만원 .......................  (154)       .0      7.8     20.8     31.8     39.6      7.8     52.6     39.6    100.0
           300~399만원 .......................   (84)      2.4      8.3     26.2     32.1     31.0     10.7     58.3     31.0    100.0
           400만원 이상 ......................   (59)       .0     11.9     33.9     33.9     20.3     11.9     67.8     20.3    100.0
           무응답 ............................   (17)       .0       .0     17.6     23.5     58.8       .0     41.2     58.8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1.0      8.1     12.7     28.9     49.4      9.1     41.6     49.4    100.0
           고졸 ..............................  (294)       .3      8.8     22.8     30.6     37.4      9.2     53.4     37.4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1.0      7.1     29.8     32.3     29.8      8.1     62.1     29.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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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4. <방사선 연구원>이 발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믿는 편입니까?

           
           ----------------------------------------------------------------------------------------------------------------------------
                                                사례수    매우   믿을 수  믿을 수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믿을수    있는     없는    믿을수
                                                          있다    편이다   편이다    없다
                                                                                                     --------------------------
                                                                                                      믿을수   믿을수  모르겠다
                                                                                                      있는편   없는편
           ----------------------------------------------------------------------------------------------------------------------------
           전체 ..............................  (800)      6.9     47.0     12.9      3.0     30.3     53.9     15.9     30.3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9.7     45.5     10.3      4.8     29.7     55.2     15.2     29.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5.6     46.1      7.9      1.1     39.3     51.7      9.0     39.3    100.0
           칠보/산내면 .......................   (29)      3.4     34.5     13.8       .0     48.3     37.9     13.8     48.3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3.8     44.3     13.9      6.3     31.6     48.1     20.3     31.6    100.0
           수성동 ............................  (117)      5.1     52.1     13.7      2.6     26.5     57.3     16.2     26.5    100.0
           장명동 ............................   (28)     14.3     35.7     10.7       .0     39.3     50.0     10.7     39.3    100.0
           내장상동 ..........................  (114)      7.0     52.6     15.8      1.8     22.8     59.6     17.5     22.8    100.0
           시기동 ............................   (33)      9.1     42.4     21.2       .0     27.3     51.5     21.2     27.3    100.0
           시기3동 ...........................   (53)      5.7     52.8     13.2      3.8     24.5     58.5     17.0     24.5    100.0
           연지동 ............................   (46)      8.7     37.0     15.2       .0     39.1     45.7     15.2     39.1    100.0
           농소동 ............................   (36)      2.8     50.0     16.7      2.8     27.8     52.8     19.4     27.8    100.0
           상교동 ............................   (31)      9.7     51.6      6.5      9.7     22.6     61.3     16.1     22.6    100.0

           연령
           만20~29세 .........................  (100)      1.0     54.0     16.0      3.0     26.0     55.0     19.0     26.0    100.0
           만30~39세 .........................  (157)      4.5     47.1     17.2      2.5     28.7     51.6     19.7     28.7    100.0
           만40~49세 .........................  (169)      2.4     45.0     18.3      3.0     31.4     47.3     21.3     31.4    100.0
           만50~59세 .........................  (184)     10.3     51.1     10.3      5.4     22.8     61.4     15.8     22.8    100.0
           만60세 이상 .......................  (190)     12.6     41.1      5.3      1.1     40.0     53.7      6.3     40.0    100.0

           성별
           남성 ..............................  (387)     11.1     48.1     10.6      2.6     27.6     59.2     13.2     27.6    100.0
           여성 ..............................  (413)      2.9     46.0     15.0      3.4     32.7     48.9     18.4     32.7    100.0

           종교
           불교 ..............................  (154)     10.4     45.5     17.5       .6     26.0     55.8     18.2     26.0    100.0
           기독교 ............................  (217)      5.1     51.6     11.1      3.2     29.0     56.7     14.3     29.0    100.0
           천주교 ............................   (23)     13.0     47.8      4.3      4.3     30.4     60.9      8.7     30.4    100.0
           기타 ..............................   (22)      4.5     59.1      9.1       .0     27.3     63.6      9.1     27.3    100.0
           종교없음 ..........................  (384)      6.3     44.3     12.8      3.9     32.8     50.5     16.7     32.8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3.7     52.4     17.1      3.7     23.2     56.1     20.7     23.2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7.1     39.3     14.3       .0     39.3     46.4     14.3     39.3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0     58.3     14.6      4.2     22.9     58.3     18.8     22.9    100.0
           농/림/어업 ........................  (209)     10.5     42.1     11.5      3.3     32.5     52.6     14.8     32.5    100.0
           자영업 ............................   (74)     10.8     50.0     12.2      4.1     23.0     60.8     16.2     23.0    100.0
           주부 ..............................  (214)      3.3     48.6     13.1      3.3     31.8     51.9     16.4     31.8    100.0
           학생 ..............................   (31)      3.2     61.3     25.8       .0      9.7     64.5     25.8      9.7    100.0
           무직/기타 .........................  (114)     10.5     40.4      7.9      1.8     39.5     50.9      9.6     39.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8.5     37.9      8.9      3.1     41.6     46.4     11.9     41.6    100.0
           100~199만원 .......................  (193)      5.7     51.3     17.6      1.6     23.8     57.0     19.2     23.8    100.0
           200~299만원 .......................  (154)      6.5     52.6     10.4      3.2     27.3     59.1     13.6     27.3    100.0
           300~399만원 .......................   (84)      9.5     53.6     10.7      3.6     22.6     63.1     14.3     22.6    100.0
           400만원 이상 ......................   (59)      1.7     57.6     23.7      3.4     13.6     59.3     27.1     13.6    100.0
           무응답 ............................   (17)       .0     35.3     23.5     11.8     29.4     35.3     35.3     29.4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8.8     41.9     10.7      3.6     35.1     50.6     14.3     35.1    100.0
           고졸 ..............................  (294)      6.1     46.3     13.3      2.4     32.0     52.4     15.6     32.0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1     56.1     15.7      3.0     20.2     61.1     18.7     20.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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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5. <방사선 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벌이는 행사나 활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
                                                                           사례수  기억난다 기억나지    계
                                                                                             않는다
                                      ----------------------------------------------------------------------
                                      전체 ..............................  (800)      5.0     95.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2.8     97.2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2.2     97.8    100.0
                                      칠보/산내면 .......................   (29)      3.4     96.6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3.8     96.2    100.0
                                      수성동 ............................  (117)      6.0     94.0    100.0
                                      장명동 ............................   (28)     10.7     89.3    100.0
                                      내장상동 ..........................  (114)      7.0     93.0    100.0
                                      시기동 ............................   (33)      6.1     93.9    100.0
                                      시기3동 ...........................   (53)      3.8     96.2    100.0
                                      연지동 ............................   (46)      4.3     95.7    100.0
                                      농소동 ............................   (36)      8.3     91.7    100.0
                                      상교동 ............................   (31)      9.7     90.3    100.0

                                      연령
                                      만20~29세 .........................  (100)      2.0     98.0    100.0
                                      만30~39세 .........................  (157)      7.0     93.0    100.0
                                      만40~49세 .........................  (169)      6.5     93.5    100.0
                                      만50~59세 .........................  (184)      4.3     95.7    100.0
                                      만60세 이상 .......................  (190)      4.2     95.8    100.0

                                      성별
                                      남성 ..............................  (387)      4.9     95.1    100.0
                                      여성 ..............................  (413)      5.1     94.9    100.0

                                      종교
                                      불교 ..............................  (154)      5.2     94.8    100.0
                                      기독교 ............................  (217)      4.1     95.9    100.0
                                      천주교 ............................   (23)      8.7     91.3    100.0
                                      기타 ..............................   (22)       .0    100.0    100.0
                                      종교없음 ..........................  (384)      5.5     94.5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1.0     89.0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7.1     92.9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2     95.8    100.0
                                      농/림/어업 ........................  (209)      2.9     97.1    100.0
                                      자영업 ............................   (74)      4.1     95.9    100.0
                                      주부 ..............................  (214)      5.1     94.9    100.0
                                      학생 ..............................   (31)      3.2     96.8    100.0
                                      무직/기타 .........................  (114)      5.3     94.7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3.4     96.6    100.0
                                      100~199만원 .......................  (193)      6.2     93.8    100.0
                                      200~299만원 .......................  (154)      5.2     94.8    100.0
                                      300~399만원 .......................   (84)      4.8     95.2    100.0
                                      400만원 이상 ......................   (59)     10.2     89.8    100.0
                                      무응답 ............................   (17)       .0    100.0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3.2     96.8    100.0
                                      고졸 ..............................  (294)      5.1     94.9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7.6     92.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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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5-1. 기억나는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40)     100.0

                                       홍보활동 .........................................   (16)      40.0
                                       체육대회 .........................................    (8)      20.0
                                       견학 .............................................    (5)      12.5
                                       봉사활동 .........................................    (1)       2.5
                                       기억안남 .........................................    (1)       2.5
                                       잘모름 ...........................................    (9)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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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6. 현재 정읍<방사선 연구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산업단지, 즉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사례수    알고    모르고     계
                                                                                     있다     있다
                                      ----------------------------------------------------------------------
                                      전체 ..............................  (800)     51.9     48.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44.1     55.9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37.1     62.9    100.0
                                      칠보/산내면 .......................   (29)     37.9     62.1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53.2     46.8    100.0
                                      수성동 ............................  (117)     53.0     47.0    100.0
                                      장명동 ............................   (28)     46.4     53.6    100.0
                                      내장상동 ..........................  (114)     63.2     36.8    100.0
                                      시기동 ............................   (33)     48.5     51.5    100.0
                                      시기3동 ...........................   (53)     62.3     37.7    100.0
                                      연지동 ............................   (46)     63.0     37.0    100.0
                                      농소동 ............................   (36)     61.1     38.9    100.0
                                      상교동 ............................   (31)     58.1     41.9    100.0

                                      연령
                                      만20~29세 .........................  (100)     30.0     70.0    100.0
                                      만30~39세 .........................  (157)     49.0     51.0    100.0
                                      만40~49세 .........................  (169)     63.3     36.7    100.0
                                      만50~59세 .........................  (184)     59.2     40.8    100.0
                                      만60세 이상 .......................  (190)     48.4     51.6    100.0

                                      성별
                                      남성 ..............................  (387)     58.4     41.6    100.0
                                      여성 ..............................  (413)     45.8     54.2    100.0

                                      종교
                                      불교 ..............................  (154)     57.8     42.2    100.0
                                      기독교 ............................  (217)     47.9     52.1    100.0
                                      천주교 ............................   (23)     52.2     47.8    100.0
                                      기타 ..............................   (22)     27.3     72.7    100.0
                                      종교없음 ..........................  (384)     53.1     46.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59.8     40.2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46.4     53.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54.2     45.8    100.0
                                      농/림/어업 ........................  (209)     52.2     47.8    100.0
                                      자영업 ............................   (74)     74.3     25.7    100.0
                                      주부 ..............................  (214)     46.7     53.3    100.0
                                      학생 ..............................   (31)     29.0     71.0    100.0
                                      무직/기타 .........................  (114)     47.4     52.6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45.4     54.6    100.0
                                      100~199만원 .......................  (193)     53.4     46.6    100.0
                                      200~299만원 .......................  (154)     55.2     44.8    100.0
                                      300~399만원 .......................   (84)     57.1     42.9    100.0
                                      400만원 이상 ......................   (59)     69.5     30.5    100.0
                                      무응답 ............................   (17)     29.4     70.6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45.1     54.9    100.0
                                      고졸 ..............................  (294)     53.4     46.6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60.1     39.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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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7.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사례수   관심이   관심이   관심이    전혀         종합           계
                                                                 매우많다   많은     없는    관심이
                                                                           편이다   편이다    없다
                                                                                                     ----------------
                                                                                                      많은편   없는편
                    ----------------------------------------------------------------------------------------------------------
                    전체 ..............................  (415)     15.2     49.4     28.4      7.0     64.6     35.4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64)     26.6     45.3     21.9      6.3     71.9     28.1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33)      9.1     51.5     36.4      3.0     60.6     39.4    100.0
                    칠보/산내면 .......................   (11)     27.3     36.4     36.4       .0     63.6     36.4    100.0
                    북면/입암/소성면 ..................   (42)     11.9     54.8     23.8      9.5     66.7     33.3    100.0
                    수성동 ............................   (62)      6.5     54.8     30.6      8.1     61.3     38.7    100.0
                    장명동 ............................   (13)     23.1     53.8     23.1       .0     76.9     23.1    100.0
                    내장상동 ..........................   (72)     11.1     50.0     36.1      2.8     61.1     38.9    100.0
                    시기동 ............................   (16)     12.5     31.3     31.3     25.0     43.8     56.3    100.0
                    시기3동 ...........................   (33)     24.2     48.5     24.2      3.0     72.7     27.3    100.0
                    연지동 ............................   (29)      6.9     51.7     34.5      6.9     58.6     41.4    100.0
                    농소동 ............................   (22)      4.5     45.5     31.8     18.2     50.0     50.0    100.0
                    상교동 ............................   (18)     38.9     50.0       .0     11.1     88.9     11.1    100.0

                    연령
                    만20~29세 .........................   (30)      3.3     50.0     40.0      6.7     53.3     46.7    100.0
                    만30~39세 .........................   (77)      9.1     45.5     35.1     10.4     54.5     45.5    100.0
                    만40~49세 .........................  (107)     15.0     49.5     29.9      5.6     64.5     35.5    100.0
                    만50~59세 .........................  (109)     15.6     49.5     27.5      7.3     65.1     34.9    100.0
                    만60세 이상 .......................   (92)     23.9     52.2     18.5      5.4     76.1     23.9    100.0

                    성별
                    남성 ..............................  (226)     22.1     49.1     24.3      4.4     71.2     28.8    100.0
                    여성 ..............................  (189)      6.9     49.7     33.3     10.1     56.6     43.4    100.0

                    종교
                    불교 ..............................   (89)     21.3     48.3     27.0      3.4     69.7     30.3    100.0
                    기독교 ............................  (104)     15.4     49.0     29.8      5.8     64.4     35.6    100.0
                    천주교 ............................   (12)     25.0     41.7     25.0      8.3     66.7     33.3    100.0
                    기타 ..............................    (6)     16.7     50.0     33.3       .0     66.7     33.3    100.0
                    종교없음 ..........................  (204)     11.8     50.5     28.4      9.3     62.3     37.7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49)     16.3     55.1     24.5      4.1     71.4     28.6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13)     23.1     46.2     30.8       .0     69.2     30.8    100.0
                    생산/기술/노무직 ..................   (26)     15.4     46.2     26.9     11.5     61.5     38.5    100.0
                    농/림/어업 ........................  (109)     21.1     47.7     22.9      8.3     68.8     31.2    100.0
                    자영업 ............................   (55)     12.7     56.4     27.3      3.6     69.1     30.9    100.0
                    주부 ..............................  (100)      5.0     47.0     38.0     10.0     52.0     48.0    100.0
                    학생 ..............................    (9)     11.1     33.3     44.4     11.1     44.4     55.6    100.0
                    무직/기타 .........................   (54)     22.2     50.0     24.1      3.7     72.2     27.8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133)     16.5     51.1     26.3      6.0     67.7     32.3    100.0
                    100~199만원 .......................  (103)     16.5     43.7     31.1      8.7     60.2     39.8    100.0
                    200~299만원 .......................   (85)     14.1     51.8     28.2      5.9     65.9     34.1    100.0
                    300~399만원 .......................   (48)     14.6     52.1     22.9     10.4     66.7     33.3    100.0
                    400만원 이상 ......................   (41)     12.2     51.2     34.1      2.4     63.4     36.6    100.0
                    무응답 ............................    (5)       .0     40.0     40.0     20.0     40.0     60.0    100.0

                    학력
                    중졸이하 ..........................  (139)     13.7     48.9     30.2      7.2     62.6     37.4    100.0
                    고졸 ..............................  (157)     15.9     45.9     29.9      8.3     61.8     38.2    100.0
                    대재/대졸 이상 ....................  (119)     16.0     54.6     24.4      5.0     70.6     29.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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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8. <방사선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건설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415)     100.0

                                       지역발전 .........................................   (58)      14.0
                                       첨단기술 .........................................   (53)      12.8
                                       연구소 ...........................................   (33)       8.0
                                       생명공학 .........................................   (26)       6.3
                                       산업발달 .........................................   (21)       5.1
                                       반도체 ...........................................   (16)       3.9
                                       방사선 ...........................................   (15)       3.6
                                       전자 .............................................    (7)       1.7
                                       환경오염 .........................................    (7)       1.7
                                       일자리 창출 ......................................    (5)       1.2
                                       인구증가 .........................................    (4)       1.0
                                       경제발전 .........................................    (4)       1.0
                                       원자력 ...........................................    (4)       1.0
                                       핵 ...............................................    (3)        .7
                                       기타 .............................................   (51)      12.3
                                       없음 .............................................   (57)      13.7
                                       잘모름 ...........................................   (86)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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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9. 그러면 지금 조성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편이세요? 

                    
                    ----------------------------------------------------------------------------------------------------------
                                                         사례수    매우    잘아는   모르는    전혀         종합           계
                                                                  잘알고   편이다   편이다   모르고
                                                                   있다                       있다
                                                                                                     ----------------
                                                                                                     잘아는편 모르는편
                    ----------------------------------------------------------------------------------------------------------
                    전체 ..............................  (415)      3.1     21.2     53.3     22.4     24.3     75.7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64)      3.1     23.4     48.4     25.0     26.6     73.4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33)      6.1     21.2     45.5     27.3     27.3     72.7    100.0
                    칠보/산내면 .......................   (11)       .0      9.1     72.7     18.2      9.1     90.9    100.0
                    북면/입암/소성면 ..................   (42)       .0     11.9     64.3     23.8     11.9     88.1    100.0
                    수성동 ............................   (62)      4.8     22.6     56.5     16.1     27.4     72.6    100.0
                    장명동 ............................   (13)     15.4     23.1     30.8     30.8     38.5     61.5    100.0
                    내장상동 ..........................   (72)      2.8     26.4     50.0     20.8     29.2     70.8    100.0
                    시기동 ............................   (16)      6.3     12.5     62.5     18.8     18.8     81.3    100.0
                    시기3동 ...........................   (33)       .0     33.3     51.5     15.2     33.3     66.7    100.0
                    연지동 ............................   (29)       .0     10.3     55.2     34.5     10.3     89.7    100.0
                    농소동 ............................   (22)      4.5     18.2     54.5     22.7     22.7     77.3    100.0
                    상교동 ............................   (18)       .0     22.2     55.6     22.2     22.2     77.8    100.0

                    연령
                    만20~29세 .........................   (30)       .0     16.7     50.0     33.3     16.7     83.3    100.0
                    만30~39세 .........................   (77)      1.3     16.9     61.0     20.8     18.2     81.8    100.0
                    만40~49세 .........................  (107)      2.8     17.8     63.6     15.9     20.6     79.4    100.0
                    만50~59세 .........................  (109)      5.5     23.9     45.9     24.8     29.4     70.6    100.0
                    만60세 이상 .......................   (92)      3.3     27.2     44.6     25.0     30.4     69.6    100.0

                    성별
                    남성 ..............................  (226)      5.8     29.2     47.8     17.3     35.0     65.0    100.0
                    여성 ..............................  (189)       .0     11.6     59.8     28.6     11.6     88.4    100.0

                    종교
                    불교 ..............................   (89)      3.4     30.3     47.2     19.1     33.7     66.3    100.0
                    기독교 ............................  (104)      5.8     15.4     56.7     22.1     21.2     78.8    100.0
                    천주교 ............................   (12)       .0     33.3     33.3     33.3     33.3     66.7    100.0
                    기타 ..............................    (6)       .0     16.7     50.0     33.3     16.7     83.3    100.0
                    종교없음 ..........................  (204)      2.0     19.6     55.4     23.0     21.6     78.4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49)     10.2     22.4     42.9     24.5     32.7     67.3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13)       .0      7.7     76.9     15.4      7.7     92.3    100.0
                    생산/기술/노무직 ..................   (26)       .0     34.6     57.7      7.7     34.6     65.4    100.0
                    농/림/어업 ........................  (109)      1.8     21.1     55.0     22.0     22.9     77.1    100.0
                    자영업 ............................   (55)      9.1     25.5     52.7     12.7     34.5     65.5    100.0
                    주부 ..............................  (100)       .0     13.0     62.0     25.0     13.0     87.0    100.0
                    학생 ..............................    (9)       .0     22.2     22.2     55.6     22.2     77.8    100.0
                    무직/기타 .........................   (54)      1.9     27.8     40.7     29.6     29.6     70.4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133)      2.3     19.5     51.1     27.1     21.8     78.2    100.0
                    100~199만원 .......................  (103)      1.9     24.3     53.4     20.4     26.2     73.8    100.0
                    200~299만원 .......................   (85)      4.7     21.2     49.4     24.7     25.9     74.1    100.0
                    300~399만원 .......................   (48)      4.2     20.8     56.3     18.8     25.0     75.0    100.0
                    400만원 이상 ......................   (41)      4.9     19.5     63.4     12.2     24.4     75.6    100.0
                    무응답 ............................    (5)       .0     20.0     60.0     20.0     20.0     80.0    100.0

                    학력
                    중졸이하 ..........................  (139)       .0     19.4     50.4     30.2     19.4     80.6    100.0
                    고졸 ..............................  (157)      3.8     17.2     60.5     18.5     21.0     79.0    100.0
                    대재/대졸 이상 ....................  (119)      5.9     28.6     47.1     18.5     34.5     65.5    100.0
                    ----------------------------------------------------------------------------------------------------------



- 27 -

                                          문19-1. [문19의 1번 응답자만] 주로 무엇을 하는 곳으로 알고 계세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13)     100.0

                                       연구하는 곳 ......................................    (9)      69.2
                                       생명과학 유치 ....................................    (3)      23.1
                                       일반산업 유치 ....................................    (1)       7.7
                                       농업에 이익 ......................................    (1)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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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0.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첨단과학단지가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세요?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도움이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도움이   되는편  안되는편  도움이
                                                         되는편                     안된다
                                                                                                     --------------------------
                                                                                                       도움    도움이  모르겠다
                                                                                                      되는편  안되는편
           ----------------------------------------------------------------------------------------------------------------------------
           전체 ..............................  (800)     24.4     54.6      6.4      2.0     12.6     79.0      8.4     12.6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21.4     57.2      6.2       .7     14.5     78.6      6.9     14.5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28.1     47.2      6.7      1.1     16.9     75.3      7.9     16.9    100.0
           칠보/산내면 .......................   (29)     24.1     44.8     13.8       .0     17.2     69.0     13.8     17.2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24.1     55.7      6.3       .0     13.9     79.7      6.3     13.9    100.0
           수성동 ............................  (117)     21.4     58.1      6.8      5.1      8.5     79.5     12.0      8.5    100.0
           장명동 ............................   (28)     42.9     53.6       .0       .0      3.6     96.4       .0      3.6    100.0
           내장상동 ..........................  (114)     22.8     57.0      5.3      2.6     12.3     79.8      7.9     12.3    100.0
           시기동 ............................   (33)     30.3     48.5     12.1      6.1      3.0     78.8     18.2      3.0    100.0
           시기3동 ...........................   (53)     32.1     41.5      7.5      1.9     17.0     73.6      9.4     17.0    100.0
           연지동 ............................   (46)     17.4     65.2      2.2      4.3     10.9     82.6      6.5     10.9    100.0
           농소동 ............................   (36)     22.2     55.6      5.6       .0     16.7     77.8      5.6     16.7    100.0
           상교동 ............................   (31)     22.6     61.3      6.5       .0      9.7     83.9      6.5      9.7    100.0

           연령
           만20~29세 .........................  (100)     23.0     62.0      5.0      3.0      7.0     85.0      8.0      7.0    100.0
           만30~39세 .........................  (157)     20.4     58.6      7.6      1.3     12.1     79.0      8.9     12.1    100.0
           만40~49세 .........................  (169)     20.7     55.6     10.7      3.0     10.1     76.3     13.6     10.1    100.0
           만50~59세 .........................  (184)     28.8     50.5      5.4      1.6     13.6     79.3      7.1     13.6    100.0
           만60세 이상 .......................  (190)     27.4     50.5      3.2      1.6     17.4     77.9      4.7     17.4    100.0

           성별
           남성 ..............................  (387)     31.5     49.6      6.7      2.3      9.8     81.1      9.0      9.8    100.0
           여성 ..............................  (413)     17.7     59.3      6.1      1.7     15.3     77.0      7.7     15.3    100.0

           종교
           불교 ..............................  (154)     27.9     55.2      7.1      1.3      8.4     83.1      8.4      8.4    100.0
           기독교 ............................  (217)     30.4     50.7      5.1      1.8     12.0     81.1      6.9     12.0    100.0
           천주교 ............................   (23)     34.8     47.8      4.3       .0     13.0     82.6      4.3     13.0    100.0
           기타 ..............................   (22)     27.3     59.1       .0       .0     13.6     86.4       .0     13.6    100.0
           종교없음 ..........................  (384)     18.8     56.8      7.3      2.6     14.6     75.5      9.9     14.6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8.3     56.1     11.0      3.7     11.0     74.4     14.6     11.0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25.0     57.1      7.1      7.1      3.6     82.1     14.3      3.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5.0     47.9     10.4      2.1     14.6     72.9     12.5     14.6    100.0
           농/림/어업 ........................  (209)     28.7     51.7      5.3       .0     14.4     80.4      5.3     14.4    100.0
           자영업 ............................   (74)     28.4     50.0      6.8      4.1     10.8     78.4     10.8     10.8    100.0
           주부 ..............................  (214)     17.3     61.7      5.1      2.3     13.6     79.0      7.5     13.6    100.0
           학생 ..............................   (31)     29.0     54.8      6.5      3.2      6.5     83.9      9.7      6.5    100.0
           무직/기타 .........................  (114)     29.8     50.9      5.3       .9     13.2     80.7      6.1     13.2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22.5     50.2      5.8      2.0     19.5     72.7      7.8     19.5    100.0
           100~199만원 .......................  (193)     22.8     59.1      6.2      1.0     10.9     81.9      7.3     10.9    100.0
           200~299만원 .......................  (154)     27.9     56.5      5.2      3.2      7.1     84.4      8.4      7.1    100.0
           300~399만원 .......................   (84)     25.0     60.7      6.0      1.2      7.1     85.7      7.1      7.1    100.0
           400만원 이상 ......................   (59)     30.5     50.8     11.9      1.7      5.1     81.4     13.6      5.1    100.0
           무응답 ............................   (17)     17.6     47.1     11.8      5.9     17.6     64.7     17.6     17.6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24.7     50.0      5.2      1.3     18.8     74.7      6.5     18.8    100.0
           고졸 ..............................  (294)     21.4     59.2      6.8      1.7     10.9     80.6      8.5     10.9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28.3     55.1      7.6      3.5      5.6     83.3     11.1      5.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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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0.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첨단과학단지는 나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도움이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도움이   되는편  안되는편  도움이
                                                         되는편                     안된다
                                                                                                     --------------------------
                                                                                                       도움    도움이  모르겠다
                                                                                                      되는편  안되는편
           ----------------------------------------------------------------------------------------------------------------------------
           전체 ..............................  (800)      5.1     28.9     27.3     21.0     17.8     34.0     48.3     17.8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9.0     30.3     20.7     18.6     21.4     39.3     39.3     21.4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5.6     31.5     25.8     16.9     20.2     37.1     42.7     20.2    100.0
           칠보/산내면 .......................   (29)       .0     27.6     24.1     31.0     17.2     27.6     55.2     17.2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2.5     36.7     26.6     16.5     17.7     39.2     43.0     17.7    100.0
           수성동 ............................  (117)      4.3     25.6     29.1     26.5     14.5     29.9     55.6     14.5    100.0
           장명동 ............................   (28)     10.7     25.0     17.9     28.6     17.9     35.7     46.4     17.9    100.0
           내장상동 ..........................  (114)      2.6     28.1     37.7     14.0     17.5     30.7     51.8     17.5    100.0
           시기동 ............................   (33)      6.1     24.2     21.2     39.4      9.1     30.3     60.6      9.1    100.0
           시기3동 ...........................   (53)      7.5     24.5     41.5     11.3     15.1     32.1     52.8     15.1    100.0
           연지동 ............................   (46)      4.3     28.3     17.4     30.4     19.6     32.6     47.8     19.6    100.0
           농소동 ............................   (36)       .0     30.6     30.6     16.7     22.2     30.6     47.2     22.2    100.0
           상교동 ............................   (31)      6.5     25.8     22.6     32.3     12.9     32.3     54.8     12.9    100.0

           연령
           만20~29세 .........................  (100)      3.0     36.0     35.0     18.0      8.0     39.0     53.0      8.0    100.0
           만30~39세 .........................  (157)      3.2     31.2     35.0     17.2     13.4     34.4     52.2     13.4    100.0
           만40~49세 .........................  (169)      4.1     26.6     32.0     23.7     13.6     30.8     55.6     13.6    100.0
           만50~59세 .........................  (184)      7.1     27.7     19.0     26.1     20.1     34.8     45.1     20.1    100.0
           만60세 이상 .......................  (190)      6.8     26.3     20.5     18.4     27.9     33.2     38.9     27.9    100.0

           성별
           남성 ..............................  (387)      6.2     30.5     24.8     25.1     13.4     36.7     49.9     13.4    100.0
           여성 ..............................  (413)      4.1     27.4     29.5     17.2     21.8     31.5     46.7     21.8    100.0

           종교
           불교 ..............................  (154)      7.1     27.3     26.6     20.1     18.8     34.4     46.8     18.8    100.0
           기독교 ............................  (217)      6.0     33.2     27.2     16.1     17.5     39.2     43.3     17.5    100.0
           천주교 ............................   (23)      8.7     39.1     17.4     13.0     21.7     47.8     30.4     21.7    100.0
           기타 ..............................   (22)       .0     45.5     18.2     13.6     22.7     45.5     31.8     22.7    100.0
           종교없음 ..........................  (384)      3.9     25.5     28.6     25.0     16.9     29.4     53.6     16.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6.1     25.6     36.6     23.2      8.5     31.7     59.8      8.5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39.3     32.1     17.9     10.7     39.3     50.0     10.7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2     27.1     35.4     25.0      8.3     31.3     60.4      8.3    100.0
           농/림/어업 ........................  (209)      7.2     29.7     24.4     18.7     20.1     36.8     43.1     20.1    100.0
           자영업 ............................   (74)      2.7     37.8     20.3     24.3     14.9     40.5     44.6     14.9    100.0
           주부 ..............................  (214)      3.7     25.7     28.5     19.6     22.4     29.4     48.1     22.4    100.0
           학생 ..............................   (31)      6.5     32.3     38.7     16.1      6.5     38.7     54.8      6.5    100.0
           무직/기타 .........................  (114)      6.1     27.2     20.2     24.6     21.9     33.3     44.7     21.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6.5     28.0     18.4     20.5     26.6     34.5     38.9     26.6    100.0
           100~199만원 .......................  (193)      4.1     28.0     34.2     19.2     14.5     32.1     53.4     14.5    100.0
           200~299만원 .......................  (154)      5.2     29.2     31.8     19.5     14.3     34.4     51.3     14.3    100.0
           300~399만원 .......................   (84)      2.4     32.1     27.4     29.8      8.3     34.5     57.1      8.3    100.0
           400만원 이상 ......................   (59)      6.8     32.2     32.2     23.7      5.1     39.0     55.9      5.1    100.0
           무응답 ............................   (17)       .0     23.5     41.2     11.8     23.5     23.5     52.9     23.5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6.5     26.0     21.4     18.2     27.9     32.5     39.6     27.9    100.0
           고졸 ..............................  (294)      3.7     28.6     31.3     22.4     13.9     32.3     53.7     13.9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1     33.8     30.3     23.2      7.6     38.9     53.5      7.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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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0.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첨단과학단지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
                                                사례수    매우    많은편    약간   들어오지 모르겠다            종합               계
                                                          많이            들어올것  않을것
                                                        들어올것
                                                                                                     --------------------------
                                                                                                       많이   들어오지 모르겠다
                                                                                                      들어올    않을
                                                                                                      것이다   것이다
           ----------------------------------------------------------------------------------------------------------------------------
           전체 ..............................  (800)      6.4     19.5     42.5      5.3     26.4     25.9     47.8     26.4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6.2     21.4     37.2      1.4     33.8     27.6     38.6     33.8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13.5     24.7     31.5      6.7     23.6     38.2     38.2     23.6    100.0
           칠보/산내면 .......................   (29)       .0      6.9     41.4      6.9     44.8      6.9     48.3     44.8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6.3     20.3     39.2      5.1     29.1     26.6     44.3     29.1    100.0
           수성동 ............................  (117)      3.4     16.2     49.6     10.3     20.5     19.7     59.8     20.5    100.0
           장명동 ............................   (28)     10.7     21.4     35.7      3.6     28.6     32.1     39.3     28.6    100.0
           내장상동 ..........................  (114)      7.0     21.1     43.9      5.3     22.8     28.1     49.1     22.8    100.0
           시기동 ............................   (33)      3.0      9.1     60.6     15.2     12.1     12.1     75.8     12.1    100.0
           시기3동 ...........................   (53)      3.8     15.1     50.9      5.7     24.5     18.9     56.6     24.5    100.0
           연지동 ............................   (46)      2.2     26.1     41.3      2.2     28.3     28.3     43.5     28.3    100.0
           농소동 ............................   (36)     11.1     19.4     47.2       .0     22.2     30.6     47.2     22.2    100.0
           상교동 ............................   (31)      6.5     19.4     45.2       .0     29.0     25.8     45.2     29.0    100.0

           연령
           만20~29세 .........................  (100)      5.0     26.0     51.0      7.0     11.0     31.0     58.0     11.0    100.0
           만30~39세 .........................  (157)      5.1     20.4     58.0      6.4     10.2     25.5     64.3     10.2    100.0
           만40~49세 .........................  (169)      4.1     16.6     50.3      6.5     22.5     20.7     56.8     22.5    100.0
           만50~59세 .........................  (184)      7.6     19.6     35.3      4.3     33.2     27.2     39.7     33.2    100.0
           만60세 이상 .......................  (190)      8.9     17.9     25.3      3.2     44.7     26.8     28.4     44.7    100.0

           성별
           남성 ..............................  (387)      7.8     20.7     40.6      5.9     25.1     28.4     46.5     25.1    100.0
           여성 ..............................  (413)      5.1     18.4     44.3      4.6     27.6     23.5     48.9     27.6    100.0

           종교
           불교 ..............................  (154)      7.8     22.1     42.2      4.5     23.4     29.9     46.8     23.4    100.0
           기독교 ............................  (217)      7.4     23.0     41.5      5.1     23.0     30.4     46.5     23.0    100.0
           천주교 ............................   (23)       .0     26.1     39.1      4.3     30.4     26.1     43.5     30.4    100.0
           기타 ..............................   (22)      9.1     40.9     18.2      4.5     27.3     50.0     22.7     27.3    100.0
           종교없음 ..........................  (384)      5.5     14.8     44.8      5.7     29.2     20.3     50.5     29.2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2.4     14.6     65.9     11.0      6.1     17.1     76.8      6.1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14.3     57.1      7.1     21.4     14.3     64.3     21.4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2     29.2     37.5     12.5     16.7     33.3     50.0     16.7    100.0
           농/림/어업 ........................  (209)      7.2     16.7     35.4      3.3     37.3     23.9     38.8     37.3    100.0
           자영업 ............................   (74)      8.1     21.6     47.3      2.7     20.3     29.7     50.0     20.3    100.0
           주부 ..............................  (214)      6.5     19.2     45.3      4.2     24.8     25.7     49.5     24.8    100.0
           학생 ..............................   (31)      3.2     35.5     45.2      6.5      9.7     38.7     51.6      9.7    100.0
           무직/기타 .........................  (114)      9.6     20.2     28.1      4.4     37.7     29.8     32.5     37.7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7.8     17.4     28.7      4.8     41.3     25.3     33.4     41.3    100.0
           100~199만원 .......................  (193)      5.2     21.8     45.1      5.2     22.8     26.9     50.3     22.8    100.0
           200~299만원 .......................  (154)      8.4     18.8     53.2      3.9     15.6     27.3     57.1     15.6    100.0
           300~399만원 .......................   (84)      1.2     21.4     53.6      9.5     14.3     22.6     63.1     14.3    100.0
           400만원 이상 ......................   (59)      1.7     23.7     64.4      3.4      6.8     25.4     67.8      6.8    100.0
           무응답 ............................   (17)     17.6     11.8     23.5     11.8     35.3     29.4     35.3     35.3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7.5     16.6     27.6      4.2     44.2     24.0     31.8     44.2    100.0
           고졸 ..............................  (294)      5.8     19.0     51.7      4.8     18.7     24.8     56.5     18.7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6     24.7     52.0      7.6     10.1     30.3     59.6     10.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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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0.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서면 단지 주변의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
                                                사례수   심하게   심한편    약간   훼손되지 모르겠다            종합               계
                                                         훼손될            훼손될    않을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
                                                                                                      훼손될  훼손되지 모르겠다
                                                                                                      것이다    않을
                                                                                                               것이다
           ----------------------------------------------------------------------------------------------------------------------------
           전체 ..............................  (800)      8.8     16.0     43.9     15.6     15.8     24.8     59.5     15.8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5.5     15.9     40.7     17.2     20.7     21.4     57.9     20.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9.0     16.9     40.4     16.9     16.9     25.8     57.3     16.9    100.0
           칠보/산내면 .......................   (29)     13.8     10.3     27.6     17.2     31.0     24.1     44.8     31.0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7.6     16.5     39.2     12.7     24.1     24.1     51.9     24.1    100.0
           수성동 ............................  (117)     10.3     19.7     47.0     13.7      9.4     29.9     60.7      9.4    100.0
           장명동 ............................   (28)     10.7     14.3     32.1     25.0     17.9     25.0     57.1     17.9    100.0
           내장상동 ..........................  (114)      7.9     13.2     48.2     15.8     14.9     21.1     64.0     14.9    100.0
           시기동 ............................   (33)     12.1     18.2     51.5     12.1      6.1     30.3     63.6      6.1    100.0
           시기3동 ...........................   (53)      9.4     15.1     54.7     11.3      9.4     24.5     66.0      9.4    100.0
           연지동 ............................   (46)     13.0     13.0     50.0      6.5     17.4     26.1     56.5     17.4    100.0
           농소동 ............................   (36)      5.6     22.2     41.7     22.2      8.3     27.8     63.9      8.3    100.0
           상교동 ............................   (31)      9.7     12.9     45.2     25.8      6.5     22.6     71.0      6.5    100.0

           연령
           만20~29세 .........................  (100)     13.0     19.0     44.0     12.0     12.0     32.0     56.0     12.0    100.0
           만30~39세 .........................  (157)      8.9     27.4     45.2     11.5      7.0     36.3     56.7      7.0    100.0
           만40~49세 .........................  (169)     12.4     14.8     50.9     13.6      8.3     27.2     64.5      8.3    100.0
           만50~59세 .........................  (184)      6.0     12.5     45.1     16.8     19.6     18.5     62.0     19.6    100.0
           만60세 이상 .......................  (190)      5.8      9.5     35.3     21.6     27.9     15.3     56.8     27.9    100.0

           성별
           남성 ..............................  (387)      7.2     10.6     45.2     24.3     12.7     17.8     69.5     12.7    100.0
           여성 ..............................  (413)     10.2     21.1     42.6      7.5     18.6     31.2     50.1     18.6    100.0

           종교
           불교 ..............................  (154)     11.0     12.3     44.2     19.5     13.0     23.4     63.6     13.0    100.0
           기독교 ............................  (217)      5.5     16.6     47.0     17.1     13.8     22.1     64.1     13.8    100.0
           천주교 ............................   (23)      4.3     17.4     60.9      8.7      8.7     21.7     69.6      8.7    100.0
           기타 ..............................   (22)      4.5      9.1     36.4     22.7     27.3     13.6     59.1     27.3    100.0
           종교없음 ..........................  (384)     10.2     17.4     41.4     13.3     17.7     27.6     54.7     17.7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1.0     23.2     51.2     11.0      3.7     34.1     62.2      3.7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7.1     10.7     53.6     25.0      3.6     17.9     78.6      3.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6.3      8.3     52.1     18.8     14.6     14.6     70.8     14.6    100.0
           농/림/어업 ........................  (209)      7.7     12.4     38.8     20.1     21.1     20.1     58.9     21.1    100.0
           자영업 ............................   (74)      6.8     12.2     51.4     17.6     12.2     18.9     68.9     12.2    100.0
           주부 ..............................  (214)     10.3     23.4     41.6      7.9     16.8     33.6     49.5     16.8    100.0
           학생 ..............................   (31)      9.7     25.8     41.9     16.1      6.5     35.5     58.1      6.5    100.0
           무직/기타 .........................  (114)      8.8      7.9     42.1     20.2     21.1     16.7     62.3     21.1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8.2     13.0     36.2     14.7     28.0     21.2     50.9     28.0    100.0
           100~199만원 .......................  (193)      9.3     18.1     46.1     17.1      9.3     27.5     63.2      9.3    100.0
           200~299만원 .......................  (154)      5.8     20.8     49.4     16.2      7.8     26.6     65.6      7.8    100.0
           300~399만원 .......................   (84)     10.7      9.5     56.0     17.9      6.0     20.2     73.8      6.0    100.0
           400만원 이상 ......................   (59)     13.6     22.0     42.4     15.3      6.8     35.6     57.6      6.8    100.0
           무응답 ............................   (17)     11.8     11.8     47.1       .0     29.4     23.5     47.1     29.4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7.1     13.3     38.6     13.3     27.6     20.5     51.9     27.6    100.0
           고졸 ..............................  (294)      9.5     18.0     47.6     16.7      8.2     27.6     64.3      8.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10.1     17.2     46.5     17.7      8.6     27.3     64.1      8.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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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1. 전체적으로 볼때 정읍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례수  아주잘된   잘된    잘못된    매우   모르겠다            종합               계
                                                        일이라고  편이다   편이다   잘못된
                                                        생각한다                    일이다
                                                                                                     --------------------------
                                                                                                      잘된편  잘못된편 모르겠다
           ----------------------------------------------------------------------------------------------------------------------------
           전체 ..............................  (800)     21.1     59.8      7.3      1.4     10.5     80.9      8.6     10.5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23.4     58.6      5.5      1.4     11.0     82.1      6.9     11.0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24.7     56.2      6.7      2.2     10.1     80.9      9.0     10.1    100.0
           칠보/산내면 .......................   (29)     17.2     55.2      6.9      3.4     17.2     72.4     10.3     17.2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20.3     53.2      8.9      1.3     16.5     73.4     10.1     16.5    100.0
           수성동 ............................  (117)     18.8     64.1      8.5       .9      7.7     82.9      9.4      7.7    100.0
           장명동 ............................   (28)     21.4     50.0      7.1       .0     21.4     71.4      7.1     21.4    100.0
           내장상동 ..........................  (114)     17.5     62.3      7.0       .0     13.2     79.8      7.0     13.2    100.0
           시기동 ............................   (33)     15.2     69.7      9.1      3.0      3.0     84.8     12.1      3.0    100.0
           시기3동 ...........................   (53)     20.8     54.7     15.1      1.9      7.5     75.5     17.0      7.5    100.0
           연지동 ............................   (46)     21.7     69.6      4.3       .0      4.3     91.3      4.3      4.3    100.0
           농소동 ............................   (36)     30.6     61.1      2.8       .0      5.6     91.7      2.8      5.6    100.0
           상교동 ............................   (31)     22.6     61.3      3.2      6.5      6.5     83.9      9.7      6.5    100.0

           연령
           만20~29세 .........................  (100)     10.0     73.0      8.0      2.0      7.0     83.0     10.0      7.0    100.0
           만30~39세 .........................  (157)     14.6     66.2      7.6      1.3     10.2     80.9      8.9     10.2    100.0
           만40~49세 .........................  (169)     18.9     59.2     11.2      1.2      9.5     78.1     12.4      9.5    100.0
           만50~59세 .........................  (184)     27.2     54.3      6.5      1.6     10.3     81.5      8.2     10.3    100.0
           만60세 이상 .......................  (190)     28.4     53.2      3.7      1.1     13.7     81.6      4.7     13.7    100.0

           성별
           남성 ..............................  (387)     27.6     59.2      5.7      1.3      6.2     86.8      7.0      6.2    100.0
           여성 ..............................  (413)     15.0     60.3      8.7      1.5     14.5     75.3     10.2     14.5    100.0

           종교
           불교 ..............................  (154)     26.6     53.9      9.1      2.6      7.8     80.5     11.7      7.8    100.0
           기독교 ............................  (217)     20.7     61.3      4.6       .9     12.4     82.0      5.5     12.4    100.0
           천주교 ............................   (23)     30.4     52.2      4.3       .0     13.0     82.6      4.3     13.0    100.0
           기타 ..............................   (22)     22.7     54.5      9.1       .0     13.6     77.3      9.1     13.6    100.0
           종교없음 ..........................  (384)     18.5     62.0      8.1      1.3     10.2     80.5      9.4     10.2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7.1     62.2     12.2      3.7      4.9     79.3     15.9      4.9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28.6     64.3       .0       .0      7.1     92.9       .0      7.1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14.6     72.9      4.2       .0      8.3     87.5      4.2      8.3    100.0
           농/림/어업 ........................  (209)     25.8     56.5      6.2      1.9      9.6     82.3      8.1      9.6    100.0
           자영업 ............................   (74)     33.8     51.4      8.1      2.7      4.1     85.1     10.8      4.1    100.0
           주부 ..............................  (214)     13.6     62.6      8.9       .0     15.0     76.2      8.9     15.0    100.0
           학생 ..............................   (31)     12.9     74.2      3.2      3.2      6.5     87.1      6.5      6.5    100.0
           무직/기타 .........................  (114)     24.6     53.5      6.1       .9     14.9     78.1      7.0     14.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24.9     52.2      6.1       .7     16.0     77.1      6.8     16.0    100.0
           100~199만원 .......................  (193)     18.7     64.2      8.8      1.0      7.3     82.9      9.8      7.3    100.0
           200~299만원 .......................  (154)     18.8     67.5      5.8      1.3      6.5     86.4      7.1      6.5    100.0
           300~399만원 .......................   (84)     15.5     66.7      6.0      3.6      8.3     82.1      9.5      8.3    100.0
           400만원 이상 ......................   (59)     23.7     55.9     13.6      3.4      3.4     79.7     16.9      3.4    100.0
           무응답 ............................   (17)     23.5     47.1      5.9       .0     23.5     70.6      5.9     23.5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25.3     53.6      5.5      1.0     14.6     78.9      6.5     14.6    100.0
           고졸 ..............................  (294)     17.0     65.6      8.8       .7      7.8     82.7      9.5      7.8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20.7     60.6      7.6      3.0      8.1     81.3     10.6      8.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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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2. 귀하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최근 한달간 주위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
                                                         사례수  매우자주   가끔     별로     전혀         종합           계
                                                                                    안했다   안했다
                                                                                                     ----------------
                                                                                                      하는편    하지
                                                                                                               않은편
                    ----------------------------------------------------------------------------------------------------------
                    전체 ..............................  (800)      1.5     10.3      7.8     80.5     11.8     88.3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1.4      8.3     10.3     80.0      9.7     90.3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0      5.6      4.5     89.9      5.6     94.4    100.0
                    칠보/산내면 .......................   (29)      3.4       .0     13.8     82.8      3.4     96.6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0     11.4      5.1     83.5     11.4     88.6    100.0
                    수성동 ............................  (117)       .9     14.5      6.8     77.8     15.4     84.6    100.0
                    장명동 ............................   (28)      7.1      7.1     10.7     75.0     14.3     85.7    100.0
                    내장상동 ..........................  (114)       .9     12.3      7.9     78.9     13.2     86.8    100.0
                    시기동 ............................   (33)       .0     12.1      6.1     81.8     12.1     87.9    100.0
                    시기3동 ...........................   (53)      3.8      9.4      9.4     77.4     13.2     86.8    100.0
                    연지동 ............................   (46)      2.2     13.0      2.2     82.6     15.2     84.8    100.0
                    농소동 ............................   (36)       .0      5.6     16.7     77.8      5.6     94.4    100.0
                    상교동 ............................   (31)      6.5     19.4      3.2     71.0     25.8     74.2    100.0

                    연령
                    만20~29세 .........................  (100)       .0      3.0      5.0     92.0      3.0     97.0    100.0
                    만30~39세 .........................  (157)       .6      4.5      8.9     86.0      5.1     94.9    100.0
                    만40~49세 .........................  (169)      1.8     13.0      7.1     78.1     14.8     85.2    100.0
                    만50~59세 .........................  (184)      1.6     13.0      7.1     78.3     14.7     85.3    100.0
                    만60세 이상 .......................  (190)      2.6     13.7      9.5     74.2     16.3     83.7    100.0

                    성별
                    남성 ..............................  (387)      2.6     17.1      8.0     72.4     19.6     80.4    100.0
                    여성 ..............................  (413)       .5      3.9      7.5     88.1      4.4     95.6    100.0

                    종교
                    불교 ..............................  (154)      3.2     14.3      5.2     77.3     17.5     82.5    100.0
                    기독교 ............................  (217)      1.4      8.8      8.8     81.1     10.1     89.9    100.0
                    천주교 ............................   (23)      4.3     13.0      8.7     73.9     17.4     82.6    100.0
                    기타 ..............................   (22)       .0     18.2       .0     81.8     18.2     81.8    100.0
                    종교없음 ..........................  (384)       .8      8.9      8.6     81.8      9.6     90.4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1.2      8.5      8.5     81.7      9.8     90.2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21.4       .0     78.6     21.4     78.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1     16.7     12.5     68.8     18.8     81.3    100.0
                    농/림/어업 ........................  (209)      1.0     11.5     10.0     77.5     12.4     87.6    100.0
                    자영업 ............................   (74)      2.7     17.6      4.1     75.7     20.3     79.7    100.0
                    주부 ..............................  (214)       .9      3.7      6.1     89.3      4.7     95.3    100.0
                    학생 ..............................   (31)       .0      3.2      3.2     93.5      3.2     96.8    100.0
                    무직/기타 .........................  (114)      3.5     13.2      9.6     73.7     16.7     83.3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1.4     10.2      6.5     81.9     11.6     88.4    100.0
                    100~199만원 .......................  (193)      1.0      8.3     10.4     80.3      9.3     90.7    100.0
                    200~299만원 .......................  (154)      1.3      8.4      7.1     83.1      9.7     90.3    100.0
                    300~399만원 .......................   (84)      3.6     16.7      6.0     73.8     20.2     79.8    100.0
                    400만원 이상 ......................   (59)      1.7     15.3     11.9     71.2     16.9     83.1    100.0
                    무응답 ............................   (17)       .0       .0       .0    100.0       .0    100.0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1.0      8.1      6.2     84.7      9.1     90.9    100.0
                    고졸 ..............................  (294)      2.0     10.9      9.2     77.9     12.9     87.1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1.5     12.6      8.1     77.8     14.1     85.9    100.0
                    ----------------------------------------------------------------------------------------------------------



- 34 -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1> 정읍사

           
           ----------------------------------------------------------------------------------------------------------------------------
                                                사례수  매우신뢰 신뢰하는 신뢰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편     않는편  신뢰하지
                                                                                    않는편
                                                                                                     --------------------------
                                                                                                       신뢰   신뢰하지 모르겠다
                                                                                                               않는편
           ----------------------------------------------------------------------------------------------------------------------------
           전체 ..............................  (800)      7.9     60.1     16.8      4.5     10.8     68.0     21.3     10.8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11.7     62.1     12.4      4.1      9.7     73.8     16.6      9.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9.0     55.1     15.7      4.5     15.7     64.0     20.2     15.7    100.0
           칠보/산내면 .......................   (29)      3.4     44.8     17.2      3.4     31.0     48.3     20.7     31.0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6.3     55.7     22.8      5.1     10.1     62.0     27.8     10.1    100.0
           수성동 ............................  (117)      3.4     60.7     23.1      3.4      9.4     64.1     26.5      9.4    100.0
           장명동 ............................   (28)     10.7     71.4     10.7       .0      7.1     82.1     10.7      7.1    100.0
           내장상동 ..........................  (114)      8.8     57.9     18.4      7.9      7.0     66.7     26.3      7.0    100.0
           시기동 ............................   (33)      3.0     63.6     24.2      3.0      6.1     66.7     27.3      6.1    100.0
           시기3동 ...........................   (53)      7.5     66.0     11.3      3.8     11.3     73.6     15.1     11.3    100.0
           연지동 ............................   (46)     13.0     69.6      8.7       .0      8.7     82.6      8.7      8.7    100.0
           농소동 ............................   (36)     11.1     58.3     11.1      2.8     16.7     69.4     13.9     16.7    100.0
           상교동 ............................   (31)       .0     61.3     19.4     12.9      6.5     61.3     32.3      6.5    100.0

           연령
           만20~29세 .........................  (100)      6.0     59.0     19.0      4.0     12.0     65.0     23.0     12.0    100.0
           만30~39세 .........................  (157)      2.5     65.6     20.4      7.0      4.5     68.2     27.4      4.5    100.0
           만40~49세 .........................  (169)      3.0     62.1     24.9      4.1      5.9     65.1     29.0      5.9    100.0
           만50~59세 .........................  (184)     12.0     56.0     14.1      4.3     13.6     67.9     18.5     13.6    100.0
           만60세 이상 .......................  (190)     13.7     58.4      7.9      3.2     16.8     72.1     11.1     16.8    100.0

           성별
           남성 ..............................  (387)     10.1     61.8     14.7      4.7      8.8     71.8     19.4      8.8    100.0
           여성 ..............................  (413)      5.8     58.6     18.6      4.4     12.6     64.4     23.0     12.6    100.0

           종교
           불교 ..............................  (154)     12.3     62.3     12.3      5.2      7.8     74.7     17.5      7.8    100.0
           기독교 ............................  (217)     11.1     59.4     14.3      4.1     11.1     70.5     18.4     11.1    100.0
           천주교 ............................   (23)      8.7     52.2     17.4      4.3     17.4     60.9     21.7     17.4    100.0
           기타 ..............................   (22)     13.6     50.0      9.1      4.5     22.7     63.6     13.6     22.7    100.0
           종교없음 ..........................  (384)      3.9     60.7     20.3      4.4     10.7     64.6     24.7     10.7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3.7     67.1     22.0      2.4      4.9     70.7     24.4      4.9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3.6     46.4     32.1      3.6     14.3     50.0     35.7     14.3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6.3     62.5     14.6      8.3      8.3     68.8     22.9      8.3    100.0
           농/림/어업 ........................  (209)      8.6     62.7     14.4      4.3     10.0     71.3     18.7     10.0    100.0
           자영업 ............................   (74)     10.8     60.8     14.9     10.8      2.7     71.6     25.7      2.7    100.0
           주부 ..............................  (214)      3.7     60.7     18.2      3.3     14.0     64.5     21.5     14.0    100.0
           학생 ..............................   (31)     12.9     58.1     12.9      3.2     12.9     71.0     16.1     12.9    100.0
           무직/기타 .........................  (114)     15.8     51.8     14.0      3.5     14.9     67.5     17.5     14.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10.2     54.9     11.9      4.4     18.4     65.2     16.4     18.4    100.0
           100~199만원 .......................  (193)      6.2     60.6     20.2      4.7      8.3     66.8     24.9      8.3    100.0
           200~299만원 .......................  (154)      8.4     66.9     16.9      3.9      3.9     75.3     20.8      3.9    100.0
           300~399만원 .......................   (84)      4.8     67.9     17.9      2.4      7.1     72.6     20.2      7.1    100.0
           400만원 이상 ......................   (59)      5.1     52.5     27.1     10.2      5.1     57.6     37.3      5.1    100.0
           무응답 ............................   (17)      5.9     70.6     17.6       .0      5.9     76.5     17.6      5.9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9.4     57.8     12.3      2.6     17.9     67.2     14.9     17.9    100.0
           고졸 ..............................  (294)      7.5     61.6     20.1      5.4      5.4     69.0     25.5      5.4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6.1     61.6     18.7      6.1      7.6     67.7     24.7      7.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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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2> 중앙 정부 기관

           
           ----------------------------------------------------------------------------------------------------------------------------
                                                사례수  매우신뢰 신뢰하는 신뢰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편     않는편  신뢰하지
                                                                                    않는편
                                                                                                     --------------------------
                                                                                                       신뢰   신뢰하지 모르겠다
                                                                                                               않는편
           ----------------------------------------------------------------------------------------------------------------------------
           전체 ..............................  (800)      3.1     30.3     35.0     14.1     17.5     33.4     49.1     17.5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4.1     31.0     31.7     15.9     17.2     35.2     47.6     17.2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5     30.3     29.2     16.9     19.1     34.8     46.1     19.1    100.0
           칠보/산내면 .......................   (29)      3.4     20.7     27.6     17.2     31.0     24.1     44.8     31.0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6.3     27.8     34.2     10.1     21.5     34.2     44.3     21.5    100.0
           수성동 ............................  (117)       .9     29.1     41.0     13.7     15.4     29.9     54.7     15.4    100.0
           장명동 ............................   (28)       .0     28.6     32.1      7.1     32.1     28.6     39.3     32.1    100.0
           내장상동 ..........................  (114)      1.8     35.1     36.8     14.0     12.3     36.8     50.9     12.3    100.0
           시기동 ............................   (33)       .0     18.2     60.6     12.1      9.1     18.2     72.7      9.1    100.0
           시기3동 ...........................   (53)       .0     34.0     32.1     17.0     17.0     34.0     49.1     17.0    100.0
           연지동 ............................   (46)      4.3     34.8     30.4      6.5     23.9     39.1     37.0     23.9    100.0
           농소동 ............................   (36)      5.6     38.9     36.1     11.1      8.3     44.4     47.2      8.3    100.0
           상교동 ............................   (31)      6.5     19.4     32.3     25.8     16.1     25.8     58.1     16.1    100.0

           연령
           만20~29세 .........................  (100)       .0     37.0     32.0     15.0     16.0     37.0     47.0     16.0    100.0
           만30~39세 .........................  (157)      1.3     26.8     53.5      9.6      8.9     28.0     63.1      8.9    100.0
           만40~49세 .........................  (169)       .6     27.2     40.8     18.9     12.4     27.8     59.8     12.4    100.0
           만50~59세 .........................  (184)      5.4     33.2     28.3     14.7     18.5     38.6     42.9     18.5    100.0
           만60세 이상 .......................  (190)      6.3     29.5     22.6     12.6     28.9     35.8     35.3     28.9    100.0

           성별
           남성 ..............................  (387)      4.4     30.7     33.6     18.1     13.2     35.1     51.7     13.2    100.0
           여성 ..............................  (413)      1.9     29.8     36.3     10.4     21.5     31.7     46.7     21.5    100.0

           종교
           불교 ..............................  (154)      3.2     32.5     29.2     16.9     18.2     35.7     46.1     18.2    100.0
           기독교 ............................  (217)      5.1     32.3     32.3     12.4     18.0     37.3     44.7     18.0    100.0
           천주교 ............................   (23)       .0     30.4     26.1     17.4     26.1     30.4     43.5     26.1    100.0
           기타 ..............................   (22)      9.1     22.7     22.7     18.2     27.3     31.8     40.9     27.3    100.0
           종교없음 ..........................  (384)      1.8     28.6     40.1     13.5     15.9     30.5     53.6     15.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0     30.5     47.6     13.4      8.5     30.5     61.0      8.5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14.3     60.7     10.7     14.3     14.3     71.4     14.3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0     29.2     37.5     20.8     12.5     29.2     58.3     12.5    100.0
           농/림/어업 ........................  (209)      4.8     34.4     28.7     12.4     19.6     39.2     41.1     19.6    100.0
           자영업 ............................   (74)      9.5     17.6     43.2     21.6      8.1     27.0     64.9      8.1    100.0
           주부 ..............................  (214)       .5     33.2     35.5     11.2     19.6     33.6     46.7     19.6    100.0
           학생 ..............................   (31)       .0     35.5     32.3     16.1     16.1     35.5     48.4     16.1    100.0
           무직/기타 .........................  (114)      6.1     28.1     24.6     15.8     25.4     34.2     40.4     25.4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4.4     32.4     21.2     15.0     27.0     36.9     36.2     27.0    100.0
           100~199만원 .......................  (193)      2.1     29.0     44.0     13.5     11.4     31.1     57.5     11.4    100.0
           200~299만원 .......................  (154)      3.2     31.8     43.5     10.4     11.0     35.1     53.9     11.0    100.0
           300~399만원 .......................   (84)      1.2     27.4     41.7     15.5     14.3     28.6     57.1     14.3    100.0
           400만원 이상 ......................   (59)      3.4     27.1     40.7     18.6     10.2     30.5     59.3     10.2    100.0
           무응답 ............................   (17)       .0     17.6     41.2     17.6     23.5     17.6     58.8     23.5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4.9     31.8     23.4     12.3     27.6     36.7     35.7     27.6    100.0
           고졸 ..............................  (294)      2.4     29.3     42.9     13.9     11.6     31.6     56.8     11.6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1.5     29.3     41.4     17.2     10.6     30.8     58.6     10.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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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3> 정읍에 있는 <방사선 연구원>

           
           ----------------------------------------------------------------------------------------------------------------------------
                                                사례수  매우신뢰 신뢰하는 신뢰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편     않는편  신뢰하지
                                                                                    않는편
                                                                                                     --------------------------
                                                                                                       신뢰   신뢰하지 모르겠다
                                                                                                               않는편
           ----------------------------------------------------------------------------------------------------------------------------
           전체 ..............................  (800)      7.4     43.8     13.4      3.5     32.0     51.1     16.9     32.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8.3     42.8     13.1      4.8     31.0     51.0     17.9     31.0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5.6     48.3      7.9      1.1     37.1     53.9      9.0     37.1    100.0
           칠보/산내면 .......................   (29)       .0     37.9     13.8      3.4     44.8     37.9     17.2     44.8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8.9     34.2     16.5      7.6     32.9     43.0     24.1     32.9    100.0
           수성동 ............................  (117)      7.7     43.6     17.1      3.4     28.2     51.3     20.5     28.2    100.0
           장명동 ............................   (28)     17.9     32.1     10.7       .0     39.3     50.0     10.7     39.3    100.0
           내장상동 ..........................  (114)      6.1     52.6     10.5      2.6     28.1     58.8     13.2     28.1    100.0
           시기동 ............................   (33)      9.1     45.5     24.2       .0     21.2     54.5     24.2     21.2    100.0
           시기3동 ...........................   (53)      5.7     47.2     11.3      3.8     32.1     52.8     15.1     32.1    100.0
           연지동 ............................   (46)      8.7     37.0     19.6       .0     34.8     45.7     19.6     34.8    100.0
           농소동 ............................   (36)      5.6     44.4     11.1      2.8     36.1     50.0     13.9     36.1    100.0
           상교동 ............................   (31)      6.5     45.2      6.5      9.7     32.3     51.6     16.1     32.3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0     41.0     17.0      8.0     30.0     45.0     25.0     30.0    100.0
           만30~39세 .........................  (157)      2.5     42.0     20.4      3.2     31.8     44.6     23.6     31.8    100.0
           만40~49세 .........................  (169)      4.1     43.8     18.3      2.4     31.4     47.9     20.7     31.4    100.0
           만50~59세 .........................  (184)     12.0     42.4     10.3      3.8     31.5     54.3     14.1     31.5    100.0
           만60세 이상 .......................  (190)     11.6     47.9      4.2      2.1     34.2     59.5      6.3     34.2    100.0

           성별
           남성 ..............................  (387)     10.9     48.3     11.9      3.6     25.3     59.2     15.5     25.3    100.0
           여성 ..............................  (413)      4.1     39.5     14.8      3.4     38.3     43.6     18.2     38.3    100.0

           종교
           불교 ..............................  (154)      8.4     46.8      9.1      3.9     31.8     55.2     13.0     31.8    100.0
           기독교 ............................  (217)      9.2     48.4     12.4      1.8     28.1     57.6     14.3     28.1    100.0
           천주교 ............................   (23)      4.3     60.9      4.3      4.3     26.1     65.2      8.7     26.1    100.0
           기타 ..............................   (22)     13.6     31.8      9.1       .0     45.5     45.5      9.1     45.5    100.0
           종교없음 ..........................  (384)      5.7     39.6     16.4      4.4     33.9     45.3     20.8     33.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0     46.3     22.0      4.9     26.8     46.3     26.8     26.8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42.9     21.4       .0     35.7     42.9     21.4     35.7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2     45.8     16.7      8.3     25.0     50.0     25.0     25.0    100.0
           농/림/어업 ........................  (209)      7.2     44.5     11.0      4.8     32.5     51.7     15.8     32.5    100.0
           자영업 ............................   (74)     17.6     48.6      4.1      2.7     27.0     66.2      6.8     27.0    100.0
           주부 ..............................  (214)      5.6     40.2     15.4      1.4     37.4     45.8     16.8     37.4    100.0
           학생 ..............................   (31)      9.7     45.2     16.1      3.2     25.8     54.8     19.4     25.8    100.0
           무직/기타 .........................  (114)     12.3     43.0      9.6      3.5     31.6     55.3     13.2     31.6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8.5     40.6      8.5      3.4     38.9     49.1     11.9     38.9    100.0
           100~199만원 .......................  (193)      6.7     45.6     17.6      3.6     26.4     52.3     21.2     26.4    100.0
           200~299만원 .......................  (154)      7.1     46.1     17.5      1.3     27.9     53.2     18.8     27.9    100.0
           300~399만원 .......................   (84)      4.8     50.0     10.7      4.8     29.8     54.8     15.5     29.8    100.0
           400만원 이상 ......................   (59)      6.8     45.8     18.6      8.5     20.3     52.5     27.1     20.3    100.0
           무응답 ............................   (17)     11.8     17.6      5.9       .0     64.7     29.4      5.9     64.7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9.7     39.3      8.8      2.6     39.6     49.0     11.4     39.6    100.0
           고졸 ..............................  (294)      6.1     45.9     16.7      3.7     27.6     52.0     20.4     27.6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6     47.5     15.7      4.5     26.8     53.0     20.2     26.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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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4> 중앙 언론기관

           
           ----------------------------------------------------------------------------------------------------------------------------
                                                사례수  매우신뢰 신뢰하는 신뢰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편     않는편  신뢰하지
                                                                                    않는편
                                                                                                     --------------------------
                                                                                                       신뢰   신뢰하지 모르겠다
                                                                                                               않는편
           ----------------------------------------------------------------------------------------------------------------------------
           전체 ..............................  (800)      8.0     48.1     24.8      5.8     13.4     56.1     30.5     13.4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11.7     49.0     18.6      7.6     13.1     60.7     26.2     13.1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9.0     44.9     23.6      4.5     18.0     53.9     28.1     18.0    100.0
           칠보/산내면 .......................   (29)       .0     51.7     31.0      6.9     10.3     51.7     37.9     10.3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12.7     38.0     24.1      7.6     17.7     50.6     31.6     17.7    100.0
           수성동 ............................  (117)      7.7     49.6     27.4      3.4     12.0     57.3     30.8     12.0    100.0
           장명동 ............................   (28)      7.1     53.6     28.6      3.6      7.1     60.7     32.1      7.1    100.0
           내장상동 ..........................  (114)      6.1     50.0     27.2      3.5     13.2     56.1     30.7     13.2    100.0
           시기동 ............................   (33)      3.0     39.4     39.4      9.1      9.1     42.4     48.5      9.1    100.0
           시기3동 ...........................   (53)      7.5     49.1     22.6      9.4     11.3     56.6     32.1     11.3    100.0
           연지동 ............................   (46)       .0     52.2     30.4       .0     17.4     52.2     30.4     17.4    100.0
           농소동 ............................   (36)     11.1     58.3     16.7     11.1      2.8     69.4     27.8      2.8    100.0
           상교동 ............................   (31)      6.5     48.4     19.4      6.5     19.4     54.8     25.8     19.4    100.0

           연령
           만20~29세 .........................  (100)      6.0     41.0     23.0     13.0     17.0     47.0     36.0     17.0    100.0
           만30~39세 .........................  (157)      4.5     50.3     32.5      3.8      8.9     54.8     36.3      8.9    100.0
           만40~49세 .........................  (169)      7.1     47.3     29.6      4.7     11.2     54.4     34.3     11.2    100.0
           만50~59세 .........................  (184)      8.2     50.5     20.7      4.9     15.8     58.7     25.5     15.8    100.0
           만60세 이상 .......................  (190)     12.6     48.4     18.9      5.3     14.7     61.1     24.2     14.7    100.0

           성별
           남성 ..............................  (387)     10.3     48.3     23.5      6.7     11.1     58.7     30.2     11.1    100.0
           여성 ..............................  (413)      5.8     47.9     25.9      4.8     15.5     53.8     30.8     15.5    100.0

           종교
           불교 ..............................  (154)      9.1     50.6     22.1      6.5     11.7     59.7     28.6     11.7    100.0
           기독교 ............................  (217)     11.1     50.2     21.7      3.2     13.8     61.3     24.9     13.8    100.0
           천주교 ............................   (23)      4.3     47.8     30.4       .0     17.4     52.2     30.4     17.4    100.0
           기타 ..............................   (22)      4.5     36.4     22.7      4.5     31.8     40.9     27.3     31.8    100.0
           종교없음 ..........................  (384)      6.3     46.6     27.3      7.3     12.5     52.9     34.6     12.5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6.1     50.0     28.0      4.9     11.0     56.1     32.9     11.0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0     35.7     46.4      7.1     10.7     35.7     53.6     10.7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2.1     56.3     20.8      8.3     12.5     58.3     29.2     12.5    100.0
           농/림/어업 ........................  (209)      9.6     54.1     21.1      4.8     10.5     63.6     25.8     10.5    100.0
           자영업 ............................   (74)     13.5     44.6     25.7      8.1      8.1     58.1     33.8      8.1    100.0
           주부 ..............................  (214)      5.1     48.6     25.2      4.2     16.8     53.7     29.4     16.8    100.0
           학생 ..............................   (31)      9.7     41.9     25.8      6.5     16.1     51.6     32.3     16.1    100.0
           무직/기타 .........................  (114)     12.3     38.6     23.7      7.9     17.5     50.9     31.6     17.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10.2     44.7     20.1      4.8     20.1     54.9     24.9     20.1    100.0
           100~199만원 .......................  (193)      5.2     52.8     25.9      6.2      9.8     58.0     32.1      9.8    100.0
           200~299만원 .......................  (154)      6.5     49.4     29.9      3.9     10.4     55.8     33.8     10.4    100.0
           300~399만원 .......................   (84)      6.0     52.4     31.0      4.8      6.0     58.3     35.7      6.0    100.0
           400만원 이상 ......................   (59)     10.2     47.5     25.4     13.6      3.4     57.6     39.0      3.4    100.0
           무응답 ............................   (17)     17.6     23.5     11.8     11.8     35.3     41.2     23.5     35.3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10.1     45.8     18.8      4.9     20.5     55.8     23.7     20.5    100.0
           고졸 ..............................  (294)      6.5     50.3     29.9      5.8      7.5     56.8     35.7      7.5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7.1     48.5     26.3      7.1     11.1     55.6     33.3     11.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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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5> 지역언론

           
           ----------------------------------------------------------------------------------------------------------------------------
                                                사례수  매우신뢰 신뢰하는 신뢰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편     않는편  신뢰하지
                                                                                    않는편
                                                                                                     --------------------------
                                                                                                       신뢰   신뢰하지 모르겠다
                                                                                                               않는편
           ----------------------------------------------------------------------------------------------------------------------------
           전체 ..............................  (800)      7.3     50.8     17.3      3.4     21.4     58.0     20.6     21.4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12.4     50.3     13.8      2.8     20.7     62.8     16.6     20.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6.7     43.8     13.5      1.1     34.8     50.6     14.6     34.8    100.0
           칠보/산내면 .......................   (29)      3.4     55.2     13.8       .0     27.6     58.6     13.8     27.6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5.1     40.5     20.3      6.3     27.8     45.6     26.6     27.8    100.0
           수성동 ............................  (117)      5.1     55.6     20.5      1.7     17.1     60.7     22.2     17.1    100.0
           장명동 ............................   (28)      7.1     42.9      7.1      7.1     35.7     50.0     14.3     35.7    100.0
           내장상동 ..........................  (114)      6.1     50.0     20.2      5.3     18.4     56.1     25.4     18.4    100.0
           시기동 ............................   (33)      6.1     48.5     30.3      3.0     12.1     54.5     33.3     12.1    100.0
           시기3동 ...........................   (53)      9.4     54.7     15.1      3.8     17.0     64.2     18.9     17.0    100.0
           연지동 ............................   (46)     10.9     60.9     13.0      2.2     13.0     71.7     15.2     13.0    100.0
           농소동 ............................   (36)       .0     69.4     22.2      2.8      5.6     69.4     25.0      5.6    100.0
           상교동 ............................   (31)      6.5     45.2     16.1      6.5     25.8     51.6     22.6     25.8    100.0

           연령
           만20~29세 .........................  (100)      7.0     48.0     23.0      7.0     15.0     55.0     30.0     15.0    100.0
           만30~39세 .........................  (157)      6.4     51.6     21.7      4.5     15.9     58.0     26.1     15.9    100.0
           만40~49세 .........................  (169)      4.7     56.2     19.5      3.6     16.0     60.9     23.1     16.0    100.0
           만50~59세 .........................  (184)      9.2     48.9     13.6      1.6     26.6     58.2     15.2     26.6    100.0
           만60세 이상 .......................  (190)      8.4     48.4     12.1      2.1     28.9     56.8     14.2     28.9    100.0

           성별
           남성 ..............................  (387)      7.8     49.9     17.1      3.9     21.4     57.6     20.9     21.4    100.0
           여성 ..............................  (413)      6.8     51.6     17.4      2.9     21.3     58.4     20.3     21.3    100.0

           종교
           불교 ..............................  (154)      9.1     56.5     13.6      3.9     16.9     65.6     17.5     16.9    100.0
           기독교 ............................  (217)      6.5     55.8     13.4      2.8     21.7     62.2     16.1     21.7    100.0
           천주교 ............................   (23)     21.7     39.1     13.0       .0     26.1     60.9     13.0     26.1    100.0
           기타 ..............................   (22)       .0     54.5     13.6       .0     31.8     54.5     13.6     31.8    100.0
           종교없음 ..........................  (384)      6.5     46.1     21.4      3.9     22.1     52.6     25.3     22.1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7.3     48.8     32.9      2.4      8.5     56.1     35.4      8.5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7.1     53.6     17.9     10.7     10.7     60.7     28.6     10.7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0     52.1     18.8      4.2     25.0     52.1     22.9     25.0    100.0
           농/림/어업 ........................  (209)      7.7     53.6     15.3      2.4     21.1     61.2     17.7     21.1    100.0
           자영업 ............................   (74)      9.5     55.4     13.5      5.4     16.2     64.9     18.9     16.2    100.0
           주부 ..............................  (214)      5.6     52.8     14.5      1.4     25.7     58.4     15.9     25.7    100.0
           학생 ..............................   (31)     12.9     48.4     19.4      3.2     16.1     61.3     22.6     16.1    100.0
           무직/기타 .........................  (114)      9.6     39.5     15.8      6.1     28.9     49.1     21.9     28.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8.5     45.4     12.6      1.7     31.7     53.9     14.3     31.7    100.0
           100~199만원 .......................  (193)      5.2     54.4     19.2      3.6     17.6     59.6     22.8     17.6    100.0
           200~299만원 .......................  (154)      7.1     52.6     22.1      4.5     13.6     59.7     26.6     13.6    100.0
           300~399만원 .......................   (84)      4.8     63.1     16.7      1.2     14.3     67.9     17.9     14.3    100.0
           400만원 이상 ......................   (59)     10.2     45.8     23.7     10.2     10.2     55.9     33.9     10.2    100.0
           무응답 ............................   (17)     11.8     41.2     11.8      5.9     29.4     52.9     17.6     29.4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8.4     46.8     14.3      1.6     28.9     55.2     15.9     28.9    100.0
           고졸 ..............................  (294)      6.1     55.8     17.0      3.1     18.0     61.9     20.1     18.0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7.1     49.5     22.2      6.6     14.6     56.6     28.8     14.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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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6>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
                                                사례수  매우신뢰 신뢰하는 신뢰하지   전혀   모르겠다            종합               계
                                                                    편     않는편  신뢰하지
                                                                                    않는편
                                                                                                     --------------------------
                                                                                                       신뢰   신뢰하지 모르겠다
                                                                                                               않는편
           ----------------------------------------------------------------------------------------------------------------------------
           전체 ..............................  (800)      5.9     47.8     19.9      4.4     22.1     53.6     24.3     22.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9.0     55.9     11.0      3.4     20.7     64.8     14.5     20.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6.7     44.9     21.3      2.2     24.7     51.7     23.6     24.7    100.0
           칠보/산내면 .......................   (29)      3.4     37.9     17.2       .0     41.4     41.4     17.2     41.4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3.8     49.4     15.2      6.3     25.3     53.2     21.5     25.3    100.0
           수성동 ............................  (117)      4.3     47.9     21.4      5.1     21.4     52.1     26.5     21.4    100.0
           장명동 ............................   (28)     10.7     42.9     14.3      7.1     25.0     53.6     21.4     25.0    100.0
           내장상동 ..........................  (114)      4.4     38.6     28.1      4.4     24.6     43.0     32.5     24.6    100.0
           시기동 ............................   (33)       .0     39.4     36.4     12.1     12.1     39.4     48.5     12.1    100.0
           시기3동 ...........................   (53)      7.5     47.2     22.6      5.7     17.0     54.7     28.3     17.0    100.0
           연지동 ............................   (46)      6.5     56.5     15.2      2.2     19.6     63.0     17.4     19.6    100.0
           농소동 ............................   (36)      5.6     66.7     19.4       .0      8.3     72.2     19.4      8.3    100.0
           상교동 ............................   (31)      6.5     35.5     25.8      6.5     25.8     41.9     32.3     25.8    100.0

           연령
           만20~29세 .........................  (100)      3.0     47.0     24.0      4.0     22.0     50.0     28.0     22.0    100.0
           만30~39세 .........................  (157)      5.7     47.1     24.8      4.5     17.8     52.9     29.3     17.8    100.0
           만40~49세 .........................  (169)      7.7     51.5     17.8      3.6     19.5     59.2     21.3     19.5    100.0
           만50~59세 .........................  (184)      3.8     50.5     17.9      4.9     22.8     54.3     22.8     22.8    100.0
           만60세 이상 .......................  (190)      7.9     42.6     17.4      4.7     27.4     50.5     22.1     27.4    100.0

           성별
           남성 ..............................  (387)      7.0     43.4     23.0      5.9     20.7     50.4     28.9     20.7    100.0
           여성 ..............................  (413)      4.8     51.8     16.9      2.9     23.5     56.7     19.9     23.5    100.0

           종교
           불교 ..............................  (154)      7.1     48.7     16.2      7.1     20.8     55.8     23.4     20.8    100.0
           기독교 ............................  (217)      5.1     53.5     18.0      2.8     20.7     58.5     20.7     20.7    100.0
           천주교 ............................   (23)     17.4     43.5     17.4       .0     21.7     60.9     17.4     21.7    100.0
           기타 ..............................   (22)      9.1     40.9     18.2       .0     31.8     50.0     18.2     31.8    100.0
           종교없음 ..........................  (384)      4.9     44.8     22.7      4.7     22.9     49.7     27.3     22.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9     50.0     25.6      2.4     17.1     54.9     28.0     17.1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3.6     53.6     14.3      7.1     21.4     57.1     21.4     21.4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2     35.4     35.4      4.2     20.8     39.6     39.6     20.8    100.0
           농/림/어업 ........................  (209)      7.2     51.2     15.8      3.8     22.0     58.4     19.6     22.0    100.0
           자영업 ............................   (74)      4.1     48.6     27.0     12.2      8.1     52.7     39.2      8.1    100.0
           주부 ..............................  (214)      4.2     51.9     16.4      1.9     25.7     56.1     18.2     25.7    100.0
           학생 ..............................   (31)      6.5     45.2     19.4      6.5     22.6     51.6     25.8     22.6    100.0
           무직/기타 .........................  (114)      9.6     36.0     20.2      5.3     28.9     45.6     25.4     28.9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6.5     43.0     15.7      3.8     31.1     49.5     19.5     31.1    100.0
           100~199만원 .......................  (193)      3.6     47.7     23.3      4.7     20.7     51.3     28.0     20.7    100.0
           200~299만원 .......................  (154)      5.8     49.4     20.8      3.9     20.1     55.2     24.7     20.1    100.0
           300~399만원 .......................   (84)      6.0     59.5     20.2      7.1      7.1     65.5     27.4      7.1    100.0
           400만원 이상 ......................   (59)     10.2     49.2     28.8      3.4      8.5     59.3     32.2      8.5    100.0
           무응답 ............................   (17)      5.9     52.9     11.8      5.9     23.5     58.8     17.6     23.5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7.1     45.5     14.3      3.9     29.2     52.6     18.2     29.2    100.0
           고졸 ..............................  (294)      4.4     53.1     21.4      3.4     17.7     57.5     24.8     17.7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6.1     43.4     26.3      6.6     17.7     49.5     32.8     17.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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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4.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방사선 처리를 하면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사례수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49.0     19.9     31.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47.6     18.6     33.8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7.2     18.0     34.8    100.0
                                  칠보/산내면 .......................   (29)     44.8     24.1     31.0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49.4     19.0     31.6    100.0
                                  수성동 ............................  (117)     49.6     22.2     28.2    100.0
                                  장명동 ............................   (28)     57.1     14.3     28.6    100.0
                                  내장상동 ..........................  (114)     53.5     19.3     27.2    100.0
                                  시기동 ............................   (33)     51.5     27.3     21.2    100.0
                                  시기3동 ...........................   (53)     49.1     17.0     34.0    100.0
                                  연지동 ............................   (46)     34.8     19.6     45.7    100.0
                                  농소동 ............................   (36)     52.8     16.7     30.6    100.0
                                  상교동 ............................   (31)     51.6     29.0     19.4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5.0     38.0     17.0    100.0
                                  만30~39세 .........................  (157)     40.8     31.2     28.0    100.0
                                  만40~49세 .........................  (169)     54.4     16.6     29.0    100.0
                                  만50~59세 .........................  (184)     52.7     14.7     32.6    100.0
                                  만60세 이상 .......................  (190)     49.5      8.9     41.6    100.0

                                  성별
                                  남성 ..............................  (387)     56.8     15.2     27.9    100.0
                                  여성 ..............................  (413)     41.6     24.2     34.1    100.0

                                  종교
                                  불교 ..............................  (154)     45.5     20.1     34.4    100.0
                                  기독교 ............................  (217)     50.2     18.0     31.8    100.0
                                  천주교 ............................   (23)     60.9      8.7     30.4    100.0
                                  기타 ..............................   (22)     54.5     13.6     31.8    100.0
                                  종교없음 ..........................  (384)     48.7     21.9     29.4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2.7     37.8     19.5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50.0     21.4     28.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39.6     25.0     35.4    100.0
                                  농/림/어업 ........................  (209)     50.2     13.9     35.9    100.0
                                  자영업 ............................   (74)     59.5     21.6     18.9    100.0
                                  주부 ..............................  (214)     46.7     20.1     33.2    100.0
                                  학생 ..............................   (31)     61.3     29.0      9.7    100.0
                                  무직/기타 .........................  (114)     49.1     11.4     39.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43.7     15.0     41.3    100.0
                                  100~199만원 .......................  (193)     53.4     18.7     28.0    100.0
                                  200~299만원 .......................  (154)     49.4     22.1     28.6    100.0
                                  300~399만원 .......................   (84)     58.3     21.4     20.2    100.0
                                  400만원 이상 ......................   (59)     52.5     33.9     13.6    100.0
                                  무응답 ............................   (17)     29.4     41.2     29.4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45.1     14.0     40.9    100.0
                                  고졸 ..............................  (294)     51.7     21.1     27.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51.0     27.3     21.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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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4.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2> 많은 나라에서 식품에 방사선 처리를 하고 있다

                                  
                                  --------------------------------------------------------------------------------
                                                                       사례수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46.1     19.4     34.5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50.3     17.9     31.7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4.9     18.0     37.1    100.0
                                  칠보/산내면 .......................   (29)     27.6     34.5     37.9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44.3     13.9     41.8    100.0
                                  수성동 ............................  (117)     48.7     22.2     29.1    100.0
                                  장명동 ............................   (28)     42.9     21.4     35.7    100.0
                                  내장상동 ..........................  (114)     50.0     18.4     31.6    100.0
                                  시기동 ............................   (33)     54.5     24.2     21.2    100.0
                                  시기3동 ...........................   (53)     39.6     13.2     47.2    100.0
                                  연지동 ............................   (46)     45.7     19.6     34.8    100.0
                                  농소동 ............................   (36)     41.7     19.4     38.9    100.0
                                  상교동 ............................   (31)     38.7     25.8     35.5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0.0     38.0     22.0    100.0
                                  만30~39세 .........................  (157)     42.0     28.0     29.9    100.0
                                  만40~49세 .........................  (169)     52.1     17.2     30.8    100.0
                                  만50~59세 .........................  (184)     48.9     13.6     37.5    100.0
                                  만60세 이상 .......................  (190)     44.7     10.0     45.3    100.0

                                  성별
                                  남성 ..............................  (387)     50.6     17.3     32.0    100.0
                                  여성 ..............................  (413)     41.9     21.3     36.8    100.0

                                  종교
                                  불교 ..............................  (154)     50.0     20.8     29.2    100.0
                                  기독교 ............................  (217)     46.5     17.5     35.9    100.0
                                  천주교 ............................   (23)     69.6      8.7     21.7    100.0
                                  기타 ..............................   (22)     40.9     22.7     36.4    100.0
                                  종교없음 ..........................  (384)     43.2     20.3     36.5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8.8     30.5     20.7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53.6     10.7     35.7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3.8     27.1     29.2    100.0
                                  농/림/어업 ........................  (209)     45.5     13.4     41.1    100.0
                                  자영업 ............................   (74)     50.0     24.3     25.7    100.0
                                  주부 ..............................  (214)     45.3     17.3     37.4    100.0
                                  학생 ..............................   (31)     45.2     38.7     16.1    100.0
                                  무직/기타 .........................  (114)     43.9     16.7     39.5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41.6     15.7     42.7    100.0
                                  100~199만원 .......................  (193)     50.8     19.2     30.1    100.0
                                  200~299만원 .......................  (154)     41.6     23.4     35.1    100.0
                                  300~399만원 .......................   (84)     59.5     19.0     21.4    100.0
                                  400만원 이상 ......................   (59)     50.8     28.8     20.3    100.0
                                  무응답 ............................   (17)     29.4     17.6     52.9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41.6     12.0     46.4    100.0
                                  고졸 ..............................  (294)     49.0     23.8     27.2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49.0     24.2     26.8    100.0
                                  --------------------------------------------------------------------------------



- 42 -

                                      문24.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3> 방사선 처리를 이용하면 성능이 탁월한 타이어도 만들수 있다

                                  
                                  --------------------------------------------------------------------------------
                                                                       사례수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35.3     15.6     49.1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31.7     15.9     52.4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41.6      7.9     50.6    100.0
                                  칠보/산내면 .......................   (29)     24.1     31.0     44.8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29.1     16.5     54.4    100.0
                                  수성동 ............................  (117)     39.3     18.8     41.9    100.0
                                  장명동 ............................   (28)     42.9      7.1     50.0    100.0
                                  내장상동 ..........................  (114)     37.7     16.7     45.6    100.0
                                  시기동 ............................   (33)     30.3     15.2     54.5    100.0
                                  시기3동 ...........................   (53)     35.8     17.0     47.2    100.0
                                  연지동 ............................   (46)     30.4     15.2     54.3    100.0
                                  농소동 ............................   (36)     47.2     11.1     41.7    100.0
                                  상교동 ............................   (31)     25.8     16.1     58.1    100.0

                                  연령
                                  만20~29세 .........................  (100)     41.0     33.0     26.0    100.0
                                  만30~39세 .........................  (157)     40.1     19.7     40.1    100.0
                                  만40~49세 .........................  (169)     33.1     14.8     52.1    100.0
                                  만50~59세 .........................  (184)     35.3      9.2     55.4    100.0
                                  만60세 이상 .......................  (190)     30.0     10.0     60.0    100.0

                                  성별
                                  남성 ..............................  (387)     35.9     13.2     50.9    100.0
                                  여성 ..............................  (413)     34.6     17.9     47.5    100.0

                                  종교
                                  불교 ..............................  (154)     31.8     19.5     48.7    100.0
                                  기독교 ............................  (217)     35.9     14.3     49.8    100.0
                                  천주교 ............................   (23)     65.2     13.0     21.7    100.0
                                  기타 ..............................   (22)     40.9     13.6     45.5    100.0
                                  종교없음 ..........................  (384)     34.1     15.1     50.8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1.5     22.0     36.6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28.6     17.9     53.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33.3     14.6     52.1    100.0
                                  농/림/어업 ........................  (209)     32.1     12.0     56.0    100.0
                                  자영업 ............................   (74)     40.5     10.8     48.6    100.0
                                  주부 ..............................  (214)     36.0     16.8     47.2    100.0
                                  학생 ..............................   (31)     51.6     32.3     16.1    100.0
                                  무직/기타 .........................  (114)     29.8     14.0     56.1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32.4     10.9     56.7    100.0
                                  100~199만원 .......................  (193)     31.6     19.2     49.2    100.0
                                  200~299만원 .......................  (154)     39.0     17.5     43.5    100.0
                                  300~399만원 .......................   (84)     44.0     14.3     41.7    100.0
                                  400만원 이상 ......................   (59)     44.1     23.7     32.2    100.0
                                  무응답 ............................   (17)     17.6     17.6     64.7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31.5     10.1     58.4    100.0
                                  고졸 ..............................  (294)     34.4     18.4     47.3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42.4     20.2     37.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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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5. 방사선으로 처리된 식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사례수  들어본적 들어본적 모르겠다    계
                                                                                 있다     없다
                                  --------------------------------------------------------------------------------
                                  전체 ..............................  (800)     35.9     55.1      9.0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33.8     58.6      7.6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25.8     58.4     15.7    100.0
                                  칠보/산내면 .......................   (29)     24.1     65.5     10.3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34.2     57.0      8.9    100.0
                                  수성동 ............................  (117)     46.2     45.3      8.5    100.0
                                  장명동 ............................   (28)     25.0     64.3     10.7    100.0
                                  내장상동 ..........................  (114)     44.7     45.6      9.6    100.0
                                  시기동 ............................   (33)     39.4     54.5      6.1    100.0
                                  시기3동 ...........................   (53)     35.8     58.5      5.7    100.0
                                  연지동 ............................   (46)     30.4     63.0      6.5    100.0
                                  농소동 ............................   (36)     30.6     61.1      8.3    100.0
                                  상교동 ............................   (31)     38.7     54.8      6.5    100.0

                                  연령
                                  만20~29세 .........................  (100)     32.0     63.0      5.0    100.0
                                  만30~39세 .........................  (157)     34.4     60.5      5.1    100.0
                                  만40~49세 .........................  (169)     46.7     45.0      8.3    100.0
                                  만50~59세 .........................  (184)     38.0     52.7      9.2    100.0
                                  만60세 이상 .......................  (190)     27.4     57.9     14.7    100.0

                                  성별
                                  남성 ..............................  (387)     40.8     51.4      7.8    100.0
                                  여성 ..............................  (413)     31.2     58.6     10.2    100.0

                                  종교
                                  불교 ..............................  (154)     38.3     48.1     13.6    100.0
                                  기독교 ............................  (217)     32.3     61.8      6.0    100.0
                                  천주교 ............................   (23)     52.2     39.1      8.7    100.0
                                  기타 ..............................   (22)     40.9     54.5      4.5    100.0
                                  종교없음 ..........................  (384)     35.7     55.2      9.1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48.8     48.8      2.4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57.1     39.3      3.6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43.8     52.1      4.2    100.0
                                  농/림/어업 ........................  (209)     33.0     56.0     11.0    100.0
                                  자영업 ............................   (74)     50.0     41.9      8.1    100.0
                                  주부 ..............................  (214)     27.6     61.2     11.2    100.0
                                  학생 ..............................   (31)     48.4     41.9      9.7    100.0
                                  무직/기타 .........................  (114)     26.3     64.0      9.6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21.8     62.5     15.7    100.0
                                  100~199만원 .......................  (193)     40.4     54.4      5.2    100.0
                                  200~299만원 .......................  (154)     44.8     48.7      6.5    100.0
                                  300~399만원 .......................   (84)     44.0     53.6      2.4    100.0
                                  400만원 이상 ......................   (59)     52.5     45.8      1.7    100.0
                                  무응답 ............................   (17)     47.1     35.3     17.6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24.7     60.1     15.3    100.0
                                  고졸 ..............................  (294)     39.5     55.8      4.8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48.0     46.5      5.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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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6. 방사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사례수  기업유치 지역산업 환경보호 안전관리 지역민의  모두다   무응답     계
                                                                        발전                     의견수렴
                --------------------------------------------------------------------------------------------------------------------
                전체 ..............................  (800)      5.5     16.6     27.3     45.5       .5       .4      4.3    100.0

                지역
                신태인읍,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면  (145)      4.1     20.0     26.2     43.4       .0       .7      5.5    100.0
                태인/감곡/옹동/산외면 .............   (89)      5.6     21.3     32.6     34.8       .0       .0      5.6    100.0
                칠보/산내면 .......................   (29)      6.9     10.3     20.7     48.3      3.4       .0     10.3    100.0
                북면/입암/소성면 ..................   (79)      7.6     11.4     26.6     43.0      1.3      1.3      8.9    100.0
                수성동 ............................  (117)      6.8     11.1     26.5     51.3       .9       .0      3.4    100.0
                장명동 ............................   (28)       .0     17.9     35.7     46.4       .0       .0       .0    100.0
                내장상동 ..........................  (114)      5.3     17.5     27.2     48.2       .0       .0      1.8    100.0
                시기동 ............................   (33)     12.1     21.2     24.2     42.4       .0       .0       .0    100.0
                시기3동 ...........................   (53)      3.8     17.0     28.3     50.9       .0       .0       .0    100.0
                연지동 ............................   (46)      8.7      8.7     28.3     50.0       .0       .0      4.3    100.0
                농소동 ............................   (36)      2.8     16.7     27.8     44.4      2.8      2.8      2.8    100.0
                상교동 ............................   (31)       .0     29.0     19.4     45.2       .0       .0      6.5    100.0

                연령
                만20~29세 .........................  (100)      3.0      8.0     30.0     56.0       .0       .0      3.0    100.0
                만30~39세 .........................  (157)      5.1     11.5     31.8     49.7       .0      1.3       .6    100.0
                만40~49세 .........................  (169)      8.3     13.6     30.8     44.4      1.2       .0      1.8    100.0
                만50~59세 .........................  (184)      6.5     17.4     26.6     43.5       .5       .5      4.9    100.0
                만60세 이상 .......................  (190)      3.7     27.4     19.5     39.5       .5       .0      9.5    100.0

                성별
                남성 ..............................  (387)      7.2     19.6     24.8     44.4       .5       .5      2.8    100.0
                여성 ..............................  (413)      3.9     13.8     29.5     46.5       .5       .2      5.6    100.0

                종교
                불교 ..............................  (154)      7.1     23.4     25.3     39.6      1.3       .0      3.2    100.0
                기독교 ............................  (217)      7.4     14.3     24.9     48.4       .0       .5      4.6    100.0
                천주교 ............................   (23)       .0     17.4     26.1     52.2       .0       .0      4.3    100.0
                기타 ..............................   (22)       .0     22.7     27.3     31.8      4.5       .0     13.6    100.0
                종교없음 ..........................  (384)      4.4     14.8     29.4     46.6       .3       .5      3.9    100.0

                직업
                사무/전문/기술직 ..................   (82)      3.7     13.4     31.7     50.0       .0       .0      1.2    100.0
                판매/서비스/영업직 ................   (28)      7.1     14.3     35.7     42.9       .0       .0       .0    100.0
                생산/기술/노무직 ..................   (48)      8.3     18.8     22.9     47.9       .0      2.1       .0    100.0
                농/림/어업 ........................  (209)      4.8     24.9     24.9     39.2       .5       .5      5.3    100.0
                자영업 ............................   (74)      8.1     14.9     21.6     54.1      1.4       .0       .0    100.0
                주부 ..............................  (214)      4.2      7.9     30.8     50.5       .9       .5      5.1    100.0
                학생 ..............................   (31)      3.2      9.7     32.3     51.6       .0       .0      3.2    100.0
                무직/기타 .........................  (114)      7.9     22.8     23.7     36.8       .0       .0      8.8    100.0

                소득
                99만원 이하 .......................  (293)      4.4     20.1     24.2     40.3       .0       .3     10.6    100.0
                100~199만원 .......................  (193)      7.8     18.7     24.9     47.2       .0       .5      1.0    100.0
                200~299만원 .......................  (154)      3.9     11.0     35.1     48.1      1.3       .6       .0    100.0
                300~399만원 .......................   (84)      8.3     14.3     25.0     51.2       .0       .0      1.2    100.0
                400만원 이상 ......................   (59)      5.1     13.6     25.4     52.5      3.4       .0       .0    100.0
                무응답 ............................   (17)       .0      5.9     52.9     41.2       .0       .0       .0    100.0

                학력
                중졸이하 ..........................  (308)      4.9     21.8     25.0     38.6       .3       .3      9.1    100.0
                고졸 ..............................  (294)      6.8     16.3     27.2     46.6      1.0       .3      1.7    100.0
                대재/대졸 이상 ....................  (198)      4.5      9.1     30.8     54.5       .0       .5       .5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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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7. 전반적으로 볼때 현재 정읍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유응답)

                                       
                                       ----------------------------------------------------------------------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기업유치 .........................................  (135)      16.9
                                       일자리증가 .......................................   (76)       9.5
                                       지역발전 .........................................   (65)       8.1
                                       문화시설확충 .....................................   (51)       6.4
                                       교통문제해결 .....................................   (47)       5.9
                                       인구증가 .........................................   (39)       4.9
                                       관광산업개발 .....................................   (38)       4.8
                                       교육환경조성 .....................................   (38)       4.8
                                       경제발전 .........................................   (34)       4.3
                                       환경보호 .........................................   (25)       3.1
                                       편의시설 .........................................   (12)       1.5
                                       안전관리 .........................................   (12)       1.5
                                       농업관련정책 개선 ................................   (11)       1.4
                                       의료혜택 .........................................    (9)       1.1
                                       기타 .............................................   (83)      10.4
                                       없음 .............................................   (95)      11.9
                                       잘모름 ...........................................   (91)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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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지방첨단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전략: 홍보 및 기업 유치 실무자의 관점에서 대

안 모색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동안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은 주로 인센티브 시스템의 개

선, 행정적 지원, 규제 개혁,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되

어 왔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혹은 행정

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교육이나 문화적 인프라의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자발적으로 유인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현재 조성되는 모든 첨단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첨단사업단지

가 특정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하나의 지방 첨단산업단지는 한정된 수의 기업을 유치하

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유치치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업무를 수행해온 실무 담당자들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실무

자의 관점에서 본 효율적인 기업 유치 방안과 첨단과학단지의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각 과학단지 별 기업유치 및 홍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참가자는 총

7명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과학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강릉과학지방산업단

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오창과학지방산단지, 전주과학산

업연구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그리고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였다.

면접 대상자에게 알아보고자 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당자의 인적 사항 및 기업 유치 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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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유치 조직의 편성

○ 기업 유치 활동

-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 작성

- 기업 유치 활동의 종류

- 효과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

○ 유치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 기업 유치 교육

- 기업유치에 중요한 홍보 활동

- 기업유치 업무의 애로사항

- 효과적인 기업유치 방안

○ 입주 심사 절차

○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Ⅳ. 연구결과 및 제언

첨단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제안 기업유치 활

성화를 위한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대부분 첨단산업단지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기

업유치 조직이 구성되고 해당 지방자체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업유치 업무를 전담하

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기업유치 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은 기존 해오던 일

반 행정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가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오송과학단지의 사례와 같이 기업에

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업유치 담당자로 발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

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겠으나 모든 기업유치 담당자를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조직 내부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면, 근무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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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도시개발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있는 직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오창

이나 원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만 제공될 수 있

다면 관련 조직 내부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양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기업유치 활동의 성과에 따른 분명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야한다. 성과에 상응한 진급이나 외국여행 등의 보상이 기업유치 담당자의 사기진작

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창과학단지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인력을 외부에서 선출하건 내부에서 선출하건 간에 기업유치 담당자에게는 체계적

인 기업유치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유치 업무를 위해서는 다

양한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

한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과학단지에 관련된 기본 현황 (상하수도, 전기, 토지 상태,

조세 및 지원 혜택) 및 행정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상대자인 기업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면접해 응해준 담당자 중 많은 사

람들이 기업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업유치는 본질적으로 조성된 부지를 기업에게 판매하는 세일즈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리나 기업 내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효과적인 유치 결정을 이끌

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 내용에는 기업인을 직접 만났을 때와 지

속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직 구성 및 자치단체의 지원

기업유치 담당자들은 기업유치의 성공은 기업유치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지원, 특히 투자유치단장 혹은 단체장 등 상급 기관의

유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주체일 경우 기업유치 조직 구성원의 확충과 유경험자의 충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3. 유치 기업의 세분화와 표적화

성공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유치 대상 기업을 과학단지의

목표에 맞게 세분화하고 표적화 (targeting)하는 것이다. 유치 업종이 특화 정도가 높

을수록 효과적인 유치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특정 첨단 과학기

술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 지원 및 분리 창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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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단순히 매출액이나 기업의 규모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연구개

발능력 혹은 핵심 첨단기술과의 연관성을 일차적인 세분화의 기준으로 기업의 상태

(규모 및 매출액, 재무구조, 공장 보유 여부, 성장가능성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방사원연구원과 같은 핵심연구시설이 있다면 기업유치 활

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단

지 전체의 혁신적 분위기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가는 핵심연구시설이 존재한다. 핵

심연구시설에 기반을 둔 첨단기술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며 따

라서 유치 대상 기업의 세분화와 표적화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4. 효과적인 홍보 방식의 선정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은 크게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전략, 유치 및 투자

설명회를 통한 유치 홍보, 기업체 방문 및 초청을 통한 일대일 만남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전략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첨단산업단지가 특정 업종만을 입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가 신규로 조성되는 곳의 경우에는

단지의 명성과 이미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TV나 신문을 통한 대언론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모든 과학단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홍보 전략은 기업유

치 설명회이다. 기업유치 설명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단지에 대

한 인식 정도에 따라 유치 설명회의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 단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의 인식 정도가 낮을 때에는 관련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유

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러한 성격의 유치 설명회는 직접적

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욕보다는 단지의 존재를 알리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명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먼저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기적이고

대인적인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물 준비부터 행사 진행까지 치밀하

게 준비함으로써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단지에 대해 좋은 인상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개별 과학단지 주도의 설명회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 부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주최로 열리는 박람회 혹은 전시회, 관련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문 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의 설명회는 비용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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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별 상담을 통해 관련 기업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단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는 심층

적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흔히 전국에 있는 여러 개

의 단지에 대한 정보를 두고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유치

담당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또한 반드시 면대면 방식이 아니더라고 편지 등 친밀

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교통 등의 입지 요인은 부족하지만 주변 경관이 수려하거나 단지 자체가 친

환경적으로 조성되었다든지 녹지 비율이 높다든지 하는 단지 내부의 장점이 있다면

업체 관계자를 직접 초청하여 단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강릉과학단지의 경우에서와 같이 직접

단지를 시찰한 후에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이다.

5. 장기적인 관점의 유지

많은 응답자가 지적하였듯이 기업유치 활동은 일반 행정과 달리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더군다나 경제 환경이나 노조의 입장 등 기업을 유치하고

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영역을 넘는 문제가 상존하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몇몇 제한된 업종만으로 특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기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유치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많은 기업유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장기간에 걸친 의사소통

을 통한 신뢰의 확보야말로 기업의 이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고급 정보의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을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기업 이전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되고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 측에서는 쉽게 노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경로보다는 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핵심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이 기업유치 담당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이에 대한 대안은 도내 고위직 인사를 통한 정보 확보, 중앙 행정 부처활용 (건

설교통부의 지방이전지원센터 등), 컨설팅 회사의 활용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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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high-tech industrial cluster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ost promising

way to boost up the faltering local economy in Korea. But the success of the

high-tech industrial cluster heavily depends on the agglomeration of strong firms

and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e primitive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s

in the local areas have made it difficult for firms to come to the high-tech

industrial cluster.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individuals who are

in charge of public relations and business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s. The

interviewees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business investment, the

evaluation on their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and the efficient strategies to

draw companies to the industrial cluster. They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Their suggestions include (1) the

intensive educational support, (2) the strong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3)

the segmentation of target companies, (4) the appropriate employment of PR

strategies, (5) the long-term vision and planning for the business investment, and

(6) the reliable and good quality information about target fir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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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지역의 자생

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전국 차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

력하게 추진하여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 사안 중 하나는 기업의 지방투자

및 입지 활성화를 통해 기업 집적을 촉진하고 지역 기반에 근거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첨

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은

정책 입안자의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첨단산업단지 개발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입증된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용지 부족, 지가 상승, 규제 강화,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

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제 3 차 원자력진

흥종합계획(안)’(’07-’11)에 의거하여 「방사선 융합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읍시는 3개 국책 연구소

를 유치하였는데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이 2006년 9월 개원하였고, 생명공학연

구원 전북분원이 2007년 2월 개원 예정이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 분소의 건물 공

사가 진행 중이다. 정읍시와 토지공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기

본계획수립 등을 수립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

되고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평가)가 완료되면 정읍에는 약 100만평으로 계획된

첨단산업단지가 연구, 생산, 주거의 기능을 겸한 복합단지의 형태로 들어서게 된다

(정읍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부록 1 참조).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융합기술

(Radiation Fusion Technology)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RFT 산업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생산과 제작 및 이용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산업영역을 포괄하며, 특히 의료, 식품, 신소재, 생명공학 산

업에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읍 뿐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점 사업으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단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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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교육, 문화의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자생적인 산업 기반이 형성되기

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조속한 지역 경제 성

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첨단산업단지로의 기업 유치를 행정

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면서 기업을 지역으

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비

해 내재적 발전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렵게 개발한 산업단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연구 과제로 등장한다.

그 동안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은 주로 인센티브 시스템의 개

선, 행정적 지원, 규제 개혁,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되

어 왔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혹은 행정

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교육이나 문화적 인프라의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자발적으로 유인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현재 조성되는 모든 첨단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첨단사업단지

가 특정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

에서 하나의 지방 첨단산업단지는 한정된 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업무를 수행해 온 실무 담당자들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실무자의 관점에서 본 효율적인 기업 유치 방안과 첨단과학단지의 성

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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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발전 이론

본 장에서는 산업 및 지역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 즉 지

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서 첨단과학산업의 개념 정의, 발전 모델, 그리고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첨단산업단지는 첨단과학단지, 첨단과학연구단지, 과학연구단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권영섭(2002)의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현재

국내 지방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들은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지방산업단지는 과학산업단지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 주체에 따라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법

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를 총칭해서

‘첨단산업단지’라고 칭한다.

제1절 지식기반경제와 지식기반산업

1.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집약되는 극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 경제 (knowledge-based econom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

다. 1996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 기반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 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 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

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 개척

과 외부로부터의 활발한 지식 획득,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

로 공유, 확산, 활용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과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OECD, 1996).

산업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무엇보

다도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OECD(1996)

에서는 이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

부문별 경제 활동의 패턴을 변화시켜 차별화되고 서비스 지향적인 소비 행태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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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보 통신 기술이 투자 행태를 변화시켜 기업의 혁신 능력을

배양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정보 통신 비용의 감소와 기술의 활용으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다국적 화를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식기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 산업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지

식기반 산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나 기관 별로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고 선정된 종류

도 다양하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산업을 지식기반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기반경제를 운용한 주체로서 지식의 창출,

판매, 유통 그리고 활용 등의 과정이 그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지식 그 자체

또는 지식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중간재가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따라서 기술, 특허, 정보 및 아이디어 등 지식을 생산하

거나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지식 컨텐츠 비율이 높은 산업이면 모두 지식기반

산업에 속 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9).”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구체적 분류는 국가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우리

나라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지 살펴본다. 한국은행은 OECD

의 첨단제조업 분류와 통신서비스업, 금융, 보험 및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지식기

반산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은 지식기반 1차 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의 분류에

전문가의 식견, 한국형 산업 및 정책의지 등을 반영하여 산업연구원과 다소 상이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권영섭, 2002). 위에 소개한 기관별 분류를 구체적인 업

종에 따라 다시 소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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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지식 집약도를 기준으로 한 지식기반산업 선정방법 종합 
지식집약도 측정지표

한국

은행

첨단제조업
항공기제조업, 사무, 계산, 회계용 기기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통신서비스업 전신, 전화 우편, 방송

금융, 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산업

자원부

기존 8개

기존(현)주력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일반기계산업, 

섬유산업, 신발산업, 가전산업 등 8개 기존(현)주력산업

14개 지식기반

제조업

매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신소재, 생물

산업, 의약산업, 환경산업, 정밀화학,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 기전, 신 에너지 등 14개 지식기반제조업

13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광고, 컨설팅,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

어, 영상 ∙ 음반산업, 출판, 관광, 인터넷관련서비스, 멀티미디어

교육서비스, 방송, 의료서비스산업 등 13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산업

연구원

지식기반

1차산업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영림, 첨단양식업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우주항공, 매카트로닉스, 생물산업, 전자정보통신기

기, 신소재산업, 정밀기기, 원자력, 환경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광고, 교육서비스, 의료서

비스, 방송, 문화산업

출처 : 권영섭(2002)에서 부분 발췌

첨단산업단지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이

고 계획적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정책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경제 발

전의 원동력이었던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보다는 지식의 생산, 분배, 활용을 통

해 경제주체의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이광희, 2002).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생산-판매

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요소보다는 연구개발기능과 같은 지식중심의 산업요소를

강조하는 내생적 성장 모델이 중요하게 된다. 내생적 성장 모델은 로머 (Romer)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는데, 이는 경제성장이 주로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Rom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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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기반산업의 특성

지식기반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지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권

영섭, 2002). 일반적인 정의는 이와 같이 간략하게 내릴 수 있으나, 사실 지식에 대한

개념부터 다양하고 포괄적인 속성으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스베이

비(Sveiby)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정보(information), 의식(awareness), 앎(knowledge),

인식(cognition), 지혜(sapience), 인지(cognizance), 과학(science), 경험(experience), 기

량(skill), 통찰력(insight), 역량(competence), 노하우(know-how), 실행 능력(practical

ability), 재능(capability), 학습(learning), 지혜(wisdom), 확실성(certainty) 등의 다양

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Sveiby, 1999).

OECD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분류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떠한 사실에 관한 지식 (know-what), 둘째는 기술 혁신에 있어 기반이 되

는 사물의 이치나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지식 (know-why)이다. 셋째는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노하우 (know-how), 마지막으로 누가

무엇을 알고 누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람에 관한 지식은 노

하우를 공유하거나 여타 지식과 결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 두

가지 지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비교적 용이하게 공유, 전달될 수 있는 성문화된 형식

적 지식 (codified or explicit knowledge)인 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지식 습득에 오

랜 시간이 요구되고, 측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두뇌와 조직에

체화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 2000).

폴라니(Polanyi, 1967)는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의 개념적 차이를 제시하였는

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형식적 지식이란 서적이나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자료 등 가

공되고 형식화된 언어나 상징의 형태로 의사소통 되는 지식이며, 반면에 암묵적 지

식은 사람의 행동이나 경험, 그리고 특정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신적 맵이나

신념, 패러다임과 견해 등을 이루는 인지적 요소와 측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구체

적인 노하우나 기술, 그리고 재능 등을 이루는 기술적 요소로 구성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과거의 제도, 조직 및 질서와

다른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며 지역은 새로운 산업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기업이 정착

하여 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런드발(Lundvall, 1992)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 구

성요소로 지식과 학습을 강조한다. 지식이 기식기반경제시대의 기업에게 가장 중요

한 자원이고, 학습은 가장 중요한 과정 (process)이다. 즉, 지식은 경제성장과 기술발

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추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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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저렴하게 형식지를 생

성하고 유통, 확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급 수준의 정밀한 문제와 문제 해결 능력

에 있어서는 여전히 암묵적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암묵적 지식

의 학습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과 같은 창조적 활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형식적 지식의 학습보다 암묵적 지식의 학습이 더 중요하다 (Cooke,

2001; 권영섭, 2002).

하지만 암묵적 지식은 인적 자원이나 조직 등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 전

달이 쉽지 않으며 도제 관계와 같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가장 잘 이전될 수 있다.

크루그만(Krugman, 1991)은 지식의 흐름 또는 지식이 이전에 있어서 지리적 경계가

존재하며, 특히 그러한 지식이 암묵적 지식인 경우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한 산업에 있어 지식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지식이 암묵적

지식인 경우 지식 이전에 대한 비용이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앤

토넬리(Antonelli, 2000; 황주성, 2001 재인용)는 실제로 기업간에 기술 정보와 지식이

유통되는 채널에 대해서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다섯 가지 주요한 의사소통

채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요소 시장 (factor market condition)으로, 특히 노동 시장

은 기술 지식 유통에서 핵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간 인력의 이동은 한 기업의

암묵지가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주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경제 시스템

전체의 공동 지식 풀을 형성하는 기초적 요소가 된다. 둘째는 산업 구조의 특성으로

일정한 공감 범위에 한정된 산업들 간에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의 영향이 강하다.

공간적 근접성은 사회적 착근성 및 조직적 동화 과정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지식의 전파를 조장한다. 또한 비공식적 정보 교환과 이업종간의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동일 지역에 함께 입지함으로써 공유하는 기술에 대한 공감대

나 일체감이 형성된다. 셋째는 혁신 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대학이나 교육 기관의

산학 연계, 기업체 연구소와의 연계, 그리고 기술 교환을 위한 시장의 존재 (예, 특허

시장, 기술 이전 시장) 등이 주요한 세부 요소들이다. 넷째는 통신 인프라의 질로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연구 개발의 분화나 협력에 큰 영향을 준

다. 다섯째는 국지적인 ‘제도적 소여 (institutional endowment)’로서 지역의 생산

요소와 시장과 관련된 모든 규칙과 관행, 습관 등을 포괄한다. 전문 협회와 클럽, 연

구 조합 등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소여가 집합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는 암묵적 지식이 주변으로 쉽게 스필오버 될 수 있는

효율성을 갖는 지역이라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지식의 특성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 지구적인 커뮤니케이

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단지가 오히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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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반 경제 지식 기반 경제

발전의 원동력 양적 생산에 기초한 자본과 기술 질적 생산에 기초한 지식과 정보

생산 방식 소 품종 대량 생산 다 품종 소량 생산

노동력의 의미 비용의 개념 자산의 개념

경제 발전의 주체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 방대한 

인력을 앞세운 대기업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네

트워크로 연결된 중소 규모의 기업

인재상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 인력

교육 기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정규교육
정규 교육 및 직업 교육, 현장 

교육, 평생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조직
지시와 감독, 통제가 중요시되는 

위계적인 관료 조직

자율과 책임, 유연성과 개방성이 

중요시되는 소규모 네트워크 조직

출처 :『 지식기반경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적 기술혁신 』, 황주성, 유지연, 조지원,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주장의 타당성을 증가시

킨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산업기반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의 특성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2> 산업 기반 경제와 지식 기반 경제의 비교

제2절 과학산업과 첨단산업단지

1. 과학산업의 정의 및 특성

앞의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와 기관에 따라 다르듯이 과학산업에 대한 정의

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학

산업은 현재의 기술원리와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제고시키며, 현

재의 과학적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차세대 과학혁명의 유발과

함께 획기적인 새로운 산업분야와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정의광 외, 1998).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산업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제품의 고부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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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결정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으로 인해 첨단

산업과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생성의 토대는 과학산업의 기반

정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대표적인 고부가 첨단형 과학산업은 10개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밀화학, 신소재, 컴퓨터산업, 정보산업, 반도체, 정밀기기, 자동차,

우주항공산업, 생명공학, 에너지산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첨단산업의 종류는 아

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3> 첨단과학산업의 분류
분류 산업성격 구체적 업종

정밀화학

산업

소규모의 설비와 축적된 지식, 기술

을 이용하여 다단계의 공정을 거쳐 

고급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의약품, 농약, 염료, 사료, 화장품, 

향료, 접착제 등

신소재산업

이미 사용되어온 소재보다 기계적․전
기, 자기적․열적․화학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특성을 지녔거나, 이용된 적

이 없으며,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

파인세라픽, 고기능성 합금, 금속계 

신소재, 무기섬유 등

컴퓨터산업

데이터의 분류, 비교한단, 추정 및 

논리적인 처리 등에 사용되는 전자계

산기, 그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중앙처리장치, 주변기기, 단말장치, 

퍼스컴 등

정보산업
정보의 생산, 가공, 전달, 축적을 하

기 위한 매개체를 생산하는 산업

전송장치, 전송로, 데이터 통신, 디지

털통신, LAN, 콘센트레이터 교환기, 

문자다중방송, 팩시밀리, 워드 프로세

서 등

반도체산업

실리콘, 게르마늄, 세렌 등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구조 반도체소자를 

생산하는 산업

반도체소자(집적회로, 트랜지스터, 다

이오드, 바지스터, 사이리스터)등

정밀기기

산업

고도의 지식 및 기술 집약적이며, 정밀

도가 높은 초정밀기기를 생산하는 산업
광하기기, 시험계측기기, 의료기기, 시계 등

자동차산업 자동차 생산에 관련된 모든 산업
승용차, 트럭, 엔진, 변속기, 차축, 

클러치, 브레이크 디스크, 드럼 등

우주항공

산업

공중교통의 고도화를 촉진하건, 우주

개발을 위한 비행동체나, 부품, 추진

제 등을 생산하는 산업

항공기, 저연료 제트엔진, 인공위성, 

로케트 등

생명공학

산업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새로운 세포를 

생성․제조하는 산업

세포융합, 세포배양, 인공신장, 유전

자 재조합 등

에너지산업

자연자원에 참단기술을 적용,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외부에너지

를 생산하는 산업

대체에너지 산업(태양열, 핵융합, 고

속증식로) 등

출처 : 부산과학산업단지 수요조사 학술 용역, 1998, 한국토지공사

위에 제시한 과학산업의 공통적 특징은 기존의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의 바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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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롭게 진전되어가는 혁신성과 지식 집약성 및 미래 지향성 등을 들 수 있다. 과

학산업이 가지는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이고 기술집약도가 높으며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성장성이 높아서 일정한 수준의 시장규모가 기대되고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제품 창출을 통한 수익증대 및 노동력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산업의 제품은 그 주기가 매우 짧으며,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학문적 기반의

확보와 연구개발 증대가 필요하다.

중화학공업에 비하여 과학산업 특성용지 입지에서 자유도가 높아 공장의 지방 분

화가 용이하며, 지방 및 중앙정부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2. 첨단산업단지의 정의

첨단산업단지는 소규모 물리적 공간 또는 도시 공간에 혁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기술 혁신과 신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고석찬 2003). 첨단산업단지의 형태는 각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양하

지만 대부분 다음 몇 가지의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

부가 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비교우위 확보이다. 둘째는, 기술혁신과 고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다. 셋째

는, 공해 저감형태의 산업 육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이다 (정의광 외, 1998).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어느 경우에나 비슷하지만 첨단산업단지는 과학단지,

연구단지, 기술혁신센타, 첨단기술단지, 기술집적도시 등의 논의와 맞물리면서 용어

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고석찬, 2003). 예를 들어, 영국은 과학단지 (Science

Park)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영국 사이언스 파크협회 (United

Kingdom Science Park Association)는 과학단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과

학단지는 지식집약형 기업 등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학, 기타 고등교

육기관 또는 주요 연구기관과 공식적인 제휴 하에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의 이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학산업단지로 미국은 연구단

지 (Research Park)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미국대학 리서치 파크협회

(Association for Univeristy Research Park)는 연구단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연

구단지는 주로 대학 연구기관이 주가 되어 기술 인큐베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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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모험기업의 창업과 산학 협력에 의한 기업과 공동연구 개발체계 구축 및 운영

을 도모하는 연구집적단지를 말한다. 영국의 과학단지와 미국의 연구단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독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를 들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세 가지 용어의 특징은 과학산업단지의 주요 기능이 연구 개발이며

조금 더 나아가 창업 촉진이나 교육기능이 약간씩 접목된 형태라는 것이다. 즉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 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은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현재호(1996)의 구분에 의하면, 연구단지는 그야말로 순수 학문적 연구를 위해 조성

된 단지이며, 과학단지는 연구단지에 시제품 생산 기능을 추가한 형태의 단지이다.

과학 혹은 연구단지의 모든 기능에 생산 기능이 추가될 때 첨단기술단지

(Technology Park 또는 High Tech Park)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당시 산업통상부에서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테크노파크

(첨단기술단지)를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물리적 ․ 운영적 제반시설을 기술적 ․ 관리적 능력을 보유한 대학 등 기술개발

주체의 인접지역에 설치한 것이라 정의하였다(박경수, 오창근, 이송인, 홍호, 2004).

그러나 위의 정의는 “공간”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협력”과 “체제”성격

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할 추진주체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비

판을 받으면서 첨단기술단지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권영섭(2001)

은 위의 비판점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였다.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 학 연 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조직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지

원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달

성하고자 하는 기술 공원이자 기술혁신 촉진 조직체이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테크

노파크는 생산기능을 가진 기존의 산업단지나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연구단지 또는

대학과 달리, 신기술에 바탕을 둔 제품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창출과 기존기업의 신사

업 영역 진출을 촉진하는 개발연구에 주력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박경수, 오창근, 이송인, 홍호, 2004).

고석찬은 첨단기술단지의 개념을 정의할 때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첨단기술단지는 부동산에 기초한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이다. 둘째,

첨단기술단지는 연구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들과 공식적인 연계성

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단지는 혁신적인 지식 기반 기업을 비롯하여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된다.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혁신적 산업 활동과 무관한 업무단지, 산업단지, 복합단지 등

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넷째, 첨단기술단지에는 입주 기관들에게 기술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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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연구개발기능 산업생산기능 주거기능

• 연구교육기능

• 창업촉진기능

• 교육․훈련기능

• 하이테크생산

• 부품생산활동

• 공업단지기능

• 쾌적한 전원

  주택기능

단지

의

규모

Innovation Center

(기술혁신센타)

Research Park

(연구단지)

Technology

Park 또는 High

Tech Park

(첨단기술단지)

기술집적도시

(Technopolis

또는

Technopole)

기법을 적극적으로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관리 운영의 주체가 존재한다(고석찬, 2003).

또한 테크노파크 (첨단기술단지)에 주거문화 기능까지 더해질 때 이를 기술집적도

시 (테크노폴리스)라고 칭한다. 결국 기술집적도시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 기업연구

소를 중심으로 산업 생산 및 창업 촉진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주거문화 기능이 갖추

어진 독립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고석찬, 2003). 따라서 기술집적도시는 과학

기술기조의 도시발전 개념으로 지역개발 정책 및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복합된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과학 및 연구단지, 첨단기술단지 (테크노파크), 기술집적도시 (테크노폴

리스)에 대한 논의를 기능과 단지의 규모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표3-4> 과학기술단지의 개념과 유형 

최근에는 과학기술단지가 주변 지역의 산업구조 및 도시 기반 시설과 연계되어 논

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급 기술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도시 공간 전체가 하나의 혁신체제로 기능하는 테크노폴리스의 형태를 과학기술단지

의 궁극적 발전체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용어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석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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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첨단산업단지 발전 모델

첨단산업단지는 특정 산업 분야로 전문화되어 생산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갖

춘 신산업지구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신산업지구는 오늘날 새로운 산업체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산업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특징들을 집대성한 이상적인 형태이다. 신산업지구 개념은 마셜(Alfred Marshall)의

산업지구와 스콧(A. Scott)의 신산업공간의 개념이 혼합된 것으로 신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혁신을 중시하고 산 학 연 등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계 방식, 첨단

적 성격, 유통망의 공간적 범위 등에서 기존의 전통 산업단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

다(고석찬 2003). 신산업지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포터(M.

Porter)의 산업 클러스터, 매일럿(D. Maillat)의 혁신환경, 쿡(P. Cooke)의 지역혁신

체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용어의 사용에서 있어서 혁신적 환경을 강조하

는가, 기술혁신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학습 및 신산업 활동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산업지구는 특정 산업 분야의 연관 활동

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에는 전문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학 및

관련 연구소, 그리고 각종 생산사 서비스와 도시 기반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권오혁, 2002; Scott, 1988).

권오혁(2000)은 신산업지구의 특성으로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본 연구

와 밀접히 관련된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산업지구는 전통적인

공업단지와 달리 다양한 도시형 활동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즉, 연구개발 활동

과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전문서비스 및 유통활동이 한 공간에서 수행되며, 그 주위

에는 쾌적한 주거 및 여가 환경이 조성된다.

둘째, 신산업지구는 첨단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집적을 통해 집적의 경제

를 추구한다. 신산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들은 공간적인 집적을 기반으로 하여 광범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

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셋째, 신산업지구에서는 전문화되고 유연화 된 동종의 관련 산업들이 광범위하게

집적된다. 따라서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기술이 한 지역에 특

화된다.

넷째, 지역 내에 입지한 관련 산업들 간의 긴밀한 정보적 ․ 물적 네트워크가 존

재한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은 전문가들 간의 대면적 접촉에 의한 정보교환과 상호학습에 의존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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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연구개발 활동과 제조생산 활동이 한 공간에서 결합되면 지식노동자와 기

술노동자들 간에 긴밀한 연계가 존재한다. 즉, 지식과 생산이 효율적으로 결합되기

위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권오혁, 2000).

첨단산업단지는 이러한 신산업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간

주되어왔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주된 목표는 기술 기반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첨

단 기술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

라서 경제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였다.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계획과정에서부터 공공의 개입을 허

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모든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개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은 정책적인 의지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에 첨단산업단지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의 모델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성공한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첨단산업단지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

국형 발전 모델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강병주(2002)는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의 발전 모델을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4가

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과 연

구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입지적 불일치이다. 현재 우리나라 첨단사업은 수도권지역

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과밀지역 억제 및 지역균형개

발정책에 의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첨단산

업단지가 핵심 연구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연구 활동으로부터 창업

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다.

둘째는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관련기관의 비능률성이다. 현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

지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이다. 단지조성이 이처럼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

고 있기 때문에 조성 및 운영 추진체계가 단지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비능률적 업무

수행이 발생한다.

셋째로, 산학간의 낮은 협력 정도이다. 우리나라 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들 사이에

는 공동연구는 물론 연구단지 종사자들 사이에 정보교류 및 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실리콘밸리 등 성공한 첨단산업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반발전효과

(synergy effect)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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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낮은 지역혁신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비좁고 많은 인구가 좁은 공

간에 살고 있어서 토지비용이 높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정주 패턴을 보인다. 또한 지

역의 산업은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산업계의 기술수요가 첨단 과학기

술이라기보다는 현장기술 지향적이다.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현장기술 능력은 특히 취약한 편이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단지 및 산업

단지를 새로운 개념의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신규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강병주(2002)는 신규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의 발전모델은 5가지 경우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가 되려면, 우수한 이공계 대학 혹

은 연구소가 집적된 지역에 연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의 집적

은 밀집형과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밀집형 집적지역의 경우 연구원간에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며, 분산형 집적지역의 경우 개별 대학과 연구소간의 긴밀한 연계가 구축되어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성공한 첨단산업단지는 연구원 및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정주 여건을

구비한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 대도시 주변에 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것은 그다

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도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특정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빌딩형의 소단위로 개발토록 하며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정부주도

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이다.

이 경우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지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망과 교통시설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입지적 장점을 살려

단지가 수행하는 기능을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속한 단지개발과 운영

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수익기관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한 입지적 장점은 미약하나 정보/통신이 양호한 지역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등 발달된 정보통신수단의 이점을 살려 분산 개발토록 하며, 멀리 떨어진 지역과 긴

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교류가 생명인 분야를 중심으로 소단위

단지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은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상업화 차원에서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된다. 첨단산업체가 한 지역에 밀집하여 집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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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서는 소규모 빌딩형 단지를 분산하여 개발하며, 정부, 대학,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연구단지를 운영하는 제 3 섹터형 개발이 바람직하다.

한편 첨단산업체가 주변에 걸쳐 분산하여 입지된 지역은 중심지역에 단지를 조성하

여 주변 생산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 첨단산업체가 집적된 지

역은 연구결과를 제품화로 연결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바, 이 경우 첨단산

업단지 성공에는 모험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연구개발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의 잠재력이 있으면서 넓은 토지자원이 있고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도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낙후

된 지역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기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

한 단지는 연구 잠재력을 주변에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보다는 생산

에 치중하는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강병주, 2002).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5> 신규 과학연구단지 발전모델

지역특성
개발 및 운영형태

개발 및 운영지침
개발방식 수행기능 운영방식

우수한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집적지역

밀집집적 

지역
빌딩형 연구개발 대학주도

-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원간에 잦

은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관

건

분산집적 

지역
빌딩형 연구개발 대학주도

- 지역소재 대학 및 연구소들 간의 

네트웍구축이 관건

양호한 

생활환경 

보유지역

대도시 

지역
도시형

복합목적 

수행

수익기관 

주도

- 토지 및 건물비용을 줄일수 있는 

대안개발이 중요

중소도시 

지역

빌딩형 

집중개발

기술기반 

조성
정부주도 - 특정분야 중심의 소규모 단지개발

사회관접자본 

시설우수지역

도로/교통 

양호지역

빌딩형 

분산개발

복합목적 

수행

수익기관 

주도

- 연구개발과 주거/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지로 개발

정보/통신 

양호지역

빌딩형 

분산개발

기술혁신 

중심
제3섹터형

- 대도시 지역에 소단위로 조성

- 네트웍 중심의 단지개발

첨단산업 

집적지역

밀집집적 

지역

빌딩형 

분산개발

연구생산 

병행형
제3섹터형

- 모험자본 시장형성이 중요

-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분산 

집적지역

단지형 

집중개발

연구생산 

병행형
제3섹터형

- 모험자본 시장형성이 중요

-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토지/건물가

격 낮은지역
단지형

기술기반 

조성
정부주도 - 연구보다 생산에 치중하는 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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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지금까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하

지만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이 첨단산업과 유관 기관의 물리적 집적이 아닌 네트워크

화 된 집적을 통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테크노폴리스와 같은 도시 형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자연스레 산업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와 지역혁신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는

최근 우리나라 산업정책 관련 논의를 이끄는 두 가지 축이다(문미성, 2004). 원래 전

자는 산업기술정책으로서 후자는 지역정책 (낙후지역개발)으로서 출발했지만, 최근에

는 지역 경제 자립화의 핵심적 방안으로 산업클러스터가 논의되고 있고 산업클러스

터의 발전 또한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념은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가 각광을

받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사회’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클러스터나 지역혁신체제 접근이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지

식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대에서도 산업 활동이 여전히 소수의 집적지역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다. 산업클러스터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관찰

은 유럽지역의 산업지구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시작되어, 포터(Porter, 1998)의 클러스

터 개념을 통해 경제학, 정책학 등으로 확대되었고, 실리콘 밸리 등 세계적인 지역산

업 클러스터의 성장성 확인으로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기영석, 2004).

1980년대 초 이태리 북부지역 (The Third Italy)의 국지적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에 기반을 둔 기업간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이며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마이클 포터는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하

면서,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소수의 지역적 군집 (regional cluster)에 의해 주도된

다고 주장하였다. 포터(1998)에 의하면, 클러스터는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결된 기업

들, 연관된 기관으로 구성된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이며, 이들은 공동성과 보완성으

로 연결되어 있다. 색세니언(Saxenian, 1994) 역시 실리콘 밸리의 발전의 보스턴 지역

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문화 제도, 그리고 지원체계 등의 역할

을 강조하면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오드레취(Audretsch, 1998)는

글로벌화가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공간적 근접성과 지리적 클러스터의 중요

성이 증대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특정한 지리적 지역 내에서 집적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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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6년 OECD는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혁신 클러스터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심이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이

론적, 실증적 연구로 이어지면서, 산업 클러스터가 지역에 뿌리내린 집단학습과 혁신

협력을 통해 집적지 내 기업들의 상호 협력적 혁신능력으로 연결됨을 보여줌으로써

집적지와 기업 및 산업경쟁력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기영석, 2004).

첨단산업 클러스터 혹은 지식기반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술, 지식과 정보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에 관련된 광의의 지식산업이 특정 공간

에 집중하고, 이들 간은 물론 이들과 이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물리

적 및 소프트한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어 지역 내 정보산업의 총체적인 혁신능력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OECD, 1996).

특정 산업의 공간적 집적현상이 어떻게 혁신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

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구체적인 입지와 집적이익에 관한 이론들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가 아니므로 자

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전적 입지이론은 기업의 공간적

집적 현상의 원인과 효과를 비용최소화나 수요극대화 등 물리적 요소에 기반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 즉, 기업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1차적으로 운송비와 노동비 그리고

집적의 이익을 고려하였고, 이밖에 공간적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토지, 자본, 동력,

원료 그리고 시장 요인을 고려하였다(한국토지공사, 1998).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한 고전 입지 이론은 소수의 지점에 존재하는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와 제품의

이동에 드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큰 업종인 철강, 목재 산업 등의 공장 입지에 대해

잘 설명했지만 운송비 비용이 크지 않고 비용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는 첨단산업의

입지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전적 입지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경제적 요소를 경

제적 요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태적 입지이론이다(Pred, 1967). 행태적 입지 이

론의 주요 요인은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이는 비경제적 입지 이론으로 현실 세계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특별한 선호를 반영하는 연고지

개념이 존재한다. 둘째는 공공 정책 요인으로 지역 정책을 비롯한 특정 기업의 입지

에 영향을 주는 제반 제도적 요인이다.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통제, 인센티브, 기반 시설 제공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정보 요인

으로, 정보가 풍부하고 각종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유리한 정보 중심지가 새로운

입지 지역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정보 처리 기관, 대학교, 연구 기관 등과

통신 시설, 정보 센터 등 정보의 양과 흐름을 풍부하게 하는 정보 하부 구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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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기업을 유인한다. 넷째는 하부 구조이다.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개입하기 보

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비용 감축이나 수요 증대를 초래하는 인적, 물적, 제

도적 기반 시설이 입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동력,

용수, 하수 처리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섯째는 국지적 서비스 요인이다. 이는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즉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서비스,

하청 생산 업체, 그 외 각종 사무 서비스와 정부 관계 기관들의 서비스까지 포함된

다. 여섯째는 생활과 노동 환경이다. 생활 편의 시설, 문화 공간, 휴양 시설, 자연 환

경 등 노동자들의 삶과 질에 대한 인식으로 중요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곱째는

지방 주민의 태도로서,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태도나 반응은 기업가들의 의사 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속성상 최소 비용과 최대 수요 개념의 경

제적 측면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이론들

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의 신산업지구 이론들은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행태적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집

적을 이룬 지역 내 산업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혁신 및 지식창출을 집적

현상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기영석, 2004; 문미성, 2004). 여기서 산업

주체가 상호작용은 기업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요인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연계비용

의 감소, 불확실성에의 대응 등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 동기였다면, 최근에는 기업간의

신뢰, 지역사회와의 밀착성, 그리고 정부나 대학, 그리고 비정부조직 (NGO) 등 경제외

적인 요인과 기업 외적 주체들의 중요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는 크게 단순 집적지, 산업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의 세 단

계를 거쳐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발달 과정은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Cappello, 1999). <그림 1>에 의하면 단순한 공간적 집적을 이룬 기업들은 유관산업

이 집적되고 안정된 노동시장이 형성되며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국지화를 이루면서

전문화지구 (specialized area)로 발전한다. 전문화지구로 성장한 지역이 실질적인 산

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연계와 기업간의 조직적 근접성 등 네트워

킹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원서비스의 발달,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그리고 비

공식적 정보교류 등 착근성에 근거한 제도한 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 클러스

터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지역 내 경제주체 간 새로운 기술과 혁신

에 대한 집단학습이나 기업간 원활한 기술 인력의 이전 등을 통해 학습지구로 발전

하는 것이다. 이 학습지구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학습을 통

해 형성된 잠재적 혁신능력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혁신지원체계

가 정비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 유관조직 및 개인 간에 창업 등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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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순 집 적 지

지 역 산 업 군 집

혁 신 적 군 집

전 문 화 지 구

학 습 지 구

국 지 화
∙ 유 관 산 업 의  집 적
∙ 안 정 된  노 동 시 장
∙ 거 래 비 용 감 소

네 트 워 킹
∙ 지 역 내  전 후 방  연 계
∙ 기 업 간  조 직 적  근 접 성

착 근 성 /제 도 적  집 약
∙ 지 원 기 관 의  기 반
∙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 비 공 식 적  정 보 교 류

집 단 학 습
∙ 지 역 내  집 단 학 습 의  기 회
∙ 기 업 간  기 술 인 력  이 전

혁 신  시 너 지
∙ 혁 신 지 원 제 도
∙ 창 업 지 원 제 도

<그림3-1> 산업 클러스터 유형별 발전단계
출처 : Capello(1999)

결론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금융환경, 제도적 환경, 지식하부구조, 생산구

조, 수요구조 등을 바탕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정부 등 다양

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교류,

확산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혁신이 가능케 하는 집합적 시스템을 지

역혁신체제라 할 수 있으며, 혁신 클러스터는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에서 혁신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권영섭, 2001).

제5절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앞에서 언급했듯이, 클러스터는 축소된 지역혁신체계이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

부분의 첨산산업단지는 클러스터의 개념을 기반으로 계획되고 있다. 클러스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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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첫째, 네트워크와 파트너쉽, 둘째, 혁신기반, 셋째, 기술기반이다(강현

수, 정준호, 2004).

1. 네트워크와 파트너쉽

모든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의 존재여부이다.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흐

름이 전제 조건이며,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이 네트워크이다(강현수, 정준호,

2004). OECD(1996) 보고서에 의하면, 클러스터 내부에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의 성공

의 열쇠는 바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클러스터 안에

서 암묵적 지식 이전과 관련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정보가 클러스터 내에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러한 암묵적 비거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집합적 학습이

가능해지고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클

러스터 내에서 사회관계의 기초가 되며 어떤 경우에는 직장 이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도 한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는 ”지식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샌디에고의 경우

클러스터 내의 각종 교류 모임과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위험

을 공유할 튼튼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복득

규, 2003).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학 주도 산학연계와 기업간 산학연계가 미

국 내에서도 잘 운영되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주립대학

(UCSD) 주도로 운영되는 CONNET라는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개발된 수많은 핵심 기

술과 우수 인재가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측면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또한 바이오농업 기업들의 연합체인 BIOCOM의 경우 재물,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등 제도의 이슈화, 제조기술 지원, 국제교육 등을

회원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에 소개된 CONNET와 BIOCOM 외에도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에는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의 정보 지식 교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

어서 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천적 사례로 자주 언급 된다.

사실 이러한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의 형성은 우리나라 대표 과학연구단지인 대덕

연구단지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정부주도로 설립된 대덕연구단지는 연구

단지로서의 토지 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때문에 연구 성과들이 제조 및 생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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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이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덕테크노밸리의 수립을 통해 대학,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을 통한 산 학 연 복합단지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내부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외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전통적

인 연결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업종별 출신기관별 학교별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입지와 이를 매개체로 한 커뮤니티 연계망이 가장 큰 특징이

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공동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 애로사

항을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은 형식지보다 암묵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암묵지에 대

한 학습은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적 연결망에 의존하다 보니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배타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불

만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내의 시

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해결과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공식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신뢰 관계에 기초한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한다. 신뢰관계나 파

트너십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이는 서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때, 그리고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을 때 더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그 지역의 제도적 구조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 지역의 사회 자본의 성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공유는 대면 접촉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클러스터의 규모가 큰 경우라면 이러한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좀 더 복잡하고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야 하는데 이 때 그 지역의 제도적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지역 혁신 기반

두 번째 성공요인은 우수한 연구개발 (R & D) 활동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지역 혁

신 기반의 존재이다. 혁신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체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제품 혁신이나 공정 혁신은 뛰어나 연구 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다. 대

학,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연구 기관들이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은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지만 그렇다고 대학이 그 지역의 혁신에 있어서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학이 별로 기여하지 못한 곳에서도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발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역할이 클러

스터에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과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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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의 이전과 교류를 촉진시키거나 연구 결과의 상업

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추진해야한 과제이다.

3. 지역 기술 및 숙련 기반

세 번째로 지역이 강력한 기술 및 숙련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술

및 숙련기반의 존재는 그 지역 소재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매력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질을 가

진 노동력의 양적 풍부함, 그리고 그 노동력의 구성의 다양성이 바로 그 지역의 기

술기반의 우월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 및 숙련 기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노동력의 교육과

훈련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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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 첨단과학산업단지 현황

제1절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개발 과정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공업화정책은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발

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경공업제

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집중육성정책에 따라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은 부품 및 반제품의 조립 가

공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산업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약한 기반을 드

러내고 있었다. 이에 첨단산업은 산업의 사양화를 방지하고 이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지원대상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김동휘, 2000).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 개발은 196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서울 홍릉연구단지에서

비롯되었다. 여러 연구기관의 인력과 시설의 공동이용 및 원활한 지적 교류활동 등

유기적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

구소가 설립된 것을 시초로 하여 국방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 농촌경제연구원 및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 연구소 등 홍릉일대에

연구기관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1971년부터는 서울연구개발단지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첨단산업단지는 1973년 개발이 확정된 대덕연구단지이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출연연

구기관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까지 입주할 수 있는 단지로서 대전시 유성구 일

원 약 84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정부주도형 연구단지이다. 그러나 잦은 계획과 정책

변경, 재원부족, 개발방식의 변화, 외부여건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개입으로 1992

년 준공까지 20년이 소요되었다. 2004년 현재 251개 기관과 21,849명의 연구원이 입

주하여 있다(대덕연구단지 기본 통계, 2004).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제2단계 지방첨단산업단지는 대덕연구단지

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외국의 단지들 (소피아 앙띠폴리스,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

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반면, 건설 이후 15년이 지날 때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대덕연구단지의 부진 속에서 진행되었다(권영섭, 2002).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체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과 첨단산업체의 지

방분산 촉진, 그리고 외자유치 인프라로서 지방첨단산업단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장재, 정선양, 신승춘, 2000).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주도한 전 국토 기술 지대

망화 추진구상과 상공부의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방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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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 사업주체가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차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일 뿐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산업단지는 과학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첨단산

업단지 6곳 중에서 광주는 국가산업단지로서 건설교통부가 사업주체이며, 나머지 5곳

은 지방산업단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된다. 지방산업단지 중에서는 부산,

대전 등 광역시와 오창 (충청북도), 전주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데

반해, 강릉은 기초자치단제인 강릉시가 사업주체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방정부주

도로 사천, 춘천, 오송, 충주, 아산 등이 계획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천 (송도지식정보산

업단지), 서울 (DMC), 울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학 및 민간기업 등 산학연관

협력으로 전국 8개 지역에 시범 테크노 파크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 첨단산

업단지와 시범 테크노 파크 사업의 큰 차이점은 첨단산업단지가 첨단기업 중심의 산

업단지 조성이 목표라면 시범 테크노 파크는 첨단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권영섭,

2002). 시범 테크노 파크의 사업범위는 창업보육, 정보유통, 교육훈련,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지원, 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 등 다양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

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지방 첨단산업단지와 시범 테크노 파크가 거의 동일한 공간에

서 입지해 있는데,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광주 전남 테크노파크와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 내 송도 테크노 파크가 그것이다. 이렇게 첨단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테크

노 파크는 Post-BI만이 아니라 기업연구소,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도 입지하여 단지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겠다.

제2절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개발 개념

첨단산업단지는 소규모의 물리적 공간 또는 도시 공간에 혁신 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들은 첨단산업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영섭(2002)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첨단산업단지는 개발 시기에 따라 다른 이론

적 근거와 모델이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 1단계 즉, 1960 ~ 1970년대에

는 혁신의 선형이론을 근거로 하고, 츠쿠바 연구학원도시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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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델로 1973년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였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의 배경에는 이미

포화상태인 홍릉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

표를 기초한 ‘제 2연구단지 건설 시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년 간 331만평을 개발하고 인구 5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물리적 인프라와 혁신지원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서울의 연구기관을 분산

유치하는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카스텔과 홀은 대덕연구단지에 대해 기능

면에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라는 혹독한 평가

를 내렸다(Castell & Hall, 1994). 개발이 시작된 지 1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 기

관들 간의 과학적 시너지 창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개발한 연구결과에

대한 상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역적 여건이 부족하였다.

제 2단계는 혁신의 상호작용이론을 바탕으로 산 학 연 주 등 복합기능을 가진

지방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와 대만의 신

주 과학산업단지를 모델로 하였다. 이들은 물리적, 혁신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내부 기관들 간 연계의 취약성과 내생적 자원

창출의 부족으로 1990년대 초반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외부로부

터의 민간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하고, 이들의 집적을 통하여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다양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초창기의 신기술

기업의 창출 부족을 극복하고 점차 지역 내 혁신 주체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제도적 집약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광주첨단산업단

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부 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입지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제 3단계는 2000년 이후 추진되는 지방 첨단산업단지인데, 아직 개발 계획단계에 있

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제 2단계의 개발체제를 벗어나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높이는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 즉 지역 내 각 주체간의 협조체제 구축, 지역문제의 공

동해결능력,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이 중요할 것으로 권영섭(2002)은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강약점 분석

첨단산업단지는 학술 연구기능, 산업생산기능, 주거환경기능과 첨단기술이 상호

성장 (mutual growth)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체계 (a place of system)를 의미한다

(Masakaze Okubo, 1985, 원광희, 1999 재인용). 따라서 지방 첨단산업단지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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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혁신에 유용한 연구개발, 교육, 생산, 각종 지원서비스 및 주거기능 등 각 기능

간 연계를 통하여 인력, 물자, 기술 및 생산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점

을 가진다.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사례로 잘 알려진 실리콘 벨리를 비롯하여 루트 128, 소피아

앙띠폴리스, 리써치 트라이앵글, 캠브리지는 공간적 연계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관

련된 기업들이 입지함으로써 학 연 산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한 좋은 예이다.

첨단산업단지의 또 다른 강점은 집적을 통한 물류, 오염통제 및 지원서비스 차원

에서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고 동종 이종 업종 간 지식교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권영섭, 2002). 이때의 지식은 정보차원의 지식뿐만 아니라 비공식 접촉에 의

한 암묵적 지식까지 포함하며, 첨단산업일수록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에게 보육센터에서 지원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광주 전남 테

크노 파크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의 송도 테크노 파크는 첨단산업단지 내 생산

기능을 가진 공간을 확보해 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첨단산업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한 단지 수로

인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지

적되고 있다. 우선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점인

데, 개발규모도 수백만 평에 이르고, 개발기간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있다. 재정

력이 약한 지방정부 주도의 단지들은 재원조달능력과 운용능력 부족으로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역산업은 대략생산 및 장치산업 위주로 입지해

있어 첨단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이나 창업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점도 있다.

셋째로는 기존의 지방첨단산업단지 개발이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계획되어 정보화

경제, 지식기반 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인프라는 물론 혁신적 환경, 네트워킹

등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였다는 점이다. 지방자체단체는 개발 후 분

양하는 것을 목적달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인 집적의 이익, 즉 네트워크

강화와 이를 통한 혁신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전문화, 특성화, 차별

화에도 실패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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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방 첨단산업단지 현황

1.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가. 조성 목적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위치하는 1,960천㎡ 규

모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창원, 진해, 김해시와의 인접성, 공항, 고속도로, 항만 등 외

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 녹산공단, 신호공단과의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

의 유리한 입지요소를 갖고 있다.

부산시에서 제시한 단지의 조성 목적은 1)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2) 기술 집약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이 단지의 조성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1) 부산 및 동남권의 산업 합리화의 추진과

기술수준 제고를 통한 기존 공업구조의 낙후성 개선 및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 2) 동남공업벨트의 부품공급 생산기지화, 기존 고기술 산업의 첨단 산업화 유

도 및 기술 파급효과에 기여.14)

나. 개요15)

위치: 부산 서쪽 10㎞ 지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규모: 총면적 1,960천㎡(산업시설 1.029천㎡, 지원시설 279천㎡, 공공시설 389천㎡,

녹지 229천㎡, 유보지 34천㎡)

기간: 1992년 ~ 2006년 (사업비 2,243억원)

사업시행자/관리기관: 한국토지공사(1단계), 부산광역시(2단계)/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

다. 주요추진상황

○ 1단계

1991년 12월 21일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지구지정

1995년 10월 16일 실시계획승인고시

1996년 11월 21일 협약체결(부산시→한국토지공사)

2002년 11월 5일 부지조성공사 착공

14) 윤일성, 1998, 부산 지사과학단지 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15) 산업단지현황, 2006,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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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0일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부산시, 608천평

→593평)

2005년 5월 21일 MOU 체결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건의(부산시→산

업자원부)

2005년 5월 25일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2005년 6월 22일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005년 11월 30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고시

2005년 12월 15일 부지조성공사 준공

2005년 12월 28일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 2단계

2004년 7월 9일 개발사업 위 수탁시행 협약체결(부산시⇔한국토지공사)

2004년 9월 24일 시설배치계획 수립(부산광역시, 6개 연구시설 배치계획)

2005년 4월 6일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2005년 6월 14일 부지조성공사 착공

2005년 6월 15일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라. 입주대상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보통신, 정밀화학, 기타일반제조업 등

마. 기대 효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의 보고서16)에서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가가치

총액을 2,911억원, 고용 창출은 106,09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을 통해 경제적 수익률이 116%에 달함으로써 대단히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이 예상하고 있다.

-지역 내 과학산업관련 기업들의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산권 및 동남경제권의 경제전반에 걸쳐서 많은 파급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첨단과학산업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와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생산증대, 고용

증대,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세수의 증대, 생활기반시설의 확

충, 지역 경제력의 향상, 그리고 고급인력의 지방 정주 촉진을 가져오게 된다.

16) 부산과학 산업단지 수요조사 학술 용역,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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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으로부터 관련 인력의 유입으로 직접 및 간접 소득효과를 가져다준다.

-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의 사업체수 증가와 생산액 증대, 소득수준의 증가, 소비지출

의 증가. 지역경제력의 증대, 공공투자 증대, 기업 및 인구의 추가 유입, 토지 및 건물

가격의 상승 등을 차례로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수입의 확대와

지역 내 재산가치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유능한 인재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현

상을 감소시킨다.

바. 분양현황17) - 조성중

분양면적: 총면적 625천㎡ 중 625천㎡ (분양률 100%)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 181천원/㎡ 정도

사. 입주현황

입주업체 118개사 / 가동업체 3개사 (가동률 2.5%)

아. 고용현황

110명 (남 95명, 여 15명)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가. 조성목적

1998년부터 원주시에서 추진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강원도 삼각 테크

노벨리의 한 축으로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산 학 연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창업보육, 생산기능, 마케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국내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 추진되었다.

나. 개요18)

○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72

건축면적: 2,611.19㎡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부지 13,772㎡, 건물 8,849㎡)

17) 전국산업단지현황 통계 2006년 2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18)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홈페이지, 2006 (http://www.wm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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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교육실/강당/RRC/TIC 기술교육센터/재단사무실/회의실/창업보육센터/기업부설연구소

○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위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벤쳐기업육성촉진지구)

건축: 16,153.53㎡ (연면적: 24,031.65㎡)

규모: 7동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 33,007㎡

주차: 141대

○ 동화 의료기기 전용공단

위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산 29번지 일원

면적: 330,580㎡ (10만평, 산업시설용지 33개 블록)

기간: 2002년 ~ 2004년(2003년 4.3 착공)

사업비: 220억원

내용: 국내외 유망 의료기기 제조업체 유치

다. 유치대상

○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 예비창업자 및 부설연구소

○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 창업 및 제조 중소기업

라. 주요추진상황

1998년 5월 원주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개소

1999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원주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공식 지정

10월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조성 (임대공장- 18개업체 입주)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YIC) 선정

2000년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

2001년 8월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착공 (2,700평)

2002년 5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조성사업 협약 (산업자원부 - 167억원)

2003년 4월 원주의료기기 전용공단 착공 (문막 동화 - 10만평)

2005년 5월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준공 (연세대 원주캠퍼스내)

8월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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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

2004년 10월 원주의료기기 전용공단 준공 (33개 블록)

2005년 11월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착공 (지하 1층, 지상 5층)

마. 기대 효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집중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혁신클

러스터 사업 추진으로 기업체의 집중화가 예상됨에 따라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향후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관련 제조업의 유입이 가

속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생산 및 수출증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집중으로 국내생산액의 상당 부분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에서 점유하여 수출대체 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혁신 및 교류

산학연관의 연계체제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연구개발 촉진하고, 기술

혁신 활성화 및 의료기기산업 형성으로 연관 산업 발전 기대하고 있다.

-고용증대 및 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바. 입주업체

○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총 16개 업체)

-창업보육실

(주)티에스메디텍/ (주)RAN소프트/ 리허메디칼/ 매닉디자인/ 세르노 인스트루먼트

/ 액슨(주) / 에어메드/ 퓨런메디칼/ 한정민(예비창업자)/ 헵시바테크(주)/ (주)휴레브

-기업연구소

(주)휴먼테크피아/ (주)메디게이트/ 비엔피전자/ (주)옵토바이오메디칼/ 유메스

○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총 3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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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메딕스/ (주)로터스/ (주)매크로비전/ (주)매디즌/ (주)메디펄스/ (주)메쉬/

(주)쉴러코리아/ (주)싸이언시티/ (주)캐치바이진/ (주)케어텍/ (주)케이엘메드/ (주)

한미메드테크/ S.W. 일렉트로닉스/ (주)네오닥터/ (주)메디게이트/ (주)뮤즈텍/ (주)

바이오트론/ (주)바이오프로테크/ (주)봉스메디칼/ (주)뷰토/ (주)스파테크/ (주)씨유

메디칼시스템/ 에스알메디칼/ 엠닉스/ 엠큐어/ (주)예은/ 오디슨/ (주)제중메디칼/

코리아레이져(주)/ 현대메디텍/

3.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가. 조성목적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과 사천동 방동리 일대에 사업비

1,324억원을 투입하여 1,690천㎡ 규모로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기간을 거쳐

조성되었다.

강릉시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도시 건설로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을 목적으로 산

업단지를 구상하고 추진하였다.

나. 개요19)

위치: 강릉 북쪽 6.5㎞ 지점의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방동리 일원

총면적: 총면적 1,690천㎡ (산업시설 604천㎡, 공공시설 811천㎡, 녹지 301천㎡)

기간: 1991년 ~ 2006년 (사업비 1,324억원 (국비 217억원, 지방비 1,107억원)

사업시행자/관리기관: 강릉시장/강릉시

다. 주요추진상황

1993년 12월 7일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지정 (건교부고시 제1993-151호)

1994년 7월 27일 강릉과학지방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승인 (강원도고시 제1994-127호)

1997년 8월 4일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지정 변경승인 (강원도고시 제1997-183호)

2002년 12월 17일 산업단지지정 변경 고시 (3,342천㎡ ⇒ 1,690천㎡)

2003년 7월 7일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라. 입주대상

신소재, 생물산업(천연물, 해양생물), 문화산업 등

19) 산업단지현황, 2006,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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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양현황20) - 조성중

2006년 11월 현재 총 23개 업체 계약확정

KH케미컬/ (주)써모텍/ (주)도우시스템/ 씨캠(주)/ (주)삼경광업/ 성실전자(주)/

포세라/ 경원훼라이트공업(주)/ (주)내츄럴라이프/ (주)써모니크/ (주)모노쎄라피아/

(주)동원F&B/ (주)거산/ (주)콩싹/ (주)엠에스바이오/ 동성해양개발(주)/ 동트는세상

/ (주)위드윈/ 금강산식품/ 해송산업/ (주)대호물산/ (주)AG-Tech/ (주)경화

4.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가. 조성목적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는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입국 실현과 연구개발, 첨단

산업, 교육, 문화, 주거환경의 5대 기능이 복합된 기술집약형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호남지역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하고자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오룡동, 월출동 일원 2,430천㎡에 조성되었다.

나. 개요21)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오룡동, 월출동 일원 (북서쪽 8km 지점)

규모: 2,430천㎡ (산업시설 1,975천㎡, 지원시설 104천㎡, 공공시설 158천㎡, 녹지 193천㎡)

기간: 1 - 2지구 1991년 ~ 1998년, 1 - 3지구 1991년 1월 12일 ~ 2001년

사업시행자/관리기관: 한국토지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서남지역본부)

다. 주요추진상황

1988년 4월 15일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 지시 (대통령 공약)

1990년 7월 21일 첨단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426호)

1990년 11월 14일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고시 제776호)

1991년 12월 31일 단지조성사업(1단계) 실시계획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782호)

1992년 4월 20일 조성공사 착수

1995년 3월 22일 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통상산업부고시제1995-31호)

1998년 10월 28일 산업단지개발산업(1단계 2지구)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1998-314호)

1998년 12월 5일 공장용지 준공인가 (익산국토청)

20) 강릉시 홈페이지 www.gangneung.gangwon.kr

21)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05,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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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9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

2005년 12월 5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3호)

라. 입주대상

-전자, 전기, 정보, 정밀기계, 신공정, 신물질,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재료소재, 광

학의료, 기타 첨단제조업

-보관 창고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6항에서 정하는 사업

마. 분양현황22) - 분양중

분양면적: 총면적 1,975천㎡ 중 1,595천㎡ (분양률 80.8%)

미분양면적: 380천㎡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 122천원/㎡ 정도, 연구용지 90천원/㎡ 정도, 지원시설 구

역 204천원/㎡ 정도

바. 입주현황

입주업체 308개사 / 가동업체 221개사 (가동률 87.5%)

사. 고용현황

6,083명 (남 3,416명, 여 2,667명)

5.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가. 조성목적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장구리, 구암리 일대 3,

074천㎡ 규모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1,677억원을 들여 조성된 지방산업

단지이다. 전라북도는 서해안 개발권역의 중추적 산업 연구단지로 육성을 목적으

로 과학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22)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2006년 2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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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요

위치: 전주 북쪽 15㎞ 지점의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장구리, 구암리 일원

규모: 3,074천㎡ (산업시설 1,892천㎡, 지원시설 420천㎡, 공공시설 369천㎡, 녹지 393천㎡)

기간: 1991년 ~ 2001년 (사업비 1,677억원)

사업시행자/관리기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전라북도

다. 주요추진상황

1991년 12월 5일 지방산업단지지정 (전라북도고시 제254호)

1995년 5월 8일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전라북도고시 제1995-75호)

1996년 11월 25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전라북도고시 제1996-403호)

라. 입주대상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부품, 생물산업 등

마. 분양현황23)

분양면적: 총면적 1,842천㎡ 증 1,214천㎡ (분양률 65.9%)

미분양면적: 628천㎡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 87천원/㎡ 정도

바. 입주현황

입주업체 70개사 / 가동업체 37개사 (가동률 52.9%)

사. 고용현황

1,015명 (남 648명, 여 367명)

6.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가. 조성목적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3,966억원을 들여 총면적 3,963

천㎡ 규모로 1997년부터 20006년까지 총 10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조성 중에 있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을 국가성장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23)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2006년 2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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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확보,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대와 산 학 연 관간의 공동연구체계를 도입을 목적으

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 개요

위치: 조치원 동북쪽 7㎞ 지점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규모: 총면적 3,952천㎡ (산업시설 1,713천㎡, 지원시설 1,055천㎡, 공공용지 740

천㎡, 녹지시설 444천㎡)

기간: 1997년 9월 23일 ~ 2006년 12월 31일 (사업비: 3,966억원)

사업시행자/ 관기기관: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주요추진상황24)25)

1994년 11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수립

1995년 4월 개발계획수립

1997년 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

1997년 9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1997년 12월 한국토지공사를 1단계 개발사업자로 지정 (건설교통부)

2001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전 확정

2001년 8월 단지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

2002년 2월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착 (산업자원부 입환55144-144호)

2002년 5월 단지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

2002년 6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2003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2003년 4월 사업실시계획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2003년 10월 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2004년 11월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4-17호)

2006년 5월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라. 유치대상기관26)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

-국내외 연구소 및 산업체 등 보건산업 관련업체

2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2006, 한국산업단지공단

25) 오송생명과학단지 홈페이지, 2006, (bio-osong.mohw.go.kr)

26)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홍보책자, 20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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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기술원 및 부설 생명의과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센터 등 연구지원 시설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용기기, 건강기능식품업종, BT관련 연구 개발업, BT 연관 첨단업종

마. 분양현황 (조성중)

2005. 5. 26 1차 분양 (22개 업체 계약 2006년 6월 27일 기준)

2006. 9. 18 2차 분양

바. 기대효과

-산 학 연 관 연계체계 확립으로 연구효율의 극대화 및 연구결과의 산업 화

의 연계로 관련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인근의 오창첨단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와의 교류,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기

술의 집적 및 연계화 촉진

-신약 의료기술 신공법 첨단소재 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연구개발 투

자 동향 및 시장동향의 신속한 활용과 관련 분야의 외국 선진기술 업체유치를 통

한 첨단기술의 국내 파급효과를 기대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과 함께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21세기 성장 주도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단지 내에 동종 산업체가 집적함에 때라 관련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

여 이를 통한 원가절감을 기대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입주로 정책조정 임상시험 등 인

허가 절차가 용이하여 행정비용의 감소와 편의증진은 물론 산 관간의 협력을 도모

- 단지조성에 따른 투자재원이 총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에 결정적으로 기여

- 연구인력 6,800명, 생산인력 1만7,300명, 3차 산업 인구 1만7,900명 등 4만2천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

7.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가. 조성목적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는 충청북도 오창면과 옥산면 일대에 사업비 6,762억원을 투입하

여 8,644천㎡ 규모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여 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조성되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의 낙후와 정체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21세기에서 국가발전의 중

심지대로 거듭나기 위해 ① 첨단기술 산업 유치에 의한 공업화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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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② 서울 대전 등의 주변지역에 의존적이었던 공간구조를 지방화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충북발전의 백년대계를 구축할 차세대 전략산업 및 국가산업 발

전을 선도할 전략기지의 필요성과 산업기반 확충에 의한 강력한 구심점 형성의 필요

성에서 IT, BT 산업 전문단지를 구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나. 개요

위치: 청주시 북서쪽 10㎞ ~ 15㎞ 거리에 위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일원

규모: 총면적 8,644천㎡ (산업시설 3,103천㎡, 지원시설 77천㎡, 공공시설 3,695천㎡, 녹지 1,769천㎡)

기간: 1992년 7월 15일 ~ 2001년 12월 31일 (사업비: 6,762억원)

사업시행자/관리기관: 한국토지공사/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다. 주요추진상황

1987년 12월 10일 중부권종합개발계획확정 (건설교통부공고 제132호)

1992년 5월 13일 지방공업단지지정 (충청북도고시 제92-107호)

1996년 8월 5일 지정(개발계획)변경 (충청북도고시 제199-83호)

명칭변경: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1996년 8월 18일 1단계 단지조성공사 착수 (1,428천평)

1997년 5월 7일 단지조성공사 기공식

1997년 11월 28일 2단계 단지조성공사 착수 (1,428천평)

1998년 8월 3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충청북도고시 제1998-99호)

2001년 2월 23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01-19호)

2002년 3월 6일 단지조성공사 준공식

2002년 6월 28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 (충청북도 고시 제2002-1호)

2005년 12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116개 기업유치 (산업용지분양완료)

라. 입주대상

[ 첨단생산용지 ]

전자 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 소재, 신물질 생물공학분야, 광학

의료기기, 항공기 수송, 환경 에너지자원, 지식 서비스 분야 등 첨단기술제품

[ 연관생산용지 ]

전기 및 전자기기, 기계, 도기 자기 및 토기, 유리 및 유리제품, 산업용 화합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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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의약품, 의료, 광학, 천문, 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마. 분양현황27)

분양면적: 총면적 3,103천㎡ 중 2822천㎡ (분양률 90.9%)

미분양면적: 총면적 281천㎡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 133천원/㎡ 정도 (첨단, 연관용지), 감정가 (연구용지)

바. 입주현황

입주업체 111개사 / 가동업체 84개사 (가동률 75.7%)

사. 고용현황

5,910명 (남 4,481명 여 1,429명)

27)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2006년 2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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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개발유형
총면적

(천㎡) 

분양대상

(천㎡) 

분양

(천㎡) 
분양률(%)

입주계약

(개사)

가동

(개사)
가동률(%)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중 1,960 625 625 100 118 3 2.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46개 업체 

입주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중 1,690 - - -
23개 업체 

계약
-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완료 2,430 1,975 1,595 80.8 308 221 87.5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료 3,072 1,842 1,214 65.9 70 37 52.9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중 3,952 - - -

22개 업체 

계약
-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완료 8,644 3,103 2,822 90.9 111 84 75.7

<표3-6> 국내 과학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28)29)  (2006년 기준)

28) 산업단지현황, 2006, 한국산업단지공단

29)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6년 2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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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유치 및 홍보 실무담당자 심층 인터뷰

제1절 조사 대상 및 질문의 구성

각 과학단지 별 기업유치 및 홍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참가자는 총

7명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과학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강릉과학지방산업단

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오창과학지방산단지, 전주과학산

업연구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그리고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였다. 이중 오송생

명과학단지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며 나머지는 지방산업단지이

다. 각 단지의 명칭은 생명과학단지, 과학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

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보고서 기술의 편의 상 모든 조사 대상 단지를 칭할 때는

‘과학단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면접에 응한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

4명, 30대 2명, 20대 1명으로 분포하였으며, 기업 유치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 기간

은 3년 이상 3명, 2년 이상 1명, 1년 미만이 3명이었다. 응답자의 학부 전공은 경영

학 1명, 행정 및 법학 계열 3명, 그리고 이공계열 3명으로 나타났다. 면접 대상자의

특성은 <표 8>에 기술하였다.

<표3-7>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과학단지명 면접대상 소속 연령(세) 전공
업무 

기간

오송생명과학단지  임병익 사무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단 47 경영학 10개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박상준 팀장
 강릉시청 투자유치과 

 투자기획팀
45 행정학 24개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송창린 팀장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혁신클러스터 추진단 

 관리팀

48 행정학 45개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김기완 차장
 충청북도 투자유치단 

 국내투자팀
40

물리학, 

법학
36개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진호천
 전라북도 경제통상실 

 투자유치과
33

전자정보

공학부
10개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전지만 대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창업지원팀
29 항공우주 36개월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임충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과
37 법학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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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심층 인터뷰는 면접원이 조사 대상지의 근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이

루어졌으며 개별 인터뷰 당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20에서 30분 정도였다. 면접 내

용은 녹음되었고 이후 모두 서면으로 기술되었으며 (부록 2 참조), 분석은 기술된 내

용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면접 이후 추가적인 질문은 전자우편과 전화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통해 알고자 했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자세한 질문 내용은 부록 1

을 참조).

○ 담당자의 인적 사항 및 기업 유치 업무 경력

○ 기업 유치 조직의 편성

○ 기업 유치 활동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 작성

-기업 유치 활동의 종류

-효과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

○ 유치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기업 유치 교육

-기업유치에 중요한 홍보 활동

-기업유치 업무의 애로사항

-효과적인 기업유치 방안

○ 입주 심사 절차

○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제2절 조사 결과

1. 기업 유치 및 홍보 조직 체계의 구성

가. 조직의 구성

먼저 각 과학단지에 기업유치 및 홍보를 위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각 과학단지의 상황에 따라 기업유치 조직 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형화된 조직 체계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과학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과학단지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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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및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은

크게 생명과학단지팀과 국책기관이전팀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단지의 조성 및 운

영 방향,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이전에 관한 홍보 및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후

자는 4대 보건의료 관련 국책 기관 이전에 관련한 업무 (전기, 시설 공사 등)를 담당

하고 있다. 본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명과학단지팀은 팀장, 사무관 3명, 주무

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인 단지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분양 계획, 투자유치와 홍보를 각각 사무관 1명이 한 파트씩 책임지고 있었다.

또 다른 국가산업단지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지구

로 지정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부가 광주클러스터추진단을 겸하고 있는데,

추진단 내에 기획평가팀, 산학협력팀, 경영지원팀, 기술지원팀, 창업지원팀, 공장설립

지원센터 등으로 구체적 업무 분화가 되어있으나 응답자의 말에 의하면 경영지원팀,

창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추진단 내 대부분의 인력이 기업유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위의 두 과학단지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단지의 경

우 기업유치와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구

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도 혹은 시)의 주도로 기업유

치 전담조직이 편성된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강릉과학산업단지는 기초단체인 강릉

시가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창과 전주 과학단지는 각각 충청북도와 전

라북도에서, 부산 과학단지는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릉은 강릉시청에서 중

점적으로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오창과학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2002년 도내에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성공

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로 유명하다. 충북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제통상국장을 본부

장으로 하고 도청 직원 7명, 한국토지공사 직원 5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특별대책반

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모범사례

로 수차례 소개되었다. 현재는 과학단지 관련업무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으

로 이전된 상태이다.

전주과학단지 역시 충북도내에 투자유치과라는 기업유치 전담 부서가 있으며 투자

유치과는 기업유치계, 외자유치팀, 전담산업유계 등으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

었다. 본 면접 조사에 응해준 응답자는 전반적인 기업 유치 업무, 과학산업단지 분양

업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경우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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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것이며, 2004년 6월 원주가 혁신클러스터 시범 사업지구

로 지정되면서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추진단 산하에 기업유

치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청 산하에도 기업유치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곳은 의료기기 업체뿐만 아

니라 전반적으로 원주시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재

단과 시청에 있는 전담 조직이 상호협조를 통해 기업유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과학단지 중 가장 열악한 기업유치조직을 가진 곳은 강릉과학

단지였다. 강릉시청은 특정개발사업단 아래 투자유치과를 설치하고 투자계획 및 유

치지원을 담당하게 했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지원계원을 제외하고 한 명 뿐이어서 체계적인 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업유치 관련 외부 지원 조직

기업유치 활동의 특성상 기업유치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질적 평

가를 위해 유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 및 조직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기업유치 담당 조직 외에 각 과학단지 별로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외

부 지원 조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공단의 직접적인 관리지원이 두드러졌으며 유관 중

앙 행정 기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광주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업무에 있어서 외부 조직의 지원을 받기보다 조직 내부의 경영지원팀을 활용하여 마

케팅 및 투자유치 설명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기업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단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는 토지공사,

산업단지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여 조성 및 진행

현황,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희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은 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디벨로퍼는 토지공사가 있

고 나중에 입주하면 관리하게 되는 삼단공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있고 저희가 중앙 행정 기관이고 그다음에 산업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보건 산업 진흥원이라고 데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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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기가 조인이 되어 있고 해외투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아니

라 해외에 조직이 없다 보니까 코트라를 인발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6개 기

관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조성, 진행 현황, 그 다음에 분양, 외국인 투자유

치 이런 것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오송)”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과학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관련 지원

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각 도와 시 단위의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투자위원회나

기업유치위원회 등의 조직이 꾸려져 있어서 기업유치 활동의 외부 지원 조직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단지가 단순히 연구단지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 지역

활성화의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기업유치 자체가 지방으로서는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단지 관내에서 만 운영

하는 게 아니라 가령 도내에도 상공회의소 내에 기업유치위원회라는 별도 조직

이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유관기관이라고 가령 전략산업기획단, 전북 테크노파

크, 전북 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 지원교육센타 내에 별도로 기업유치 전담 티

에프팀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령 도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위주의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주)"

“원주시에 보면 원주 시청에 원주시 투자유치 위원회라고 있어요. 13분이 구성

되어 있는데, 각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지요. (원주)”

“도에 상공회의소 주최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어요. 또 어

제 처음 회의를 했는데, 충청북도 경제발전 협의회라고 지사님, 시장님 협의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오창)”

그리고 유치 업종 별로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 자문을 얻는 경우도 있었는

데 자문을 구하는 대상은 과학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거나,

혹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같은 중앙 행정 부처였다.

“키스트가 강릉 군에 들어와 있어요. 천연물 족으로 키스트에 자문을 하고, 신소재

관련은 강릉대학과, 해양은 해양 바이오 관련 지원단이 내부기관에 있지요.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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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직은 코트라에 인베스트 코리아인가요, 코트라 조직 내에 거기도 예전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쪽하고도 얘기가 항상 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공장설립을 하게 되고 여기 와서 기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원주에 산단공에 공장설립 지원센타라고 있어요. 산단공이 직원 분들이 나와 있

어요. 그분들이 서류 대행이나 그런 걸 맡아서 해주셔서 도움을 받지요. (원주)”

2. 기업유치 활동

가.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 확보

각 과학단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수행해야할 업무는 유치 대상

이 되는 기업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 과학단지 기업유치 담당자에게 어떻게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을 확보했는지 질문했다.

각 과학단지 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드러진 현상은 과학단지가 전략적으로 특화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수록 유치 대상의 리스트를 확보하기가 수월하였으며 또한 중앙 행정 기관과 유

기적으로 연관된 (예, 인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산업의 경우 보다 손쉬운 명

단 확보가 가능하였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산업이라는 특정되어 있는 전략사업이 있기 때문

에 어떻게 보면 자료구하기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에 광산업진흥회라

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들 명단이라든지 광주시에서 엘오와이 체결한 업체라든

지 컨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광산업진흥회 회원사만 해도 천개사가 넘

으세요.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어클럽이

라든지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 다른 

지역 본부라든지 이런 쪽 섭외나 협조를 통해서 업체들 중에서 기업으로 이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쪽을 소개시켜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광주)”

“보건복지부니까 의약품이나 기기관련, 화장품,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는 식품의

약품안전청이라는 곳이 있고, 모든 기업들은 그 업종에 대한 인허가나 품목에 

대한 인허가를 식약청 통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을 통하면 저희는 

등록 인허가 받은 전 기업 리스트를 쫙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편하죠. (오송)”

그러나 중앙 행정 부서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나 특화 산업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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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과학단지의 경우, 유치 담당자는 대상 기업의 명단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

는다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 기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자문기관이나 인맥을 이용해서 대상 기업을 정보

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도 특화 산업이 세분화되어 있거

나 중앙 행정부처의 연관이 높을 경우 다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공개된 데이터도 없고, 해

서 천상 그런 인맥 관계를 유지해서 아니면 우리 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내용을 

통해 어떤, 어떤 업체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는 내용을 습득했고, 그리고 특

히 전라북도에 보면 예전에 삼성그룹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투자유치위원으로는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전주)”

“유치대상 기업은 자문기관 박사님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어요. 신소재는 강릉대학교

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요. 거기에 세라믹 신소재 사업단이 있거든요. (강릉)”

“생명과학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학회들을 이용해야 돼요. 제약이라든가 

전문 세미나 컨퍼런스, 한국의 주요 인맥 교수들, 이런 걸 활용해야 하는데 그

런 부분들은 저도 한계가 있지요. 의대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그나마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오송)”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 역시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유치 담당자가 직접 명단을 작

성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업 연감이나 인터넷을 이용

해서 검색을 하거나 박람회 등을 통해 대상 기업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방식으로 유치 담당자가 손수 대상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리스트

작성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일경제라는 걸 보면 기업 연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목록을 발취해 

가지고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 기

업 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창)”

“해마다 코엑스에서 4월 달에 박람회를 해요. 저희는 4일 동안 기업에 다니면

서 브로셔를 다 받아가지고 왔죠. 받아오면서 부스 규모하고 이런 걸 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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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지고 와서 기업의 재무재표나 이런 거는 금감원 자료나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 재무재표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서류는 시청

에 가있는데 맨 처음에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은 생각

안하고 중부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리스트업을 했죠. 그 기업이 어느 쪽에 

있으며 그 기업이 새로 지은 기업이냐 새들어있는 기업이냐를 해 가지고 작년

에 새로 지은 기업은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래된 공장이 있든지 아니면 용

인인가 평택, 미군기지 부분에 있다든지 이런 여건을 조사해서 연락하고 찾아

다녔죠. (원주)”

나. 유치 대상 기업의 우선순위 결정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이 확보되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대상 기업을 세분화하여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각 과학단지 유치 담당자들에게

유치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매겨 유치 활동을 진행하는지 물어보았다. 쉽게 예상

할 수 있던 대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대기업 혹은 업종 별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

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업을 유

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대상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 군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하청회사가 오기 때문에 단지가 더 꾸며지고 하니까. (오창)”

“큰 업체 (대기업)들이 오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지

요. 큰 업체들이 오면 그 밑에 따라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강릉)” 

“규모가 있어서 큰 기업은 옮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한두 개 기업은 성공

을 했어요. 그래서 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가서 요청해 보면 그쪽에 요구사항

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초창기에 단지를 조성해 놓으

면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업종에서 상위그룹을 정해 가지고 가장 

될 만한 데를 선정을 해서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분들은 다른 데하고 자꾸 비

교를 하시더라고요. (원주)”

위에 살펴 본 것과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 응답자는 전략

적 (혹은 장기적) 목표와 전술적 (혹은 단기적) 목표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대기업을 궁극적인 유치 목표로 하지만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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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 동안 중소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그만한 협력업체도 오고 파급효과가 

커요. 보통 LS전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LS전선이 전라북도 (전주산업단지)로 

오는 데 10년 걸렸어요. 최종 목표는 대기업을 잡되 마냥 대기업만 기다릴 수

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계 및 자동차 관련된 중소기업업체로 

유치활동을 했는데 우선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략은 대

기업유치, 전술적인 거라면 기계 자동차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중소기업

을 나눌 필요는 없었고, 목표는 대기업이었는데 유치가 안 돼서 중소기업을 했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주)”

그러나 대기업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해당 과학단지에 입주했을 때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대기업 유치한다는 원칙 없이 무작정 대기업만을 유치한다는 것은 수도권

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한 과학단지의 경우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업종이나 이런 걸 지역의 여건에 맞고 우리 지역에 이런 업종이나 이런 걸 육

성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인력 조달도 해줘야 되고 정주 여건도 돼야 

되고 주택이나 이런 것도. 그걸 실정을 감안해서 유치를 해야지 갑자기 대기업

을 유치해온다 그런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

에 강원도나 충청도나 오지 쪽으로 멀리 갈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주)”

또한 각 과학단지에서 특화시킨 업종 자체가 대기업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

를 들어, 원주과학단지의 경우 의료기기로 업종을 특화시켰는데 의료기기 생산업체

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기업인지 아닌지를 우선순위의 기준

으로 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원주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

하였는데 중견기업, 다른 기업에 세 들어 사는 업체, 기술력이 있는 업체 등으로 분

류하여 유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의 경우 우선적인 유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의료기기 업종이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기기 업종에서도 

중견기업, 남에게 세 들어 있는 기업, 창업 보육센터나 이런 곳에서 기술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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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분류를 했죠. 중견기업은 단지에다가 유치를 시키고 땅을 매입해서 들어오게 

하고 수도권에서 다른 데 세 들어있고 임대 공장에 들어있는 공장들은 따로 가 

가지고 저희 임대공장을 넓게 주면서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깨끗하고. 그런 걸 

분류를 했죠. 저희가 어차피 단지, 임대공장, 창업부센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차피 세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타켓을 정해놓고 다했습니다. (원주)”

“건설교통부에서 파악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에 대

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들 기업부터 공략하였습니다. (오창)”

다. 기업 유치 설명회를 통한 홍보

과학단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홍보 방식은 관련 기

업에 대한 유치 설명회이다. 각 과학단지 별로 기업 유치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하였

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기업 유치 설명회의 형식은 개별 과학단지가 독자적으로 관련 기업을 초청해서 진

행하는 경우와 상급지자체 혹은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 박람회나 엑스포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기업

들에게 유치에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장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과학단지의 존재와 이미지를 기업들에게 알리는 홍보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개별 과학단지 주도의 유치 설명회

대부분의 과학단지는 조성 초기에 1년에 2회에서 5회 정도의 기업 (혹은 투자) 유

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개최 장소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거나 과학단지가 위

치한 곳이었다. 개별 과학단지별 유치 설명회는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초기에 기

업들에게 조성 단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거나 아니면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수요가 전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기업들의

단지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과학단지 내 부지 공급에 비해 기업체의 입주 수요가 많

은 일부 단지의 경우는 기업 유치 설명회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는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 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언론에다 광고도 하고 설명회도 몇 번 했습

니다. (중략) 처음에 IMF 때에는 문제가 됐는데 제가 부임했을 즈음에는 경기가 

살아날 때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유치 설명회를 안 해도 유치가 그다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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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오창)” 

“지금은 사실 투자 설명에 대한 니드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송

단지를 알리거나 오송단지에 대한 진행 경과나 인센티브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

서 설명회를 한 건데 오송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내용을 대충 다 알아요. 물론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타

켓 기업 선정들이 대충 국내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대충 타켓 기업 선정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타켓 기업들에 방문 상담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오송)”

응답자들은 개별 과학단지 자체적으로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험에 근거해서 언급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유치 대상 기업의 참석률

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과학단지가 우선 유치 대상으로 삼

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

적도 있었다.

“투자설명회는 작년에는 3번을 했었어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설명회, GM대우자

동차 및 인천 투자설명회, LS전선 협력업체 군포설명회 3건이 이뤄졌었고, 작년

에는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전주)”

“설명회에 참석하실 정도면 사전에 대략 접촉이 있는 경우이고 단순하게 공고

나 고지만 해서는 (기업들이) 설명회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원주)”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설명회 할 때 안와요. 왜냐면 자기네 개인정보

도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투자설명회에 와서 노출되는 걸 꺼려해요. 방문하는 

업체들을 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전주)”

이러한 지적과 함께 유치 설명회에 기업들을 참석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되었

는데 설명회에 기업들을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나 신문 공지와 같은 간

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편지 혹은 대면 접촉 등 보다 친밀

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적인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기업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문 학회,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53 -

“저희가 전시회 같은 데에 참가해서 계속 인사를 다니고 해마다 가니까 저희 

단지 사정도 얘기해 드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첫날 가야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브로셔를 주면 다 버려요. 처음

에 가서 대표들 만나고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놨다가 주기적으로 이

메일을 보낸다든지 저희의 경우 옛날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3, 4달에 

한 번씩 안부 편지를 썼어요. 별 일 없으시냐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안 오셔

도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시더라고.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주)”

둘째, 기업들의 참석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별 단지별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수도권

에서 멀리 떨어진 과학단지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50개 기업 2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예산도 비용

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거기 같은데 가서 하면 일

단은 오찬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고 기념품이라든가 홍보 책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최하 5천만원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지방자치제에서 5천만원을 투

자해 가지고 성과가... 대기업이 확실하게 이전해 온다고 하면 5천만원이 하나

도 안 아깝거든요. 힘은 힘대로 들면서 홍보 효과는 사실상 없고, 그런 면이 있

더라고요. (강릉)” 

셋째, 응답자들은 개별 과학단지가 독립적으로 기업 유치 설명회를 주최할 경우 보

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예를 들어, 유치 설명회에 참

가한 기업들에게 배포할 홍보 자료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유치 설명회 등을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홍보자료 같은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

요. 외주 제작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어야 했는데, 기업유치가 활성화 된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에도 변변한 투자설명 자료 자체가 부족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작한 걸로 가다보니까 홍보 면에서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그 당시 당시마다 급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도 많

이 부실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단점으로 생각이 돼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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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설명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과학단지나 광산업, 의료기기 등 관련 기업체의 수요가 명

확한 과학단지는 유치 설명회의 개최에 상대적인 부담이 덜 했으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과학단지의 경우 과학단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유치 설명회 보다는

산업자원부 등의 중앙행정부처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나 관련 업계가 참석하는 학회

혹은 전국 단위 박람회 등에 부스를 얻어 참여하는 방식이 비용이나 준비 면에서 효

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자체적인 유치 설명회에 대한) 예정은 없고요. 지난 번 지역 특구 박

람회처럼 박람회라든지 국제개발 엑스포라든지 이런 행사 때에 홍보 부스를 만

들어서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예산 면에서는 조금 절약되는 

면도 있고... (원주)”

“현재 기업유치활동을 주관할 만한 중앙부처로는 산업자원부 그리고 건설교통

부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3 개가 중앙부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산

업자원부가 대부분 자체 산업자원부 내에 기업이전지원팀이 있어요. 이전지원

팀 주관으로 행사업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

처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1년에 5번을 한다고 하면 중

앙부처위주의 투자설명회는 3건,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1건에서2건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주)”

"투자설명회 관련해 가지고는 각 전시회, LCD 계약 부스라든지 지역혁신박람회

라든지 광산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부스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관련된 

업체들이 참가하시는 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광주)”

라. 심층적 기업 유치 활동

기업 유치 설명회나 전시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과학단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

도 형성되고 나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조사에 응한 기업 유치 담당자들의 대부분은 이 단계를 기업 유치에 가장 중

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중요도만큼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

지만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였는데,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 유치 대상 기업과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담당자들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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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홍보 활동은 대상 기업에 편지를 쓰거나, 기업체 방문, 그리고 관련 업체를 단지

로 초청하여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과학단지가 수도

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 및 물류에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에

비해 좋은 관광자원이라든지 쾌적하게 조성된 단지와 같은 강점이 있는 곳은 기업들

에게 직접 단지를 시찰하게 함으로써 입지적인 단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이 된다.

“(일단 투자 설명회나 전시회를 통해)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나오면 우선은 

방문입니다.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면대면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송)” 

“외지에서 우리 시청 저희 과로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전화를 주셔가지

고 관심이나 의지를 표명하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사람 불러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그분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강릉)”

“저희의 경우 옛날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3, 4달에 한 번씩 안부 편지

를 썼어요. 별 일 없으시냐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안 오셔도 다른 분을 소개

시켜주시더라고.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주)”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 했을 때에 그 업체가 내려오게끔 유도를 해야 하거든요. 

현장을 견학시키면 우리가 (기업에 가서) 얘기했을 때의 생각하고 와서 직접 현

장을 보는 것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실제로 말 그대로 단지가 녹지공간이 많

고, 도로가 넓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직접 내려오게 해서 보

여주는 게 마음을 바꾸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강릉)”

특히 이 과정에서는 기업 유치 실무 담당자 외에 기업 유치에 보다 책임 있는 직급

에 있는 사람 (예, 투자유치단장 등)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특히 단체장)이 중요

하게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기업체의 이전 결정은 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 활동만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은 정보라도 손에 잡히면 즉시 출장하여 확인하고 수차에 걸친 방문과 설득이 이

어졌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장이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부지사가 나서고, 최종적

으로 도지사까지 나서서 매듭을 짓는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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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 우

리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단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에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도지사가 관심을 갖게 해서 유도를 해 나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오송)”

“업계 방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가면 업체 사장님들 모시고 하는 게 상당

히 실례기 때문에 제일 높으신 단장님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주)”

마. 기타 유치 활동

위에 언급된 유치활동 외에 전주과학단지의 경우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즉, 설문조사를 하면서 전주과학단지와 전라북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문의를 하면서 단지를 홍보하고 입주 수요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답변을 해주는 업체는 극히 드물었지

만 처음 단지를 조성했을 때 관련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업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와 개별 기업 방문의 방식은 서로 별개의 것

이 아니며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투자유치 설명회와 개별 기업 방문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크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데가 있다. 라는 홍보성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홍보 

행사 중에 관심이 있다. 라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

으로 알려드리고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를 말씀드리는 부분. 이게 좋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전주)”

3. 산 학 연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지방 과학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

브가 주어진다. 세제지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혹은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30%-50%), 세액공제 등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지구에

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이

러한 혜택은 대부분의 법과 정부 시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단지에게

특수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 담당자들은 세제 및 인센티

브 혜택은 자신들이 특수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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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점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중

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유치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량권을 넘어선

문제이며 다른 단지도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세제나 인센티브 외에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

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여러 명의 응답자가 과학단지가 클러스터, 즉 연

구개발, 제조 및 생산, 그리고 행정 및 금융 서비스 등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형

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 과학단지 입주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인

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즉, 과학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대학, 기업 및

국책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의 생산 활동과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기업을 과학단지로 유치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인프라가 과학단지 내에 갖추어져 있는가가 성

공적인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한 응

답자의 말을 들어보자.

“실제로 기업체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해요. 전주산업단지에 들어왔을 경우 기

술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그

런 건 만든 게 없고, 전북대학교 기술산학협력단이랑 연계를 해서 기업들의 기

술 애로나 신기술 관련해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요청해 주는 경

우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기술이나 대학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술방안에 대해서 기업체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전주)”

현재 위와 같은 답변을 해준 전주과학단지의 경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곳이 아

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체의 요구를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계와 연계를 주선함으로써 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원주과학단지의 경우 혁신클러스터추진단이 대

학, 연구소, 기업, 부품업체 등을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이 기

업 유치 및 단지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원주의 경우 학

교 및 연구소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요를 유인한 사례

라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원

주과학단지 유치 담당자의 말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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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른 단지하고 틀려서 다른 단지는 공단이 크게 먼저 조성되어서 공장

이 들어오고 주변에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하는데 저희는 반대예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먼저 시작하고 공장이 나중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국내에 보

면 그런 케이스가 저희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하고 연구소는 산

학연 협력체제 구축한 것, 그 다음에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직

업훈련원에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과라든지 의료기기전자과

라든지 이런 걸 먼저 심사해서 인력 양성을 먼저 시키고, 클러스터 혁신 쪽으

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기 업종에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R&D나 마케팅이라든

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하고, 인력 양성을 해서 지원

해주고 클러스터 사업에 의한 기업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까요. (원주)”  

광주과학단지 역시 혁신클러스터 사업 주체로 선정된 경우인데, 혁신클러스터추진

단 내에 금형,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광응용, LED 분야 별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

고 미니클러스터 별로 업체, 학계, 연구소가 활발히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조직적 체

계를 갖춤으로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매력적인 유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 간에 상호 교류라는,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업체들끼리 상호 교류 부분을 상당히 활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러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정보교

류가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점은 연구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시에

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추

진되어 있는 미니클러스터에 참여를 하시면 교류라든지 정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과학단지 역시 산 학 연 연계가 극대화될

수 있는 클러스터 방식을 과학단지의 기본 발전방향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를 통한

기술 이전 및 정보 교류가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오송과학단지는 첨단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제조나 연구 

시설이 들어가고 산업시설이 들어가고 대학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

이 들어가고 산학연관이 같은 단지 안에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과 

연구소가 거기서 그런 비전 프로바이더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당분간은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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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하겠지만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그런 걸 할 것이고 거기서 연구한 기

술들을 사업화 하는 작업들은 사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요. (오송)” 

“오창 단지가 다른 단지하고 특징이 뭐냐면, 오창 단지는 다른 데는 대개 생산

용지만 있는데 우리가 R&D 용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생명공학연구원도 있

고, 기초과학지원 연구원도 있고 생명공학연구원엔 입주 심사도 있고, M&R 센

터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정보통신 재단을 그쪽에 설립했어요. 오창 테크노

파크도 설립됐고, 바이오 의료 센터가 설립했고. 그래서 거기하고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산학연 구조가 잘되어 있어요. (오창)”

앞의 사례들은 잘 갖추어진 산 학 연 체계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대변하지만, 실제로 과학단지의 산 학 연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

켜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준 응답자도 있었다.

“저희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은 대학 따로 놀고, 기업은 기업 따로 노

는 거예요. 따로따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기업체에서 학교

에 어떤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개발을 의뢰할 만한 기업

체가 없어요. 기업 연구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의뢰할 곳도 없어요. 학교는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연구개발해서 

그 자체로 소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기술로 상용되고 업체에 가서 그게 

상용화 되어야 하는데 단절되어 있어요. (전주)” 

특히 외부의 연구 역량을 단지로 이전시켜 활용해야 하는 경우 집적화가 상당히

진척된 대덕 연구단지 같은 곳과 함께 경쟁해서 단지를 이끌어갈 산 학 협력을 이

루어 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하였다.

“그런데 저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대전에 대덕특구가 있지요. 그 특구가 너무 

잘 되다보니까 지방까지 안 와요. 연구소의 가장 특징이 직접화가 되어 있는 

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단지 연구소 자체가 한두 개만 있어서는 연구소의 그

런 역할 자체가 없데요. 그래서 대전도 연구단지가 직접화되어 있는 건데 전주

도 실제로 10만평 조성해 놨는데 온다는 업체가 없어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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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 기업의 선정

대부분의 과학단지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산업 군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원주과학단지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특화를 시킨 상태에서 조성되

었으며, 광주의 경우 광산업으로 특화를 시켰다. 이에 따라 각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

의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을 단지 내로 끌어들이려는 시

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단지의 진정한 발전은 단순히 비슷한 업종에 있는 기업

이 단지에 입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

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단지

를 조성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단지의 성공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성 초기부터 연구개발 활동과 생산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각 과학단지 기업 유치 실무자들이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데 어떤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로, 입주 심

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를 물어보았고, 둘째로, 입주 기업 심사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가. 입주 심사

모든 과학단지에는 관리 기본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에 맞춰 입주 업종이 제한되

어 있다. 면접에 응해 준 모든 기업 유치 담당자들이 과학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가

장 큰 차이점은 입주 업종의 제한이라고 대답했다. 즉 일반산업단지는 일정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 놓고 부지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나 과학단지는 유치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성한 단지 내 부지가 있더라도 입주 업종이 맞지 않으

면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일

반산업단지 보다 더 복잡하다.

과학단지 별로 입주 기업의 선정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크게 두 단계의 입주심사를 거치게 된다. 첫째는, 기업 유치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

는 기업에 대한 양적 평가이며, 둘째는 유치심사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평

가의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각 기업 유치 실무자들은 입주 희망 기업의 생산

공정이나 생산품을 살펴보고 미리 설정된 업종 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관련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기업에 대한 양적 평가 (기업의 매출액, 재무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

진다. 입주심사위원회는 5-8명 정도로 구성되며 지자체나 과학단지 관리 주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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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공단 등) 외에도 학계 및 산업계 인사가 포함되고 이들은 기업의 단지에 대한

외형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적합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적 적합성에 포함되는 요인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 투자규모, 재정상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이다.

과학단지의 조성 초기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분양률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

에 과학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은 기업을 무작위로 유치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과거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

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과학단지는 유치 업종 제한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

으며 이는 과학단지 조성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고무

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각 산업단지마다는 관리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관리기본 계획

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생산 공정이나 생산품을 보고서 업종을 판단을 합니다. (전주)”

“우리는 4개 분야 대상 업종이 맞아야 되죠. 맞아야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방

문도 하고 해요. 그 기준은 당초에 과학단지를 만들 때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강릉)”

“저희는 한 가지 업종이잖아요.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도 저희가 특화시킨 게. 

의료기기가 몇 백가지 되는데 저희는 전자의료기기. 공장기기기라든지 이런 것

은 이쪽에서 써포트를 못해준다고 해서 받지 않아요. 전자의료기기 쪽. 의료기

기 쪽에서도 아주 폭을 좁혀서 특화시켰거든요. (원주)”

“땅이 빈 공간 부지가 있어도 일단은 심사를 해요. 당연히 심사위원회는 구성해

야죠. 전문가 분을 7, 8분 정도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관련된 연구 교수나 별도로 모셔다가 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태라든지 해 

가지고 입주 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업이 들어올 때 저희 시책하는 것하고 부합

되는 곳인지 기업 내용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심의하죠. 부지가 있

어도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사양을 하죠. (오창)”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치 업종의 선정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할 경우가 발생

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외형적으로 유치 업종 기준에 맞지만 내용적으로 맞지 않

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주 희망 기업의 업종이 정확히 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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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성공가능

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유치하겠다고 하면 저 처음에 있을 때 우린전선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오

창이 IT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업체는 경전철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입주심의 

위원회 할 때 회장님이 직접 설명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오창 IT 단지라고 했

는데 IT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조그맣고 거기다가 경전철을 트레일러로 싣고 가

면 오창 단지가 이미지가 안 좋다 해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

서 회장님이 브리핑을 하고 나중에는 크기는 경전철이지만 요즘에 경천철도 IT 

업종이다라고 해서 승낙해서 만평 들어 왔어요. (오창)”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변기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장 세워서 만들 때에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칩 들어가는 게 이 칩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에도 들어가는 거

예요. 의료기에 들어가는 칩은 5%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은 95%를 생산하는 거

야. 그러니까 단지 이름하고 전혀 다른.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 나가셨는데 저희가 

그걸 일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분에 탄력이라는 것은 의료

기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지 다른 업종에 탄력성이나 그런 것은 융통성을 거의 부리지 않아요. (원주)”

더군다나 위와 같은 수준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학단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성 목적에 완벽하게 맞는 업종으로만 단지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교통 입지나 사회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단지의 경우 입주 업종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강릉과학단지의 경우 청정과

관광이라는 강릉의 기존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과학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나 원주의료기기 등과 같이 하나의 특화된 업종을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입주율이 저조할 경우 입주 심사 기준을 첨단과학단

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분양할 경우 단지 조성 차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현실 속에서, 기업 유치 담당자는 상황에 따라 입주 심사 기준의 완화까지도 고려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그리고 사견임을 전제로, 비수도권 지역은 입

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한 응답자도 있었다. 물론 입

주 업종 변경은 기업 유치 실무자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만큼 실무자

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업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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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할 수 야 있겠지요 (즉,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입주율이 저조할 

대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걸 처음에 만들 때는 강릉이라는 데가 깨끗하고 청정, 과학, 관광의 이미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굴뚝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환경오염이 없는 업체를 유치하

는 것이 4가지 업종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고자하는 곳이 시끄러운 공장도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 

정확한 답은 저희들이 못 드리죠. (강릉)”

“업종 제한 부분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이는 있으세요. 수도권 같은 데

에 업종 제한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비수

도권은 그런 제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폐수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업

체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광주)” 

나. 입주 기업 선정의 기준

입주 기업 선정에는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

결정 상황에서 최적의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과학단지는 일

반산업단지와 같이 단순 제조업의 집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동시

에 병행할 수 있는 기업을 최우선의 입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입주심사 과정

에도 이러한 기업에 최우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첨단 제조업이면서 R&D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1순위가 되고요. (오송)”

"저희 시책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런 기업이 두 개가 있다

고 하면 우리 제조업 매출이 큰 기업을 일단 먼저 꼽으면서 그 기업이 어느 시

기에 우리 단지에 입주할 거냐. 아무리 규모가 커도 5년 뒤에 입주하면 안 받

고 그것보다 작아도 내년에 입주한다고 하면 받고.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면 미래 발전성이나 기술력에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받았어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존

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원주)”

“분양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류 상품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

체, 두 번째가 신기술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세 번째가 수도권 과밀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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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업체, 네 번째가  수출 아니면 매출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신기

술을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D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업체를 최대한

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우선 순으로 저희가 그만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광주)”

“이 업종이 첨단업종이냐, 똑같은 IT라도 어느 게 성장이 유망한가 보고. 이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관련 업종인가보고, 이 기업이 투자규모가 어떤 건가 재정 

상태가 어떤 건가 여러 가지를 다 보죠. (오창)” 

하지만, 입주 기업의 선정에서 기업 유치 담당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점은 기업

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성공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업무임을 토로하였다. 

“문제는 업종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죠. 지금은 좋지만 성장 가능

성이 없어 가지고 몇 년 하다가 부도나고 하면 그 업체도 안 되지만 우리도 손

해보고 하니까. (오창)”

“업종도 전혀, 천연물하면 천연물이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천연물 소재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본 것도 없고, 짧은 식견을 가지고 저게 괜찮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

는 자기 주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 자문을 받아 봐도 최

종 판단은 우리 과에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워요. (강릉)”

“어떤 업체가 이전해서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움이 되느

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생산 쪽으로,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쪽으로 보

죠. 재무구조는 당연히 보고, 회사가 탄탄하지 아닌지. (강릉)”

5. 유치활동에 대한 실무자들의 평가

가. 기업 유치 활동 관련 교육의 필요성

본 조사에 응해준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업유치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며 따라서 업무 초기에 기업유치 활동에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교육의 필요성 정도는 담당자의 경험과 유치 경력에 따

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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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업유치 담당자의 경우는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영학 전공자이고 민간 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기획 등 기업유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

에 기업유치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으로 겪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전의 경험이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첨단과학단지의 기업유치 담당자의 경우 광주첨단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이

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접적인 관리아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단지에 비해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산

업단지공단은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최고의

정보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교육 내용 자체가 특정하게 기업유치 활동

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교양이나 관리의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담당자의 필요에 근거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창과학단지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교

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과학단지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

였는데 이는 오창과학단지의 기업유치 활동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지정되어 다른

산업단지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오창과학단지는 기

업유치 초창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워크샵 등에 참가하면서 기본적인 업무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하였지만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나중에서 기업유치

활동에 대한 공무원 워크샵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쌓여진 경

우이다. 특히 오창과학단지의 기업유치 담당자는 기업유치 교육은 기업의 요구에 즉

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지식(예를 들면, 상수도나 전력 문제 등)의 학

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관련해서 워크샵도 하고... 기

업유치하려면 경제적인 지식도 습득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수라든지 용

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업무마다 그 용수가 다르기 때

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오창)”

위에 제시한 예들은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을

통한 자연스레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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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기업 혹은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

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교육 연수 프

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는데 기업 유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내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업유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가 몰라서 그런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데 재작년인가 산업기술 평가원 주관 교육이었죠. 안산에 가서 교육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명목은 다른 교육인데 거기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2, 

3시간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국기업 유치나 아니면 기업을 유

치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기법이나 그때 조금 배운 기억이 있고 다른 교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주)”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기업

유치관련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산자부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업이

전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1박 2일하니까 2틀에

서 3일 정도 받았다고 하면 맞을 거예요. (전주)”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것도 있었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서 저희는 생소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코트라에서 

하는 걸 우리가 참가하고 투자 아카데미라고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4박 5일 국내, 국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이

티 쪽이나 그런 쪽에 저희와 연관은 없지만 알아보죠. (강릉)”

특히 현실적으로 기업유치 담당자들이 다른 일반직 행정 업무에서 차출되어 온 공

무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업 유치에 핵심적인 홍보 전략

각 과학단지 기업유치 담당자에게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효

과적인 홍보 활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조사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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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유치 대상 기업의 세분화 및 표적화이다.

“공단을 조성하면 어떤 업종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범위를 좁혀서 

타켓 기준도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유치하러 다녀야지. 저희도 기업 유치 부서

가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있는 대상 기업을 유치 대

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넓어서 감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

에는 어느 분야를 타켓을 정해놓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주)”

“타켓으로 정한 업체 위주로 한 설명회는 호응도가 좋았고, 분양율도 좋았어요. 

향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무작정 설명회를 하기보다는 타켓을 정

해서 그 업체를 방문을 한다거나 그 업체들 관련된 회사들을 투자설명회를 진

행하는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주)”

“저는 업체들을 조금 더 계속 좁혀 나가는 거죠. 타겟 기업들을 만나면서 좁혀 나가고... (오송)”

둘째는 개별 기업 방문을 통한 면대면 만남의 극대화이다. 특히 만남을 통해 개별

기업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내, 국외 타켓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재분류 하고 있으며, 개별 방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업 방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국내기업은 국내기업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외 기업은 국내 기업과 협

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홍보활동 전개해야 합니다. (오송)” 

“몸으로 부딪쳐서 내려와서 보게끔 하는데 상책인데 와 봐서 보고 난 후에 기존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 업체를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안내해 주는 것. 또 강릉의 인심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강릉)”

셋째는 기업 유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유치는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단체장을 비롯한 전체 유치 조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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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기를 잡더라도 미끼를 던져주고 좀 있다가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기다

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1년 내낸 뭐

했냐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그렇다고 추

진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강릉)” 

“통상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3년 정도 걸려요. 그 때

까지 씨뿌리고 물주고. 그게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하는 걸 알아내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운이 좋은 경우는 1년 만에 되죠. (오송)” 

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적 (비홍보적) 요인

기업 유치 담당자들이 기업 유치 활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과학

단지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기반 시설의 부족이라든지 하는 현실적 조건

은 홍보 활동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제약이라는 데 있다. 입지, 지역 여건, 그리고 지

원 정책이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수준으로 제시될 수만 있다면 기업유치 활동이 어

려울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과학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의 제한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야한다는 점이 기업유치 실무자들의 애로 사항이다.

그렇다면 어떤 현실적 조건들이 유치 활동을 촉진 혹은 저해할 수 있는지 실무자들

에게 질문하였다.

(1) 입지 조건

충청북도에 위치한 오송과 오창과학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 기

업유치 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단지들은 수도권에서 멀

리 있어서 교통 및 물류에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유치 활동

의 가장 큰 장애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송단지는 장점이 다른 단지에 비해 탁월하니까요. 우선은 입지적인 요건이 

탁월하고요. 일단은 KTX가 지나가고 오송역이 바로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오송에 입주하게 되면 전국에 2시간 이내에 다 닿을 

수 있는 중심지라는 것. (오송)”

“수도권 부지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충남하고 충북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창이 지리적 여건이 많이 가미됐을 겁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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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단지가 특징이 뭐냐면 지진 같은 게 없어요. 홍수도 없고. 아마 직접적으

로 자연 조건은 최고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도 그렇고. (오창)”

하지만 원주, 강릉, 전주, 광주 등은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이 기업유치 활동의 어려

움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과학단지일수록 입지 여건

의 불리함으로 인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멀잖아요. 특히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

기가 나와요. 대전, 특히 충남권까지는 가깝다. 그런데 충남을 넘어가면 너무 

멀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 등 대전 밑으로는 기업이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전주)”

“거리가 멀다는 것. 그 업체를 모시고 오면 그 업체가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

를 하는. 하청이라고 하나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고 하잖

아요. 물류비용도 그렇고 제시간에 납품하려고 하면 기상 상황의 문제도 제약

이죠. 강릉하면 멀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요. (강릉)”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요즘 가장 큰 과제

일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하세요. 특

히 천안이라든지 이정도만 되도 이전하실 텐데 지역이 워낙 멀다보니까 대부분 

잘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힘들지요. (광주)”

“가서 얘기해 보면 강원도하면 멀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인천가는 것 보다 

저희 원주 오는 것이 빠르다고 얘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휴가철이나 이

런 때 막히는 걸 생각해 가지고 무지하게 막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원주)”

(2) 사회, 교육 및 문화적 기반 시설 여건

모든 응답자가 지리적 여건과 함께 사회, 교육, 문화적 기반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

면 과학단지의 장기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

적으로 실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업이 올 때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안 오거든요. 청주가 교육 도시고 하니

까 인적 자원들이 많고, 그런 게 갖춰져야지 기업이 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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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기관도 이쪽에 산학연 둬 가지고 그 기업이 

오면 나중에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온 겁니다. (오창)”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변변한 학교가 제대로 있지 않다, 근로자들이 오지 않

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인프라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삼성에서도 그런 얘기

를 정무부지사님께서 들은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는 인프라가 없어서 못 온데

요. 제대로 근로자들 자녀들이 와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나 문화시설이 되

어 있나 극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주)”

“여기 내려오면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지요.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주)”

라. 기업 유치 업무 수행 시 애로 사항

(1) 기업 유치 업무의 생소함

“공무원 생활하면서 기업유치 업무는 처음이었어요. 기업에 있는 분들의 생리를 전혀 

모르겠고 경제 산업 용어를 전혀 모르겠고 해서 재단에 와서 많이 배웠죠. (원주)”

“기업유치 업무하기 전 면사무소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주민의 생활에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했거든요. 이런 업무는 생소하죠. 이 업무 맡

은 지 10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생소합니다. (강릉)”

(2) 기업유치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보장

“기업유치 관련된 담당자들의 인사. 부서이동이 잦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

해 1년 있었는데 조직만 3번이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계

로 있다가 경제통상실에 투자유치과, 이번에는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로 조직

개편이 됐거든요. 실제로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데 보통 3, 4년이 걸리는데 제 

선임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기업유치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10번이나 바뀌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게 내적인 문제

라고 할 수 있어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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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확보와 업무 처리 시스템에서 어려움

“민간 기업에서 20여년 가까이 일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려니 모든 것이 다 

스피드가 떨어지고 시스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공무원이다보니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나 국회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

려운 점이 있고, 예산확보가 가장 큰 어려운 점이다. (오송)”

"예전에는 일주일에 3일씩 기업 유치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각종 보고 

자료라든지 요구자료, 서식 같은 걸 내다보면 일주일에 하루 나가기가 힘들 정

도예요. 실제로 기업유치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거의 지금은 페이퍼 워크로 진행되는게 가장 안타까워요. (전주)"

(4) 기업 관련 고급 정보의 확보의 어려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고급정보기 때문에 스스로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물어물어 해서 연락처를 안다고 해도 정보공개를 안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정보 자체를 사장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 입

장에서는 그 정보가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러다보니까 철저히 비공개로 

해야 되고. (전주)”

“또한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가령 어떤 기업이 우리 단지로 오고 싶

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많이 얻고 싶은데 자료 자체가 없어요. 천상 얻

을 수 있는게 인적 관계를 통한 자료밖에 없으니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도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전주)”

“기업체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던져줘야 하는데 우리 말만 나열하다가 온단 말

이죠. 저 사람들(기업체)은 자기들 이 생각하는 걸 확실히 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강릉)”

(5) 실수요 파악의 어려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100분이 오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그

중에 5분. 진짜 필요하신 분이 많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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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신 분들이 뻥튀기 수요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게 가

려내기가 힘들고. (광주)”

“단지마다 분양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격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인지 아우트라인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과학산업단지처럼 완전히 공장하고 있

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 구분 없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둬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정리만 되면 분양하는데 효

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한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6) 연구용지 분양의 어려움

“현재 전주과학연구단지는 10만평을 연구단지로 조성했는데 지금 1-2% 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연구 단지는 대규모의 시와 인접한 지역 혹은 시 내부에 있

는 게 가장 최적의 접합지인 것 같아요. 전주 시내에 연구 단지를 조성해 버리

면 아마 연구소 이전하는 업체에서는 많이 선호할 거예요. 연구소는 따로 인력

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연구 인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이전하고 연구

소는 이전 안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연구소는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주)” 

“저희는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섬유품질연구소 등을 유치해

서 연구개발용지 분양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도 한 6, 7만 평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녹십자, 유한양행

이 있는데 연구소는 안 왔습니다. 그 분들 연구소는 분당인가 성남 쪽에 다 있

습니다. (오창)”

(7) 단지 주변 주민의 민원

“저희가 처음에 단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요즘에는 기업이 오신다고 문의가 

오는데 땅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를 시쪽에서 서두르고 있는

데 요즘 단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정부 들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민들도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땅값을 많이 받으려

고 하는데 땅값을 많이 받으면 수도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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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민원 발생 소지 때문에 입주심사가 한 번씩 길어지고 나면 계속 길어

지는 경우가 많아요. 입주심의 결과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를 

해라라고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해당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될 거

예요. 민원인들 조정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기업에서

는 빨리 내려오고 싶은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

요. (전주)”

“현재 전주과학단업단지에 업체가 입주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에요. 주거

형 단지라고 해서 단지 내에 아파트를 조성해 놓았는데 실제로 제조업체 근로

자들이 입주한 건 10%가 안 되고, 대부분 전주 사람들이 아파트 값 싸다고 입

주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뭔 업체가 온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사전승

인 받고 업체 유치를 하라고 해요. (전주)”  

마. 과학단지 성공을 위한 제언

(1)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업종의 선택

“우리 지역에 맞게 타켓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 공단을 조성하

면 어떤 업종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범위를 좁혀서 타켓 기준도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유치하러 다녀야지. 저희도 기업 유치 부서가 시에도 있고 도에

도 있는데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있는 대상 기업을 유치대상 기업이라고 해 가지

고 너무 넓어 가지고 감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

야를 타켓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주)”

(2) 복합 단지의 구축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희망하는 데가 복합단지를 희망을 많이 해요. 

가령 산업단지 내에 학교시설이나 주거시설, 아파트시설, 휴양시설, 음식점이라

든지 모든 기능이 중심이 된 복합단지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산

업단지를 조성할 때 복합단지로 조성돼야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땅만 555만평인

가 조성을 했는데 은행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고 했던 게 인프라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땅만 조성해서는 분양이 안 된다는 게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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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예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어적인 인프라를 굉장히 강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를 들어 도로하나 뚫는데 100억 들어갈 바에 100억을 가지고 이 업체가 지원하

는 프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광주)” 

(4) 공무원 마인드의 개선

“공무원 마인드로는 기업 유치하기 힘들어요. 공무원 마인드로 한다면 앉아서 

기업들 오라고 해서 상담해주고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갖고는 기

업유치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고 수요자 서비스에요. 기업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마인드거든요. (전주)”

“공무원이라는 생각은 박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열린 생각을 갖고 다른 

부서보다는 생각을 틀리게 갖고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해야 되는

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강릉)”

6. 기업 유치 담당자의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기업유치 담당자는 과학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의 차이를 단순히 업종 제한의 유무

로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집적 효

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첨단산업단지의 기능과 임무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서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특화된 산업의 집적

과 산학연의 협력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의 산업단지는 사실은 산업단지가 공단 개념의 단지였죠. 지역이 중심

이 됐고 어떤 업종이나 그에 대한 형태나 이런 거에 중심이 아니었고 구로면 

구로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이런 지역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성격이 

다른 업체들. 대기업과 소기업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첨단이 가지만 한쪽에서

는 굴뚝이 가고 이런 거에서 언밸런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과학단지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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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거는 저희 쪽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관련 산업만 한 군데에

다가 갖다 놓는다는 거고 그것이 집적화 된다는 겁니다. 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특성은 뭐냐면 연구 개발과 제조, 마케팅이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송)”

“과학산업단지는 알앤디 기능이 주가 되고 제조업은 부가 되어야 돼요. 산업단

지는 제조업이 주가 되고 알앤디는 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수도권 금방은 과학

단지에 대한 목적이 맞을 거예요. 알앤디가 주가 되고 제조업이 부가 되는데 

지방은 그게 어렵고 제조업이 주가 되고 알앤디가 부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점인데 알앤디 연구소가 많이 와야지 알앤디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주)”

“하남산업단지같은 경우는 모든 제조업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금형 하는 업체도 있고, 쿵딱쿵딱하는 업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첨단업종이라는 

게 진동이나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협동

화사업으로 단지를 찾다보니까 광주첨단단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냐면 동종업종이 모여 있고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곳이 있고 인프라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만들어 놓고 여기 100평 있으니까 와라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50평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애들만 와라 그게 가장 

틀리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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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기업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추상적이

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은 이미 수많은 학자와

행정가들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여

전히 기업 유치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의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심

층 면접하여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도출

하였다.

1.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대부분 첨단산업단지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기

업유치 조직이 구성되고 해당 지방자체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업유치 업무를 전담하

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기업유치 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은 기존 해오던 일

반 행정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가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오송과학단지의 사례와 같이 기업에

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업유치 담당자로 발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

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겠으나 모든 기업유치 담당자를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조직 내부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면, 근무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산업단

지와 도시개발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있는 직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오창

이나 원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만 제공될 수 있

다면 관련 조직 내부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양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기업유치 활동의 성과에 따른 분명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야한다. 성과에 상응한 진급이나 외국여행 등의 보상이 기업유치 담당자의 사기진작

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창과학단지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인력을 외부에서 선출하건 내부에서 선출하건 간에 기업유치 담당자에게는 체계적

인 기업유치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유치 업무를 위해서는 다

양한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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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과학단지에 관련된 기본 현황 (상하수도, 전기, 토지 상태,

조세 및 지원 혜택) 및 행정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상대자인 기업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면접해 응해준 담당자 중 많은 사

람들이 기업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업유치는 본질적으로 조성된 부지를 기업에게 판매하는 세일즈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리나 기업 내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효과적인 유치 결정을 이끌

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 내용에는 기업인을 직접 만났을 때와 지

속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직 구성 및 자치단체의 지원

기업유치 담당자들은 기업유치의 성공은 기업유치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지원, 특히 투자유치단장 혹은 단체장 등 상급 기관의

유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주체일 경우 기업유치 조직 구성원의 확충과 유경험자의 충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3. 유치 기업의 세분화와 표적화

성공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유치 대상 기업을 과학단지

의 목표에 맞게 세분화하고 표적화 (targeting)하는 것이다. 유치 업종이 특화 정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유치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특정 첨단 과

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 지원 및 분리 창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

생하므로 단순히 매출액이나 기업의 규모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연

구개발능력 혹은 핵심 첨단기술과의 연관성을 일차적인 세분화의 기준으로 기업의

상태(규모 및 매출액, 재무구조, 공장 보유 여부, 성장가능성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방사원연구원과 같은 핵심연구시설이 있다면 기업유치 활

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단

지 전체의 혁신적 분위기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가는 핵심연구시설이 존재한다. 핵

심연구시설에 기반을 둔 첨단기술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며 따

라서 유치 대상 기업의 세분화와 표적화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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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홍보 방식의 선정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은 크게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전략, 유치 및 투자

설명회를 통한 유치 홍보, 기업체 방문 및 초청을 통한 일대일 만남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전략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첨단산업단지가 특정 업종만을 입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가 신규로 조성되는 곳의 경우에는

단지의 명성과 이미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TV나 신문을 통한 대언론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모든 과학단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홍보 전략은 기업유

치 설명회이다. 기업유치 설명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단지에 대

한 인식 정도에 따라 유치 설명회의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 단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의 인식 정도가 낮을 때에는 관련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유

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러한 성격의 유치 설명회는 직접적

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욕보다는 단지의 존재를 알리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명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먼저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기적이고

대인적인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물 준비부터 행사 진행까지 치밀하

게 준비함으로써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단지에 대해 좋은 인상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개별 과학단지 주도의 설명회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 부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주최로 열리는 박람회 혹은 전시회, 관련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문 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의 설명회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별 상담을 통해 관련 기업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단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는 심층

적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흔히 전국에 있는 여러 개

의 단지에 대한 정보를 두고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유치

담당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또한 반드시 면대면 방식이 아니더라고 편지 등 친밀

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교통 등의 입지 요인은 부족하지만 주변 경관이 수려하거나 단지 자체가 친

환경적으로 조성되었다든지 녹지 비율이 높다든지 하는 단지 내부의 장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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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를 직접 초청하여 단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강릉과학단지의 경우에서와 같이 직접

단지를 시찰한 후에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이다.

5. 장기적인 관점의 유지

많은 응답자가 지적하였듯이 기업유치 활동은 일반 행정과 달리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더군다나 경제 환경이나 노조의 입장 등 기업을 유치하고

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영역을 넘는 문제가 상존하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몇몇 제한된 업종만으로 특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기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유치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많은 기업유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장기간에 걸친 의사소통

을 통한 신뢰의 확보야 말로 기업의 이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고급 정보의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을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기업 이전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되고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 측에서는 쉽게 노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경로보다는 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핵심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이 기업유치 담당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이에 대한 대안은 도내 고위직 인사를 통한 정보 확보, 중앙 행정 부처활용 (건

설교통부의 지방이전지원센터 등), 컨설팅 회사의 활용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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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21c 문화 ‧ 생명산업의 도시『정읍』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정 읍 시

www.jeonge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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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조성계획(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정읍시 신정동, 입암면 일원(신도시 내)

○ 조성규모 : 100만평(1단계 60, 2단계 40)

※ 개발구상 100만평 중 60만평 금회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반영

○ 사업기간 : 2005～2015년(1단계 2010, 2단계 2015)

○ 사 업 비 : 2,000억원(국･도비 600, 토지공사 1,400)

○ 주요유치업종 : RFT(방사선융합기술) 및 식품․생명․생물 관련산업

○ 사업시행 : 정읍시 / 한국토지공사

□ 토지이용계획(안)

○ 산 업 시 설 용 지(50만평) : RFT, 식품․생명․생물관련 응용생산시설

○ 대학․연구시설용지(10만평) : 기술특성화대학＋이전 공공연구기관

○ 물 류 유 통 단 지( 5만평) : 유통단지 촉진법에 의한 물류유통시설

○ 배 후 지 원 시 설(35만평) : 주거․교육․문화․상업시설 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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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항

○ 2004.12.10 :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 협약체결(정읍시＋토지공사)

○ 2005. 3～12 :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 시행(토지공사)

○ 2005.4.1/15 : 방사선연구원 개원 /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착공

○ 2005. 9. 7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협약 체결(정읍시＋방사선연구원＋토

지공사)

○ 2005.10.11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실무추진 기획단 발족(3개기관 10명)

○ 2005.11.22 : 입주기업 1차 수요조사 통보(정읍시→ 토지공사)

  50개업체, 155,500평(10개 대기업 10만평 추가입주 가능)

○ 2006. 2.20 : 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시행방침 승인(토지공사 본사)

○ 2006. 3.13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사설계 방침 결정(토지공사 본사)

○ 2006. 4.17 :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착공

○ 2006. 5. 3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발주

  430백만원 / 항공사진측량, 기본계획,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검토

□ 금후 추진계획

○ 2006. 5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토지공사)

○ 2006. 6 : 2025 정읍 도시기본계획(신도시지역 포함) 승인(건교부)

○ 2006. 12 : 산업단지 지정 절차이행,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등 용역준비

○ 2007. 6 :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정(전북도)

○ 2008. 4 :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 2008～2010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기술대학＋산업체＋연구기관＋공공기

관)

○ 2010. 12 : 1단계 사업시행 완료(RFT관련 산업, 생명․생물산업 시설)

○ 2015. 12 : 2단계 사업시행 완료(물류유통 및 전문식품 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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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심층 인터뷰 질문지> 

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연구 질문지

본 조사는 현재 조성된 혹은 조성 중인 전국의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실태와 유치 전략

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연구책임자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학수 

교수입니다. 오늘 면접 내용은 익명으로 보고되며 면접 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시 저희

가 전화연락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소속, 부서 및 직책을 말씀해주십시오.

3. 귀하의 몇 년도 생이십니까?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A. 대재 이상의 경우 "전공은 무엇이었습니까?" 

5. 기업 유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6.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 기업 유치를 위한 조직 체계에 관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 유치 전담 부서 혹은 

기업 유치팀의 형태로 말입니다)

8. 구성되어 있다면 구성원은 몇 명이며 직책은 어떠합니까? 

9. 현재 말씀해주신 전담 조직 외에 본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관련된 혹은 도움을 주

는 조직이 있습니까? 

☞ 기업 유치를 위해 진행하신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 유치 대상 기업의 명단을 작성하셨습니까? 

A. 작성하셨다면 명단은 어떤 절차 또는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어서 작성하셨습니까?

11. 유치 대상 기업을 세분화하셔서 유치 활동을 진행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

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및 생산시설 기업 등으로 말입니다.) 

12.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A. 하셨다면 직접 (즉, 현재 몸담고 계신 조직)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 (토

지공사 등)에서 하셨습니까? 

B.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C. 몇 회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셨습니까? 

13. 유치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A. 하셨다면 직접 (즉, 현재 몸담고 계신 조직)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 직 에

서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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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명회를 몇 회 실시하셨으며 몇 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까? (설명회를 실시하

신 장소도 말씀해주십시오.) 

14. 유치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5. 이 밖에 다른 형태의 유치 활동이 있었습니까? (예, 지역출신 기업가와의 접촉한다든지 

혹은 기업방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16. 본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을 섭외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은 입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과학산업단지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주를 권유하거나 

설득하려 했던 경우 말입니다). 

A.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17.기업이 입주했을 때 제공되는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각종 세제 혜택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록세, 법인세 등)

B. 자금 지원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조성자금 등)

C. 창업 보육 지원

D. 기타 공업화 지원

E. 정부구매지원

F. 연구요원확보지원

G. 마케팅 지원

H. 공동시설 (인터넷, 공동 세미나실, 국제회의실 등) 

I.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위의 지원 혜택 중 실제 입주 혹은 이전 의사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지원책

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입주 심사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 해당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의 신청 기준 (업종 제한)을 충족시

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 제한 기준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됩니까? (예, 

매우 엄격하다, 엄격하다, 융통성이 있다 등) 

20. 입주를 신청한 기업이 해당 과학산업단지에 얼마나 적합한 기업인가를 누가 어떻게 판

단합니까? 

A. 입주 심사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1.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R&D 기능, 각 산업단지의 핵

심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생산 시설 보유 여부 등) 

22. 입주 신청률이 분양 능력 보다 높을 경우 입주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위에서 말씀해주신 유치 활동에 대한 귀하의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3.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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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요하다고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 혹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위탁 교육 

혹은 전문가 초청 강연, 종사자 세미나 같은 것 말입니다.)

C.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정보 혹은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과학산업단지의 성공 사례 같은 것 말입니다). 

24. 입주 기업에게 제공되는 물질적인 입주 혜택 이외에,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홍보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업방문, 기업의 산업단지 시찰, 입주설명회, 인간관계 등)

25.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기업 유치 활동에 가장 어려운 점

은 무엇이었습니까? 

26.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해당 과학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동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요인들이 성공적인 기업유치에 기여했을까요? 

B. 만약 성공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요인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27. 종합했을 때,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 만약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가 있다면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이것만

은 해야 한다" 라고 꼭 알려주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단지 관한 귀하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29. 과학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과학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1.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했다가 떠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이 

떠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고 생

각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접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록 3-심층 인터뷰 녹취록>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강릉시청 투자유치과 박상준 팀장
         강릉시청 투자유치과 최현희
시  간 : 2006. 10. 11. PM 3:00~4:30

장  소 : 강릉시청 투자유치과 사무실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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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여기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업무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조직 구성이나 본인이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
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자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 자체가 당초에는 금융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2004년 9월 14

일 날 시장님의 일지에 따라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승격되었고, 실
제로 단장님은 5급입니다. 사무관이 돼야 되는데 5급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
행일지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투자 계획하고 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제가 혼자래요.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계 따로 2명 있고. 원래 2명인
데 한 사람 빼앗겼어요. 혼자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
체 수도권 위주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
개발 이런 걸 유치하는 것도 같이.

진행자 유치나 관련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네요?

응답자 예.

진행자 기업유치 관련 업무 전에 다른 쪽에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자 면사무소에 있다가 왔습니다.

진행자 거기서는 이런 일은?

응답자 그런 곳은 이런 게 없지.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

요. 이런 곳은 생소하지.

진행자 이 유치 업무를 하신지는?

응답자 올 1월 2일자로 왔으니까 10개월 됐네요.

진행자 기업유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전담 조직은 혼자 업무를 총

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외부 기관이나 시청 말고 학계나 자문 기관
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기관이 있나요?

응답자 우리가 업종이 4가지 분야인데 신소재 분야하고 해양 생물분야하고 천연물하고 씨티

업무 이 부분은 저희들 키스트 강릉 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게 목적
인데 천연물 쪽으로 개발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생산 판매하는 건데 키스트에 자문
을... 천연물 쪽에서는 키스트에 자문을 하면서 업무하고, 신소재관련은 우리 강릉대
학이 있어요. 신소재산업단지죠. 거기에 자문을 받아 갖고. 해양은 해양 바이오 관련
지원단이 있고. 내부 기관이 있지요, 거기에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는 시장이
된데도 있고. 법인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뤄지고 있고.

진행자 법인은 어디죠? 외부에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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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그렇죠.

진행자 혹시 1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으면, 기업유치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 담당하시던 업무가 이런 분야랑 성격이 다르신데 관련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으셨나요?

응답자 그건 없었고 올 초인가 한번 인베스트코리아에서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4박 5일인데

거기는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한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2박 3일.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처음이니까 뭔가 알고자.

진행자 업무 시작하셔서 당혹스러우셨겠어요?

응답자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유치활동을 시작하셨을 텐데 강릉 같은 경우는 4가지 종목을 특화해서 한다고 하

는데 그런 관련 사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나 어떤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구하시는지?

응답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소재 그런 자문기관 박사님께서 있어요. 그런 분에

자료를 많이 받죠.

진행자 강릉대학교에 있는 성함이?

응답자 박상혁. 세라믹 신소재 사업단장.

진행자 대상 기업 자료를 도움을 받으시는데 크게 어려우신 점은 없고요?

응답자 크게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신소재 분야가 와야 되니까. 그 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 진 거니까.

진행자 중앙정부 같은 데에서 따로 그러한 기업체 운영, 담당하는 기업과나 그런 곳에서

협조 받는 것은 없으시고요?

응답자 그런 것은 없어요.

진행자 협조 받으신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분류는 되어

있나요?

응답자 그런 거는 거의 어렵고 주로 신소재라는 거는 벤처기업 쪽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많죠. 우리가 모시고 와도 잘 될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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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런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나 어떻게 하면 이쪽 강릉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조사 같은 거나 연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자 없습니다.

진행자 혹시 기업 유치 설명회 같은 것도 해야 될 텐데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고,

몇 차례 정도?

응답자 작년에 한번 했어요. 서울에서 했는데 올해 11월 달인가.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2006년도 지역특구박람회라고 재분배된 게 있어요. 학교 특구로 지정돼서
4박 5일 동안 거기 가서 홍보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 서울에서 재경부인지 산
자부에서 한 걸 참여한 적은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따라가서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
로 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모아놓고.

진행자 설명회를 하시면 대상 기업들에 반응은 어떤 가요? 관심이나 이런 것은?

응답자 반응은 그때 제가 안 가 가지고. 현희씨는 있었는데. 저보다 많이 아니까.

진행자 같이 하시죠.

<최현희씨 같이 참여>

진행자 설명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혹시 참여하셨나요?

응답자1 예.

진행자 기업들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응답자1 그거는 저희가 초청한 설명회기 때문에 참여한 대상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진행자 몇 개 기업정도?

응답자1 50개 기업이고 인원은 200명.

진행자 설명회 한다라고 했을 때 대상 정해놓고 초대하셨을 텐데 반응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응답자1 강릉이라는 곳이 관광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과학단지를 조성해서 첨단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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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구나.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오겠다 이런
업체들은 없고요.

진행자 유치활동으로 해서 설명회는 계속 할 예정이 있으신지?

응답자1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 지역 특구 박람회처럼 박람회라든가 국제개발 엑스포라든가

이런 행사 때에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예산
면에서는 조금 절약되는 면도 있고,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예산도 비용이 많이 들
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거기 같은데 가서 하면 일단은 오찬을 저희
가 준비를 해야 하고 기념품이라든가 홍보 책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최하 5천만원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지방자치제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성과가... 대기
업이 확실하게 이전해 온다고 하면 5천만원이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힘은 힘대로
들면서 홍보 효과는 사실상 없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진행자 앞으로도 계속 박람회나 국가 행사들이나 이런 식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식으

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응답자1 그런 쪽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덜할 것 같고, 강릉산업단지가 있구나 홍보 차원은 효

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박람회가 그런 면에서는
낫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에는 특정 우리가 예측 가능성, 올 수 있겠구나 이런
곳이나 대기업에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호텔에서나 소규모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
회가 오히려 효과가 나을 수 있어요.

진행자 설명회를 직접 해보시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상담도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응답자1 처음에 오찬하기 전에 관례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국민의례 하고 시정 현황에 대한

홍보물을 디브이디로 영상물 상영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투자기관 상품에 대한 걸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회 드리고 오찬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거
나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별도로 상담하고요.

진행자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기업들이 있었나요?

응답자1 몇 개 안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본 경우는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이

전해 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진행자 큰 설명회나 이런 것 말고, 개별적으로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서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응답자1 그런 거는 여기도 생긴지 2년 조금 넘었는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보고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유치업종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의사가 있다, 외지
에서 우리 시청 저희 과로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관심
이나 의지를 표명하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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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런 과정으로 해서 설명회 같은 걸로 해서 상담을 해서 하는 거랑 기업을 실질

적으로 방문하거나 기업에서 관리하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랑 어떻게 보
면 유치하는 데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응답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와서 많이 외부에 나갔죠. 전화

한번이라도 오고나서 한번이라도 방문한 곳은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그게 전체적으
로 사람 불러놓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그분들의 마음도 알 수 있
고. 제 생각은 그런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진행자 그렇게 해서 입주가 성사된 회사가 있었나요?

응답자 저희들이 와서는 케미칼 쪽. 현재 두 개가. 하나는 공장이 들어와서 하는 중에 있고,

써머텍이라는 업체는 최근에 9월 달에 했고. 도우시스템이라는 곳도 그런 식으로 해
서 하는 게 좋죠.

진행자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단지별로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입주했을 때 혜택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다른 세제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
요.

응답자 저희 만 있는 게 정착안정, 그게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기업 같은 경우

에는 월 전기료 상하수도 이런 걸로 1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1200만원 정도 지원
해주고 있고요, 정책자금은 기업이전으로 인해서 자녀가 강릉시내 소재에 있는 학교
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한 명당 학기당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과학산업단지 임
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50%, 월 임대료가 만원이면 5천원으로. 세 가지가 제일
저희가 강릉시 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지자체가 비슷한.

진행자 재산세 취득세 이런 5종 같은 걸로 해서.

응답자 세제감면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행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들이랑 비슷하고?

응답자 예.

진행자 혹시 기업들이 들어오고 연구 기관들도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인센티브로 기업들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앤디를 해서 기업이 단지 내에 입주
를 해서 단지 내에 있는 연구소들과 같이 기술 이전이나 연구 활동 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직접 상담해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나 관
심 같은 게 인센티브로 반영될 거라는 기대나 상담들도 좀 있나요?

응답자1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강릉시내에 인센티브

기준은 없는데 연구기관이 들어오므로 해서 다른 연계된 산업들, 그런 걸 보고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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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이나 이쪽에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진행자 기업들에 특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아닌데,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기술 개발이나 자문 같이 공동연구나 이런 식
으로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업단지 내로 입주를 하겠다 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상담을 하시다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답자1 그런 것은 없고 신소재 클러스터 사업 쪽이 다른 것보다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해서

그런 쪽에 연구기관은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관심은 많이 갖고 있어요.

진행자 유치 활동하시다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강릉 같은 경

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서 어떤 게 기업들한테 제일 호감을 사는 것 같다
고 느끼세요?

응답자1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여기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물류 부분에서는 사실
은 열악한 게 많거든요. 그런 쪽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전해 올 때는 주위 환경 여건
도 보고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고는 사실은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강원도에 이런 첨단과학산
업단지가 들어온다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응답자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응답자1 물류가 제일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가 교육 환경 여건이나 문화.

진행자 기업 외에 부대시설이나.

응답자1 예. 그런 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강릉이 극장이 아직까지도 예약제가 없어요. 그

런 문화시설 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까지 오려고 생각을 한다
고 하면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계산상에 수치가 아주 명확할 거라고 생각
을 하는데 그런 걸 이해타산을 다 따져서 내려온다고 막상 마음을 먹고도 그 가족들
이나 그동안 서울에서나 인근에서 문화시설 면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요.

진행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입주한 기업들 직원들이나 가족들 상대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도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답자1 자체적으로 부지 안에다가 숙소를 짓는다고 해서.

응답자 단지 내에 숙소는 지을 수 있으니까.

진행자 혹시 단지 유치 활동을 하시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들도 보면 부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국가 단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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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강릉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재고나 강릉만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
는지?

응답자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요. 방송 나오거든요. 자연의 그런 홍보하는 게 나오는데 과학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릉시 자체적인 대외적인 이미지로 방송
은 나가요. 초점은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청정 이런 쪽으로 맞춰서 홍보를 계속하지
요.

진행자 불특정 다수가 과학산업단지를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응답자 그렇죠.

응답자1 분양공고 시점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을까.

진행자 분양이 언제 집중적으로?

응답자 내년 12월이 완공이니까 내년 하반기쯤은 분양공고를 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진행자 현재 입주해서 있는 기업들도 있지요?

응답자 그거는 빼고. 나머지 미 임대한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내

야 되겠지요.

진행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올 때 단지 특성상 강릉 같은 경우

는 4가지 업종에 특화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입주 심사 과정이 있었을 텐데 입주심사과정은 어떤 절차로 진
행이 되나요?

응답자 맨 처음에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사가

어디 있는지 공장이 어디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 오고자하는 업체
도 우리 과학단지에 와서 확인해 보고 그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에 타당성이 괜찮
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지요. 신소재 자문하는 강릉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괜찮다 라는 그런 게 오면.

진행자 강릉대학교 말고 입주 심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구성된 조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응답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들어간 시스템비즈라는 게 있는데

그 회사에 재무구조라든가 매출액이 나와요. 저희들이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진행자 내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텐데 산업단지를 조성해놓으면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강릉 같은 경우 4가지 특화하는 업종 말고 다른 업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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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입주 심사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입주를 진행을 할 텐데 기준 혹시 마련해 놓은 게 있는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받아서 무난하다 싶으면 입주 하
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응답자 우리는 4개 분야를 대상 업종이 맞아야 되죠. 맞아야지 우리가 검토를 처음부터 들

어가지 전화와가지고 확인해 봐서 업체가 거리가 멀다고 하면 상담을 회피한다기보
다는 거리를 두죠. 만약에 우리가 이 업종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전화도 하고 방문
도 하는데 4개 업종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당초에 과학단지를 만들 때 기
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자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입주율이 저조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심사기준을 포괄적으로 한다거나?

응답자 그거를 할 수 야 있겠지요. 저희들이 저걸 처음에 만들 때는 강릉이라는 데가 깨끗

하고 청정, 과학, 관광의 이미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굴뚝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환
경오염이 없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4가지 업종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고자하는 곳이 시끄러운 공장도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아
놓은 것은 있는데 정확한 답은 저희들이 못 드리죠.

진행자 4가지 업종 중에서 관련해서 입주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업은 연구해서 알

앤디 기업 일 수도 있고, 제조나 생산 쪽에 관련된 기업일 수도 있는데, 특히 강
릉 같은 경우는 선호하시는 그런 종류가 있는지? 어떤 핵심적인 걸 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우리가 세부적으로 여기가 몇 % 이런 것은 없고, 기업 입주하고자하는 것은 어떤 업

체가 오므로 해서 주 목적은 이 업체가 여기 와서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성
공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생산 쪽으로, 고용 인력을 창
출하는 쪽으로 보죠. 재무구조는 당연히 보고. 회사가 단단한지 아닌지.

진행자 만약에 입주 분양을 했을 때 원래 기업이 한 기업 당 한 필지씩 분양이 되는지

아니면 필지를 여러 필지를 쓸 수 있는지?

응답자 그거까지는 안이 안 나왔습니다. 분양 공고는 공용개발과에서 하는데 우리과 업무는

분양되기 전까지 하는 업무거든요. 분양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업무를 하고 분양
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진행자 예상하시기에 옆에 과에 분양 준비 하는 걸 보면,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만

약에 경쟁이 붙으면 필지를 요구하는 기업이 여러 기업이 나오면 심사를 여러 단
계를 걸쳐서 그 필지가 분양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었
다라고 했을 때에는?

응답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달이 되기 전에 택지 구분이 될 거예요. 먼저 온 업체들은 4천평 5천평 한 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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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실제로 오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2천평 내
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분양도 500평 이상 2천평 내외로 분양 공고가 되지
않겠나. 개중에 대기업 군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진행자 면적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응답자 그네들은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5분에 1 이렇게 싸니까 10분에 1도 쌀 수도 있고 하

니까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게 있지요. 나중에 자산 투자가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작게 2천평 내외로 하고자합니다.

진행자 기업유치활동 관련해서 관련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것 참여하신적이 있으신지?

응답자1 예.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것도 있었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저희는 생소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코트라에서 하는 걸
우리가 참가하고 투자 아카데미라고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4
박 5일 국내 국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이티 쪽이나 그런
쪽에. 꼭 연관은 안 되지만 어떤 건가 하고.

진행자 전에 이쪽 분야 일을 담당하신지는 어느 정도?

응답자 2년.

진행자 그전에는 다른 하신 일은 어떤?

응답자 공무원 쪽. 행정직이다 보니까.

진행자 지금까지 기업유치 활동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평가하셨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흡하시면 어떤 측면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전반적으로 유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응답자 상당히 미흡하죠.

응답자1 열심히는 해도 이 업무가 다른 민원 업무처럼 처리 기간이 7일 이러면 7일 안에 끝

내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계속 연관되다보니까 어
느 선에서 끝나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피
부로,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강릉으로 이전해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옮길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들도 상담해 보면 우리가 어렵다, 보통은 경기가 활성화 돼
서 지사가 서울에 있는데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곳은 땅값이 비싸고
해서 확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나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강릉이 여건
이 맞다하면 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진행자 기업 유치활동을 하는데 장해요인이라고 판단하시면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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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면도 있고?

응답자1 예.

진행자 또 다른 장해 요인이 있다 라고 보시나요?

응답자 거리가 멀다는 것. 그 업체가 모시고 오면 그 업체가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

는, 하청이라고 하나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 업체가 이리로 오면 거리가
멀고 하잖아요. 물류비용도 그렇고 제시간에 납품하려고 하면 그런 기상 이런 것. 겨
울철 여름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제약이죠. 아까도 보면 강릉하면 멀리서 오셨네
요. 멀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요. 바닷가. 강릉에 뭐가 제일 유명하지! 이렇게 생
각을 하니까. 기업체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요.

진행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성공적으로 유치를 진행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부분

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지금까지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해결되면 기업 유치하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응답자 업체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몸으로 부딪쳐서 내려와서 보게끔 하는

게 상책인데 와 봐서 보고 난 후에 생각이 틀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일.

진행자 단지를 시찰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나요?

응답자 없었죠. 그 업체에 저희들이 방문 했을 때에 그 업체가 우리가 방문해서 그 업체가

내려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을 견학시키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의 생각하
고 와서 직접 현장을 보는 것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실제로 말 그대로 단지가 녹
지공간이 많고, 도로가 넓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온다는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
렇게 봤을 때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려와서 보여주는 게.

진행자 강원도가 인지도 같은 게 다른 지역보다는 저조하니까 실제로 사업 시찰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보고, 어떻게 보면 낮은 이미지를 실제로 견학을 통해서 보안하는
거군요.

응답자 예. 현장을 봄으로 해서 바뀌는. 진짜 좋다 라고 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한 개

업체는 들어왔고, 한 개 업체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기반시설 잘 되어 있고 저희들
이 거기에 대해 다른 기반 시설은 다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기반시
설도 들어갈 수 있게. 원래 폐수처리나 이런 거는 개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85억 정도 들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개별로 하면 몇
억원씩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와서 보면 생각이 바뀌죠. 우리가 올라가면 그 업
체를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내해 주는 것. 또 강릉에 인심을 어
느 정도 보여주고.

진행자 활동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이런 걸 개선하면 유치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

다하고 느끼시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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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1 지자체다보니까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저희도 힘이 나서 일

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인 문제.

응답자 이런 것은 한건을 올리면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평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 기업에서도 저희들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있지요.

진행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네요. 실적이 바로 바로 안 나오니까.

응답자 어떤 고기를 잡더라도 미끼를 던져주고 좀 있다고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1년 내내 너희들은 뭐
했냐 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는 10개월
좀 넘었는데 실제로 어렵죠. 그렇다고 추진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진행자 잘만 조성되면 강원도 내에서 강릉 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게 월

등할 텐데,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단지 자체 내에 조성하
는 문제도 있고.

진행자 여기가 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중앙정부나 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 보는 거는 클
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과학단지라는 것을 특화시켜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
반 산업단지와 다르게 과학산업단지는 어떤 게 다르다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
요?

응답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이라는 게 관광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공장도 연기 나는 그

런 것,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하기 때문에 업종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보자 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실질
적으로 많지요. 업체가 와서 진짜로 향후 5년 후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당장 와서
임대로 들어와 가지고 가동을 해서 그 업체가 그때 까지 살아남아서 10년 후에는 여
기에 얼마나 귀하할 것인지, 그 와중에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어려워요. 일반과
학산업단지하고, 과학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과학만 붙인 거지 일반산업단지하고 같
은 개념인데 거기에 우리가 업종을 4가지로만 제한을 했다는 거는 관광에 초점을 맞
추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응답자1 저희도 여기에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와 강릉산업단지와는 차별화 돼야 된다. 조

금 차이를 둬야 된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 연기 나는 공장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
겠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일반 산업단지랑 강릉에서 추진하는 과학단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업을 다 들
어오게 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청정 단지 이미지도 있고 해서
신소재나 깨끗한 산업 같은 걸로 특화시켜서 그런 산업을 하는 기업들만 특정적
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입주를 미리 했던 기업 중에서 나간 기업은
없나요?

응답자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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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런 기업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떠난다 라

고 했을 때 강릉에 입주했다가 떠난다고 했을 때 예상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걸까요?

응답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겠어요. 돈이 문제가 되는. 자금이라든지. 판로 같은 거라든지.

응답자1 자금조달이 안 되는.

응답자 신소재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이 제품으로 인해서 대기업 그룹에 특허를 받아서 사용

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검증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어렵지
않나.

진행자 여기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대학교가 있는데 산업단지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런 대학과 산학연 연관해서 단지 내에서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나요? 계획 같은 게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응답자 그 과가 따로 있어요. 지식정보과가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알아이씨인가 해서 창업

교육센타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업체에 창업교육센타에 지원도 해주고.

진행자 제가 인터뷰를 다니다보면 그런 기업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거든

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는 사업단지 내에 들어왔을 때 거기 들
어와 있는 연구소나 국책 연구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학교 내에
서, 특화된 대학교에서 관련 기술 이전 도움이나 기술 연구, 개발 이런 효과를 노
릴 수 있는 기하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응답자 예.

진행자 실지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

는 기업들이 있나요?

응답자 아직은 없고 써머텍이라는 업체는 강릉대학이라는 게 신소재 관련 산업단지인데, 국

비를 지원 받아서 98억인가 거의 100억 정도 대에서 신소재 관련해서 장비 구입이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고자하는 업체도 같이 10년 동안 전
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더라고요. 그 장비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지요.

진행자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 과학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알앤디나 연구소도 있

어야 되고 산학연 연관해서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더
라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강릉대학 말고 거기서 그런 산업단지 내에서
학문적으로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수 대학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그쪽
대학 에서나 지자체 에서 따로 교육 기관을 조성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응답자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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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1 아직 발표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유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응답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진행자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어려운 점, 기업 유치활동하실 때 어려운 점이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점은 말을 더 해주고 싶다 그
런 것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응답자1 투자유치라고 하면 개념이 저희는 공무원이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많

이 부족하거든요. 외자도 있고 민간자본도 있고 한데 그런 실물적인 참고로 할 만한
책자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경상남도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많이 보급됐으면
행정 공무원이 일선에서 많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유치를 잘해서 한 선례라든가 이
런 게 아직까지는 투자유치 업무한지가 다른 경상남도는 앞서 가는데 이쪽은 최근에
이런 유치 쪽에 업무가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실무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보급
이 되면 저희가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진행자 성공 사례 교육이나 관련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응답자1 예. 그리고 기관이 틀려요. 대한상공회의소 따로 있고 코트라 따로 있고. 그런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는 업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조건이 얼마 이상이면 우량 기업이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면 우량기업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개인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했다가 이 기업이 몇 년 있다가, 향
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을 원하는데 그런 안목이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도 판
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강릉시에 유치했다가 경제 타격도 있을
것 같고. 멀리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목이 부족하
지 않나.

응답자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 생각을 갖고. 말 그대로 열린 생각을 갖고 다른 부서

보다는 생각을 틀리게 갖고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노하우가 그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던졌을 때에 혹한다
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진행자 어떤 걸 요구하는지 판단하는 경험이 없으시다.

응답자 기업체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말만 나열하다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대로 인센티브가 어떻고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이 생각하는 걸 확실히 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진행자 유치활동 하다가 해외에 유치활동 같은 거는 없나요? 현재는 국내 기업 유치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응답자 예. 국내도 잘 안 되는 입장인데 외국에 나가서까지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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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1 도 단위에서는 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우리 집단에서는 외자까지 하기에는 전문지식

을 요하는. 환경도 그렇고.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진행할 건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

까? 산업시찰 같은 것 많이 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내년 말에 실질적으
로 분양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응답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양 공고 나가기 전까지는 업체 상담이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저

희들이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지요.
업체 시찰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은 있는데 어떤 식의 방향으
로 나가야 되나는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가서 그 사람들이 맨투맨 붙였을 때는 내려
오게끔 그런 거는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반월공단에 가서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어
느 날 갑자기 모시고 와서 하기에는 그 업체에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고요. 개별 접촉을 통해서 산업시찰을 내려오게끔 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
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셨나요?

응답자1 예.

응답자 대학 졸업하고 놀다가 들어왔죠.

진행자 전공은?

응답자 행정학.

응답자1 행정학.

응답자 전공하고 이거하고는... 일반 행정은 그 전공이라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

요. 반복적인 거고 다른 부서에 가도 뭘 알게 되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
고, 그런 차원이니까 전공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진행자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응답자 61년생. <에이면 끝>

공무원이라는 생각은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 부서는 열려있어야 하는데 그게 약간

에 재무구조가 우리는 거길 통해서 하는데 이 업체가 진짜로 괜찮은 업체인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검토하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진행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게 상담이 오면 강릉대 교수님을 통해서 판단하

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뤄지다보니까 상담하는 기업들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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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정보들이 많이 없으니까 업무에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네요.

응답자1 업종도 전혀, 천연물하면 천연물이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천연물 소재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본 것도 없고, 짧은 식견을 가지고 저게 괜찮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
는 자기 주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 자문을 받아 봐도 최종
판단은 우리 과에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워요.

진행자 입주 심사를 하는 곳이 있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응답자1 우리는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체결해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게 어렵
지요.

진행자 바쁘신데 오랜 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별도로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가 효과적으

로 분양이 돼 가지고 업체가 잘 돌아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걸. 말 그대로
연구적인 논문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 그런 걸 많이 통보를 해주면
그걸 참고로 해서.

큰 업체들이 와서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지요. 큰 업

체들이 오면 그 밑에 따라오는 업체들이, 소위 말하면 자동차 업체가 많잖아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진행자 네,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창업지원팀 대리 전지만
시  간 : 2006. 10. 24. PM 3:00~4:30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소회의실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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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와 부서, 직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응답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체 회사 중에 여기가 서남지역 본부 중에 창업지원팀에 있는데

창업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는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사후관리 쪽 업무를 하
고 있고 직위는 대리고요.

진행자 기업유치 관련해서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응답자 첨단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맡은 거는 올 4월 달부터고, 그 이전에는 파주에 있으면

서 파주 쪽에서도 입주 업무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쪽 첨단 쪽 담당한지는 1년 정
도 됐습니다.

진행자 전에도 이런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셨습니까?

응답자 예. 입주 업무한지는 3년 정도 지났고요.

진행자 기업유치 활동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과학산업단지 관련해

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구성원
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답자 조직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전략 산업으로 해 가지고 혁신클러스

터 사업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7개 지역에 대해서 혁신 클러스터 기업을 하고 있는
데 그 중에 한 곳이 광주입니다. 현재 조직은 제일 위에 단장님이 계시고, 부단장님
이 계시고 각 팀으로서는 기획평가팀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에 전체적인 틀을 조정하
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팀이 있고, 산업협력팀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몇
개 몇 개 업종, 광주는 6개 업종을 나눠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하고 회원사들
하고 네트워크 협력을 하는 산학협력팀이 구성되어 있고 경영구성팀이라고 해서 경
영자금이라든지 지원해주고 마케팅 동영상물 제작을 지원해주는 경영지원팀이 있고
,기술지원팀이라고 해서 알앤디 관련해 가지고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 창업지원팀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 창업 지
원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주라든지 사후 관리 쪽하고 있는 창업지원팀이 있고, 추진단
하고 별개로 공장설립지원센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공장 설립 센타는 전남권에
속해있는 업체들 중에서 공장설립을 하고 싶다거나 이전 시에 기업 계획이라든지 인
허가 관련 지원을 해주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진행자 기업유치 관련해서 외부에서 따로 조직된 조직들이 있나요?

응답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팀 내에

경영지원팀 속에서도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쪽에서 기획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
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에이디벨리라고 해 가지고 첨단단지에 분양하고 있는 곳
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홍보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설명회, 제가 그 일을 하
다가 방금 왔는데 업체 설명회를 광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와 남도 수도권 업체들
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
닌데 거의 대부분의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다 기업유치 활동을 하신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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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투자설명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설명회는 몇

차례 정도 현재까지 진행이 됐나요?

응답자 올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월 달에 서울에서 해 가지고 300분 정도 오셨었

고,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4월 달에도 한번 해 가지고 그때도 인어클럽 분들
해 가지고 200분 했었고, 개별업체 방문해 가지고 분양 업무 관련해서 업체들 4곳을
개별 방문을 했고요. 투자설명회 관련해 가지고는 각 전시회, 엘이디계약부스라든지
지역혁신박람회라든지 광 산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부스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 가
지고 관련된 업체들이 참가하시는 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진행자 매년 그 정도?

응답자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라는 어떻게 보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이 분양이 100%가 됐을 경우에 하기
가 힘들지요. 저희가 특이한 거일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곳
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첨단 2단계라든
지 추가적으로 계속 조성되는 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이라고 말
하기는 어렵고 발생 시 마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해외기업도 입주를 대상으로 하고 계실 텐데 해외 홍보 활동이나 유치활동은 어

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응답자 해외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마찬가지일 거예

요. 해외까지 투자유치설명회 나가는 것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
동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투자유치단하고 협력해 가지고 같이 외국으로 투자유
치 설명회 나갈 때 같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마케팅이라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시회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첨단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있
고요.

진행자 다른 쪽 산업단지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코트라 쪽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자료

나 홍보활동에 관련된 내용들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코트
라 쪽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응답자 제가 하는 쪽은 별로 연관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 쪽에서 하고 있거

든요.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코트라 쪽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
확하게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행자 국내 유치활동하실 때 유치대상 기업들이 여기도 업종이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 기업들을 명단을 확보하거나 리스트 작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
서 자료를 구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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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산업이라는 특정되어 있는 전략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

게 보면 자료구하기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에 광산업진흥회라고 있기 때문
에 회원사들 명단이라든지 광주시에서 엘오와이 체결한 업체라든지 컨텍을 해 가지
고 추진하고 있고 광산업진흥회 회원사만 해도 천개사가 넘으세요. 전국적인 조직이
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어클럽이라든지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적
으로 퍼져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 다른 지역 본부라든지 이런 쪽 섭외나 협
조를 통해서 업체들 중에서 기업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쪽을 소개시켜 달
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진행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곳이 오송이랑 광주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국가

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보랑 협조를 해서 자료를 얻는다거나 업무 관련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거나 이런 곳에서 유리한 게 있지 않나?

응답자 지방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한

분이라고 하시면 그분이 관리를 하는 업체수가 300에서 500정도 된다고 하세요. 국
가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브
로컬링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좀 더 쉽게 다가 갈 수가 있고, 지
방상단과 국가상단이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브랜드의 가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 단지와는 다르게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환경
쪽이라든지 입주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자 어떻게 보면 조직체계가 예전부터 다져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

는 것 같네요.

응답자 그렇지요.

진행자 대상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나뉘잖아요. 그렇게 대상 기업들을 분류

하는 작업들도 있나요?

응답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가동 현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오래되다보니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발표하고 있거든요. 업체 명
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변동율을 매달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하
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요조사 관련해서 수요조사도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유치대상 기업들 상대로

해서 이런 단지가 조성되니까 어떤 조건이면 들어올 거고 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
런 것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적이 있으신지?

응답자 제가 한 적은 없고 이 단지가 조성된 게 1년 내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조성 초

에 매번 하게 되어 있고요. 창업고용센타라든지 하이테크센타도 마찬가지고 광주테
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입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
에 수요조사는 새로운 게 뭔가 생긴다고 했을 때 매번 수요조사는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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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른 산업단지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3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답자 예.

진행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지요? 단지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답자 첨단 단지는 300개사가 입주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중에 가동하시는 게 대략 80%

이상이 가동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자료 보니까 200 몇 개 업체가 운영되어 있는 걸로.

응답자 그거는 자가로 했을 경우가 그렇고 쉽게 말씀드리면 티피라는 곳에 창업보육센터의

개념이거든요. 티피 안에 들어와 계신 업체가 50개정도 되세요. 하이테크센타도 하이
테크센타는 한 곳이지만 들어와 있는 곳은 대략 14개정도 되시고요.

진행자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나요?

응답자 그렇지요.

진행자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모리터링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응답자 저희가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하다, 환경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잡초가 많

다, 제거시켜 달라는 민원 처리 부분하고 저희가 여기 첨단단지가 조성이 됐을 당시
에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지 않았거든요. 업체들이 버스정류
장 가려고 하면 농지를 통해서 5미터만가면 되는 걸 한 200미터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인도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낼 경우에 구청에 허가서를 내는 용도를 변
경하고 업체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해드리는 편이에요. 교통이 불편하면 버스도
들어오게 하고.

진행자 민원 관련해서 전담처리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응답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경영지원팀으로 가시

면 되고요, 단지에 환경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창업지원팀으로 오
시면 되고요.

진행자 설명회 쪽으로 돌아가서 설명회 진행하시면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고 설명회가 이

뤄지면 직접적으로 상담도 그 자리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고 기업
들에서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오는지?

응답자 업체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 실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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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분양 가격이 얼마 나 되느냐 , 시세가 어떻게 되
느냐가 제일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이 가지시는 게 투자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느
냐. 알앤디 기능이나 근로자가 이동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그런 걸
두 번째로 보시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게 자기가 이쪽에 들어와서 좀 더 매출
을 올릴 수 있는 영업 행위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진행자 박람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공식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기업체 쪽 방문을 한다거나 단지 내에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개별적으
로 기업 대상들과 접촉을 해서 유치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
나요?

응답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4개 업체 방문을 했고, 제가 다다음주 중으로 남동공

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6군데를 간담회를 하고 업체 방문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계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직접 가면 업체 사장님들
모시고 하는 게 상당히 실례기 때문에 제일 높으신 단장님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
고요.

진행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유치설명회나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랑 개별

적으로 직접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하는 거랑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응답자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데가 있다 라는 홍보성으

로 하고 난 다음에 그 홍보 행사 중에 관심이 있다 라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를 말씀드
리는 부분. 이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처리하고 있
거든요.

진행자 유치활동을 하시면 관심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설 테고 이전계

획이 없거나 이주 계획이 없으면 여러 가지를 재고 할 텐데 실제로 하셔서 성공
하셨던 사례가 있을 테고 어떤 기업은 했는데 안 되더라, 이 기업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갔는데 안 됐다 이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응답자 저희가 구로공단에 서울디지털단지에 들어와 있는 이노센코리아라는 광 관련 업체가

있으세요. 그 업체를 개별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투자환경이 이렇습
니다. 광주는 광기술원도 있고, 알앤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좋다 연구기능하고 생산은 이쪽 광주에서 하고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 받아 가지고 이쪽에
유치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약 3개사정도가 되고요, 올해 분양이. 실패했던 사
례를 말씀드리면 전과 동일해요. 설명회 해 가지고 업체 개별 방문 해 가지고 분양
계약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이 업체에서 갑자기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 트러블이 있
었냐면 갑자기 여기 보다는 저쪽 자기네들 있는 쪽이 투자여건이 여기가 좋기는 하
지만 앞으로의 가치 부분이 이쪽은 떨어지는 것 같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에
기업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자산가치를 따졌을 때 향후 10년 뒤에 자산가치가 지
금 현재시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2배 10배
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다른 쪽에 해야 되겠다고 갑자
기 변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업체 분들한테 말
씀드리기는 거기서 땅값 올리는 것 기다리실 바에 매출이나 기술을 더 많이 수익을
얻으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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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로 들어가셨나요?

응답자 개별 입지로 들어가셨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입지도 투자유치를 많이 주거든요. 광주에서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거에 약간 못 미
치세요. 광주에서는 안 되는데 타 지역에서는 허용 받을 수 있는 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땅 같은 경우도 부지대금에 지자
체에서 30%, 국비 30% 총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자기네 회사 자
금으로 전부다 해야 되다보니까 자금적인 여력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광주에
오는 것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가셨어요.

진행자 요즘에 보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하기가 힘드

실 텐데 여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들어왔는
데 단지 입주를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여건이나 개별입주를 해서 다른
쪽이 더 좋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기업들도 있나요?

응답자 첨단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나빠서 나가시는 분은 거의 드무세요. 다만 여기 한

계성이 뭐냐면 더 이상 자기가 증축을 하고 싶은데 증축을 하실 수가 없어요. 분양
이 100% 상태기 때문에 자기는 맨 처음에 분양받았던 게 400-500평인데 내가 사업이
잘되다보니까 2천 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나갈 뿐
이지 투자 여건이나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나가는 분은 없으세요.

진행자 거의 다 입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땅이 모자라서 분양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응답자 그렇지요.

진행자 더 확장할 계획은?

응답자 확장 계획은 현재 앞에 분양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에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미착

공 업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고 있는 거
고요 이거는 9만 4천 평 정도 되는 거고 시에서 2008년도에 분양 계획을 해 가지고
60만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2008년도에는
땅이 널려있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진행자 입주할 때 제공되는 혜택도 언급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단지들이 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제공하는 것 말고 단지 내에서도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독특하게 특화
하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독특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응답자 대부분 업체들이 법인세 부분은 말씀하셨을 거고요. 그 부분 이외에 광주 시에서 지

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같은 경우도 금액 부분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실
거예요 다만 자격제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광주시에서 예전에는 투자금액이 25
억 이상이고, 종업원 상시 근로자가 40명 이상인 업체들한테 만 지원해 줬었는데 자
격 부분 제약 부분을 상당히 낮췄어요. 절반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1월 1일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업체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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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이전했는데 규모가 안 돼 가지고 미달이 된다, 바꿔 달라 해 가지고 업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가격 부분을 수위를 낮추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다른 단
지 오송하고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틀린 점이 가장 큰 게 신클로
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틀리세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클로스터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 간에 상호 교류라는, 미니클로스터를 통해 가지고 업체들끼리
상호 교류 부분을 상당히 활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
장 강점은 연구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추진되어 있는 미니클로스터에 참여를 하시면 교
류라든지 정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이게 가장 강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제가 지금 6번째인데 이쪽은 알앤디 쪽이나 연구개발 해서 이쪽이 제일 활성화되

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연구단지도 있고 연구기관도 많이
이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미니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낼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보도 자료를 봤는데 어차피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각
단지 개념도 있지만 산학연해서 연계사업을 해서 얻어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응답자 그게 주입니다.

진행자 광주 같은 경우는 그쪽이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겠네요?

응답자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화나 반월 쪽은 큰 업체가 많잖아요. 그런 큰 업체에서

매출이 100억 되는 데에서 10억에 이익을 창출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효과가 크게 느
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씀으로 대기업은 없거든
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40억 정도 되는 곳에서 10억의 미니클로
스터를 통해서 10억의 매출을 얻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업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
소가 주변에 많이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애로가 있을 경우 에도 바로 바
로 즉각적으로 미니클로스터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
미니클로스터에 참여한 연구원님이 이거는 이러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진행자 미니클러스터에서 구성원들도 있을 텐데 연구자문--

응답자 저희가 전문가 인력 풀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님들, 연구소에 연구원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진행자 광주 같은 경우는 학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남대나?

응답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진행자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클러스

터 사업을 하는 것도 지역의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야 거기서 산학연 연계가 돼
서 기업이나 연구진 인력이나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대
학에서의 연계도 잘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곳에서 지원받을 수 혜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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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너무 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내가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진행자 보도 자료 보니까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에서 3단계 계획으로 해서 단장

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1단계 2008년까지 조성을 해서 네트워킹을
연계해서 산학연 연계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원
활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응답자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1

년 반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거든요. 1년 지나고 지금
현재 바꿔 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단계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행자 미니클러스터가 6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문가가 177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알앤디 분야의 입주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학
교나 이런 곳에서 연결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입주율도 알앤디 분야가 낮고
운영하시는데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
다. 여기는 알앤디 관련해서 연구 단지가 따로 조성되어 있나요?

응답자 단지가 따로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첨단과학산업단지인데

이 중에서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고 테크노파크라
든지 이런 쪽에 알앤디 연구 센타가 다 들어와 계시고, 첨단 단지의 특이사항이라고
보면 전체 업체의 5에서 10% 정도 되시는 분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인증을 다 받으셨
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
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자 미니 크러스터가 운영되는 게 정기적으로 미팅이나?

응답자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있고, 수시

로 모이는 것은 과제 선정이라든지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입주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인 게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면 알앤디나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
데, 혹시 여기 광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곳도 있다. 라고 해서 박람
회도 했을 테고 홍보활동 관련해서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방송 매
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쪽 활동은 있으셨나요?

응답자 홍보는 일단 광주로 해서 따로 하지는 않고, 광주클러스터 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 광고 두 번인가 낸 적이 있고 언론 매체에는 본부장님이라든지 단장님이 패널
로 참석하신적은 있고요 따로 하는 보도는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진행자 입주 관련해서는 유치활동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어려우신지?

응답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100분이 오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그중에 5

분. 진짜 필요하신 분이 많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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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뻥튀기 수요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게 가려내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요즘 가장 큰 과제일 수
도 있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하세요. 특히 천안이라
든지 이정도만 되도 이전하실 텐데 지역이 워낙 멀다보니까 대부분 잘 안 오려고 하
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힘들지요.

진행자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쪽에 있는 단지들이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강

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간상으로는 도로도 잘 되어 있어서 멀지는 않은데 사람
들 인식이나 충남권 보다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세요. 광주도 그
런 건가요?

응답자 그렇지요. 호남권하면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경상도

권이면 몰라도. 호남권하고 경상도권하고, 경기권, 충청도권으로 뭉쳐 봤을 때 꼴찌
가 호남권이거든요. 광주는 가기도, 길도 불편하고 케이티엑스도 다 안 깔려있고 하
다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교통 불편하고 환경도 좋은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식
을 하시다보니까 힘든 점도 있지요.

진행자 강릉에서 만나는 분들은 서울에서 박람회나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전국에서 다 올

라오시는데, 부산이나 광주 쪽에서도 올라오시는데 강릉에서 왔다고 하면 멀리서
오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유치 활동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다가 기업을 선정하시는데 많이 힘드시

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입주심사 관련해서 그 얘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내요.
입주심사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각 산업단지마다는 관리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관리기본 계

획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생산 공정이나 생산품을 보고서 업종을 판단을 하고요 그
리고 저희가 주로 창업지원팀에서 하는 거는 입주심사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
요. 분양 관련해서는 업체에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입주심사 위원회를 구
성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을 반영시켜달라고 입주심사를 해서 건의 사항을 올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입주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응답자 지자체 한 분하고 본부장님하고 대학교수님 두 분, 연구기관 한 분. 다섯 분이 구성

이 됩니다.

진행자 처음에 분양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입주가 처음부터 다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업종은 제한되어 있지만 기준을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업종제한 폭을
조금 열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입주율을 높이는 쪽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세요?

응답자 그런 거는 일단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이는 있으세요. 업종제한 부분에 대해

서. 수도권 같은 데에 업종 제한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집행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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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거든요. 비수도권은 그런 제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폐수나 남한테 피
해를 주지 않는 업체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업무 처리를 할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시피 개인적인
생각이다 뿐이지 안 되는 업체는 안 된다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허용 적으로 나가려면 결국에는 담당자의 재량 부분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자 최종적으로 입주 결정하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

응답자 실무자가 합니다. 저희가 3단계 결재로 되어 있고, 실무자가 업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검토한 내용을 팀장님한테 드리면 팀장님이 보시고 가능 여부에 대
해서 판단을 하시고 계약을 하고 통상으로 팀장님 종결사항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처음에는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응답자 그거는 분양했을 때 그렇고요.

진행자 여기는 광산업 같은 경우를 특화해서 하시는데 입주지역을 선정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게 업종은 딱 묶여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하는 업체인지 제조를
많이 하는 업체인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핵심적으로 고려하시는 사안이 따로 있
으셨나요

응답자 분양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류 상품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두

번째가 신기술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세 번째가 수도권 과밀업체에서 이동한 업
체, 네 번째가 수출 아니면 매출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신기술을 유치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앤디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업체를 최대한으로 유치하려
고 하고 우선 순으로 저희가 그만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진행자 알앤디 분야 관련해서 유치가 잘 되고 있다보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질문할 거

리가 줄어듭니다. 오송이나 정부기관이 내려온 곳 이외에는 연구단지구성을 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응답자 저희는 연구 시설 밀집되어 있는 곳이 땅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것도 계세요.

진행자 그쪽에 인터뷰를 가서 알앤디가 왜 힘드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응답자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 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이거든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연구소라는 게 개별 회사에 연
구소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나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라든
지 산하기관들이 내려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기
관 분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지 한곳에서 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왜 안 되시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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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이전을 하더라도 연구소는 솔직히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게 첫째 이유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도 포함되는데 가족들도 내려와야 되니까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도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쪽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네요?

응답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도 바

로 앞쪽에 있고 배후 도시가 다 근처에 있고 교통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화 시설
도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택지가 멀리 떨어져있고 하는데 이게
다 인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시설, 극장을 가시려면 바로 조금만 앞
에 가시면 극장이 씨지브이, 롯데시네마도 있고 시내로 나가면 더 좋기 때문에. 광주
는 비엔날레도 있고. 광주가 행사가 많이 있어요.

진행자 개인적인 생각들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이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시기 전에 유치 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응답자 저희가 기업유치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따로 받지는 않는데 회사 내에서 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대화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입주 담당자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보 교
류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
론 어떤 교육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업체가 어디로 이전하
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더라, 어디로 확대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 봤을 때 우리 쪽이 좋겠다, 그 사람한테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조직 자체가 전국 조직이고 하는 일이 동일하다보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쪽에
서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유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 어떤 광산업진흥회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시
회도 하고 광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첨단단지에 들
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광주하면 광, 광주에서도 첨단하면 여
기에 모든 게 다 밀집되어 있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유치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하지요.

진행자 다른 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보면 시청이나 도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셔서 초창기에 곤
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외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유치 프로그램운영
은?

응답자 그거는 저희 본부에서 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본사에서 해야 할

텐데.

진행자 다 여쭤보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치활동을 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있나 없나하시고, 없다보니까 어디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곳
이 없다. 잘 조성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자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응답자 저희는 워크샵에 대한 부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보니까 거의 2달에 한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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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든가 여기 지역본부에서 하
든가. 그러다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강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교육 내용
자체가 특정하게 분양 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워크샵
에서 대체로 교양이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리 쪽이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
문에. 타 기관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진행자 교육 과정에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나 성공 사례나 이런

것도 담겨져 있나요? 노하우나 이런 정보를 얻거나?

응답자 얼마 전에 기업 이전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사에서 산자부하고 기업이전

설명회를 했는데, 강원도 하고 광주에서 발표를 했는데 광주에서는 코셋이라는 업체
에서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에 있다가 광주에 오니까 이런 점은 좋더라.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시고, 강원도에 이전한 업체는
이런 것이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코셋이라는 업계가 이러한 점을 바꿔
달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전을 하는
업체하고 계속적인 교류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치 성공 했으니까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점이 힘들었고 이런 점이 좋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 캐취를 해서 업체들한테 이런 점이 좋습니다. 강점은 이렇습니다. 약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업체들이 이전했을 때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행자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응답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데 가장 큰 문제는 큰 기업 하나가 들어와야지만

따라서 육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기업적인 특성이고 대기업 입장에서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자 입주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어느 쪽의

어떤 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어떤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성공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응답자 예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어적인 인프라를 굉장히 강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클로스
터 사업하는 쪽을 봤을 때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가 인프라가 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업체들이 모여서 이 업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이
업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업체
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도로하나 뚫는데 100억 들어갈 바에 100억을 가지고 이
업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는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인
프라유치가 한계가 있어요. 관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나 중앙정
부에서 사업으로 돼야지만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노력
을 많이 한다고 해도 중앙부처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자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노력해
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이나마 지원해서 쉽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걸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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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과학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하

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면 업종에 상관없이 다 들어오고 이
렇게 했고, 현재에서는 업종을 정해서 첨단단지 쪽으로 정해서 하는데 과거에 일
반산업단지와 현재의 산업단지가 어떤 면에서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광주에 있는 곳으로 비교를 할게요. 첨단이라는

곳이 있고 하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남이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조업이 다 들어올 수 있으세요. 그러다보니까 금영 하는 업체
도 들어와 계시고 쿵딱쿵딱 하시는 업체도 들어와 계시고 하다보니까 첨단업종이라
는 게 진동이나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업체가 쿵쾅쿵쾅하니까 맨 날 불
량이 생기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으로 단지를 찾다보니까 첨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동종업종이 모
여 있고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곳이 있고 인프라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만들어 놓고 여기 100평 있으니까 와라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50
평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애들만 와라 그게 가장 틀리죠.

진행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 활동 하는 방식에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응답자 방식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제한일 수도 있어요. 이 업계가 경기가 좋으면 들어

오는 데 안 좋으면 안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지요. 아무
래도 향후 단지에 구조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몇 개 몇 개 이런, 이런 사람
들만 와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진행자 광주 같은 경우는 단지조성이 잘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다보면

성공적으로 유치된 곳은 단지자랑을 계속 하세요. 광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취약하다 라는 점이 있다
면?

응답자 이쪽에 최초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임대

단지로 조성을 하고 광주시에서 임대로 업체도 유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
까 임대 업체가 많은 단지하고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 단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임대가 많을 경우에 단지가 슬럼화가 되어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광주 같은 경
우 에도 제일 작은 면적이 300평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 업체들이 500평 600평이에
요. 큰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단지가 조그만 거 여러 개가 있다보니까 큰걸 내가
구해야 되는데 내가 300평으로 시작했지만 하다보니까 천평짜리가 필요해서 구하려
다보니까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따져나가고 영세 업체가 들어오고. 단지
내에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취약하지요.

진행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입주했다가 떠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응답자 그렇지요. 그리고 공장을 한 곳에다가 모아 가지고 천평짜리에다가 지으면 좋은데

단지가 300평 이렇게 찢겨지다보니까 공장을 3개로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
장히 비효율적인데 단지 내에 입지 자체가 여기는 좋다보니까 나가기는 싫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힘들죠. 저희가 2단계를 분양
할 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지 내에서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
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2단계부터는 평수를 제일 작은 평수는 접어놓고 큰 평
수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더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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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겠지요.

진행자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걸 여쭤봤으면 했는데, 제가 안 물어봐서 말씀 못하신 게

있으신가요?

응답자 광주가 좋은 점이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못지않게 지원

기관들이 많이 와 계세요. 산업단지 공단도 들어와 있고 테크노파크라는 사업부도
들어와 계시고 광 상황에도 전국 국정 과제를 연결시키는 부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
에 굉장히 좋은 점이자 양날이 칼인 부분인데 지원 과제를 많이 주세요. 제대로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업체 입장에서는 요즘 광산
업이 경기가 안 좋은 형편이기 때문에 나라 과제를 받아 가지고 커갈 수 있는 환경
토대는 만들어져있어요. 이게 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정과제로만 회사를 연명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
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설치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들이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어느 기관이 됐던 그에 맞는 지
원 프로그램을 알려줘요. 우리가 지금 추진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
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이 업체가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하고 연계시켜주기 때문에 업
계들이 오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럼 제가 확인 차원에서 체크하는 건데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응답자 항공우주 나왔습니다. 석사는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석사까지 다 밟고 계세요.

진행자 연세는?

응답자 29세입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진행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환경과 임충현
시  간 : 2006. 10. 25. PM 3:00~4:20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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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선생님께서 지금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소속되어 계신데 이 단지 내에서 하시고 계

시는 업무랑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자 제 경우에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발 되고 나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향을 정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조성할 건지 실시 계획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입주 자격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정해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거든요. 업무 담당자는 계장님, 과장님하고 네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잖아요. 이 구역청 내에서 관리하고 계신 게 과학산업

단지가 있고 녹산 산업?

응답자 녹산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진행자 여기서는 과학산업단지 그쪽?

응답자 과학산업단지 담당하고 부산 쪽으로는 두 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화정산업단지

라고 개발돼가지고 이번에 분양을 했습니다.

진행자 부산과학산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가 어떤 부서들이 있나요?

응답자 일단은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들은 실시계획으로 맡고 있고, 관리 계획부터 해

가지고 분양, 입주 계약, 분양 등록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응답자 여기가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조합 자체가 경남도 공무원이 와 가지고 과장님이 사

무관이고요. 계장님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 있고 4명이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게 되셨는지?

응답자 올해 2006년 2월 15일 날 발령이 났습니다.

진행자 전에 맡으신 업무는?

응답자 일반직 공무원이니까 행정 공무원이 맡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도 재산 관리하는

것 하고 있었고요.

진행자 그러시면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생소한 업무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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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그렇지요. 처음 접했습니다.

진행자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응답자 2월 달에 왔으니까 8개월 됐지요. 그때 급해 가지고 교육은 없었고 업무 인수인계가

전부 다지요. 하면서 모르는 것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교육은 못 받아봤습니다.

진행자 전임자가 계셨는데 그 분하고는 업무 보시다가 걸리시면 통화는 계속 하나요?

응답자 계속하지요. 그 분은 경남도청에. 여기는 파견 업무거든요. 복귀를 했습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구역청

내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담조직은 분양이나
홍보하고 그런 조직은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있는 조직 말고 과학산업단지 관련
해서 조언이나 자문이나 기업유치에 도움을 받는 외부 기관이나 조직들이 따로
있나요?

응답자 과학산업단지는 안에 외국인 단지가 있거든요. 외국인 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찍 유치해 가지고 엠오유 체결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국내 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따로 할 부분은 없었고, 그 절차하고 정해진 부분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로는 유치 기업 대상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응답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리기본 계획에

서 부산과학산업단지라는 취지에 맞게 배치해놨거든요. 그 배치에 따라서 분양을 했
거든요. 그 배치에 따라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진행자 분양은 다 됐습니까?

응답자 외국인 단지는 조금 남아있고 다 됐습니다.

진행자 인수인계 받으실 때 업종이 정해져있으면 기업 대상이 있을 텐데. 그런 목록이나

대상 기업들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테고, 어디서 어떻게 협조를 받으셨고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들으신 게 있나요?

응답자 저희들이 분양을 했으니까 분양 업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를 다 받거든요.

진행자 분양 전에 유치를 할 때 되면 이 업종에는 어떤 기업들이 현재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그 기업에 대한 목록이나 앞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도 대상 기업들이
있어야지 그런 설명회를 진행해서 업무도 진행이 될 텐데?

응답자 우리 쪽에서 과학산업단지가 생기고 계획이 다 완성되고 60-70% 분양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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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본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회라든가 절차는 없었고요. 단지 업종에 맞춰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계획서라든가 서류 심사는 있었지요. 그것만 했지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진행자 이쪽에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는 경남도청 그쪽에서?

응답자 부산시하고 구청.

진행자 분양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황에서 업무가 이관됐다고 들었는데요?

응답자 예.

진행자 수요조사나 초기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다 라는 것 들으셨어요?

응답자 제가 알기로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절차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부산시에 있는 기업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대치 계획을 짜고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은 3, 4번 정도 걸친 다음에 받고 하는데.

응답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큰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IMF 때문에 다시

변경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설명회를 진행해 보셨나요?

응답자 해본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자 전에 초창기 때에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

이 직접 업무를 맡고 나서는 분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고?

응답자 예. 유치에 있어서는 거의 다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진행자 요즘도 입주가 다 됐기는 하지만 입주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

나요?

응답자 자주옵니다.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런 업종인데 부지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자주

문의가 들어옵니다.

진행자 100% 다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추가로 입주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응답자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단지가 개발 되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요.



- 324 -

진행자 여기가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화된 업종이 메카트로닉스나 정밀기계, 우주

항공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 쪽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응답자 메카트로닉스가 제일 많아요. 118개 중에서 52개가 부산기계조합회사가 들어와 있거

든요. 메카트로닉스가 61개가 있고 그 나머지는 부품 쪽이라든가.

진행자 현재는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쪽에 상담만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고 상

담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응답자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지가 조성되면.

진행자 전임자들께서 기업유치 활동할 때 초창기 때에 어떻게 했다는 식에 내용은 들으

신 게 있나요?

응답자 저희들은 분양 업무를 하다보니까 유치라는 그런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개발 단계

그쪽에 일인 것 같네요.

진행자 과학산업단지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

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 말고 어떻게 보면 다른 단지와 차별화해서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나요?

응답자 일반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은 기업유치가 안 되고, 입주율이 낮아지다 보면 다른 혜택도 추가시키

는 것 같더라고요. 입주혜택이 기본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는 것 같
고 그 이외에 다른 50%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단지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부산은 용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진행자 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조성 될 때 궁극적

인 목적이 산학연 연계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해서 산업단지
만의 특화된 단지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혹시 지금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서 산학 협동이나 산학연 협동해서 추진되거나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서로 해결한다거나, 기술 협력 같은 걸 대학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응답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분양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분양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118개 중에 12개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짓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때 되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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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구역청장님이나 산학연 협력단해서 산업 협력단을 추진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런

쪽을 키워나가겠다는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입주가 어느 정도 들어오
고 난 후에 내년쯤이면 들어오니까 그때 해서 이런 산학연 협력단이나 이런 걸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응답자 예.

진행자 개인적으로 생각 하시기에도 요즘에 알앤디 분야 쪽이 단지 내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기술 협력을 받을 때도 용이하고 산학연 연계 사업을 할 때도 용이하
다. 라는 게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단지 내에서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신가요?

응답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118개 중에 3개가 되어 있는데, 단지 안

에 보면 118개 말고 테크노파크라고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들어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내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저게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과학산업단지 같은 (부
산과학산업단지 배치도를 보며) 이게 테크노파크거든요.

진행자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테크노파크하고 단지 내에 있는 연구소하고 기업들하고

해서 산학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입주가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진행자 연구 시설은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응답자 테크노파크는 들어온 게 아니고 임대식으로 할 거거든요. 나머지는 연구실은 3필지

가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3개 중에 2개 부지는 건설 중이고
하나는 아니고.

진행자 연구소 시설로는 분양이 가능하겠네요?

응답자 분양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분양을 해서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게.

진행자 업무 체계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업무하시다 보면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서

로 업무는 다르지만 통합적으로 볼 때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
이 있을 것 같은데?

응답자 이런 것은 입주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되지만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쪽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원래 업무는 공장 등록이거든요. 사전에 개발이라든가 업종 배치
라든가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위에 개발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
까 개발 부서하고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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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고, 문제가 있으면 개발 쪽하고 실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초창기 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전임자께서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제가 여쭤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응답자 예.

진행자 돌려서 말씀하시면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쪽 부산 과학산업단지가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왔을 텐데, 기업들이나 만나보시는 관
계자들 보시면 어떤 조건들이 좋고 어떤 면들이 좋아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거나
들어왔거나 이런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응답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시 내에 있는 공장들이 밖으로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산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입지 여건이라는 게 녹산 고등학교 옆에 있고
신호, 삼성자동차가 있어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산에서 시내에서 계속 이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거환경 같
은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진행자 부산역에서 이쪽까지 차타고 오면서 보니까 안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에도 있고. 이 근처에 부산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도 업종 중
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르노삼성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
이나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 부품업체들이나 그쪽도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
는 상황이네요?

응답자 예, 맞습니다.

진행자 다른 단지도 가보면 대기업 유치하는 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을 유

치하면 거기서 부품 공장들이나 하청기업들이 다 단지 내로 들어와서 유치활동
하기가 쉬운데 의료기기나 신소재나 특화시켜 놓은 곳 같은 곳은 대기업도 없을
뿐더러 유치활동을 하기가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 자체 내에서 시내에 있는 공장들을 이쪽 단지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맞물려 있고,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과학산업 단지 관련해서 매스컴이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광고나 이

쪽 단지에 홍보 혹은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나요?

응답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진행자 부산역 근처나 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수막 같은 홍보물들이 부착되어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초창기 때에는 어디서 보도가 나갔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들으
신 게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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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예.

진행자 관련이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입주 심사는 해보셨지요?

응답자 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양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현재에 공장을 하지 않고 있더

라도 공장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
사도 자격요건이 없었지요. 단지 서류상으로 미비한 사람만 빼고 이중으로 다른 필
지 중복 신청 못하도록 했는데, 그런 상태였지요. 완전 일반 분양 했지요.

진행자 입주 심사 관련해서 선별하고 하는 걸 따로 맞고 있는 부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응답자 없습니다.

진행자 실무자께서 분양을 내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했고.

응답자 그래 가지고 추첨을 했지요.

진행자 심사를 하실 때 핵심적인 기준 같은 게 어떤 것들이었는지?

응답자 단지마다 다른데 과학은 완전 일반 분양 했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업종

만 맞으면. 정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과학 할 때는 완전 일반 분양
했습니다.

진행자 여기도 현재로는 입주율이 높은 상황이라서. 초창기 때에 보면 어떤 곳은 입주율

이 저조하다보니까 업종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서 노력도 많이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분양도 잘 됐
고, 하다보니까 업종에 대한 기준만 맞으면 다 할 수 있었던 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었겠네요?

응답자 예, 그런 필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혹시 지금도 담당하고 계신 업무 관련해서 교육이나 따로 기업들과 세미나를 한

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응답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 기업유치가 아니고 분양이거든요. 분양 자체가 홍보

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르니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기업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랑 미팅이나 이런 것은 자주 하시나요?

응답자 기업 자체가 2개 정도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60-70% 넘으면 설명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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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민원을 애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응답자 2, 3개월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지원시설 자체가 분양이 안 돼 가지

고, 그런 애로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장은 들어왔는데 지원시설이 아직도 분양
이 안 되고 안 들어오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버스 노선 같은 것도 불편 사항이 있고.

진행자 지금 분양 활동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피부로 느끼시기에 행정적인 업무도 있

을 텐데 유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업무하시면서 어렵다, 힘들
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응답자 단지마다 분양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격 조

건을 어떻게 줄 것인지 아우트라인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과학산업단지처럼 완전히 공장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 구분 없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둬 가지고 할 것인
지. 얼마 전에 신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산에서 다른 단지를 받은 사람
만 제외시켰다고요. 그런 걸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정리만 되면 분양하는데 효율성
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한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초반에 입주 계획이나 기준을 마련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 돼서 그쪽에 어려움이

계신 것 같아요.

응답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그 단계에서 업종이나 그런 게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저희

는 기본 계획부터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부터 짜는데 90% 이상은 실시된 계획안에
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은 없지요. 자
격 업종이나 업종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진행자 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적으로 기존에 했

었던 일반산업단지와 별도로 특화돼서 과학산업단지라는 게 정해져서 특정 업종
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집적 효과나 이런 효과들을 극대
화하는 목적으로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과학산업단지하고 부산과
학산업단지나 전반적인 과학산업단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세요?

응답자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부산과학산업단지처럼 연구시설 쪽에 치중을 하고 외국인 단

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인 단지가 부산지역 설립 목적에 맞는 기업유치고요, 제
가 보기에는 외국인 단지하고 테크노파크 연구 시설 그 부분이 다른 단지하고는 특
화된. 그게 기반이 돼 가지고 다른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행자 외국인 단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유치활동을 다른

전담부서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조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고 진행
되는지?

응답자 제가 알기로는 유치 1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청장님하고 같이 해외 유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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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부산에서 외국인들 모아서 투자설명해도 하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외국인 기
업에 대해서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도 자료에서 보니까 관련 설명회들은 국내에서도 하는 것 같고,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십니까?

응답자 예, 자주 나가는 편이지요.

진행자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코트라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건지m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쪽 외국계 기업이 있다. 라고
해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유치를 하시는지?

응답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분은 공무원도 아

니고 전문가죠. 민간인 쪽에서 채용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진행자 보면은 성공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예정에 있는데,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시나요? 처음 조성 과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간 단계도 될
수 있고 어떤 쪽에 노력을 많이 할 때 성공적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다. 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응답자 저희는 특별하게 그쪽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 계신 조직 내에서 행정업무처리나 하시는 일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응답자 공장 같은 업무 분야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까 힘들 때가 있지요.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하기 전까지는
공장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때에 힘이 들지요.

진행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단계로 나가거나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있나요?

응답자 등록해 갖고 처분한 경우는 있었고 그거는 자기들 개인 사정이라고 하고. 과학산업

단지는 100% 기존에 공장 하고 있는 사람 말고 일반 개인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
양 받고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 소유자라고는 안 보이거든요.

진행자 분양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처분하거나?

응답자 크게 드러나는 처분은 없는데 말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분

양하면 프리미엄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입주 자격을 너무 제한을
하려니까 규제규약이라든가 이런 체제하고 안 맞고. 옛날에는 판매 건이나 법적으로
조치 같은 게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규제 규약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걸 제약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갈수록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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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일부 그런 소지가 있지요.

진행자 초창기에 입주 심사할 때 그런 걸 골라낼 때 그게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실

제로 입주해서 할 기업인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들어오는 건지 분류 기준이 잘
정해져야 된다.

응답자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다가 문제점이 있

으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고.

진행자 부산과학산업단지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오송이나 강릉, 광주에도 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 다른 타 단지들 견학이나 담당자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관리
를 하는지에 대해서 접촉 같은 것은 있으셨는지?

응답자 아직 없었습니다.

진행자 전국적으로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된 쪽도 있고 한참 짓고 있고 이런 쪽도 있더라

고요. 그 분들 말씀 하시기에도 기업 유치와 관련된 교육이 없으니까 그게 업무
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려운 사항이고, 성공사례나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케이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좀 더 업무하기에 편하겠는 데 그런 게 없어
서 많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답자 공단 같은 경우는 다 공단만 관리하는 전문가들인데 저희들은 일반 공무원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업무 기간이 길어야 2년이거든요. 다른데 가면 이 업무를 맡을 일
이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많지요. 익숙해져야 발휘가 되는데 급급하게 일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입주 업무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업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10년까지 공을 들일 수도 있는데, 조직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이시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숙달되시거나 이럴 때 까지 힘든 것 같네요.

응답자 예, 맞습니다.

진행자 내년쯤에 다 들어올 텐데 기업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이나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응답자 내년에는 들어서고 활성화되면 설문조사도 자주 할 거고 기업체 협의도 하고.

진행자 산학연협동 같은 경우는 기업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고, 입주 기업

들도 할 수 있을 텐데, 테크노파크 그쪽도 있을 텐데 총괄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인가요?

응답자 테크노파크는 관리기관이 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할 거거든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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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통째로 다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
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진행자 여기가 과학산업단지니까 연구기관이 있으면 기업들이 기술 협력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지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다 이런 지적들이 있
거든요.

응답자 예. 맞습니다.

진행자 그런 쪽에 성과나 이런 거는 내년 이후에 성과는 드러날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

서는 계획 단계에 있고 추진하시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응답자 예,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돼야.

진행자 부산과학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있는 단지들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좋다.

라고 느끼시나요? 다른 지역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응답자 입지적인 장점이 제일 크지요.

진행자 입지가 좋다고 하면 여기서 물류가 거리상으로는 서울과 멀기는 한데?

응답자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크지 않겠습니까. 신항만이

들어서고 하면 물류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진행자 자동차 산업도 있고 하니까 수출이나 이런 쪽도 많이 있고.

응답자 신항만이 안 돼서 그렇지 되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진행자 담당하고 계신 업무가 오래 되시지 않아서 ---

응답자 전화하는 것 보니까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서 협동하기를 원한다. 이런 게 개
발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기업유치 할 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진행자 개발 계획은 어느 과에서?

응답자 개발과가 따로 있거든요. 이 구역 안에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서까지 다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후기 단계지요.

진행자 초반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은 거의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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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예. 그런 것은 다 되고 나서 저희들은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어

떻게 분양을 하고 나중에 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걸 관리할 것인가 사후적인 그런 과
지요.

진행자 부산시 쪽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 처음에 컨텍을 할 때 보면 자료가 다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응답자 부산시에도 보면 산업입지과가 있고 산업지원과가 있거든요. 산업지원은 우리 쪽이

고 산업입지는 들어서가지고 개발되고 하는 부서거든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
들이 창의적으로 유치를 하든지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가 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구역청 내에 과학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시

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응답자 예. 부산시가 있는데 자유구청이 여러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시장입

니다. 실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 분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고, 계획이 어떤 게 있다. 라는 전반적인 계

획을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응답자 부산시에서도 입주조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단지별로

분양하기 전에 심의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걸 거치려고 하면 거기 가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2020년까지 구역청 안에 있는 모든 계획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사이에 가서 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입주 자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 계획에서 다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범
위 내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 세력을 컨트롤 하고 실수요자
가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주 목적입니다.

진행자 입주 심사를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네요.

응답자 예.

진행자 부산은 공업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상 기업들은 많은 상황이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게 괜찮은 기업이고, 실수요자인지 판단하시기가 어
려운 점이 많으시겠네요?

응답자 잘 반영해 가지고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

진행자 신생업체 쪽으로 해서 사업을 이 단지 내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겠다고 개인적으

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응답자 업무라고 하는 게 공고가 나 가지고 수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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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기업들이 이전 쪽으로 많이?

응답자 예.

진행자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응답자 법학 전공했습니다. 법학부하고.

진행자 석사는 안 하시고?

응답자 예.

진행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응답자 37세입니다.

진행자 민간인 쪽으로 해서 조직 내에서 따로 부서를 만든 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세

요?

응답자 그런 것은 없고, 공단처럼 법인기업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그쪽으로 위임하는 방향

으로. 그렇게 해야지 업무가 돼지.

진행자 법인설립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응답자 그거는 과학이 어느 정도 들어섰을 때. 법인설립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면 공장설립 전까지는 공장관련법상 처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공장이 완공되면 자유
롭거든요.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 해야 법집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맡겨버리면 그런
게 무법하게 들어설 여지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행자 혹시 홍보활동을 할 때 팜플렛이나 자료들이 좀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응답자 아직까지는. 그게 분양할 때 만들어 가지고 다 됐고, 새로 만들면 새로 분양할 때 되

면 그때 또 만들고.

진행자 전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응답자 팜플렛이 있어요.

진행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주나 해서 보고서를 정리할 텐데

참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오송생명과학단지팀 임병익 사무관
시  간 : 2006. 9. 29. PM 3:00~4:20

장  소 : 보건복지부 별관 사무실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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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조직 체계

진행자 간단하게 담당하시는 업무와 소속되어 계신 조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직급이 사무관님으로 되어 계신데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자 소개라고 할 거는 그렇고, 지금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생명과학단지 팀이 있고 국책

기관 이관 팀이 있어요. 국책기관 이관 팀은 4대 보건의료 관련 국책 기관 이전과
관련 한 일인데 전기, 시설공사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단지 팀은 전체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선 단지 조성에 대한 방향이나 또 업체에 대한 유치라든가 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향후에 운영 방향까지 그림 하는 데가 단지 팀이고, 단지 팀
에서 제가 투자유치홍보, 그 다음에 향후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업들에 대한 서비
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책은 사무관이죠.

진행자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기업유치 활동,

홍보.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집중적으
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우선 지금 현황은 1차 분양을 하고 생산 용지가 50만9천평인데 그 중에 문화제 시발

굴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진행자 보도에 의하면 1년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응답자 1년 연기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워낙 기업들이 빨리 분양요청이 있어서 가
능한 부분들을 필지를 6월 달에 공고해서 1차 분양을 했는데, 그때 22개 기업 14만6
천평이 분양이 됐고, 7만4천평이 미분양 됐고,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2차 분양 공고
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기간 중이고요. 그게 추석 지나고 나면 단 5일간 정도
입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입주 심사를 해서 10월말 11월 초에 나머지 업체를 선정
하게 되죠.

진행자 지금 현재 유치팀 구성원은 몇 분인가요?

응답자 팀장이 계시고 사무관이 3명 있고 그 밑에 주무관이 5명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전담 쪽으로?

응답자 아닙니다. 사무관 3명이 각 하나씩의 파트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파트는 분양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파트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파트가 있고, 한쪽 파트는 투자유치와 홍보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투자유치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팀 외에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조직이 있습니까?

응답자 있죠. 저희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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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있어요. 우선은 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디벨로퍼는 토지공사가 있고 나
중에 입주하면 관리하게 되는 삼단공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있고 저희
가 중앙 행정 기관이고 그다음에 산업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보건 산업 진흥원이라고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인이 되
어 있고 해외투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 조직이 없다 보니
까 코트라를인발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6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조성,
진행 현황, 그 다음에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것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진행자 정기적으로 하시면 월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응답자 일단은 조성 협의회라고 구성하고 있는데 조성협의회는 분기에 한번씩 열리는 걸 원

칙으로 하고 있고 실무진은 조성 협의회 실무진들이 있는데 실무진들은 수시로 필요
하면 회의를 갖습니다.

진행자 그럼, 협의회나 외부 기관들과 회의를 소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나요?

응답자 시간은 조정해서 수시로 필요하면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기업유치 활동

진행자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대상들이 따로 정

해져있나요?

응답자 저희는 다른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다른 산업단지는 조성만 해 놓으면 모든 기업들

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건 의료 관련한 곳들만 들어오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업종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산업분야로 보면 의약품, 의약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4개가 되고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업, 그리고 이런 비
티와 빈트 컴버젼스를 할 수 있는 나노나 아이티 업체들. 그거는 주로 우리 보건의
료기기 쪽이 많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은 유치 대상이 되죠. 그렇게 돼서 우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하나는 모든 기업한테 그게 해당이 되더라도 일단 다 분양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주 심사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수기업을 먼저 평
가를 하죠.

진행자 그런 대상 기업이 있으면 목록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협조 기

관들이 그러니까 대상 기업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
한 리스트나 그런 거에 대한 협조는 따로 받으셨는지?

응답자 저희는 협조를 받는 데가 용이하죠. 보건복지부니까 의약품이나 기기관련, 화장품 관

련해서는. 기능성 품도,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는 곳이 있고, 모든 기업들은 그 업종
에 대한 인허가나 품목에 대한 인허가를 식약청 통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
청을 통하면 저희는 등록 인허가 받은 전 기업 리스트를 쫙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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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제가 보도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대상업체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있

고 충청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자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 드린 복지부 산하에 보건산업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보건산업 진흥원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5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5차까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업체들 중에서 관심 있는 기업, 또 지금 당장은 관심
이 없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기업, 전혀 관심이 없는
기업 이렇게 분리를 하죠.

진행자 의외로 관심들이 꽤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오송단지는 장점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탁월하니까요. 우선은 입지적인 요건이 탁월

하고요. 일단은 KTX가 지나가고 오송역이 바로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오송에 입지하게 되면 전국에 2시간 이내에 다 닿을 수 있는 중심
지라는 것. 또 하나는 보건 의료 관련 4대 국책기관이 그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지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송이 인근에 오창 아이티 단지
도 있고 또 40여 키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덕 연구 특구가 있기 때문에 대덕과 오송
과 오창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
다.

진행자 실제로 기업이 입주를 하면, 그런 기업들은 정부에 세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여러 가지 복지나 관련업무의 용이성이나 지원 이런 것들 중
에서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요소 때문에 오송산업단지 들어오면 좀더 유리할 것
같다 라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은지?

응답자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내 기업의 이전인 경우고 또 하나

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겠지요. 국내 기업의 이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상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주고 있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 특
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상 지원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충북도에서는 사실 예산이 좀 미흡하고, 재정 이런 것도 있기 때문
에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상당히 어
려운 게 지금까지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
서 그야말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첨단 기업 그런 벤처기업들 이전을 위해서
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
업들,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 이전하는 지역들은 조사지원도 있고, 현금 지원도 있는
데, 조세 지원이 우선은 큽니다. 중소 벤처 기업들은 자금 문제에 더 심각해요. 그
이전에 따르는 부지 분양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꽤 크기 때
문에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일부는 정책 자
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저리 자금을 이용을 하는 것은 계속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차 분양 결과를 놓고 보면 의료 기기들은 우리가 다 소
규모 영세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주에 들어가 있는 메디슨이
라는 것을 빼놓고는 다 조그만 해요. 그 기업들한테 입주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
하고 자금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입주를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외
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 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진행자 현재 외국기업 한 곳을 유치한 걸로 아는데요.



- 338 -

응답자 엠오유 하나 맺었죠. 아직 유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유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진행자 지난 9월 7일날 코엑스에서 투자 설명회도 한번 있었다고 하는 데요. 기업유치

설명회나?

응답자 지금 사실은 저희는 법상 조성이 50%를 넘어가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 설명회는 2번했습니다. 한번은 작년 12월 달에 했고, 거기서는 170명 정도
가 모였고 이번이 2회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 투자 설명회를 했죠. 이번에는 120명 정도가 모였었고, 투자 상담은 30여건인가
27건인가 있었고.

진행자 앞으로도 투자설명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응답자 지금은 사실 투자 설명에 대한 니드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송단지

를 알리거나 오송단지에 대한 진행 경과나 인센티브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설명
회를 한 건데 오송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내용을 대충 다 알아요. 물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컴펙트 하게 운영
할 예정이고, 지금은 타켓 기업 선정들이 대충 국내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대
충 타켓 기업 선정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타켓 기업들에 방문 상담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진행자 설명회는 여기 팀에서 직접?

응답자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합니다.

진행자 유치 상담 얘기가 나왔는데, 30건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상담이 이뤄지나요?

응답자 우선은 설명회 하는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인센티브나 진행 현황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진
척되고 있는지 도로가 어떤지가 주고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은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부스에서 상담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자기네는 어떠어떠한 업
종인데 이게 입주가 가능 하냐, 또 필요한 부지 면적이 몇 평정도가 되는데 그게 가
능하냐. 지금 있는 게 대부분 큰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필지 분할이 가능하냐 라는
얘기도 하고 언제쯤 분양을 할 건지 그런 얘기가 주죠.

진행자 분양에 관해서 정하신 기준 같은 거나?

응답자 저희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만 뽑는 거고 하나는 매출액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뽑아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의약품 회사조차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우
리나라 1위 기업이 박카스 만들어 내는 동아제약인데 작년 매출액이 5412억이에요. 1
조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화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7조 이렇게 나가니까 75
분에 1, 85분에 1 이렇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는 상황이 다르지만 의약품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술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금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리스 하이리톤에서 견뎌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 정도인가.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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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고 자본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우선 고려해 주는 거고 그 중에서 신
약 개발, 정성적인 부분이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신약개발 의지가 있는지 신약개
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안해 가지고 벤처 기업이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추
가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진행자 투자 설명회나 이런 것은 계속 이뤄지나요?

응답자 하기는 할 겁니다.

진행자 해외에서 기업유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응답자 해외는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전문성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사람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는 아까 보건산업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
보들을 활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 전시회 전문 전시회를 나가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해서 하거나 거기 오는 업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바이오유에스에
이라든가 바이오제펜이라든가 11월에 있는 바이오유럽이라든가 오스바이오텍이라든
지 큰 전시회는 빠지지 않고 우선 나가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코트라 아까 얘기했는
데 코트라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
고 그 업체들을 직접 코트라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공동산업으로. 거기에서 오송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잠
재투자자를 조사를 하죠. 그게 이뤄지고 나면 저희가 공동투자유치단을 파견을 합니
다. 스케쥴 잠깐 보셨지만 추석 지나고 나면 미국으로 공동투자 유치단이 나갑니다.
여러 미국의 지역들을 돌면서 직접 방문 상담도 하고 현지에서 조그마한 투자설명회
도 하고.

진행자 해외 같은 경우는 코트라 쪽하고 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정보도 많

이 찾아낼 수 있겠내요. 자체적으로 팀에서 유치 노하우 같은 것도 있고, 그러시
겠어요.

응답자 우선은 코트라를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접근성이 우선 떨어지기 때문에 시차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
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럴 만한
입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트라에 인베스트코리아를 활용을 하죠. 또는 지
금 아까 보건산업 진흥원은 유럽 쪽에 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산업 진흥원은
보건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거고 코트라는 접근과 연락사무소와 홍보를 하면서 찾아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좀더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교육을 계속 시켜야 하는
데 저희가 출장 가 가지고 몇 번 다녀 보면 대충 이바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전문 학회들을 이용해야
돼요. 제약이라든가 전문 세미나 컴버젼스, 한국의 주요 인맥 교수들 이런 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한계가 있지요. 의대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
는. 그나마 그거는 저희가 복지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진행자 국내 기업 쪽으로 돌아오면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는데 입주나 입

주 계획이 없거나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조건에 맞는 기업이 선정이 됐
다면, 유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투자 설명회 말고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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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다른 게 있나요?

응답자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일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아니면 다소

특정화를 시키겠지만 특정 사람을 특정 기업이나 이런 걸 공고하는 것. 예를 들자면
뉴스라든가 보도를 통한다든가 투자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홍보활동에 속하죠. 거기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나오면 그걸 아까 얘기한
조금 심층적인 투자유치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찾아내서 일단 관심
이 있는 데다 하면 우선은 방문입니다. 면대면 방문이 매우 중요하고 가 가지고 얘
기를 하고 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인센티브를 솔직히 법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줄 수도 없어요. 예산이 확보 됐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그런 거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첨
단 벤처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벤처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현금지원, 부지 지원이라는 걸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관련해서 보면 이전 의사를 끌어내거나 그런 거에서는 결정적인 지원책으로 꼽자

면 세제 혜택인가요?

응답자 세제 혜택이나 현금 지원이나 부지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만평이 필요하고 누구는 5만평이 필요한데 대충 돼 있는 거는 2만평 수준으
로 있다든가 하면 5만평이 필요한 데는 5만평이 필요한대로 약간은 조정을 해서. 특
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특정기업을 하면 특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거고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필지를 분할한다든가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제일중요한 거는 입지적인 장점과 국책기관 이런 것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장점이 크죠. 향후에 기업들이 입지를 했을 때 단지가 조
성하고 기업들이 입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라든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다른 단지하고 달리 이거는 첨단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 안
에 제조나 연구 시설이 들어가고 산업시설이 들어 가고 대학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
련된 기관들이 들어가고 산학연관이 같은 단지 안에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
학과 연구소가 거기서 그런 비전 프로바이드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당분간은 국책
기업이 하겠지만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그런 걸 할 것이고 거기서 연구한 기술들을
사업화 하는 작업들은 사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강점으
로 작용을 할 수 있지요.

진행자 산학관계로 연구하는 분위기로 해서 그런 걸 끌어낼 수 있고 거기서 효과를 내려

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유치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다른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응답자 기존에 있는 대학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의향을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

다. 연구소도 그렇고 대학 부지도 그렇고. 거기에 저희는 보건 의료 쪽에 특성상 병
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프로세스 단계별로 다 알엔디 할 때도 그렇
고 임상할 때도 그렇고 사용하는데도 그렇고 연계가 병원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병원이 좀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거는 배려를 하는 거고 고려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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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사

진행자 입주심사는 기업들의 관심이될 텐데 입주 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응답자 과정상은 공고를 거치고 나서 서류들을 쭉 보는데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

료에서 보셨겠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서 뒷장에 보시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일 우
선순위가 뭐냐면 첨단 제조업이면서 알엔디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기업들
이 1순위가 되고요. 단순히 제조만 가지고 한다면 순위에서 떨어지죠. 물론 모든 기
업들이 기본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경합이 될 때 우선이 된다면 알엔디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저희는 알엔디만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사실 알엔디
와 제조업을 같은 하는 기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알엔디고 민트 컴버젼스
할 수 있는 거고 단순 제조업만 들어오는 거는 조금 떨어지죠. 제조업에서도 단순한
분양, 가공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입주가 안 돼요. 그거는
불특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단지조성목적하고 다르죠.

진행자 그런 업종 제한이 있기는 해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할 수 없나요? 대상이 1순위 대상이나 2순위 대상을 어느 정도 업종이나
기술력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조건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탄력적으로 유지를 해
서 입주율을 높이는 경우는?

응답자 일단은 기본은 돼야 되고 1 2 3 4순위는 한 기업당 한 필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어요. 어느 특정 필지에 대해서는 경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 에
도 3대 1까지 붙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세 기업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라고 하
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진행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 데요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응답자 심사 위원회는 저희 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관리공단이 산업단지공단하고 또 인더

스트리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 보건산업 진흥원하고. 보건산업 진흥
원은 1명이고 다른 곳은 2명씩 해서 7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자 학계나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적인 인맥이나 통해서 학

계나 다른 외부에서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응답자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조성협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논의를 통해서 만든 거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해서 만든 건데 그 외에도 추가적
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성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 선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알엔디나,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높고 연구중심으

로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입주할 수 있는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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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응답자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추첨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응답자 1 2 3순위가 있고 거기까지도 동일하다고 하면 또 몇 가지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는

데 그것도 동일하다면 추첨한다는 거죠.

진행자 그렇게 나오는 곳이 있나요?

응답자 없습니다. 걸르다 보면 추첨까지 가기 전에 업체 선별이 되거든요.

진행자 결정적인 판단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까?

응답자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책임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진행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 쪽으로의 활

동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기업 쪽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외부적으로 행
사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응답자 영향력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얘기죠. 저희도

연구라든가 대학부지라든가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가끔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규정대로 하죠.

진행자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송의 경우 입주율에 연연하지 않겠

다고… 예전에 사업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입주율에 급급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는 성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 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입지율만 높이려고 하는데 오송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문제되는 게 전혀 없
나요?

응답자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업체가 기준이 미달이 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

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은 중앙행정
기관인 복지부 생각하고 지자체 생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토지공사
같은 데는 조성해 가지고 빨리 땅을 팔아먹는 게 자기네 주장이고. 그런데 저희 입
장에서는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권한은 단계별로 가지고 가는 거죠. 조금씩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
공사 같은 경우도 분양율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 실적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복지부가 예산이 충분하면 우리가
다 샀다가 다른데 주면 좋겠지만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진행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유지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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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될 텐데. 보면 예전에 있었던 산업단지들 같은 경우 초반에 집중 투자를 해서
많이 해놨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관리 소홀이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없
지 않아 있어서 산업단지의 성격이 변질되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장
기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응답자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아주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송 같

은 경우는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관리할 관리 본부를 별도로
법인화 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는 공무원이 그 법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인 유치를 통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데는 여러 가
지 한계가 있어요. 초기에 조성하는정부에서 하고 조금 틀이 갖춰지고 나면 관리 본
부를 별도로 둘 예정이고요. 그거는 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반영된 정책이 어떻게 현
실에서 먹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본부를 별도로 둘 예
정입니다.

진행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니터링 했던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는데.

응답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진행자 의견서 같은 그런 게 있던 걸로. 제가 봤는 데요 별도로 어떻게 하신건지?

응답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

고 저희 쪽으로는 안 좋은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거죠.

진행자 실제로 유치 활동을 하다보시면 외부에서 알려지는 보도나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세제지원도 아주 좋고 입지도 좋은 건 사실이고. 홍보를 하면 기
업들의 호응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하시면서 경험상 이런 면에서
는 어려운 면이 있더라?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업무적인 거나 기업들
을 만나 거나 어떤 게 어려운지?

응답자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업에서 십수 년 간 거의 20여년 가까이 그런 일들

을 했었기 때문에 민간체질입니다. 민간체질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에 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스피드가 떨어지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입니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거의 전권을 가지고 업체
를 만나러 가거나 약속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공무원이다 보니
까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 자체 내에
서 만이 아니라 기획예산처나 국회나 여러 가지를 걸쳐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애로
고,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생각은 아무래도 기업체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쟁력하고, 공무원 경쟁력하고, 마인드에서도 차이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은 있지요.

진행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마인드라고 하면?

응답자 우선은 생각하는 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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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이뤄지잖아요. 위에서 한 마디 하면 대충 방향이 비교적 맞아
서 떨어지는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비즈니스 쪽보다는 주로 정책이나 대민 관련한 일
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성과나 이런 측면보다는 조금은. 방향성이 좀 틀어진다고도
할 수 있죠.

진행자 안주하려고 하거나?

응답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드예요. 업무처리. 저희는 한번 얘기해 가지고 안 되
면 그 다음 날 박살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일정들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금씩은 다
를 수 있고. 그거는 불가피한 것 같고.

진행자 커뮤니케이션은?

응답자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지 업무처리에 대한 스
피드. 마인드도 공무원마인드와 기업인마인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개인적인 평가

진행자 민간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관련?

응답자 회사는 얘기하기가 그렇고 저는 주로 해외에 관련한 일들은 다 했습니다. 해외 마케

팅부터 시작해서 해외 투자, 외국인투자유치, 기획, 해외 근무, 해외 현지 생활도 했
고. 조금씩은 산업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다른 거는 똑같죠.

진행자 전공은?

응답자 경영학이요. 경영학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해외 마케팅하면 국내 제품을 갖

다가 해외에 파는 수출,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마케팅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현지 지사를 둔다든가, 하나는 판매 법인을 둔다든가 제조 법인으로
넘어간다든가. 제조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엠엔에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린
필드 방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엠엔에이가 됐든 그린
필드가 됐든 간에 제조 법인을 거기다가 설립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피드빌리틱을 해
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했고,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까지, 운영지
원까지 했고. 지금 단계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
람은 이 단계에 와 있구나, 얘는 이런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겠구나.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얘는 뭘 필요로 할까 이런 건 생각이 들죠.

진행자 단지가 한참 조성 중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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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유치활동이나 전반적인 산업단지 조성 진행 단계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만족
할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아직은 만족할 수준이라고 할 수 없고 워낙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공적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만4천평을 외국인 투자 재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그 정도 되면 대략 10개
기업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규모는 10개에서 15개, 적게는 7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겨
우 하나인데 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조
성이 거의 되어 있어야 되는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하지만 아직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
인 경우 지금 분양이 이뤄졌고 저희가 계속 상담하고 있는 업체예요. 업체이름을 밝
힐 수 없지만 그런 걸로 보면 국내기업으로서는 대충 끌어 올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곳은 다 온 것 같다. 단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들. 이동장비라든가 세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은 있는데 규모가 없거나 이
제 시작했거나 이런 업체는 추가로 끌어오는데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투자설명
회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큰 기업들은 거의 다 들
어왔다고 봐야 돼요. 내년에 저희가 분양까지 가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가
를 보면 쉽게 아실 거예요.

진행자 생각하시기에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면 그것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어

떤 걸 잘 하면 된다 라고 느끼시는 게 있나요? 경험도 많으시니까 지금 유치할
때 중요시 되는 요인이 있다면?

응답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수한 기업이 오는 거고 우수한 기업들을, 국내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아까 규모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신
약개발이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분야, 첨단 쪽은 저희가 다시 타켓 기업으로 뽑아
놓은 걸 다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니드 파악까지 들어가 볼 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작은 기업들은 필지를 조그
맣게 쪼개주는 일하고 아니면 임대 단지를 만든 다든가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을 한
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직접 만
나 가지고 일을 파악해 볼 참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 우수 기업들은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타켓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걸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를 봐야죠. 그런데 외국에 글로벌 첨단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들이 26개
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1차 타켓들은 우리 시장을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조나
알엔디가 됐든. 알엔디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그 26개 기업들이고 다국적 제약 산하 협회의 26개 기업들을 만
나보고 거기에 상담 부분에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바이오 관련한 일부 분야의 기술력
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
을 잘 엮어내는 것. 또 알엔디 임상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들을 엮어내는 것. 독자
적으로 진출의 형태에 있어서 독자 진출을 원하는지 아니면 파트너를 찾는 건지 그
것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임상 알엔디 쪽을 원하는지 제조를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
고.

진행자 예전에 경험하셨던 것 중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관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

까?

응답자 산업단지는 관여를 안 해봤습니다.

진행자 오송단지는 과학산업단지라서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특화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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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느끼시기에 일반 산업단지와 과학 산업단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응답자 지금까지의 산업단지는 사실은 산업단지가 공단 개념의 단지였죠. 지역이 중심이 됐

고 어떤 업종이나 그에 대한 형태나 이런 거에 중심이 아니었고 구로면 구로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이런 지역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성격이 다른 업체들. 대
기업과 소기업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첨단이 가지만 한쪽에서는 굴뚝이 가고 이런
거에서 엄밸런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과학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쪽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관련 산업만 한 군데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거고 그것이
직접화 된다는 겁니다. 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특성은 뭐냐면 연구 개
발과 그거에 대한 제조와 그거에 대한 사업화와 제조와 마케팅이 한꺼번에 다 이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은 지식 기반
산업이고 또 연구 활동을 하는 지식 노동자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에 거리가 돼야 되죠.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하고 삶의 질을 봐줘야 되
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 인터너셔널 스쿨을 만들어 줘야 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말로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어요. 단지 안에도 각
연구소나 기업들 간에 조그맣게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문화적인 이
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 거기뿐만 아니라 인근의 관광과 연결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켜 보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또 외국에 첨단 크러스터 저희가 뽑아놓은 이슈
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련기관들하고 확인하러 갈 참입니다.

진행자 기업유치 하는 방식에서도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하는 데요.

응답자 저희가 알엔디 중심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상당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이 사

업화되는 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단지 조성에 목적인 보건산업도
육성이 되고 균형 발전도 되고 하는 건데 이걸 핵으로 해서 관련된 연계 산업들이
그 위치에 갈거란 말이죠. 작게 되면 충청북도도 되지만 크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
로 대덕도 있고 고창도 있고. 그러면 중부권 전체가 대전까지를 포함해서 중부권 전
체가 우리나라에서 내 노라 하는 연구단지 아니에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데 이
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뭔가 원동력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에 제조를 특화한다든가.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준다든가 또 광주 같은 곳은 과학이 간다든가 다른 곳은 기계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
이 대로 다른 크러스터까지 파급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습
이죠.

진행자 지금은 1차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있는데 아직 단지 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응답자 아직은 들어오지 못하죠. 22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7월부터 공사가 가

능합니다. 필지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면 1년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서 용수라든가 전
기라든가 다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7월부터 토지를 이관해서 사용허가를
내 줄 참이에요. 그때부터 하는 거고 영 기관이 급하다고 하면 미리 허가는 해주되
대신은 니가 전기 끌어다 써라 라고 되겠지요.

진행자 다른 단지들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입주를 했다가 여건이 안 맞으면 다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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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들도 있는데?

응답자 아직은 그런 것까지 모르죠.

진행자 잘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떠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송은 왔을 때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시 떠나는 그런 부분들은?

응답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자기네가 사업을 철수하지 않는 이상은. 보건의료

관련한 특화단지이고 거기에 관련 국책 기관들이 내려가고 대학이 생기고 또 의학
연구소가 생기고 바이오 정보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네가 바이어 산업을 하려
면 다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가까이에 있는 거거든요.

진행자 국책 기관들이 네 기관이 다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 만으로도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응답자 전체적으로 6500억 정도 사업이죠. 국책기관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2780억 정도

이번에 예산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그것도 1980억이었다가 5천억까지 올렸다가 그
렇게 못해서 줄어들었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65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이죠.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안에 상업과 사업과 주거, 교육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만5천명정도 되니까 조그맣거든요.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를 800만평. 그러면 이게 10만명 규모로 신도시를 만들 거기 때문에 10만명 되는 신
도시의 가운데에 단지가 들어가는 거고 또 단지 양쪽으로 지방 산업 단지를 만들 계
획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에서 생활도 가능하고 자
족 기능도 갖출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더 미흡한 점을 보완하실 생각이

신지?

응답자 저는 업체들을 조금 더 계속 좁혀나가는 거죠. 타켓 기업들을 만나면서 좁혀 나가고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홈페이지란. 아까도 스피드얘
기를 했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확 고쳐가지고 고객들이 쉽게 할 수 있
는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예산반영이 안 되면 어렵더라고.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
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요죠.

진행자 나가보시면 기업들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해외나 국내나? 어떻게 보면

유치대상기업이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유치를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반응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소홀하실 텐데
아직 이전 계획이 없는 기업의 경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응답자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 우리 같

은 경우는 팀장이나 단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에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지자
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도지사가 관심을 갖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
법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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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런 방법이 종종 이용되나요?

응답자 아까 전화 온 데는 팀장하고 같이 가는. 여기는 아주 글로벌 기업인데 아주 오묘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출장가기 전에 한번 만나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월화밖에 없
다고 해서 추석 지나고 화요일 날 보기고 했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것과 팀장이나 단장이나 지자체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비공식적

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홍보나 이런 게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까요?

응답자 이거는 확정 돼 가지고 서로 보도 자료를 내기 전까지는 서로 기밀 유지를 해야 돼

요.

진행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만나고?

응답자 이렇게 전화 오는 데는 저희도 전화했지만 그쪽에서도 필요해 가지고 전화가 왔거든

요. 물론 그전에 지속적으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는 데는
하하 해피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3년 정도 걸
려요. 그때까지 씨 뿌리고 물 주고. 그게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하는 걸 알
아내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운이 좋은 경우는 1년 만에 되죠. 그거는 자기네
들이 이미 다 해왔는데 운 좋게 걸려들어서 가죠. 요즘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
도 잘해요. 경기도도 잘하고 인천도 잘하고 경상북도도 잘하고. 지자체가 되면서 아
주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 간에 약간의 경쟁은 있지만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고. 혹자들은 바이오 관련한 크러스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크러스터 다운 크러스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너도 나도
크러스터 라고 이름이 붙여서 18개 20개 되는 것 같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몇 개 안
돼요. 조금 들어가 보면 경쟁력이 있는 데는 살고 안 그런 데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다른 걸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크러스터 간에 제조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역할분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예전에는 일반 단지로 됐다가 유지도 안 되고 하

니까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했다가.

응답자 그런 부분도 있죠.

진행자 지금은 크러스터라고 하니까.

응답자 그런 곳은 사실은 산업단지개념이 맞다고 보죠.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

았던 대학과의 연계를 한다는 것은. 산학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한 겁
니다.

진행자 인터뷰 내용은 다 했는데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해서 못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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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나중에 이게 되면 좋은, 어차피 리포트를 만드실 것 아니겠어요.

진행자 심층 인터뷰도 하고 회사 내에서 관련해서 조사도 있고. 그런 조사들을 같이 몇

개를 의뢰를 받아서 나중에 관련 자료로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실과 협의
하시면 보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정량적으로 체크하는 건데 연세가 어떻게?

응답자 많습니다. 47세.

진행자 학력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응답자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학사고 졸업하자마자 아까 같은 그런 경영학을 했고.

진행자 감사합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충청북도 투자유치단 국내투자팀 김기완 차장
시  간 : 2006. 10. 13. AM 10:00~11:20

장  소 : 충청북도 투자유치단 사무실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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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창산업단지에 관련해서 기업 유치나 조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본격적으로 공사는 92년부터 계획선이 나왔는데 92년도에 시작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시작해 갖고 2002년도에 완공됐어요. 그래서 분양 받기 시작
했는데, 96년도 IMF 12월에 터져서 유치가 잘 안 됐었어요. 98년 99년 안 되다가 전
이연정 지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285만평이거든요. 그
중에 생산 면적이 79만평, 거의 80만평인데 다른 데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단지만
조성해 놓고 안 되니까 기업 유치 대책반을 가동을 했어요. 우리 도에 조직이 어떻
게 되냐면 경제 통상국이 있고 도청에 실국이 있고, 그 밑에 과가 있어요. 지금은 경
제과에 있었지만 그 전에는 기업전담과에서 해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었어요. 2개 반.
그래서 제가 이걸 떠났는데 특별대책반을 해 가지고 2개 반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
면 도청 직원들하고 토지공사하고 했어요. 유치 전담팀이고요, 원스톰 서비스를 위해
서 한전이라든가 상수도 관련. 이런 거에서 워크샵도 하고 공단에서 교육을, 지금은
자체 연수로 바뀌었는데 공무원 워크샵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때부터
유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직은 그 당시에 몇 명이냐면 본부장님이 여기
국장님이고, 지원실장님 기업 전담 과장님 두개 반. 1팀 2팀 해 갖고, 12명이서 한
거죠.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진행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응답자 기업유치 연구소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경제과로 왔어요. 같은 경제통상. 2006년 8

월 달에 와 가지고 저는 2003년도 10월 30일부터 맡고, 2005년 7월5일부터 다른 계
로 가서 하다가 올해에 8월 25일 날 이쪽으로 왔어요. 전에 이연정씨 있을 때에는
민선 3기고, 민선 4기로 넘어가면서 경제특별도시 현재 정우철 차장님이 경제특별도
시 건설하자고 해서 기업유치업무를 활성화 하자 해서 처음 이 상태로 올아온 거죠.
이때는 오창단지 팀에 있었고, 지금은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투자유치단을 발
족해서 단장님 포함해서 9명.

진행자 현재 9분이 계속 이어오고 있나요?

응답자 예. 국내 투자팀,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되면 외자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진행자 오창 관련해서 업무 보시기 전에 다른 업무는. 이전에 보시던 업무는 어떤 게 있

었나요?

응답자 일반 행정 관련해서 있었지요.

진행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기업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도

조금 참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응답자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에서 경제계획이 있고, 우리가 다른 데에 워크샵 할 때

다른 데에 참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유치하려면 경제적인 게 있
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할 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폐수라든가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업무마다 그 용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할 때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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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진행자 그런 교육이 실제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세요?

응답자 그렇죠.

진행자 앞으로 그런 교육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겠네요?

응답자 예. 우리 도에서 유치 관련해서 다시 11월 달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경기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워크샵이나 투자 유치하면 가고 있어요. 우리 공
무원 교육원에도 그 과정을 신설할 거예요.

진행자 단지 초창기 조성하실 때 성공 사례나 다른 해외 사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

으셨나요?

응답자 벤치마킹 하죠.

진행자 어디를 위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으세요?

응답자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기도 외에

는 별로 잘 안 됐었거든요. 오창 단지가 제일 잘 됐고.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전북이
라든가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저한테도 피디피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
했는데.

진행자 (교육을) 다니시는 것보다 해주신 게 많네요.

응답자 예. 지금은 있던 사람들이 퇴직한 사람들도 많고 다른 데도 가고, 공무원들도 업무가

순환이 되거든요. 다시 또 갈리고 상황이 또 바뀌었으니까.

진행자 여기 단지 운영하시는데, 기업 유치할 때 내부 조직 말고 외부에서 추가로 자문

이나 도움을 받는 기관들이 있나요?

응답자 도에 상공회의소 주최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어요. 또 어제 처

음 회의를 했는데, 충청북도 경제발전 협의회라고 지사님, 시장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진행자 여기는 관리 공단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응답자 예. 처음에 있다고 말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업무를 건설종합본부에서 입주 계약 등

을 하다가 저 있을 때 막판에 2006년 3월 달에 입주를 일원화하자해서 도에서 입주
심사를 다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 달에 오창과학관리 공단이 생기면서 그쪽
에 넘어갔어요. 그쪽 분에게 전화하셨을 때 그쪽에서 이 유치를 모른다고 한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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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거의 유치가 90% 넘었을 때 하니까.

진행자 단지나 공단에서 설명회를 보면 거의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응답자 저도 중간쯤에 왔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했었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많

이 하셨지요.

진행자 여기는 입주율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응답자 저희들은 생산용지는 다 100%분양하고 연구 용지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알엔디 분야 쪽은 특히?

응답자 예, 알엔디가 남아 있어요.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서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지 섬유품

질 연구원도 유치를 했고, 거기 나머지 일부 조그마한 부지만 남아 있어요.

진행자 처음에 유치활동하실 때 오창 같은 경우는 과학단지의 성격이 있다보니까 업종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입주 유치 대상 기업들에 대한 명단이나 대상 기
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아셨나요?

응답자 매일경제라는 걸 보면 기업 연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목록을 발취해 가지

고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 기업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처음에 서안문을 다 보냈어요. 우리가 작성하면 지사님이 지필로 서
명하셔가지고 보냈고, 그다음에 설명문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돼서 만나고.

진행자 업종별로 분리를 하고?

응답자 아니, 단지를 구성할 때 관리기본계획에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맞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내죠.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진행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분류 작업도 따로 내부적으로 하셨나요?

응답자 당연히 대기업 군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하청회사가 오

기 때문에 단지가 더 꾸며지고 하니까.

진행자 대기업 위주로 많이 유치를 하셨고.

응답자 예.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진행자 과학단지는 업종제안의 특성상 대기업들이 많이 없는 업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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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그렇죠.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 기기라 소규모고.

진행자 오송도 소규모인 것 같더라고요. 오창은 보니까 IT, BT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기업이 많은 것 같네요. 들어와 있는 기업이?

응답자 제일 큰 게 지금은 엘지화학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화학하면 옛날에는 장판지나 이

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창은 그게 틀려요. 오창이 테크노 파크기 때문에 2차전지라든
지 필름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거든요. 전자정보 소재의 단지예요. 예전에는 화학하면
전자하고 거리가 멀고 생활용품 플라스틱 관련,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
에요.

진행자 처음에 유치되는 기업들 목록을 작성하거나 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것은 내부적

으로 있었나요?

응답자 단지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단지를 구성할 때 수요조사를 안 하면 단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이라든지 아이티 관련 업종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단지 허가가 안 나
요.

진행자 결과는 확인하셨나요?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업들이 요구하

는 것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오창산업단지를 만들 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아이티 쪽으로 밝다 해서 아이티단지로 만든 거죠.

진행자 다른 지역을 보면 수요 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택지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 혜택들이, 어떤 분야의 지원이나 세제 혜택들이 있었으면 좋
겠는지 하는 조사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저희들은 인프라가 잘되어 있거든요. 공항도 있고 고속도로 오창 아이씨에서 2, 3분

이면 갈 겁니다. 그런 게 잘되어 있죠. 저희들도 오창 단지 특징이 뭐냐면 도에서 3
만평을 해 가지고 600평 천평 해서 임대 단지를 만들었어요. 22개 업체가 입주를 했
거든요. 중소기업 임대 기술력이라든가 기술 분야는 뛰어난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진행자 처음 초창기 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같이 하셨나요?

응답자 예. 언론에다 광고도 하고 설명회도 몇 번 했습니다.

진행자 어디서 주로?

응답자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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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몇 차례정도 진행하셨나요?

응답자 3차례 정도. 저 있을 때에는 70%부터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오창이 잘 될 때라 저

희들이 유치하기 쉬웠을 때 했으니까. 그전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직접 참여하셔서 하셨던 설명회가 있었나요?

응답자 저 할 때는 안 했어요.

진행자 오창 같은 경우는 입주율도 좋고 인기도 좋고, 입주 여건도 좋아서 기업 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설명회 얘기 들어보시면 참관하는 기업들의 반응
은 좋았다 이런 쪽이었나요?

응답자 예. 왜 그러냐면 수도권 부지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충남하고 충북이 수

도권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창이 지리적 여건이 많이 가미됐을 겁니다. 그
리고 오창 단지가 특징이 뭐냐면 지진 같은 게 없어요. 홍수도 없고. 아마 직접적으
로 자연 조건은 최고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도 그렇고.

진행자 제가 강릉이랑 원주를 가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안 좋아서 입주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창은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내요.

응답자 처음에 IMF 때에는 문제가 됐는데 저 왔을 때는 경기가 살아날 때기 때문에 쉬웠습

니다. 특별히 투자유치 설명회를 안 해도.

진행자 입주 했을 때 세제 혜택 같은 거나 인센티브가 있을 텐데 기업이 들어오면 기본

적으로는 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거는 면제되고, 다른 단지들도 공통적으로 보면
면제가 되더라고요. 오창 같은 경우는 타 지역과 좀 다른 특징적인 세제 혜택이
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응답자 그거는 다 똑같고요. 임대 공단이 있는 것하고 원스톱 서비스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해서 문제가 있다보면 그걸 처리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진행자 운영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처리를 해 주는 조직 말이군요.

응답자 세제는 똑같고.

진행자 그런 기구가 따로 조직되어 있는 게,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응답자 아니, 충북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진행자 요즘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같은 것 보면 산학연해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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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갖춰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업유치를 하시다보면 기
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단지로 들어갔을 때 알앤디와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계
획들이나,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게 있으셨는지?

응답자 오창 단지가 다른 단지하고 특징이 뭐냐면, 오창 단지는 다른 데는 대개 생산용지만

있는데 우리가 알엔디 용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생명공학연구원도 있고,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도 있고 생명공학연구원엔 입주 심사도 있고, 엠엔알 센타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정보통신 재단을 그쪽에 설립했어요. 오창 테크노파크도 설립됐고, 바이
오 의료 센타가 설립했고. 그래서 거기하고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산학연 구조가
잘되어 있어요.

진행자 그런 것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로 보면 특별히 그 분야로 새로 대학원을 신설한

다든가 하던데요.

응답자 오창 단지에도 충북대 부지가 있거든요. 원래 거기가 공대가 오려고 14만평을 확보

를 해놨었어요.

진행자 앞으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다

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으신지?

응답자 우리 도에서 출현한 정보통신재단이라든지 오창테크노파크라든지 전략산업기획단이

라든지 해 가지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할 거예요. 그쪽은 알엔디 분야는
밑에 첨단산업과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추측이 돼서 계속 추진하고.

진행자 기업유치하시다가 보시면 기업들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알엔디를 할 수 있는. 뭔가 협력할 수 있
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데 기업유치를 할 때 기업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 여러 가지 혜
택들도 있을 거고.

응답자 기업은 이윤추구입니다. 자기네들이 봐서 이윤이 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우리 도인 것은 우리 도가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고 교통이라든가 우리 도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거의 복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좋고 알앤디 하는
연구기관도 있고. 지식산업진흥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공단이 같이 있어요. 임대
공단이라든지. 오창단지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기자재가 부족한 곳도 있는데 이럴경
우 임대를 내주고 빌려주고 하거든요. 회의실이라든가 다 있어가지고. 회의실이야 소
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해 가지고 만약에 자기네 공장이 회사가 적을 경우에 임
대해서 워크샵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진행자 기업에서 보면 다른 단지들 예를 들어보면, 기업이 입주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씨이오가 하겠지만 직원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런 걸 꺼려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일단 단지에 들어갔을
때. 이전했을 때 주변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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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서 보육지원, 장학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도 하는데, 오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으셨겠네요?

응답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창하고 청주하고도 15분 20분 내이기 때문에. 오창단지 내에

아파트가 분포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만세대 정도였었는데, 준공한 것은 8천 몇 세대
거든요. 거기에 소공원이 우리 단지에 8개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3. 4개는 큰데 공원
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에 문화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자 입지적으로 유리한 주요 장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어

려움을 덜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응답자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창으로 초대’ 이거 제가 오자마자 이 책을 만

들었기 때문에. 제 사례는 없어요. 이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고생 했구나 그게 아
마 있을 겁니다.

진행자 어떤 게 초창기 때에 많이 어려웠나요?

응답자 초창기 때에 보면 이 기업체가 처음에 가면 잘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하러갈

때 처음에 가면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면 전화로 인적사항 파악하고 누군가를 파악
합니다. 갈 때 거기서 만나러 간다고 안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잠깐 볼 일 있어서
들렀다고 해요. 거기서 보면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비올 때도 기다리고. 2002년까
지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처음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협력이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응답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창 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오송은 국가 단

지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주축이되고. 도는 우리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진행자 지방단지라서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내요. 국가단지 같은 경우는 중

앙부처와 협력을 해서 기업대상리스트를 뽑거나 그러더라구요.

응답자 그런 거는 건교부나 이런 곳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특별히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

니다.

진행자 순수하게 몸으로 부딪쳐서 직접유치하고.

응답자 토지공사가 그걸 맡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토지공사하고 주로 한 거죠.

진행자 초창기에 기업유치 하실 때 토지공사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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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하시거나?

응답자 토론회는 많이 했지요.

진행자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 홍보와 관련된 건데 처음에 단지 조성하는 것을 잘 모

르고, 기업들도 단지 조성된 것을 몰랐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이
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
법들을 사용하셨는지?

응답자 처음에는 일간지에다가 지사님 사진도 있고 해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주로 업체 리

스트 업을 해 가지고 이사님 서신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홍보물 나온 것 가지고 보
내드리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도 정보를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컨설팅 업
체가 엔지니어링 업체를 주로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휴먼테크 코리아라
든지 그런 걸 주로 해서 했는데 왜냐면 거기들도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우리한
테 어느 기업체가 이전할 계획이다. 라는 걸 정보를 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네들이 공장을 착공할 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든가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하
는 거죠.

진행자 언론 활동 같은 거나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는?

응답자 방송 광고는 저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자 도 차원에서 홍보 광고 같은 것은?

응답자 씨디는 많이 만들었죠. 동영상으로.

진행자 그런 활동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나요?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기업들이 오창에

도 이런 게 시작되구나 라는 걸 인지했나요?

응답자 이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유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IMF가 97년도 12

월이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고 경기가 살아날 때 업체에서 소비
지출을 할 때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2-2003년까지
잘 됐던 것 같아요. IMF 터졌을 때는 아무리 1억원 들여서 광고나 이런 걸 홍보를
해도 효과는 반감되고. 대신 경기가 살아날 때는 조금 들여서 홍보를 해도 그대로
많이 되고.

입주 심사

진행자 입주 심사 절차 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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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이거는 투자매뉴얼이에요. 제가 있을 때 해 놓은 거라. 여기 보면 절차가 있거든요.

진행자 입주심사 관련해서 조직이 구성되거나 이런 것은?

응답자 입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업체가 입주계약하고 사업계약서 법인등기, 공장부지하

고 신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건설본부 쪽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쪽에 넘어왔는
데 입주심사를 입주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제가 그걸 하나 뽑아드릴게요. 그걸 뽑아가
지고 심의위원회에 가부를 해 가지고 된다고 하면 하고 업체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하는 거죠. 임주 심사를 먼저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진행자 입주심의 위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응답자 대개 우리 도 실국장님하고 토지공사 임원들하고요.

진행자 그러면 도 외부 분들이나 관련 분야에 연구진들이나?

응답자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자 최종적으로 입주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응답자 예. 유치하겠다고 하면 저 처음에 있을 때 우린전선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오창이 아

이티 단지 조성하는데 그 업체는 경전철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입주심의 위원회 할
때 회장님이 직접 설명했거든요. 우리도에서는 오창 아이티 단지라고 했는데 아이티
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조그맣고 거기다가 경전철을 트레일러로 싣고 가면 오창 단
지가 이미지가 안 좋다 해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회장님이 브리
핑을 하고 나중에는 크기는 경전철이지만 요즘에 경천철도 아이티 업종이다 라고 해
서 승낙해서 만평 들어 왔어요.

진행자 입주심사 할 때 보면 여기도 IT, BT 여러 업종이 있는데 그런 입주 기업을 선정

할 때 핵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업종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지만, 거기
서 보면 알엔디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한다거나 생산을 위주로
한다거나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업을 선호하는 편이신가요?

응답자 단지가 생산용지하고 알엔디 용지하고 나눠져 있어요. 생산용지에는 첨단용지하고

연동용지가 나눠져 있어요. 첨단 용지에는 아이티 만들고, 생산용지에는 아이티가 아
닌 또 다른 업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아이티 단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이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티 단지로 조성한 거지만 그거에 따라서 된 거예요. 연
구 용지에는 연구개발업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그런 것은 거르죠. 그 분들이 연구 용지에 생산 투자 제조업이 못 들어가니
까 미리 해야지요.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서류를 내면 거기에서 심의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들도 번거롭고 하니까 미리 차단을 하죠.

진행자 미리 구분해 두셨으면, 나중에 가면 경쟁이 붙거나 필지가 부족한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쟁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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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그럴 경우에는 이 업종이 첨단업종이냐, 똑같은 아이티라도 어느 게 성장이 유망한

가 보고. 이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관련 업종인가보고, 이 기업이 투자규모가 어떤
건가 재정 상태가 어떤 건가 여러 가지를 다 보죠. 문제는 업종이 좋고 성공가능성
이 있는가를 봐야죠. 지금은 좋지만 성장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몇 년 하다가 부도
나고 하면 그 업체도 안 되지만 우리도 손해보고 하니까.

진행자 그런 경쟁이 붙었을 때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정해져 있었나

요?

응답자 저희들이 매뉴얼은 없고, 실무자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자료를 내죠. 심의자

료를 내고 어느 것이 좋은가 선택을 해서 내죠.

진행자 단지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응답자 예.

진행자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나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 같은

것은?

응답자 저희들이 중간 중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업체가 산지법에 보면 부지계약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착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단지에도 몇 개 업체가 그렇
게 안 돼서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문제점, 애로사항도 조사
하고 해서 처리해 주죠.

진행자 입주했다고 나갔던 기업이 있나요?

응답자 부도 난 업체가 2, 3개가 있었는데 옆에서 다 인수를 했죠. 코스닥 등록 기업인데 처

음에는 2천 몇 평을 했어요. 거기에 바이오테크 하고 거기에서 다 인수해서 가동하
고 있어요. 대개는 저희들이 할 때 오창 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우
선권을 줘요. 거기다가 주고 만약에 없으면 똑같이 공모를 하는 거죠. 모집을 해서.

진행자 입주를 했다가 타 지역에 비슷한 유형의 단지가 있거나 다른 회사 내부적으로 해

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케이스는?

응답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없습니다.

진행자 기업은 이윤 찾아서 가는 거니까 조금 다른 데로 나갈 수 있거나.

응답자 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녹십자. 유행양행이 있는데 연

구소는 안 왔습니다. 그 분들 연구소는 분당인가 성남 쪽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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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알엔디가 많이 어려운가요?

응답자 알엔디도 제일 크게 한 게 한국 생명공학연구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하고 섬유품

질연구소하고 해서 다했기 때문에 지금 6만평인가 7만평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그쪽으로 유치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편인가요?

응답자 예. 알앤디 업종하고 그렇죠.

진행자 알앤디 쪽이 있어야 기업들이랑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도 유리하고 할 텐데 장기

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응답자 그렇죠. 처음에는 오창 단지를 도에서 다 관여를 했어요. 청원군에 오창 단지가 있지

만 도에서 다 관여해서 건설종합본부하고 기업유치팀하고 다했는데 지금은 청원군청
에 넘어가고 도에서 기업유치가 오창단지는 거의 다 마무리상태기 때문에 생산용지
는 다 마무리 됐고, 연구용지지가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각을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시군 걸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원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진행자 보도 자료 같은 거나 학술 자료를 보면 과학단지나 이번에 혁신클러스터로 지정

돼서 운영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네트워킹이 잘 돼서 거
기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앤디 분
야는 알앤디 분야대로 생산은 생산대로 그게 네트워크가 잘 이뤄져야지 성공적인
단지가 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에 많이 동의하시는 편이신가요?

응답자 그렇죠. 오창이 우리 도에서 거의 복판이거든요. 다른 데에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알

앤디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알앤디 산학연 연관해서 키우려고 합
니다.

진행자 오송에 제가 갔을 때는 여기도 가깝잖아요. 밸리 형성해서 협력 체계가 있을 거

라고 기대도 하시는데.

응답자 21세기 전략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료 보여주면

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창이 보면 거의 처음 주도해서 초창기 때부터 많이 하셨던 단지라 타 지방단지

는 한참 분양하고 조성하고 이런 데 오창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런 경험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다져가고 공고히 해가는 것 같아요.

응답자 오창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오송은 기업이 넘쳐나 가지고 선별하는 게 어려워요.

진행자 오송 같은 경우는 경쟁기업체가 들어오면 일사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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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 3차까지 선별해 가지고 뽑는 그런 방안까지 나왔더라고요.

응답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타 도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차 분양 때

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전까지는 인센티브 안 줘도 거기는 예전에 식약청하고 질병
관리본부 옛날 국립보건원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여러 가지 국책기업들도 있고 해
서도 붐비고 행정중심과 KTX가 바로 인근에 오고 호남고속철도하고 경부고속철도
분기역이 확정이 됐고, 청주가 가깝고 그런 데에다가 인센티브까지 주니까 내년에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개인적인 평가

진행자 지금까지 유치활동도 하시고 단지도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

로 평가하시기에 이 단지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더 할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응답자 처음에 저희가 구상한대로 됐고, 문제는 알앤디 분야를 더 키워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산업단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축이 되게 오송하고 오창이 연계가
되게. 그리고 다른데 혁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도에 중추
가 되게 해야지요. 그러면 200% 300%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오창이 잘 돼 있는 사례 중에 한 군데라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같은 게. 초창기나 아니면 운영이 돼서 진행이 된 상황에서라도 어
떤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시는지?

응답자 저희들이 기업을 발굴해야 되겠지요. 오창단지 기업이 올 때 물론 아까는 지리적 여

건이 좋지만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안 오거든요. 청주가 교육 도시고 하니까 인
적 자원들이 많고, 그런 게 갖춰져야지 기업이 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홍보를 했
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기관도 이쪽에 산학연 둬 가지고 그 기업이 오면 나중에 이
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온 겁니다.

인식 정도

진행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쭤보겠는데요, 과거에는 산업단지라고 하면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요즘에 첨단산업단지나 과학단지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반산업단지랑
지금의 첨단단지랑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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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옛날 산업단지는 제조업, 재래식 제조업이잖아요. 첨단산업은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되어 있고 첨단이기 때문에 오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복합단지로조성한 거거든요.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행자 일반산업단지랑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도 틀리다고 느

끼시나요?

응답자 예.

진행자 왜 여쭤보냐면 과거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제한도 없고 하니까...

응답자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고용이나 세금만 보고 하지만 첨단산업단지는 고용은 좀

덜해요. 왜 그러냐면 다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신 나중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커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고, 기업하고 우리도하고 같이 연관해서 기업도 발
전하고 도도 발전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자체가 훨씬 좋
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오송과도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아이티분

야나 앞으로 오창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마무리 하는 입장
에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응답자 오창단지하고 오창 옆에 18키로 정도에 있는데 진평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일반

분양 마무리 됐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오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전남에도 있는
데 전남은 발사채 부분이고, 이쪽은 다른 소재지 상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연계해서 그걸 키우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추가질문

진행자 실례지만 전공은?

응답자 물리학, 법학 나왔는데, 나중에 법학은 방통대 나왔고 두 가지를 같이. 학부만 했어

요. 대학원 아니고.

(참조자료를 보며) 서류를 설명드려야 되겠네. 당초에 저희들이 오창단지의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나오겠고, 이것은 오창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북대 부지
고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주거공간이 있고 개인주택, 잇달아 공학연구원, 기초공학
지원, 여기에 정보통신진흥재단, 보건복지센타, 섬유품질연구원.

진행자 외국인 단지는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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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쇼트사가 들어온 데고 여기가 일부가 남았어요.

진행자 혹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유치할 때 어떻게?

응답자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게 외자가 있거든요. 외자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

같은 경제통상국인데 진행 국이 따로 있습니다. 권인순지사가 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만기업이랑 한 게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벤처단지입니다. 벤처단지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어가지고 주로

요. 기업체만 시설을 임대해서 쓰지만 엘지화학 같이 큰 데는 자체적으로 다 있지만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2000년도에 할 때 다시... 그다음에 입주를 하는 과정... 이것은 매뉴얼인데 제
가 할 때 매뉴얼 만들어서. 옛날에 저 있을 때 저쪽 경제과에 있을 때 인데 매뉴얼
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하거든요. 상담할 때는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앞
에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케이비에스에서 저번에 취재를 했어요. 일자리 창
출해서. 비디오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실업대책해서 2004년도 저 있을 때.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진행자 다른 단지들에서 많이 오나요?

응답자 예.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건교부건해서. 그거 보시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책자는 제가 있을 때 만든 건데 제 이름만 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오면서 만들어 가지고 2004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애로사항
이 다 있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인데, 이 국장님이 한 것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를 보면 알
겠지만 기업유치가 세일즈잖아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옛날 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
이 낮춰주고 고객입장에 맞춰주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권위적인 것 때문에 처음에 기
업유치 할 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진행자 바쁘실 텐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송창린 관리팀장
시  간 : 2006. 10. 12. PM 4:30~6:00

장  소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상담실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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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벨리에서 팀장 직책을 맡고 계신데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

하고 계시는지 업무를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응답자 법인에서는 관리팀장인데 저는 원래 원주시청 공무원이에요. 저희가 이 단지 조성할

때 초창기에 나와 가지고 단지조성 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전문 법
인을 설립할 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직원들을 뽑고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데스크포스팀이 해체가 됐어요. 시에서 만든. 재단
법인을 만들고 나니 어느 정도 괴도에 올려놨다 싶어서 해체가 됐는데 저만 발을 너
무 깊이 들여놔 가지고 못 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갔는데. 저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시하고의 사람들이 자꾸 바뀌게 되니까 중간에서 옛날
시설부터 내용을 알고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남았는데 저는
초창기 멤버니까. 여기서 직책은 관리팀장인데 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
런 데에서 보면 총무부서 비슷하기도 하고 사업을 예산집행 관리, 고문관리 일부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저희가 단지 조성한 것도 저희가 해서 분양을
하고 기업체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 주고. 그분들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시청에 다른 부서도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 사업 육성을 하니까 기업 중에서는 의료기 생리를 알고 현
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해
서 저희가 그쪽 일을 하죠. 명색은 관리 팀장이니까 기업을 관리해주는 쪽으로. 그리
고 시, 도 하고 행정 기관 쪽으로 조율할 사항 그런 부분들, 법인에 계신 분들도 주
로 민간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다가 채용이 돼서 오신 분들이고, 여기 분들도 있지
만 주로 외지 분들이 많고 하니까 어디 행정 기관 어디 갈려고 해도 잘 못 찾고 하
니까 중간 역할을 맡고 있지요.

진행자 초창기부터 기업 유치나 이런 단지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응답자 2003년 1월 1일부터.

진행자 전에 하시던 업무는 어떤?

응답자 전에는 문화정책 담당이어 가지고 원주시에 문화 중장기적인 업무를 담당했었죠. 그

전에는 기획실에 있었고.

진행자 전에 하시던 업무나 그런 게 기업유치나 관리 같은 지금 하시는 업무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응답자 그렇지요.

진행자 기획하고?

응답자 그거하고 개념은 틀리죠.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주로 기획파트에 많이 근무를 했는데

단지 초창기에는 초기니까 주로 기획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잖아요. 인프라 구
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게 되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면
서 이 업무는 처음 이었어요. 기업에 있는 분들에 생리를 전혀 모르겠고 경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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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전혀 모르겠고 해서 여기 와서 많이 배웠죠.

기업유치 조직 체계

진행자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기업유치 활동 관련해서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응답자 저희가 단지 기업유치 전담조직이 우리 재단에도 있어요. 구성원 이렇게 쭉 나오는

데 재단에 있는 기업유치팀은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팀이 있고, 원주시에
는 업종 불문하고 전반적인 원주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팀이 있고, 2개 팀이 있어
요. 저희가 서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죠. 저희 쪽은 의료기기만 유치하는 팀
이죠.

진행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의료 그쪽 분야로 해서 외부에서 유치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외부조직 같은 것은 있나요?

응답자 외부 조직은 저희가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코트라에 인베스트 코리아인가요, 코트라

조직 내에 거기도 예전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쪽하고도 얘기가 항상 되고. 그 다음에
원주시에 보면 원주 시청에 원주시 투자유치 위원회라고 있어요. 13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지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공장설립을 하게 되고 여기 와서 기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원주에 산단공에 공장설립 지원센타라고 있어요. 산단공이 직원 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서류 대행이나 그런 걸 맡아서 해주셔서 도움을 받지요.

진행자 기업유치 활동 관련해서 업무를 시작하실 때 따로 유치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업유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가 몰

라서 그런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데 재작년인가
산업기술 평가원 주관 교육이었죠. 안산에 가서 교육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명목은 다
른 교육인데 거기에 김행장 법률사무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서 나와 가지고 2, 3시간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국기업 유치나 아니
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기법이나 그때 조금 배운 기억이 있고 다른
교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 진행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성공사례나 해외 단지 같은 건 접하신 적이 없으세요?

응답자 해외는 인터넷에서 자료 광고. 요즘에 해외에 클러스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자료가 들

어와서 대학이나 강단에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고 직접단지를 가
본적은 없었어요. 저희가 2003년도에 와서 기업유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오송도 어
떻게 하나 가봤고, 경남 진사농공단지인가요? 거기가 외국인 전용투자유치단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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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그런 쪽에. 그다음에 외국인 기업유치 때문에 경남을 견학가가지고 했고, 저
희가 임대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7500평이 있어서 성남에도 갔었죠. 성
남에도 씨쿡스라고 하던가? 임대를 주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문을 많이 받
아 가지고 왔지요. 다니면서 먼저 잘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배웠죠.

진행자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업종을 유치를 하는데 그런

유치 대상 기업들이 존재를 할 텐데 대상 기업들에 대한 자료나 기업 명단이나
이런 것은 따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응답자 저희가 해마다 코엑스에서 키맥스를 해요 4월 달에. 저도 2달 만에 처음 가 본 거예

요. 저희는 4일 동안 기업에 다니면서 브로셔를 다 받아가지고 왔죠. 저희 홍보물도
돌리기도 했지만 받아오면서 부스 규모하고 이런 걸 다 메모해 가지고 와서 기업의
재무 재표나 이런 거는 금감원 자료나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
업 재무 재표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서류는 시청에 가있는데 맨 처음에 100개 기
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은 생각안하고 중부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리스트업을 했죠. 그 기업이 어느 쪽에 있으며 그 기업이 새로 지은 기업이냐 새들
어있는 기업이냐를 해 가지고 작년에 새로 지은 기업은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
래된 공장이 있든지 아니면 용인인가 평택, 미군기지 부분에 있다든지 이런 여건을
조사해서 연락하고 찾아다녔죠.

진행자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응답자 3. 4달.

진행자 분류하시다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로...

응답자 의료기기 업종이 규모가 크지 않아요. IT 이런 것은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의료기업

쪽은 메디슨 같은 경우가 1년에 1600억 못해도 500억 300억이래요. 그 중에서도 우
리가 의료기 업종에서도 중견기업, 남에게 세 들어 있는 기업, 창업 보육센터나 이런
곳에서 기술력 있는 걸 분류를 했죠. 중견기업은 단지에다가 유치를 시키고 땅을 매
입해서 들어오게 하고 수도권에서 다른 데 세 들어있고 임대 공장에 들어있는 공장
들은 따로 가 가지고 저희 임대공장을 넓게 주면서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깨끗하고.
그런 걸 분류를 했죠. 저희가 어차피 단지 임대공장 창업부센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타켓을 정해놓고 다했습니다.

진행자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따로?

응답자 해외 기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스트 코리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

이 규모를 크게 하고 저희는 규모가 작고 하니까 잘 안 맞고 김행장도 저희가 얘기
를 해보는데 그쪽에는 중간 커미션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고 하니
까 그걸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대학교 교
수님들하고 학교나 연계되는 부분 또 연구소 쪽으로 해서 그쪽에 어느 기업에 연구
소장. 여기도 지멘스 연구소가 있고, 지인이라든지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멘스,
필립스 이런 쪽으로 뜨문뜨문 접촉을 했었어요. 지금도 부지 하나를 남겨놓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임대 공장은 지멘스 한국 공장 하나는 유치시켰어요. 그거는 국내 기업
하고 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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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나 그러한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응답자 저희는 단지 조성하기 전에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에 대한 홍보를

해가면서 수요 조사를 미리해요. 전국이 다 똑같을 거예요. 희망면적 이런 걸 조사를
하죠. 우리가 10만평을 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22만평 이렇게 들어와요.
조성을 다해놓고 막상 계약을 하자고 하면 반 이상은 그분들이 없어져요. 수요조사
는 하죠. 그거는 다른 데도 그렇고 필수적일 거예요.

진행자 몇 차례?

응답자 저희가 단지하면서 처음에 단지 계획 짜기 전에 단지조성계획을 만들 기전에 수요조

사를 하고, 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또 합니다. 예전 것도
확인할 겸. 보통 3번 정도 해요.

진행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직접 진행을 하시는지?

응답자 직접 진행은 한 번 있었어요.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현장에 모셔다가 한

적이 있었고, 시에서 기업 유치팀에서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도 유
치활동을 하고.

진행자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 상담도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상담 절차나 상담을

해오는 기업들의 관심이나 호감도는 어느 정도고, 요구하는 것들이나 상담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가 되나요?

응답자 무엇을 지원해 줄까를 주로 요구를 하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해줄 수 있는 메리트

얘기를 하죠. 그쪽에서 저희가 수도권 기업이 저희가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1시간 좀 더 걸리는 거리, 고속도로나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뻗쳐
나가면서 이쪽으로 많이 오셔요. 땅값이 공정부지 값이 저렴하고 수도권 인근에 3분
에 1 정도 되니까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시죠.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가치는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원주시가 다른 산업에 우선해
서 의료기 기술을 별도로 육성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쪽에.

진행자 설명회 형식 말고 대상 기업들이 리스트가 각각 있으면 직접 방문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회 외적인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하신적은 있으신가요?

응답자 설명회를 해서 모셔올 정도면 사전에 대략 접촉이 있었고 단순하게 공고나 고지만

해서는 설명회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전시회 같은 데에 참가해서 계속 인사
를 다니고 해마다 가니까 해마다 만나니까 여기 사정도 얘기해 드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야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
가 브로셔를 주면 다 버려요. 처음에 가서 대표들 만나고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놨다가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저희는 편지를 썼어요. 옛날식으로.
편지를 3, 4달에 한 번씩 안부 편지를 썼어요. 별 일 없으시냐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안 오셔도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시더라고.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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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기업유치 활동을 하실 때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 전문이니까 그 업종에 맞는

조성 초기 목적에 의도되는 기업들이 딱 있을 텐데 꼭 이 기업은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타켓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입주 상담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방
식은?

응답자 찾아다닌 적이 꽤 있었는데 보니까 규모가 있어서 큰 기업은 옮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한두 개 기업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가서 요청해
보면 그쪽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초창기에 단
지를 조성해 놓으면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업종에서 상위그룹을 정해
가지고 가장 될 만한 데를 선정을 해서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분들은 다른 데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진행자 원주 같은 경우는 경쟁 단지라고 하면?

응답자 의료기기 단지 쪽에 특별히 경쟁단지라고 할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오송 같은 경우

에 의약품 같은 업종을 하니까. 저희는 의약품이 아닌데 현재 국내에서 어느 한 단
지를 특정하게 의료기기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한 데는 아직 없어요. 저희뿐이지. 앞
으로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몇 개 지자체에서 장기 비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밀
고 있더라고요.

진행자 이천도 그렇고 두 군데 정도가 추진한다고 보도 자료 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입주할 때 혜택 같은 걸 여쭤보겠는데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돼서 특별히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존재하는지?

응답자 예상 질문지에 보니까 혜택이 여기에 있는 것 다 있네요. 다 혜택이 있는데 세제혜

택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자금지원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게 되고 창업주 지원
이나 공업화 지원 정부 구매지원 연구요원 확보지원은 지역 대학하고 협력체제 구축
해서 하고 전시회 참가라든지 해외시장 개최라든지 마케팅 지원 이런 거는 다른 단
지도 다 시책은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랄까 기업 활동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만족하느냐지. 저희가 조금 특이한 게 업종이 다양해요. 대단
위 단지는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한 가지 업종이잖아요. 의료기기 업종 중
에서도 저희가 특화시킨 게. 의료기기가 몇 백 가지 되는데 저희는 전자의료기기. 공
장기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서 써포트를 못해준다고 해서 받지 않아요. 전자의
료기기 쪽. 의료기기 쪽에서도 아주 폭을 좁혀서 특화시켰거든요. 정부시책 여기에
창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료기기 쪽만 하니까 실예로 보면 경기도
단지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어떠한 지원자금을 얻냐면, 경쟁력이 거기서는
천만원을 가지고 대상자가 100개 기업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천만원을 가지고 대상
기업이 10개가 되는. 저희가 재작년에 혁신 크로스터가 지정되면서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프로그램 자금이 나오게 되니까 의료기기 업종만 나오니까 물론 다른 업종에서
는 좋아하지 않지만 의료기기 업체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경기도 어디 다른 지역이
나 타 시, 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기기만 따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자금을 따로 만들어 놨다든지 펀드를 만든 다든지 그게 없으니까 그 의료기기 업종
에 대해서만 메리트죠. 다른 업종에서 보기에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 해당사항은
다른 데에도 해당되겠지만 공동시설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단지도 이
런 거는 다 갖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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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요즘에 이런 클러스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산학연간 협력 체제 구축이나 클

러스터 직접 효과나 연구소간에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기
업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들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입주상담을 하는 걸로 느끼시는지?

응답자 예.

진행자 조직 안에서는 그걸 위해서 계획 같은 거나 알앤디를 연결시켜준다거나 그런

거는?

응답자 저희가 혁신 크러스터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이쪽에서 일종의 매니저나 브로커 역할

을 한다고 할까요, 허브역할을 한다고 할까. 대학하고 기업하고의 연결, 기업과 기업
간에 연결, 기업과 부품업체 연결, 중앙단위 연구소면 중앙단위연구소와의 연결, 그
업무를 이 클러스터 추진단에서 하고 있지요. 주 업무가 그거예요. 저는 공무원이라
고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행정 쪽에 해당하면 기업체 쪽은 공무원이 잘 못해요. 규
정에 나와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 클러스터에 계신 분들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나 마케팅 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섭회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기업의 생리를 가장
잘 알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 쪽에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몰려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면 그분들이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해요.

진행자 입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인센티브 중에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방금 말씀하신 클러스터 직접 효과도 있을 텐데 실제로 유치활동
을 해보시면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응답자 저희가 다른 단지하고 틀려서 다른 단지는 공단이 크게 먼저 조성되어서 공장이 들

어오고 주변에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하는데 저희는 반대예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먼저 시작하고 공장이 나중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국내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저희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런 단지가 거의 없고, 공단이 먼저 조성하
고 나머지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게 먼저 되면서 공장을 불러오는 형태거든요. 저
희가 대학하고 연구소는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한 것, 그 다음에 대학이나 지역에 있
는 실업계고등학교, 직업훈련원에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과라든지
의료기기전자과라든지 이런 걸 먼저 심사해서 인력 양성을 먼저 시키고, 클러스터
혁신 쪽으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기 업종에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알앤디나 마케팅
이라든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하고, 인력 양성을 해서 지
원해주고 클러스터 사업에 의한 기업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핵심이
지요.

진행자 대학이 그런 걸 먼저 추진을 했었는데, 연세대 쪽도 있고 원주 쪽에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응답자 전문대학까지 5개 있지요.

진행자 전체 대학과 골고루 협력을 하시는지 주로 연구업무나 이런 것은 이쪽 연세대



- 372 -

쪽만?

응답자 처음에 시작은 연세대 쪽만 시작했는데, 연세대는 전자의료기, 상지대는 한의학 쪽으

로 특허가 되어 있으니까 한방의료기기, 한라대는 옛날에 한라그룹 회사면서 자동차
쪽이에요. 저희는 한라대쪽에서는 환자 이송장비나 실버의료기기로 해서 대학별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진행자 다른 지역에 단지들 보면 대학과 산학연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대학을

유치하거나 특정과를 신설하거나 그런 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
는 미리 그게 구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신설한다거나 그
런 계획은 없겠네요?

응답자 연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의공학부가 있어서 의료기기 쪽에 아예, 연대의공학부는

아시아 최초로 78년에 생겨 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상지대나 그런 쪽은 그게 없었는
데 재작년에 한방의료기기 공학과가 신설을 했지요. 한라대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학기에 생기죠. 의료기기 메카트로닉스학과인가. 그걸 만들고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
는 재작년에 의료전자과라는 기능 인력 양성과를 만들었고,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도 의료전자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주변대학들이 의료전자과, 의료정
보과, 의료전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늘려나가고 있어요. 분야별로. 의료라는 게
의료도 해당되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는 의료디자인. 디자인학과가 의
료디자인으로 특화를 시키는 거야, 학과를. 그런 쪽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
요.

진행자 원주 같은 경우는 대외 홍보를 보면 이미지 같은 게 좋게 알려져 있고, 관련

자료를 일반인들이 찾는데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응답자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는데.

진행자 단지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따로 하시는지?

응답자 그거는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를 위해서 일부러 언

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속된말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저희가 어차피 지역에 전국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관해서 대상으로 홍보를 해 갖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료기기라는 한 분야기 때문에 거기만 잘 알고 그 분들의 사정만 알면 되니
까 따로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고. 특별히 우리를 나타내고자 따로 홍보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일을 잘하면 다른 분들이 취재하러 오는 것은 어
쩔 수 없지만 일부러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자 현재도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과학산업단지의 특성으로 보면

특정 업종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런 업종의 입주기준이 있는데, 원주에서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주 심사를 위해서 입주 심사 결정
을 하는 조직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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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땅이 빈 공간 부지가 있어도 일단은 심사를 해요. 당연히 심사위원회는 구성해야죠.

전문가 분을 7, 8분 정도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관련된 연
구 교수나 별도로 모셔다가 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태라든지 해 가지고 입주 심
의위원회가 있고, 기업이 들어올 때 저희 시책하는 것하고 부합되는 곳인지 기업 내
용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심의하죠. 부지가 있어도 우리한테 맞지 않으
면 사양을 하죠.

진행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약간 성격이 맞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응답자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룰을 깨고 나가면 다른

데에서 평등이나 차별을 주장하고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변기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장 세워서 만들 때
에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칩 들어가는 게 이 칩이 핸드폰
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기에 들어가는 칩은 5%고 핸드폰
에 들어가는 칩은 95%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이름하고 전혀 다른. 그분들
이 나중에는 다 나가셨는데 저희가 그걸 일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분에 탄력이라는 것은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발전
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지 다른 업종에 탄력성이나 그런 것은 융통성을 거의
부리지 않아요.

진행자 조금 전에 입주했다가 다시 나간 기업의 사례가 있었는데, 입주 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가게 되면.

응답자 그분들이 안 맞아서 나갔다기보다는 사업이 안 돼서. 저희가 어차피 들어올 때는 원

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었고, 그분들이 기업 사정이 안 좋아서 나갔지. 결국은 부
도가 나서 나갔지. 지금도 다른 데에서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기업이 2개 정도 있었
어요. 몇 십개 중에.

진행자 입주심사 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있으시던데 여러 기업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응답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의료기기 우리 지역에서 추구하는 것과 맞는 거냐. 그런

분야의 회사냐. 또 그 분야가 앞으로 미래에 전략이 확실하게 서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회사냐를 따져요. 그리고 지역에서 알앤디 인력이나 인력 공급을 우리 쪽에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냐.

진행자 오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뷰를 가보니까 입주가 한 회사가 요구하는

필지가 있으면, 거기에 희망하는 기업이 여러 곳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해
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하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응답자 그런 게 있었지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책에 맞느냐 안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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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런 기업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제조업 매출이 큰
기업을 일단 먼저 꼽으면서 그 기업이 어느 시기에 우리 단지에 입주할 거냐. 아무
리 규모가 커도 5년 뒤에 입주하면 안 받고 그것보다 작아도 내년에 입주한다고 하
면 받고.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면 미래 발전성이나 기술력에 성장성이 있느
냐 없느냐를 따져서 받았어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진행자 원하는 필지 때문에 경쟁이 되는 상황인가요?

응답자 그렇죠.

진행자 다른 옆에 필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 하거나 이런 식에 대한 거는?

응답자 그런 거는 해서 가고하는데 이 필지가 거의 차갈 때 세 필지 밖에 안 남았는데 10개

회사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어느 한 필지를 가지고 몇 개
기업이 경합을 하는 것은 없었지요.

진행자 기업유치 활동을 할 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홍보할 때 제일 효과가

좋은 홍보 방안이?

응답자 클러스터 지원 시책이라든지.

진행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경험을 하시기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제

일 있더라 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있나요?

응답자 우선 기업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원시책을 많이 따져요. 그 지역에서 기업이 내려왔

을 때 기업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종업원들이 따라 내려와서 무난하게 생활
할 수 있나 없나. 유치 대상이 저희가 수도권 대상이니까 정주 여건을 많이 따지시
더라고요. 30%는 사표 내고 안 오고 70%만 온다든지 어떤 회사는 50% 밖에 안 된
다든지, 특히 중간 인력이나 전문 인력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저희도 찾아가고할 때
직접 가서 아이알 지역 여건에 대해서 종업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제일 먼저는 CEO가 결정하기 때문에 CEO가 여기 내
려왔을 때 어떤 지원 시책이 있는지, 또 지역 여건상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메
리트가 있는 건지 그것하고 정주여건.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주택을 구하기 쉽다든
지 자녀 학교를 보내기 쉽다든지 그런 여건이 중요하더라고. 또 아무리 환경이 좋아
도 이분들이 울진이나 어디 산골 가서 공장 못 짓거든요. 지리적 여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진행자 유치 활동하시다가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텐데 행정적인 처리나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하거나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려운 점은?

응답자 정부 쪽은 비슷한 여건에서 해주는데 요즘 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니 이런 얘기가 나

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부 시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을 분산화 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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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려운 점이라면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멀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려오면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지요.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서 얘
기해 보면 강원도하면 멀다고 얘기해요.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것보다 저희 원주 오는
것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휴가철이나 이런 때에 올 때 막히는 걸 생각해 가지고
무지하게 막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진행자 어제 강릉 가봤는데 거리상으로 멀다는 이미지 때문에 활동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고요.

응답자 강릉 직원 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는데 강릉이 힘들죠.

진행자 거기서 부산이나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들도, 거리상으로는 더 먼데에서 왔는데

도 강릉에서 왔다고 하면 먼데에서 왔냐고 하더라고요. 지역이미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세요.

응답자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부지를 크게 원하는 데는 강원도가 지역 여건상 넓은 부지 같

은 것은 크게 공단 조성을 못해서 가끔 부지가 부족하다든지 기업체들이 원하는 면
적을 보기 좋게 잘라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반월, 시화 가보셨지만 편편한
자리를 구획만 지어놨잖아요. 강원도는 단차(지면의 높이 차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러니까 조금 여건이 나쁘죠.

진행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기업유치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만족스럽다’ 라는 정도까지 온 건지 어떤 부분에서 ‘미흡
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자 아직 멀었죠. 기업체가 60개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98년도에 시작할 때는 기

업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2003년도 올 때에도 기업이 25개, 30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임대공장이 들어있는. 그때 단지가 특별한 게 없었죠. 지금 그래 가지고 총
60개 있거든요. 단지 규모가 맞으면 150개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단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단지 조성을 하다가 조금 작게 한 거예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요즘에는 기업이 오신다고 문의가 오는데 땅이 없어서 못 판 거예요.

진행자 행복한 고민이네요.

응답자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답답하죠. 그래서 단지조성을 시 쪽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요

즘 단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정부 들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민들도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땅값을
많이 받으면 수도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부지 선정하는 사람들은 돈이 적게 들
어가야 되니까. 저희 원주는 부지가 없어서 못 받는 편이라 답답하죠.

진행자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경험상으로 느끼실 때 이런 부분을 잘 효과

적으로 운영을 하면 기업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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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제가 보기에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강릉도 있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

체 모든 지자체나 모든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
하는 분들이 서울 공항이 가깝다든지 외국 수출하는 기업은 공항이나 항만이 가까워
야 할 테고. 자기네 지역 여건을 생각하고 교통이 고속도로에 30분을 더 들어간다든
지. 저희 부지도 공단자리를 구하다보니까 여기 구석에 갖다 놔야 돼요. 우선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단을 제대로 된 자리에다가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공단을 조성하
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에 맞게 타켓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 공단을 조성하면 어떤 업종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범위를 좁혀서 타켓
기준도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유치하러 다녀야지. 저희도 기업 유치 부서가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있는 대상 기업을 유치대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넓어 가지고 감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야를 타켓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행자 꼭 중요하다 라고 하면 입지적인 거나 타켓 기업을.

응답자 업종이나 이런 걸 지역의 여건에 맡고 우리 지역에 이런 업종이나 이런 걸 육성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분
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인력 조달도 해줘야 되고 정주 여건도 돼야 되고 주택이나
이런 것도. 그걸 실정을 감안해서 유치를 해야지 갑자기 대기업을 유치해온다 그런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강원도나 충청도나 오지
쪽으로 멀리 갈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해외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따로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응답자 해외기업 유치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인베스트코리아 그런 쪽으로 의료기

기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브로셔, 지원단에 보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계되어 있으
니까 인맥으로 하는 거죠. 해외 기업이나 그쪽에 담당자를 모아놓고 아이알을 한다
든가 그렇지도 않고 그런 규모도 안 되고 인맥 쪽으로.

진행자 홈페이지를 보면 11월 2일 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공고가 있던데.

응답자 그거는 기업 유치가 아니고 제품판매.

진행자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있나요?

응답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멘스.

인식 정도

진행자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요즘에 추진 중에 있는게 과학산

업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달라야 된다 라고 느끼시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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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점에서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라야 되겠다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응답자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면 일단은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컨셉이 그냥 과학산업단

지라고 해놓고 제지 업종부터 아이티 업종까지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과학단지라
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그렇다고 굴뚝기업이 미래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제는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
는 업종을 압축시켜서 거기에 맞는 단지를 만들어야 명칭을 붙일 수 있지 않나 싶네
요.

진행자 일반 단지나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나 방식 같은 것도

조금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면 거기에 맞는 타켓 기업을 선정해야 하

니까 그 부분만 다를 뿐이죠. 일반 단지는 통보해놓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
는 기업은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과학단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행자 일단은 준비된 질문들은 거의 다 끝났는 데요 따로 원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

서 장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경험상 이런 업무를 하시다가 느끼신 거나 좀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자 특별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단지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단지마다 주제를

정하고 타켓을 정하고 해서 활동이 되는. 단지도 그렇고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전국에 지자체가 기업체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기업 여건
에 따라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방 보면 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
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전부다 기업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업할 만한 곳은 기업을 하고 아주 옛날 산골 식으로 옛
날 전통 쪽으로 갈 지역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또 정부 시책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료기
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의료기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그걸
할 자격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요즘에 보면 어느 지역이면 지역, 어
느 산업이면 산업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집중 육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송이 단지
가 하나 있는데 오송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도 만들고 강원도 강릉
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게 잘될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에요.

진행자 단지가 그렇게 많이 생기다보니까 단지별로도 경쟁이 붙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기업 유치를 타 도에 빼앗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그거야 어차피 사회가 경쟁 사회니까 그럴 수 있고, 기업은 그런 마당이 많으면 굴

러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진행자 원주 단지와 관련된 외부 기관이 많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는 문

제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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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미니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미니클러스터 조성

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워크샵이라고 할까요. 이걸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잘 되고 여기에 있는 지역 대학하고 정부 관련 연구소
하고 협의가 잘 되고 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쪽에서 원주의료기에 클
러스터가 잘되는 편이다, 수범사례다 이런 식으로 근래에 와서 나오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협력을 잘해주세요.

진행자 그렇군요.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응답자 48세.

진행자 전공 같은 것은?

응답자 행정학 했어요.

진행자 학부로?

응답자 예.

진행자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in-depth interview

응답자 :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진호천
시  간 : 2006. 10. 16. PM 2:00~3:20

장  소 : 전라북도청
진  행 : 현대리서치 연구소 김무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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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전주과학산업단지를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선생님께서 단지 안에서 기

업 유치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 도청에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조직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자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익산이랑 완주 톨게이트에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

서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그쪽이 가격이 싸요. 평당 28만원 분양가로하고 전국 과
학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싼 메리트가 있고 이게 주거용 복합단지예요. 산업단지 내
에 아파트, 호수 공원 위락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진행자 홈페이지를 찾아보다보니까 1단지 2단지 구분되어 있던데?

응답자 원래 통칭 적으로 단지는 전주산업단지예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랑 완주산업단지

랑 인접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1단지 2단지라는 통칭을 썼는데, 지금은 전주산업단
지, 전주과학산업단지로 명칭이 갈라져있어요.

진행자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응답자 투자유치과라는 기업유치전담부서가 있어요. 기업유치계, 외자유치계, 전담산업유치

계 3개의 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진행자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응답자 저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게 기업유치 전반적인 유치업무랑 과학산업단지 분양업무,

수도권 관련 지방이전 업무, 특히 산자부랑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했을 경우 국비지원이 나와요. 그 국비지원에 대한 신청, 심의, 보조금지원업무
까지 하고 있어요.

진행자 이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나요?

응답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애로 헬프팀을 했었어요. 현장기업체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기

업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돌아다니
면서 해결사항이나 아니면 주로 기업 민원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진행자 이 업무를 시작하신지는?

응답자 올 1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정도 됐어요.

진행자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청 내에서는 기업유치계가 3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부 조직 말고 외부에서 따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기관 같이 협
력할 수 있는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응답자 기업유치 자체가 지방으로서는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단지 관내에서 만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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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가령 도내에도 상공회의소 내에 기업유치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이 있고 그
리고 전라북도 유관기관이라고 가령 전략산업기획단,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 신용보
증재단, 전라북도 지원교육센타 내에 별도로 기업유치 전담 티에프팀이 짜여져 있어
요. 그래서 가령 도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유
관기관에서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위주의 기업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진행자 도청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응답자 10여명 이상은 가능할 거예요. 외부까지 합치면 유관기관 티에프팀까지 합치면 50명

정도 될 거예요.

진행자 기업유치 활동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맡으시기 전에 따로 교육이나 연수 같은 기

회가 있었나요?

응답자 없었어요. 실제로 기업유치관련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산자부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업이전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1박 2일하
니까 2틀에서 3일 정도 받았다고 하면 맞을 거예요.

진행자 전에 하시던 업무랑 연관이 없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생소한 업무라고 느끼셨겠

네요?

응답자 그렇죠. 기업유치활동이 공문으로서 하기에는 대부분 보면 정적인 게 많은 데 기업

유치활동은 동적인 업무가 많아요. 업체를 찾아다니거나 기업유치 하는 업체에 직접
가서 현장 상담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외부로 출장 나
가고 업체 상담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일이 외근 근무가 많아요.

진행자 처음에 업무 맡아서 하다보면 자료도 필요하고 기업유치노하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은 있나요?

응답자 기업에서 투자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의 비공개사항이라서 실제로 노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산자부
나 아니면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하는 수준이
지 실제로 고급정보 자체를 기업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
자체는 정보 자체가 인적관계나 아니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행자 성공 사례나 다른 단지들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 이런 것들은 찾아보십니까?

응답자 성공사례도 많이 찾아봤고, 특히 현재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기계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전국에도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잘되고 있어
울산은 자동차나 조선 산업 잘된 시도를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382 -

진행자 전주는 과학산업단지라고 조성되는 데 자동차 관련?

응답자 예. 전주산업단지는 기계 및 자동차업종으로 특화를 시켰어요. 입주 업체의 근70%

이상이 기계 및 자동차 업종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진행자 처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조성을 했다가 업종을 조금 변경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응답자 실제로 과학산업단지 만들 때는 음식품 산업이나 화학산업품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음식료나 화학산업 자체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도 없고, 입주할 만한 업체
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화학업체는 공해산업이다 보니까 민원업무에 시달리거든요.
가령 작년이었구나, 주물공장 하나가 전주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려다가 주민들이 3
개월 이상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포기했거든요. 화학이나 식품산업군 자
체가 실제로 입주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이번에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 및 자동차산업 위주로 변경을 했어요.

진행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이 업종을 기본으로 하고 주 심사도 기계 및

자동차에 한정을 해서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응답자 지금 같은 경우 작년에 전주산업단지에 엘에스전선이라고 온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

까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근20여개 업체가 30% 정도가 엘에스전선 협력업체예요. 그
협력업체는 엘에스전선에서 협력업체 확인증을 받으면 따로 심사를 안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진행하기로 했어요. 가령 엘에스전선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인 입주 심사를 하는데 가령 엘에스전선이라든가 그 옆에 바로 현대자동
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나 지엠자동차가 군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확
인증만 있으면 입주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어요.

진행자 초창기 때에 기업유치활동을 하실 때 업종이 맞는 기업들을 알고, 유치 활동을

하셔야 할 텐데 대상 기업이나 업종에 맞는 기업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걸 어떻
게 확보하셨는지?

응답자 지금 데이타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보

니까 공개된 데이터도 없고, 해서 천상 그런 인맥 관계를 유지해서 아니면 우리 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어떤 업체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는 내용
을 습득했고,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에 보면 예전에 삼성그룹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
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투자유치위원으로는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런 정
보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진행자 여기도 대상 기업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떤

위주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활동을 하셨는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처
음에 잘 안 돼서 중소기업위주로 바꿨다가 임대 단지도 새로 조성하면서 활성화
되고, 점점 더 커지면서 알려지고 대기업도 같이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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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그만한 협력업체도 오고 파급효과가 커요.

보통 엘에스전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에스전선이 전라북도로 오는 데 10년 걸렸어
요. 최종 목표는 대기업을 잡되 마냥 대기업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와 관련된 기계 및 자동차 관련된 중소기업업체로 유치활동을 했는데 우선궁극적
인 목표는 대기업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전략은 대기업유치, 전술적인 거라면 기계
자동차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눌 필요는 없었고, 목표는 대기업
이었는데 유치가 안 돼서 중소기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진행자 대상기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면 기업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이 요구

하는 걸 알게 되는 조사가 있을 텐데 수요조사의 경험이 있으신지?

응답자 실제로 수요조사를 몇 번 해봤어요. 반월이나 시화 국가단지 위주로 자동차 기계업

체들한테 설문조사도 보내고 해봤어요. 전라북도에 대한 설명책자도 보내보고 지원
책도 소개해주고 혹시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냐 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00개 업체 이런 곳에 메일을 발송하면 1개나 2개밖에 답변이
안 와요. 실제로 이전을 한다 라는 업체도 2개 업체 이하예요.

진행자 조사는 외주를 안주고 내부에서 진행하셨어요?

응답자 예, 내부에서 진행했어요.

진행자 기업들 반응도 안 좋으셨겠네요?

응답자 예. 보내고 나면 답변도 안 오더라고요. 3차례정도 했어요. 실제로 과학산업단지 수

요조사는 지금 그게 한국과학산업단지가 1997년도부터인가 조성이 되고 했으니까 수
요조사는 94년이나 93년쯤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쯤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희는
수요조사 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업유치를 하려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설문조사 업체가 답변이 안 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진행자 기업유치 들어갈 때 설명회를 하거든요.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하셨고, 홍보활동

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셨는지?

응답자 현재 투자설명회는 작년에는 3번을 했었어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설명회, 지엠대우

자동차, 인천 투자설명회, 엘에스전선 협력업체 군포설명회 3건에 이뤄졌었고, 작년
에는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산
자부 주관으로 투자설명회를 조직을 짜서 올해 9월 달에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11월 달에 지역 혁신박람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데 산자부 주관으로 지역 혁신
박람회 때 지방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건 잡혀있고, 저희 도 개별
적으로는 저번 주에 두산 인프라코어 엠오유를 체결을 했거든요. 인천에 있는. 그래
서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 협력 업체 투자 설명회를 다음 달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짜
놨어요.

진행자 예전에 진행하셨던 설명회 중에서 하게 되면 기업 상담도 동시에 이뤄질 것 같은

데 그때 반응은 어느 정도였고,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셨는지?



- 384 -

응답자 저희가 타켓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가령 지엠대우라든지, 엘에스전선이라든지 협력

업체를 타켓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설명회보다는 호응도가 좋았어요. 모기
업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되는 절박감 또는 호응도는 좋은데
약간에 저희가 부족했던 사항이라면 직접 그런 걸 하다보면 홍보자료 같은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외주 제작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어야 했는데, 기업유치가 활성화 된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에도 변변한 투자설명 자료 자체가 부
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작한 걸로 가다보니까 홍보 면에서도 질적으로 떨
어지는 면도 있고, 또 그 당시 당시마다 급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도 많이 부실
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단점으로 생각이 돼요.

진행자 여기 도내에서 진행하시는 설명회나 홍보활동 말고, 외부 기관에서 활동도 있다

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진행하는 홍보활동이나 기업유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아시나요?

응답자 현재 기업유치활동을 주관할 만한 중앙부처로는 산업자원부 그리고 건설교통부 그리

고 한국산업단지공단 3 개가 중앙부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산업자원부가 대
부분 자체 산업자원부 내에 기업이전지원팀이 있어요. 이전지원팀 주관으로 행사업
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1년에 5번을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위주의 투자설명회는 3
건,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1건에서2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진행자 중앙부처 협력하에 설명회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은 쉬운 편이신가요?

응답자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보조금제도가 있어요. 가령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에는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담당부서가 산업지원부서예요. 기업유치와 관
련돼서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관련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과의 교류는 잦다고
봐요. 매 분기별로 회의도 갖거든요 그 회의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중앙부처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진행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

자유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설명회나 개인적으로 도 차원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설명회를 하는 게 기업유치 하는데 효과가 더 있다
고 보시나요?

응답자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설명회할 때 안와요. 왜냐면 자기네 개인정보도 중

요한 정보기 때문에 투자설명회에 와서 노출되는 걸 꺼려해요. 방문하는 업체들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고급정보는 인맥으로 나오기 때문에 삼성그룹이나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의 정보가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요.

진행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엠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

인가요?

응답자 지금 군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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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삼성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라북도가 전국 유일하게 삼성그룹이 없어요. 강원도랑 전라북도는 없다고 들었어

요. 그래서 전북 부지사님을 공개로 뽑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있던 상무님
을 저희가 영임을 했어요 삼성그룹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하려고. 그래서 삼성그룹
을 최종 타켓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유치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어요. 가령 저희 삼
성그룹에 오신 정무부지사님께서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삼성그룹인사들과 정기적인
인사도 하고 있고, 기업유치전문위원을 통해서 삼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데 아직은 부지사님께서도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유치하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삼
성 같은 곳에서 기업 이전을 계획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유치를 하자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어요.

진행자 공을 들이기 위해서 현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계속 공을 들여서 성공을 하셨

는데, 삼성도 한참 진행 중에 계시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점들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대상 기업을 입주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실패한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응답자 우선적으로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멀 잖아요. 특히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전, 특히 충남권까지는 가깝다. 그런데 충남을 넘어가면 너무 멀다. 특히
경상도, 전라남도, 북도 등 대전 밑으로는 기업이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수도권과 멀리 있다는 점, 물류비가 많이 든다, 인프
라가 안 되어 있다. 변변한 학교가 제대로 있지 않다, 근로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한
다는 게 문제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인프라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삼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정무부지사님께서
들은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는 인프라가 없어서 못 온데요. 제대로 근로자들 자녀들
이 와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나 문화시설이 되어 있나 극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수도권과 멀다는 것.

진행자 실제로 제가 내려와 보니까 거리상은 멀지 않고.

응답자 수도권과 가까이 있어야 만이 가장 큰 메리트라는 점이죠.

진행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대학교나 협력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북

대도 있을 테고. 그런 학교들과 단지 내에서 협력이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알엔
디 쪽으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응답자 저희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은 대학 따로 놀고, 기업은 기업 따로 노는 거

예요. 따로따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기업체에서 학교에 어떤 기
술개발을 의뢰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개발을 의뢰할 만한 기업체가 없어요. 기
업 연구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의뢰할 곳도
없어요. 학교는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연구개발해서 그 자체로 소장이 되어 버
리더라고요. 그게 기술로 상용되고 업체에 가서 그게 상용화 되어야 하는데 단절되
어 있어요.

진행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혁신 단지나 첨단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학연 연

계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연구사업이나 생산사업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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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노리고 산업단지 같은 걸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런 연
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렵다면 앞으로 단지 내에 입주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산학연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응답자 현재 그래서 군산에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라든지 군산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군산클러스터 추진단이라고 산학연 연계 추진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작년
인가 재작년인가 조직이 됐을 거예요. 정부에서 특화된 단지에는 클러스터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산학연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을 했는데, 군산은 그래도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 특화를 위해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어요. 군산은 잘 되고 있는데, 이곳 전주라든지
익산, 완주 쪽이 클러스터 추진단이 없어요. 그게 많이 부족하고 아마 군산과 다르게
전주, 익산, 완주 지역에서 그런 산학연이 강조가 되려면 아까 기업 위주의 조직이
설립이 되어야 돼요. 가령 기업에서 자금을 줄 테니까 학교에서 연구를 해달라라는
식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학교 차원에서 상용화해 줄 테니까 기업에서 이것을 만들
어 달라 라는 수요자 중심적인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진행자 자료를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하게 되

면 산학연 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도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 같은 경우
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단지에 입주를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
에서 보면 기존에 주워지고 있는 인센티브 외적인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
데? 쉽게 기업유치 활동을 하실 때 대상 기업들이 이 단지에 들어와서 그런 효과
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문의가 있나요?

응답자 현재 전주과학산업단지는 10만평을 연구단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 곳에서 알앤디 센

터를 유치를 하고, 알앤디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로 연구단지 부지는 10만평을 조성을 했는데 단 1%나 2%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어
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추구했던 알앤디와 기업체간의 네트워크 자체가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기업체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해요. 전주산업단지에 들
어왔을 경우 기술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는 따로 그런 건 만든 게 없고, 전북대학교 기술산학협력단이랑 연계를 해서 기업들
의 기술 애로나 신기술 관련해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요청해 주는 경
우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기술이나 대학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
는 기술방안에 대해서 기업체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진행자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알앤디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저조하니까 그쪽 부분

에 입주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응답자 그런데 저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대전에 대덕특구가 있지요. 그 특구가 너무 잘 되

다보니까 지방까지 안 와요. 연구소의 가장 특징이 직접화가 되어 있는 걸 가장 좋
아하더라고요. 단지 연구소 자체가 한두 개만 있어서는 연구소의 그런 역할 자체가
없데요. 그래서 대전도 연구단지가 직접화되어 있는 건데 전주도 실제로 10만평 조
성해 놨는데 온다는 업체가 없어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대전까지는 와도 전주까
지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런 연구 단지는 대규모의 시와 인접한
지역에 아니면 시 내부에 있는 게 가장 최적의 적합지인 것 같아요. 가령 대덕 단지
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것처럼 전주시가 그래도 규모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크거든
요. 전주 시내에 연구 단지를 조성해 버리면 아마 업체 입장에서는 연구소 이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할 거예요. 전주과학산업단지는 명칭만 전주일 뿐이지 완
주에 있어요. 전주랑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이전하고 싶다는 업체도 왜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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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산업단지가 완주에 있냐고 물어보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규모가 큰 시내에 알앤디 연구소 부지가 갖춰져 있다면 현
재보다는 메리트가 많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어떻게 보면 전주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연구기관 자체를

유치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머지 생산업체나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고 보는데 그 점에서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응답자 예.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는 연구소는 여기에 안 있고 수도권에 있고 경상도 울

산에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소자체는 제조는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쉽지
않데요. 연구소는 따로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연구 인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
조업은 이전하고 연구소는 이전 안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엘에스전선도
군포에 있는 공장은 모두 이전했는데 연구소는 있어요. 연구소는 굳이 내려올 이유
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전주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했을 때 제공되는 혜택이 기존에 다른 타 지

역에서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테고, 전주
시 만의 특화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응답자 현재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타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했을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
우에는 국가에서 5%의 보조금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이 있어요. 5년간 법인
세면제라든지 취득세 법인세 면제라든지 세제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가장 큰 메리트
고 전주과학산업단지 만의 세제혜택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전주과학산업단
지업체가 이전했을 경우 은행에서 자금을 할 경우 현재 최고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금의 10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토지매입비에 100%. 대부
분 70% 80%에서 토지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학산업단지는 100%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 말고는 과학산업단지의 지원 혜택은 없어요. 가령
예전에 정읍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특별지구라고 해서 저리의 융자 지원이 가능했는
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적용을 안 하고 있
어요.

진행자 강릉 같이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 같은 것도. 자녀가 입주했을 때에 기업

의 자녀들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더라고
요.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지에 이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송 같이 큰 사업 단지나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라서 업종은 다
르기는 하지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제고나 이
런 걸 위해서 언론활동이나 자체적으로 따로 홍보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시행사가 한국토지공사에요.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했어요. 그러

다보니까 광고물도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호남고속도로 익산 아이씨에 가보면 표지판
이 있어요. 전주과학산업단지 분양 관련된 홍보라든지 그쪽 현수막을 걸어놓고 활동
하고 있고, 과학산업단지가 분양한지 4, 5년 정도 됐어요. 최초 분양 초기 당시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은 분양률이 80% 이상 육박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업체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굳이
홍보는 자체적인 토지공사 내에서의 홍보만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 홍보는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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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진행자 기업유치활동을 하시다보면 홍보 활동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을 텐데 들어와 있

는 기업의 경우를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기업이 이전 의사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기업이라고 해서 업체마다 달라요.특히 대기업은 세제혜택을 가장 큰메리트로 보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가장 큰 메리트로 보고 있어요. 대기업은 법인
세가 있어요. 법인세가 순이익에 30%를 내고 있는데 법인세에 5년간 차감액이면 지
방으로 이전한 투자금액의 본전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순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중소기업 입
장에서는 실제로 순이익이 작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인센티브를 가장 메
리트로 갖고 있어요.

진행자 기업유치활동을 초창기 때에 입주 분양도 하고 계시겠지만 입주심사 과정이 궁금

하고요, 입주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구성된 조직들이 있는
지?

응답자 입주심사도 초창기에는 까다롭게 했었어요. 실제로 입주 심사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

어서 아마 입주 심사 위원회가 5, 6명 정도였을 거예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
사 그런 기업유치 전문님들이 모여서 조직을 짜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분양이 거
의 다 된 상태라서 입주심사위원회를 따로 개최를 안 하고 협력업체라고 하면 협력
업체 확인서를 직접 모기업한테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진행자 초창기 때에 보도 자료를 보면 한참 초기에 IMF도 있었고 해서 입주가 저조하다

가 임대 단지도 조성을 하고 중소기업으로 유치활동이 전개되면서 활기를 튀기
시작해서 입주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입주심사를 했을 때 입
주 계획도 있었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도 있었고, 그럴 때 보면 입주심사 과정에
서 당초 지정해 놨던 업종 말고 계획 변경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입주
심사 과정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응답자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입주심사를 할 필요가 없던 게 자동차산업으로 특화가 되어 있

어요. 특별히 전주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없었고 그 밑에
있는 완주산업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케이씨씨라고 페인트 공장이 처음에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입주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입주심사 입장에서는 기업을 도우는 게 그 사람 입장
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 여러 개가 오는 곳이 좋지 않
겠냐. 최대한 업체에 얘기해서 공해나 폐수나 환경오염은 사전차단을 통해서 유치를
하자라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한
때는 길어지면 실제로 요즘은 민원발생소지 때문에 입주심사가 한 번씩 길어지고 나
면 계속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에스전선이 금속으
로 주조를 가하는 업체인데 금속 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3개월 동안
반대를 했어요. 한번씩 입주심의 자체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를 해
라라고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업체의 경우에는 아마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될 거예
요. 민원인들 조정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기업에서 빨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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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고 싶은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행자 입주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권한은. 입주 심사 과정이 길게 든 적게 든 절차

는 있을 텐데. 아까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확인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최
종적으로 입주 결정을 판단을 해주는 거는 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심사위 그런 쪽
에서 따로 하나요?

응답자 특별히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업체일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개최를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공인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심사를 안 하더
라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과학산업단지 입주에 적접한 입주라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안 하고 직접 입주계약을 하고 있어요.

진행자 입주심사과정이나 입주하는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알앤디

기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아까 알앤디나 이런 기업들은 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생각하시기
에 입주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핵심적인 요소, 어떤 분야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왔으면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었나요?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
던?

응답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가 기계 및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모든 산업단

지를 기계 및 자동차업체를 유치하는데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이라든지
완주라든지 전주 과학산업단지도 거의 기계 자동차위주업체로 진행을 하고, 자동차
업체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보면 다른 업체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화학이나 그런
업체, 특히 80-90년대는 화학업체를 많이 유치했는데 실제로 파급효과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및 자동차 업체로 특화시킨 후에는 화학업체는 규정을 까다롭게 두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두고 있어요.

진행자 기계 자동차산업이라고 하면 거의 생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과학산업단지

의 성격상 알앤디 기능,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들이 내려왔을 때 그거
는 거의 우선 입주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응답자 특화된 알앤디가 된다면 저희는 환영하죠. 그런데 안 와서 그렇죠. 입주하기를 원하

니까 저희는 무조건 받아들일 의향이 있지요.

진행자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응답자 83%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도에서는 관리권자가 도고 분양 계약자는

토지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분 체결을 해
야 돼요. 그런데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매매입주계약만 체결을 하고 토지공사에 매
매계약은 체결을 안 한 업체가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발표하는 분양
율과 토지공사에서 발표하는 분양율이 20% 정도 괴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에서
는 83% 로 공표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65, 63% 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진행자 전주 같은 경우는 해외의 기업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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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한 군데 있어요. 일본 기업이 하나 와 있는데 아이디카 케미칼 황이라는 반도체 재

료를 시에 새로 투자하려고 온 업체가 하나 있어요. 부지는 만평정도.

진행자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유치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응답자 해외 기업 자체는 수도권을 위주로, 특히 경기도 위주로 오다보니까 지방에서는 많

이 부족해요. 실제로 산업자원부나 코트나 직원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기업유치 설명
회도 많이 했는데 저조하더라고요.

진행자 협력할 수 있는 거는 코트라 정도 해서?

응답자 예. 코트라나 산업자원부나 수출 관련 유관기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자 해외 홍보 활동 나가시면 대상 기업들도 자료도 그런 자료에 협력도 유관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쪽으로 설명회나 이런 걸 하시는지?

응답자 예, 맞아요. 실제로 우리 관련된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코트라나 그런 곳에

서 업체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인베스트코리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투자정보
를 저희한테 제공해줘요.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방문한다거나.

진행자 개별 기업을 방문하신 적도 있나요?

응답자 개별 기업은 힘들어요.

진행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업유치 업무를 보셨는데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이게

전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어떠세요?

응답자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100%는 다 만족은 못하겠고 80%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 과학산업단지는 도내에 있는 타 산업단지보다도 특화를 많이 시켜놨어
요. 기계 자동차산업으로 특화시켰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업
체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타 산업단지에 비
해서 직접화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재연구단지
지정을 해서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연구소와 기업체간의
연결이 단절된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진행자 홍보활동이나, 기업유치활동을 하시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방법이나 개인

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해봤었는데 이 방법이 그
나마 기업유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응답자 가장 효과가 좋다 라고 한다면 대기업 협력 업체들 유치 상담이 가장 성과가 좋았어

요. 대부분 그 업체들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을 해주고 진행하
기가 수월해요. 가령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 기계업체, 화학업계, 식품산업업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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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오다보니까 그 업체 중에 도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
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설명회 자체가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입주 계약까지
체결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반면에 타켓으로 정한 업체 위주로 한 설명회는 호
응도가 좋았고, 분양율도 좋았어요. 향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무작정 설
명회를 하기보다는 타켓을 정해서 그 업체를 방문을 한다거나 그 업체들 관련된 회
사들을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행자 대기업을 일단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타켓 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나 설명회

같은 게 효과를 조금 더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응답자 예.

진행자 기업유치활동하실 때 어려웠던 점, 개인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업무 외적으로 힘드셨던 점 있나요?

응답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고급정보기 때문에 스스로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저희

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물어물어 해서 연락처를 안다고 해도 정보공개를 안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정보 자체를 사장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러다보니까 철저히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데 보통 3, 4년이 걸리는데 제 선임 같은 경우
는 3개월에 한번씩 기업유치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10번이나 바
뀌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게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외적인 문
제는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가령 내가 이쪽으로 오고 싶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많이 얻고 싶은데 자료 자체가 없어요. 천상 얻을 수 있는 게 인적
관계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밖에 없으니까 내용 자체가 많이 부실한 것도
있고, 실제로 금액을 투자한다는 금액을 보고 업체 만나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몇 십만 평을 요구해 가지고 업체를 직접 방문했더니 몇 십만
명이 아니라 단지 100분에 1, 10분에 1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납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게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진행자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거나

유치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려운 점들이 그런 점
을 미리 준비를 해야 성공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
은 데요 기업유치를 새롭게 한다거나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업무를 맞는 사람
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준비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언을 해주신
다면?

응답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희망하는 데가 복합단지를 희망을 많이 해요. 가령

산업단지 내에 학교시설이나 주거시설, 아파트시설, 휴양시설,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중심이 된 복합단지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복합단지로 조성돼야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땅만 555만평인가 조성을 했는데 은행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고 했던 게 인프라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땅만
조성해서는 분양이 안 된다 라는 게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향후에는 복
합단지로 하는 게 가장 큰 계획으로 삼았고 기업유치 제가 느끼면서 가장 애로점이
나 향후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너무 기업유치 관련된
담당자들의 인사. 부서이동이 잦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있었는데 조직만
3번이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계로 있다가 경제통상실에 투자
유치과, 이번에는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로 조직개편이 됐거든요. 조직개편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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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한번 있다 보니까 업무 적응하기에도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기업유치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3일 나갔는데 지금은 각종 보고 자료라든지
요구자료, 서식 같은 걸 내다보면 일주일에 하루 나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기
업유치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기업유치 활성화 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거의 지금
은 페이퍼 워크로 진행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행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다 보면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요즘에 한참 조성하는 게 혁
신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하
시기에 일반 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는 어떻게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과학산업단지는 알앤디 기능이 주가 되고 제조업은 부가 되어야 돼요. 산업단지는

제조업이 주가 되고 알앤디는 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수도권 금방은 과학단지에 대
한 목적이 맞을 거예요. 알앤디가 주가 되고 제조업이 부가 되는데 지방은 그게 어
렵고 제조업이 주가 되고 알앤디가 부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저희 입장에
서는 애로점인데 알앤디 연구소가 많이 와야지 알앤디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해요.

진행자 기업유치 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일반 산업단지 유치 방법이랑 과학

산업단지의 유치 방법 같은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실제로 과학산업단지는 말씀드린 제조업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은

큰 회사가 필요가 없어요. 연구를 겸하는 제조업체 그런 것 위주로 받아야 돼요. 산
업단지는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위주로 유치해야 되지만 과학산업단지는 기
술이 주가 된 제조업체를 위주로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굳이 평수도 10만평 20만
평 그런 큰 평수가 아니라 2, 3천 평이나 크면 5천 평 정도로 해서 소규모 위주의
제조업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행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타켓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유치조성을 하

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 맞나요?

응답자 예, 맞아요.

진행자 지금 입주했다가 떠난 기업 같은 경우도 있나요?

응답자 떠난 기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엘에스전선 협력업체가 작년에 20개 업체가 왔었는데

한두 개 업체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노사문제나 자금문제 때문에 이전을 철
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자금문제가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전할 수 있는 자
금이 많이 부족한 데에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는데 실제로 전주과학산업단
지는 공장을 가동하다가 폐업하고 나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진행자 앞으로 부도가 나거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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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그 업체가 부도나 영업이 어려워서 매각을 할 경우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대체공

장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공장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인데 땅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아니면 장비 시설이 없다고 하면 전주과학산업단
지에서 축척한 업체를 도에서 주선을 해줘서 대체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걸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진행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했다 라는 사항이 있나

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전주산업단지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겠
다 라는 목표나 계획들?

응답자 전주과학산업단지가 분양율이 80%에 육박해서 쓸만한 땅이 다 나갔어요. 남아있는

잔여 땅은 삼각형이라든지 마름모라든지. 업체들이 실제로 땅을 보고는 공장 짓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안 오더라고요. 완주군에서 전주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접부지에다가 제2과학산업단지를 현재 크기와 똑같은 걸로 조성을 하려고
조성 예정 중에 있거든요. 현재 과학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진입을 하면 제2 과학산
업단지에 대해서 1과학산업단지에서 했던 사항 중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서 개선점을 통해서 이 과학산업단지는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현재 과학산업단지 업체가 입주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주거형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데 실제로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
를 한 게 아니라 전주에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싸다고 입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 발생이 큰 게 그거
예요. 자기 근로자들이 자기 업체에 대해서 있다면 반발이 안심한 데 아파트 내에
있던 주민들이 뭔 업체가 온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업체유치를 하라
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실제로 제조업인데 오염이 안 될 수도 없고,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사람들은 먼저 우리한테 승인 받고 해라. 그게 애로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목적은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 조성이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전주 시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생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2단지 조성할 때는 주거용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면 제조업체를 우선 분양을 받고 차후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차후에는 현재 절차와 반대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제조업을 분
양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조하고. 제조업 유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행자 주객이 전도된 격이내요. 지금 입주율이 높은 상황인데 전에 한창 분양을 하고

이러실 때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경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응답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했어요. 전주과학산업단지는 땅이 부

족해서 타 시도에서 오는 업체, 그중에서는 기계 및 자동차업체를 1순위, 그리고 2순
위는 도 내에서 기계 및 자동차 업체를 증설하려고 하는 업체, 3순위는 도내에서 신
규창업하려고 하는 업체. 왜냐면 실제로 신규창업이라는 업체 자체가 실제로 신규를
창업했을 경우 성공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장을 차려서 정상
가동을 해서 이윤을 내는 경우가 3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타지로 해서
몇 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게 지역 내에서
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진행자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응답자 이공계 출신자예요. 대학교에서 전자정보공학부를 나왔고 그곳에서 대학원까지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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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석사를 마쳤고 연구원으로 4년 정도 전북대학교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올해
1월 달부터 발령이 나서 실제 이 업무를 했어요. 저는 공무원 마인드는 많이 부족해
요. 기업체를 1, 2년 정도 다닌 기억이 있어서 기업체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공무
원 마인드로는 기업유치가 힘들어요. 공무원 마인드로 한다면 앉아서 기업들 오라고
해서 상담해주고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갖고는 기업유치를 못해요. 실
제로 우리가 찾아가고 수요자 서비스예요. 기업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마인드거든요.

진행자 연세는?

응답자 33살이에요. 아직은 공무원들이 폐쇄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공무원 들어오

기 전에는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선으로 많이 바뀌면서 공무원들 마인드가 많
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씨이오, 시 도지사에서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서비스 마인드
같은 걸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조가 된 것 같아요.

진행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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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방사선연구원 조직에 관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정읍방사선연구원 조직에 대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

서는 과학과 관련된 조직인 방사선연구원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변 환경(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에

대한 인식(perception)과 태도 등을 진단해 봄으로써 연구원 내부 커뮤니케이션, 외

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1)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살펴보는 것, (2) 연

구원의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3) PR(public relations) 등에 대한 인식, 그

리고 (4) 근무만족도와 매체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는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1) 방사선 연구원이 관련한 여러 가지의 임무(tasks)와

관련된 소개 (2) 서베이에 대한 소개 및 (3) 서베이 문항 항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4) 해석 및 토론의 섹션으로 이루어진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형 커뮤니케이션 흐름으로 파악되

는 연구 성과, 업적의 보고경로와 연구 혹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경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의 사회적인 경로의 흐름(일상대화, 사회적지지, 그리

고 친밀한 관계의 구성)은 상관관계를 갖지 않거나 (친밀관계), 상관관계를 갖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읍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보면, 정보형의 경우에는 수평적 수직적인 면을 동시에 보이

며, 각 연구팀이나 행정팀에 따라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

형 관계의 흐름을 보면, 연령 혹은 직급 별로 약간의 구분이 되어 관계가 형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혹은 시민단체

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였으며, 연구원의 성실성이

(직접적이고 숨기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연구원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안전 등에 관련한 정보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함을 보였다. 반면에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연구원의 발전에 좀 더 긍정적이

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활발한 연구활동과 원활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공동체와

의 관계에 기인하는 듯이 보인다.

근무 경력이 길수록 자신의 연구에 대한 설명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조

망, 흐름 등의 파악과 함께, 연구성과가 실제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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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이 연구 경험과 함께 넓혀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연구원

의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하나, 개인의 연구와 관련한, 그리고 관련 외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연구원 발전을 위한 필요한 환경으로는 주거환경과 식당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

어야 하며, 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효과적인 지역

공동체와의 대화에 좌우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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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정읍방사선 연구원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보고서

II 연구의 목적:

정읍방사선연구원 조직커뮤니케이션(organizational communication)의 흐름에 대한

파악과 연구원 구성원의 대 지역주민 및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PR의식

과 매체 이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여, 조직 체계와 분위기를 진단하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서베이가 배포되었으며

총 32명이 이 서베이에 응하였다.

II. 연구의 결과: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은 크게 정보형 흐름과 사회형 흐름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정보형 흐름의 경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형 흐름의 경우, 근무경력이나 직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대화상대 등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이 파악되는데, 이 또한 큰 문

제가 없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보여 준다. "첨단과학단지"라는 주제는 아직까지 조

직 내부에 중요한 아젠다로 보여지지는 않는 듯하다.

연구원 구성원은 지역주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가 연구원의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원 구성원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광역

정부(전라북도)의 지원이 연구원 정착에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근무경력 혹은 직위에 따라 매체 노출에 대한 (인터뷰 혹은 설명회와 같은)

자신감의 차이를 보였다. 구성원들에게서 전반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파악이 되었으

며, 이는 업무(연구) 및 업무 외(연구 외) 업무 분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다.

III.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이 보고서는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진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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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기반으로 신입연구원 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대 지역주민, 혹은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위험 및 안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을 기획 실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이 보고서는 불완전한 - 즉,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 서

베이 데이터에 기초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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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is report is created based upon the survey data obtained from the RFT

organizational members. The survey aims at grasping the structure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flow in two parts -- informational communication

flow and social communication flow. The survey was also design to assess RFT

organizational members' perceptions toward the local community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and attitudes toward (mass) media exposure (interviews and

explanation) about their specialtie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paths (research and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was effective in terms of exchanging information

regarding members' works (research and tasks). It also found that there are some

distinctive groups in the socio-emotional relationship structures. However, this

might due to the members' ages and work fields, which would not be a main

concern. It also found that member in RFT organization tend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s toward the local community; and believe that sincere communication

would bear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 local

community. It also points out that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members'

pointing out the right place for"safety information" and this discrepancy seems

due to the members' work experiences. The members tend to think that in order

for the organization to settle in the community, supports from the central and

district government would be the most needed element; next to

open-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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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방사선 연구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개관

연구원의 커뮤니케이션 과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외형

적으로는 방사선연구원은 연구원의 외적, 환경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대외적인 커뮤니

케이션 문제와 연구원 내부의 사내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림4-1 참조).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는 신정동 금구부락의 연구원 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민들, 정읍 시민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정읍과 관련된 행정, 정치부의 관련인물들

로 파악이 된다. 이들과 관련된 소식이나 의견은 어떤 경로(channels)를 통해서 입수

되고 분석되는지,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플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마련되는

지 등이 유입 (in-flow)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stakeholder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연구원이 당면한 커뮤니케이션

과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지역과 관련된 stakeholder뿐만이 아닌 연구단지에 입주 가능한 잠정

적인 관련 산업체 또한 연구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 있다. 이들은 지역관

련 stakeholder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단 이들

이 연구단지 내의 구성원이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고찰

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지역, 광역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

적으로 과학지식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공영역(public)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미디어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진단할 수 있다면 적확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통로를 파악, 확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문제

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대외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서 수행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요도의 순서

없이) 나열하여 보면 위기관리, 이슈관리, NIMBY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 그리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조정 등이 있겠다. 따라서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연구원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위기관리, 이슈관리, NIMBY 현상 등에 대한 파악

을 바탕으로 대외적 (out-flow)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짜고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한다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원 내의 커뮤니케이션(사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사내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우선, 연구원 구성원의 연구원 작업(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등등으로 표현되는 순수한 사내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의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위에 언급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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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사내커뮤니케이션 

Crisis Management 
Issue Management 
NIMBY 
Accident research 

Which channel? 
- Informal F2F 
- Formal F2F 
- Local NPs 
- NPs 
- Internet 
source 

With whom? 
Official local authority 
(administrative) 
Unofficial local authority (NGO, 
schools, etc) 
Local residents 
. . . .  

<그림4-1> 연구문제조망

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한

편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는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원의 대외, 대내 커뮤니케이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프로젝

트의 큰 흐름이라면, 이 보고서는 이 분야 중의 하나인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치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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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논의

제1절 부족모델과 이슈 관리 (deficit model and issue management)

연구원과 관련 산업체의 성공적인 입지를 위한 이슈에 관한 연구로서 기술안정성,

경제적 보상, 정보공개, 주민신뢰, 홍보활동 등등이 중요한 이슈로 짐작이 된다. 과학

자로서 흔히 가질 수 있는 태도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부족모델(deficit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 일반인에게 (잘) 전달이 되면 관련

지식에 관한 격차가 줄 것이며 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따라서 과학과

과학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다 -- 따라서, 과학에 대한 대

중의 이해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PUS)).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더 많

이 알수록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 되어 있는데, Sturgis와 Alum(Sturgis &

Allum, 2004)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 가령, 핵에 대한 지식과 핵

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

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scheme이 핵에 대

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핵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Sturgis와 Alum에 의하면, 기술에 대한 호불호의 태도는 일련의 사실(facts)에 입각

한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그 기술과 연계된 생활 속의

긍정적인 경험과, 전문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풍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Yearley(2000)는 이를 "public trust"라고 지적하면서 똑같은

양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문가의 핵에 대한 의견이 핵 과학자와 비정부시민단체의 일

원이 다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부족모델(Deficit Model)과 Sturgis등의 주장 사이의 차이점은 사실, 과학에 대한 태

도가 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상황, 맥락적 (contextual) 요소

에 의해서도 좌우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연구기관의 PR담당자에게 시사하는 점은

지식의 전파에 치중하는 것이 꼭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연구기관의 행보와 관련된 지역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정치 환경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이유로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대화 등이 병행되어야만 교육프로그램

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기관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슈에 대

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deficit 모델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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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생각은 정읍 방사선 연구원 설립 당시의 지역사회 협조 구축을 위한 방

안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서휘석 등은 연구원 설립이 난항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초기 연구원 설립 정책 수립 및 부지 선정에 있어서 관련 시민이

나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연구원 설립이 진행되면서 실

시되었던 견학프로그램(원자력 연구소, 일본의 다카사키 연구원)등이 반대의견을 가

진 많은 부분의 시민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서휘석, 노시

평, 이동기, & 고경훈, 2003).

따라서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학자들이 지역

사회(community)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들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연구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NIMBY 현상

현재 상태로 연구원과 크게 상관은 없는 상태로 보이지만 지역주민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지닌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거나, 후에 잠재적인 위험이 현재화 되는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방사선연구원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는 "원자핵 발전"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연

구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방사선연구(혹은 비발전 연구)를 원자핵발전 연구와 연관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대 국민 조사 연구인 오미영, 최진명 2006 참조). 따라

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지라도,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단지 혹은 산업

단지가 조성되다 보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연구원이

가질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NIMBY현상을 부르는 문제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방사성 폐기물

의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부지의 확보는 결국 폐기물을 생산해 내는 주체(상업, 비

상업)에 대한 제제에 관한, 그리고 실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policy)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타의 훌륭한 논문 혹은 서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변동건,

2000a, 2000b; 손진상 & 김훈, 2001; 조성경, 2005; Coates, Heid, & Munger, 1994).

인체에 해로운 수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의 세 단계로 나눠지는 폐기물

의 처리는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선점유전략(Decide-Announce-Defend)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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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었으나 60년대와 70년대의 반전, 반핵 운동의 대두로 여의치 않게 되고 80년

대의 미 대법원의 동과 서로 양분하는 지역분할 또한 NIMBY 현상으로 말미암아 현

재까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70년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던 선점유전략 방식이 NIMBY현상과 정책

실현의 실수로 말미암아 폐기물 처리 지역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NIMBY 현상은 광할 지역(경기도, 전라도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선정에 대한 자원

과 이에 대한 보상문제의 타결 이후, 특정지역이 분명하게 선정된 후에 일어나는 것

이 보편적인 경로로 알려져 있다. 사실 NIMBY현상은 핵폐기물 혹은 방사성폐기물

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혐오시설 혹은 비선호시설의 유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교도소라든지, 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선정 등과 관련

되어서도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NIMBY현상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arney & Smith, 1994).

지역주민은 건강에 대한 잠재적이지만 치명적인 위험, 자연에 대한 훼손, 그리고

지역부동산의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기술

적 이성(technical rationality)"을 거부하여 관련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특히 대변인

등을 지극히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이들은 흔히 지역주의, 편협주의,

혹은 감정주의적이며 기술(technology)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묘사되

어 왔다 (Glaberson, 1988; Kraft, Clary, 1991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들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가치를 앞세우

는 능동적인 단체로 정리되는 경향이 많다 (Kraft, 1991; Kraft & Clary, 1991). 위의

같은 능동적인 단체가 정부나 혹은 사업주체가 미처 간과하는 지역적인 문제나 안건

등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이점 (문제가 제기된 후에 처

리되는 비용이 사고 혹은 문제가 일어난 후에 처리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적으며 효

과적이다)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연구 또한 늘고 있다 (Fiorini, 1989a, 1989b).

이와 같은 NIMBY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이유로는 지역주민이 지역

을 대표하는 정치가들에게 정치적, 물리적 압력을 넣는 한편, 방사성물질에 관한 비

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공유함으로써 반대의 여론을 효

과적으로 조성하며, 정부의 선점유정책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가 선

점유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지역주민 참여를 권장하게 되면 지역주민은 이를 반대의

견의 결집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NIMBY현상에 대한 효

과적인과 이성적인 정부의 대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연구원 설립 당시의 상황을 NIMBY현상에 비추어 보면, 설립지역 해당 주민의

NIMBY현상은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듯하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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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조직적 반대 운동이 연구원 설립 진행에 난항을 준

요소였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은 (연구원 설립 초기의 지역 주민의 개입

배제 정책에 대비된) 연구설립단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통해서 극복되었

는데, 이는 NIMBY현상 극복의 한 모델로 생각될 만큼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서휘석 et al., 2003).

가령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관련 시민들(stakeholder)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모기

관인 원자력연구원의 견학프로그램, 즉 방사선연구와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성에 대한 평가를 돕도록 한 상황적인 지식의 적절한 공급은 NIMBY와 직접 관련

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행동이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

는 중요한 요소였던 듯하다. 사실, NIMBY 현상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공중(public)의

참여를 가급적 줄이고 위험에 대한 올바른 직시를 위한 캠페인 (risk

communication)을 펼치는 정책은 NIMBY가 이기적이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인

식된 지식캠프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정책이라고 한다 (O'Hare, 1977). 이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사실(facts)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치중한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NIMBY현상이 초기 연구원의 설립추진과 관련된 문제에로만 국한되어 생각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태도가 연구원의 성공적인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과 지역주민 또한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연구원조직의 이슈관리에 넣어,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적이고 대화적인 PR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3절 조직 커뮤니케이션

이 보고서는 또한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기간 중에 방사선 연구원 조직 내 구성원

에 대한 설문을 실행하였다. <그림4-2>는 연구원의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를

가상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다. 연구부의 장인 #A31은 각 프로젝

트의 팀장들에게 연구성과와 보고를 받으며 연구부를 관리지원하는 부서는 #A19에

의해서 해당 팀의 팀장들에게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 #A31과 #A19는 각각 독립적으

로 부서를 관리하며, #A31의 연구부서에 속해 있는 사업관리팀은 #A59, #B67, #B39

로 구성되어 있으며 #A31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관리팀은 대외 대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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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mass media)를 전담하여 연구원 소식을 전달하며, 향후 계획인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전략을 기획, 실천하는 부서이다.

반면에 <그림4-3>를 보면, #A31과 #A19는 연구부 소속의 사업관리팀 구성원인

#A59 등과 일정한 회의를 가지며 정보를 공유한다. #A31, #A19는 각각 연구부와 관

리지원부서를 맡아 중대사안을 사업관리팀과 의논하며, 사업관리팀의 3인은 회의 내

용을 토대로 연구원 전반의 정보를 수집, 정리,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 이를 지역,

광역 미디어에 배포한다. 즉, PR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A59는 #B39, #B67과 연계하

여 #A31, #A19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내부

나 외부에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동일한 부서로 이루어진 두 조직이지만 각

부서, 개인의 역할과 관계에 따라서 혹은 일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 따

라서 서로 다른 조직골격(organizational structure)을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도라 함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구성되어진 조

직의 구조인데 이와 같은 구조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조직 구조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실제적으로 연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보고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

다. <그림4-3>은 연구 혹은 작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나타내

는 것인데 이 둘의 상관관계가 상이하다면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Tushman & Romanelli, 1983; Zwijze-Koning & de Jong, 2005).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조직분석은 조직의 정보의 흐름이나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

도록 하여 주며, 전체적인 (구조적인) 골격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조직의 하부 조직

들이 각각 "원활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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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조직체계 (Organizational chart)

<그림4-3> 실제 task 전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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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원 내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종류는 정보(information),

친우관계(friendship), 영향(influence),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등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은 전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그룹(factions, cliques, groups, blocks)들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roles)이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연구원 구성원에 대한 설문에 기초하여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

케이션 흐름을 살펴보고, 이들이 대외 매스미디어와 지역주민 혹은 시민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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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사선 연구원 서베이

<그림4-4>는 정읍 방사선 연구원의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를 나타내는 그림

이다. 방사선 연구원은 크게 보아서 연구부와 관리지원부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부

는 사업관리팀, 환경기술, 농업기술, 농업기술시험, 식품생명기술을 연구하는 팀 등으

로 세분화 되어 있다. 관리지원부서는 시설안전팀, 행정관리팀, 그리고 기획관리팀으

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은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인 연구가 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한 대 내외 전략을 수립, 실천한다.

이 조직도는 방사선 연구원의 (http://home.kaeri.re.kr/chumdan) 웹 페이지에 기

록된 것인데, 현재 방사선 연구원은 이 외에도 기초기술연구 (동위원소연구팀), 세분

화된 식품생명 기술 연구 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새로운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팀이 만들어지거나, 변화하거나, 혹은 없어지기도 한다. 연구원에서 불리는

모든 팀들의 이름을 아래에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연구원 서신):

방사선이용연구부:

고기능성재료기술개발

내방사선재료평가기술

공중보건위생화기술

미생물자원유용화

방사선식품공학

기능성식품개발

생체방어기능성식품개발

방사선이용육종연구

저선량방사선식물이용기술

저선량방사선이용육종연구

생태건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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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리기술

GIP시스템개발

동위원소이용연구

RFT연구분석

조사시설운영

관리지원부:

행정관리팀

기획관리팀

사업관리팀

시설안전팀, 방사선안전관리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 관리지원부

방사선육종시험장

사업관리팀

농업생명과학기술개발과제

공업환경기술개발과제

시설안전팀

행정관리팀

기획관리팀

식품생명기술개발과제

 

<그림4-4> 정읍방사선연구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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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조직도에 따른 업무보고 체계 

 

<그림4-5>는 연구원과의 서신을 통해 얻은 각 부서에 속한 개인이 그 직급에 따라

서 "위계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가정하여 그려본 것이다. "연구성과나 업적의 보고"

가 실제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성과나 업적이 어떤 흐

름을 갖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아래의 서베이 문항이 개발, 배포, 회수되었다.

서베이는 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배달되었고, 각 서베이는 A4 용지크기

의 서류 봉투에 넣어져서 개인에게 전달되었다. 연구진은 "동의서(consent form)"를

첨부하여, 서베이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며, 어떤 때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부록 참조).

사업관리팀의 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총 85부의 서베이를 배포하였고, 그 결과 32

부만이 회수되었다. 일반적인 목적의 서베이라면, 32/85의 회수율이 나쁜 비율은 아

니라고 하겠지만, 이번 서베이가 사회관계망분석의 방법론을 사용하므로 그 회수율

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래에서 밝히듯이) 서베이

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 등, 자신의 ID를 알리는 위험이 있었기에, 회수된 결

과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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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베이 문항과 개념 혹은 구성 변인

1. 커뮤니케이션 경로 (communication paths)

우선 서베이는 아래 다섯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path) 물었다. 이는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ego)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파악하여 조직내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구조적

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부득이 응답자의 이름을 (ID)

묻게 되었다. 또한 각 응답자의 사무실, 작업실, 혹은 연구실을 물어 응답자 간의 물

리적인 거리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서베이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변인에

대한 설명, 변인이름 순으로 정렬).

데이터종류 변인이름 설명

정보형 name 이름

데이터 0rePath 연구업적 혹은 성취의 보고 경로를 묻는 보고관계망

04infPath 연구와 작업과 관련된 정보의 상대를 묻는 정보관계망

06discPath 과학시설단지유치 관련 대화의 상대 토론관계망

관계형 02eCpath 일상대화의 상대를 묻는 대화관계망

데이터 03ssPath 사회지지의 경로를 묻는 지지관계망

05closePath 친한 경로를 묻는 친밀관계망

기타 bldg 연구실이 있는 빌딩

데이터 room 연구실, 사무실 혹은 작업실

<표4-1> 변인이름과 변인에 대한 설명

여섯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망을 설명하자면 (<표4-1> 참조), 우선 0rePath(보고관계

망)는 응답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나 업적을 보고하는 사람을 최대 5인을 기록하는 질

문이었다. 다음으로, 연구 중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최대 5인 기록하는 질문을 하여 04infPath(정보관

계망)의 데이터 매트릭스를 얻었다. 그리고 정읍의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이야기

를 할 만한 사람을 최대 5인 기록하도록 한 데이터는 05discPath (토론관계망)데이터

로 기록되었다. 이 세 관계형 데이터는 (1) 조직의 형식적인 체제 (system)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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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성과나 업적 등의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흐르는가를 보기위한 것이었고

(2) 이는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원은 보고경로와 얼마

나 유사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3) 연구원

주변의 첨단산업 시설 유치라는 연구원의 장기계획이 화제의 주제로 주변사람들과 공

유되는 지 공유된다면 어떤 경로를 취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위의 세 가

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망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정보형 데이터라고 하였다.

반면에 일상적인 대화 상대를 묻는 데이터와 (02ecPath: 일상대화관계망), 어렵거나

힘들일 이 있을 때 위로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03ssPath: 사회적지지관계

망), 그리고 자신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데이터 (05closePath: 친밀

관계망) 등을 수집하여 관계형데이터라고 이름하였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위에서 언급되는 변인 이름은 각각 데이터 매트릭스를 갖

게 되다. 각각의 데이터 매트릭스는 특별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경로(communication

path)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형 (보고관계망, 정보관계망, 토론관계망)과 사회형 (대화

관계망, 지지관계망, 친밀관계망))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이 되었다. <표4-2>는

0rePath 변인(연구업적 혹은 성취의 보고 경로를 나타내는 보고관계망)을 위한 데이터

테이블(매트릭스)이다. <표4-2>는 ID가 B67인 개인은 업무와 관련된 업적이나 상황을

보고하는 경로로 A59, A31, A61 등을 지적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뮤니케이션 상대 
1

커뮤니케이션 상대 
2

커뮤니케이션 상대 
3

커뮤니케이션 상대 
4

커뮤니케이션 상대 
5

ID name b2_1_a b2_1_b b2_1_c b2_1_d b2_1_e

1 B67 A59 A31 A61

2 B68 B04 B48

3 B17 A50 C81 A31

4 B34

5 B04 A31 A61

6 B52 B56 B26

7 B69 B56

8 B70 B56 B52 B26

9 B26 B56 B52

10 B56 A31 A61

11 B13 A40

. . . . . . . . . . . . . . . . . . . .

32 B84 D86 D93

<표4-2> 0rePath 데이터 매트릭스 (이하 다섯 개의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데이터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 



- 417 -

이렇게 저장된 매트릭스는 다시 80x80 크기의 정방형 매트릭스로 변환되었는데 위

쪽 행(row)과 왼쪽 열(column)은 정읍 연구원의 응답자와 응답에서 거론된 구성원이

었고, 왼쪽 열의 응답자가 오른쪽 행의 응답자를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1,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는 <표4-3>과 같이 보이게 된다. <표4-3>은 0rePath의

매트릭스인데, 이 표를 보면, #B07이라는 응답자는 #B16이라는 구성원과 #D93이라

는 구성원을 (밑줄과 볼드체로 표시) 자신의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보고하는 인물로

지목을 하였음을 뜻하며 여타의 사람들은 이 경로(path)와 상관이 없으므로 0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누가 누구에게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보고하는가

를 나타내는 관계망 데이터라고 하겠다.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은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 중에서 32인만이 서베이에 응하였으므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가 연구원의

완벽한 관계망을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구성원이 서베이에 응하였더라

면 전체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완성되었겠지만, (1) 응답자의 이름을 기입했

어야 했던 점 (비록 응답자의 설문은 완성 후에 서류봉투에 봉하도록 하였지만); 그

리고 (2) 이번 연구에 대한 정확한 사전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교육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

로 위의 이유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독려 혹은 독촉하는 과정이 참여자의 개

인적인 권리를 (privacy) 침해하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32명이 완성한 관계망만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표4-3>은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보고하는 경로를 나타내 주는 데이터인데,

그 외 변인인 - (1) 일상적인 대화의 상대를 나타내는 경로(02eCpath); (2) 사회적인

지지나 격려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내는 경로 (03ssPath); (3) 연구 혹은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대의 경로 (04infPath); (4) 연구원내에서 친하게 지내

고 있는 사람을 지목하는 경로 (05closePath); 그리고 (5) 연구원 주변의 방사선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지목하는 경로 (06discPath) 등의 매트릭

스 데이터 또한 별도로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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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A02 A03 B04 A05 A06 B07 A09 A10 A11 A12 B13 A15 B16 B17 . . D93 D95

A0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0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0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B0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0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0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B07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 . 1 0

A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B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A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B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B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9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D9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표4-3>  0rePath의 데이터매트릭스

2. 외부 질문에 대한 응답경로

지역주민이 연구원의 안전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연결을 해야 한다면, 전화 연결을 해야 할 부서와 연결자 이름을 물

었다. 이 질문은 외부인을 위한 정보원 (information source) 안내에 대한 지식을 파

악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일관적인 응답 체계에 대한 인지, 지식 정도를 추측하는 단

서로 삼았다.

변인 변인설명

respToInq 외부인의 질문을 넘겨야 할 부서

toWhom 질문을 넘겨야 할 상대

<표4-4> 외부질문에 대한 연결 

3. 외부 시민 단체에 대한 인지정도

아래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정읍소재 방사선연구원 설립과정에서 연구원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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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맺었던 시민단체를 나열한 표이다. 이 표는 연구원 설립을 둘러싼 주체와

또한 각 주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응답자는 표에 제시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인지도를 (1) 전혀모름 (2) 들어보았음 그리고 (3) 아주 잘 알고 있음의

3가지로 나누어 대답을 하였다. 질문에 포함된 단체는 아래와 같으며 전혀 모를 때

에는 0, 들어보아서 알고 있을 때에는 1,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을 때에는 2로 코딩

하였다. 코딩 된 값의 합은 각 개인이 주변 공동체(community)에 대해 얼마나 잘 알

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인지도로 삼았으며(CommAware), 전체 커뮤니티 인지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인지도 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변인을 생성

하였다(CAbi).

변인 단체이름

c31 정읍민주연합

c32 여성농민회

c33 농민회

c34 정읍풍물보존회

c35 생명문화교육연대

c36 생명민회

c37 동이학교

c38 민주연합

c39 전북환경운동연합

c310 백학농원

c311 문사정

c312 과학교육청년회

c313 전교조정읍지회

c314 사회보험노동조합

c315 문화를사랑하는정읍사람들

c316 정읍병원노동조합

c317 농협노조

CommAware 커뮤니티인지도

CAbi 커뮤니티인지도 이분항

<표4-5> CommAware (공동체 인식) 

4.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과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네 번째, 다섯 번째 문항 세트는 신정구를 포함한 정읍지역 주민에 대한,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perception)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NIMBY현상으로 나타나는 "반대"의 의견 표출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지역, 광역 시민단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 특히 광역단체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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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시민단체 등)와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입장에서 이 둘에 대한 인식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크게 보아서 정읍시민이나 단체가

연구원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인식 갈등의 존재 여부와 해결방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연구원의 노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문항은 아

래와 같다.

변인 정읍지역시민에 대한 태도

d41 정읍 지역주민들이 연구원의 시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d42 지금 현재 연구원과 정읍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존재한다.

d44 방사선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정읍지역주민은 신뢰한다.

d45
정읍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면 이는 연구원이 하는 일이나 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d46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연구원과 지역 
사람들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d47
지역주의, 편협주의, 감정주의 이런 단어들이 정읍 지역 주민들의 표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d48
연구원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비합리적인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d49 지역주민의 요구 중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d410 지역주민의 요구는 대개 안전문제에 대한 보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d411 연구원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d412 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표4-6> 정읍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 

변인 정읍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e51 지금 현재 연구원과 정읍지역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존재한다.

e53
정읍지역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있다면 이는 연구원이 하는 일이나 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된다면 마찰이 적어질 수 있다.

e54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하는 일(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연구원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e55
지역주의, 편협주의, 감정주의 이런 단어들이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의 표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e56
연구원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비합리적인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e57 지역시민단체의 요구는 경제적인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e58 지역시민단체의 요구는 대개 안전문제에 대한 보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59
연구원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지역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표4-7> 정읍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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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 PR과 참여에 대한 인식

과학자의 PR혹은 홍보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첫째가

전문가가 대외 창구를 단일화하여 담당하고 자신은 전공 연구 분야에 몰두하려는 태

도이고 둘째는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거리껴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태도가 이와 같이 양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변인 PR에 대한 마인드

f61
연구원의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면 되고 지역 (신정구 혹은 정읍) 주민 혹은 단체와의 
대화는 특정한 전문가가 (가령 PR 전문가) 단일 창구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f62
나는 지역 신문의 기자가 요청한다면 - 연구원에 미리 알린 후에 - 인터뷰에 직접 
응할 생각이 있다. 

f63
나는 지역 신문의 기자가 요청한다면 연구원에게 알려서 담당 전문가(예를 들면 PR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f64
연구원이 연중행사로 "지역 페스티발"과 같은 행사를 주관하여 지역 주민과 같이 하
는 것에 찬성한다.

f65 위의 페스티발을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내어서 도울 생각이 있다. 

f66 우리 연구원이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f67 정읍 연구원의 상주 연구원이라면 정읍에 거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f68 정읍 지역주민들은 방사선 연구 첨단 과학단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f69 나는 참단과학단지의 조성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f610 첨단과학단지 조성이 대외에 알려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f611 과학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주변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g94
나는 나나 내 연구팀이 하는 연구나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시간을 내
서 도울 용의가 있다. (2개월 간 자신의 작업/연구 활동이나 환경이 카메라에 노출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총 6시간의 시간을 내야 한다고 가정).

<표4-8> PR과 참여에 대한 인식 

6. 기관에 대한 신뢰도

대 지역민 조사에 포함된 문항으로 연구원과 관련될 수 있는 국가기관,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f71 정읍시청

f72 중앙정부기관

f73 KBS/MBC/조선일보와 같은 중앙언론기관

f74 정읍신문과 같은 지역언론

f75 정읍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f76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표4-9> 각 기관, 단체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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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Index

g81 나는 지역 신문사의 이름을 하나 이상 알고 있다.

g82 나는 지역 방송사의 이름을 하나 이상 알고 있다.

g83
나는 지역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와 비공식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이나 내가 하는 
연구/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g84
나는 지역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와 공식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이나 내가 하는 연
구/업무에 대해서 인터뷰 해본 적이 있다.

g85 나는 정읍 지역의 시민단체 혹은 모임의 이름을 하나 이상 알고 있다.

g86 나는 정읍 지역주민이나 단체와 사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

g87 나는 정읍지역 주민이나 단체와 공식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다.

g88 나는 정읍지역 주변의 대학이 연구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89 방사선 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벌이는 행사나 활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

g810 위의 질문(8.9)에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기억나시는 행사나 활동을 써주세요.

<표4-10> mediaAware (미디어 인지도) 

7. 미디어인지도 (media awareness)

연구원과 관련될 수 있는 매체와 매체에 노출된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8. 매체 이용에 대한 성향

보이지 않는 동료(invisible colleagues), 혹은 협동을 통한 프로젝트(collaborative

project) 등의 표현은 과학자들의 커뮤니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메일 블로그 등

의 매체를 이용하여 공동 페이퍼를 쓴다든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신을 교환하는 등

의 행위는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일반인들과는 다

를 것이라는 가정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진은 매스미디어와의 인

터뷰를 가정하고 어떤 매체를 (이메일, 면대면)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 테크노로지

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동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인식(perception)

을 묻는 질문 그리고 블로그나 웹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지와 자신의 연구를 이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

년생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항을 통한 (연구전공) 커뮤니케이

션 competency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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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_1 나는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한다.

h10_2 연구원의 주변 자연 환경이 맘에 든다.

h10_3 연구원에서의 업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다. 

h10_4 연구원에서의 연구 외의 업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다.

<표4-12> 설문문항: 연구원 근무에 대한 인식 

연구자태도

g91
나는 내 연구와 관련한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다고 한다면, 이메일 인터뷰 보다는 대면 
인터뷰(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를 선호한다. (인터뷰 질문은 미리 받는 것으로 가정)

g92
나는 내 연구와 관련한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다고 한다면, 대면 인터뷰 보다는 이메
일 인터뷰를 선호한다. (인터뷰 질문은 미리 받는 것으로 가정)

g93
연구자와의 협력시에 (공동연구) 직접 만나는 것보다 Email과 첨부파일의 공유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테크놀로지만으로도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다.

g95 나는 연구나 업무 중 일부를 일반인들을 위해서 Blog 혹은 웹사이트 에 정리할 용의가 있다. 

g96
나는 방사선 연구원이 하는 일(연구, 개발 등)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쉽게 알아들
을 수 있도록 설명할 자신이 있다.

g97 나는 연구나 업무와 관련된 Blog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g98 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Blog나 웹사이트가 있다

<표4-11> 매체이용에 관한 성향 

9. 연구원근무에 대한 조사

정읍 연구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연구원 등의 대전에 집중해

있는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

으며, 주위에 같은 환경의 근무자를 볼 기회도 없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주변환경

때문에 정읍이나 신정동에 거주하는 것보다 출퇴근을 하는 방법, 동떨어진 환경에서

혼자 거주하는 방법 등의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거주 혹은 출퇴근 스타일이 보일 것

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연구원 근무에 만족하는 지, 연구원 환

경에 만족하는 지, 연구원의 업무가 (연구 및 연구 외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지 등

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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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h11_1 초,중,고등학교

h11_2 대학교

h11_3 병원

h11_4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주거시설

h11_5 식당, 레스토랑

h11_6 스포츠, 레저를 위한 시설

h11_7 기타

<표4-13> 설문문항: 연구원 주변의 시설로 가장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 표시) 

h12_1 기업유치

h12_2 지역산업발전

h12_3 환경보호

h12_4 안전관리

h12_5 지역주민과의 대화

h12_6 중앙 정부의 지원

h12_7 전라북도 지역 정부의 지원 

h12_8 정읍 지역 정부와의 대화와 지원

<표4-14> 설문문항: 연구원 입지에 가장 필요한 사안들 (우선순위 표시) 

k13_1 귀하의 성별은?

k13_2 귀하의 나이를 적어 주세요.

K13_31 귀하의 거주지역을 도시이름으로 적어주세요. 

k13_5 귀하의 최종학력을 아래에서 골라 표시해 주세요.

<표4-15> 인구통계학적 속성 질문 

10. 주변시설에 대한 인식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원 주변환경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학교(초,중고등학

교 대학교), 병원, 주거시설, 식당, 레저시설 등의 중요도를 순서로 물었다. 또한 연구

원의 성공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중앙, 광역 정부의 지원, 기업유치, 지

역산업발전,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의 항목을 나열하고 그 중요도를 순서대로 기입하

도록 하였다.

11. 인구통계학적 자료

마지막으로 서베이는 응답자 개인의 신상 중에서 성별과 나이, 그리고 거주지역,

그리고 최종학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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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N Den

0rePath 69 0.011 

02eCpath 60 0.010 

03ssPath 55 0.009 

04infPath 62 0.010 

05closePath 67 0.011 

06discPath 26 0.004 

<표4-16> 각 관계데이터의 밀도(density) 

제4장 분석

제1절 커뮤니케이션 경로: social network analysis

1. 밀도(density)

밀도(density)는 주어진 관계망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셀의 숫자를 있을 수 있는 모

든 관계의 숫자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밀도는 조직 내에서 발생가능

한 모든 경우의 관계숫자와 실제 관계가 이루어진 숫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특

정 관계에 관해 (가령 연구성과나 업적의 보고 경로인 0rePath, 혹은 일상생활의 대

화상대인 01ecPath 등), 각 구성원이 얼마나 조밀하게 묶여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

표가 된다. 아래는 각 네트워크 데이터에 관한 관계의 밀도를 정리한 표이다.

<표4-16>에서 각 관계망의 데이터 매트릭스가 가질 수 있는 총 관계 수는 6320

(80x79) 개인데, 0rePath변인의 경우 69개의 관계가 실제 측정되었으므로 이 데이터

매트릭스의 밀도는 0.011이다. 밀도값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관계

망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그 밀도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밀도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총 관계 수는 흔히 nx(n-1)로 얻어지는데 n값이 커지더라도 (즉,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숫자에는 제약이 있

으므로 (즉, 한 사람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으므로), 밀

도값은 구성원의 크기에 따라서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4명으로 이루어

진 네트워크에서 3개의 관계가 측정되어, 위의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값인 .25

의 밀도를 가질 가능성은 훨씬 많다.

<표4-16>를 보면 모든 종류의 매트릭스의 밀도가 거의 비슷한 점과 06disc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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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첨단과학시설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상대를 나타내는 관계망 데이터)의 밀도

가 치밀하지 못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연구원 내부에 있어서 첨단과학시설 유치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안건이라는 점, 연구원의 연구자들에게는 약간은 이질적인 대

화주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하겠다. 아니면, 연구원 내부에서 이 문제(issue)는 외부에

서 해결할 문제라는 내부 정책(internal policy)으로 규정되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2. 정보형데이터 (보고경로 (0rePath); 정보유통 경로 (04infPath); 그리고 대화 경로 (06discPath))

아래의 그림은 연구업적, 성과의 보고경로를 그래프(graph)화 한 것이다. 육안으로

살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이 A31을 연구성과나 업적 보고

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보고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횟수를 개인

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표4-17>와 같다.

 

<그림4-6>. 0rePath 데이터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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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D inDegree (지적당한 횟수) Subject ID outDegree (지적한 횟수)

A31 10 B07 5

D86 6 B58 5

A50 5 B35 4

B56 5 B47 4

A61 5 B17 3

B17 4 B27 3

B04 3 B39 3

A45 3 B48 3

C81 3 B67 3
B83 3 B70 3

D93 3 B73 3

B16 2 B82 3

B48 2 B04 2

B52 2 B16 2

A59 2 B21 2

A11 1 B26 2

A15 1 B32 2

A19 1 B52 2

A20 1 B54 2

A22 1 B56 2

A24 1 B68 2

B26 1 B77 2

A40 1 B83 2

A53 1 B84 2

A66 1 B13 1

B84 1 B69 1

A01 0 B75 1

B67 0 A61 0

. . . . . . . . . . . .

D95 0 D95 0

<표4-17> 0rePath데이터의 Indegree and Outdegree (크기순으로 각각 정렬) 

<표4-17>에서 Indegree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연구성과나 업적을 보고하는 경로

로 지목된 횟수를 의미하는데, A31의 경우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이는 <그림

4-6>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개인은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원 연구팀들

을 총괄하는 연구부서의 장이다. <그림4-6>을 보면, A31은 크게 보아서 6개 정도의

하위그룹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림4-4>에서 보았듯이

방사선 연구원의 조직도에서 살펴본 개별 팀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 단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ID가 B가 아닌 철자로 시작된 개인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정확한 보고의 경로가 <그림4-6>에 표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A59는 #B39와 #B67에게 보고를 받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A59의 경로를 서베이를 통해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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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A59또한 #A31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살펴보면 #A31은 연구성과나 업적에 대한 보

고를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비교적"이라

함은 각 조직단위 혹은 그룹에 따라서 보고의 경로가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뜻한다.

가령, #B17, #B21, #B27, #B32, #B35, 그리고 #A50으로 이루어지는 단위[가] (<그림

4-6> 참조)의 경우 #A31은 #B17과 #A50 (#A50의 #A31에게 보고하는 경로의 여부

는 추측)에게서 보고를 받고 다른 구성원은 이들 둘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이다. 특

히 #B17의 경우 #A50에게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아 #B17과 #A50간의 보고 경

로의 절차가 있음(책임, 선임급 연구원)에도 유연하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B83, #B16, #B07, #B47로 이루어지는 [단위 나]의 경우를 보면 #B83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A31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위 가]와 흡사

한 경로를 취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B39, #B67, #A59의 경우[단위 다]에는 모든 사람이 #A31에게 보고를 하

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A59가 다른 구성원에게 보고를 받을 뿐 A31과 논의를 하

지 않는다면 이는 비정상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A59의 보고 경로는 추측에 기반한

다). 즉 이 하부단위의 경우에는 하부단위의 매니저(혹은 책임급 연구원)를 통해서도,

그리고 동시에 연구원의 장을 통해서도 연구성과나 업적을 보고할 수 있는 체제이

다. 이는 #B17 등으로 이루어진 단위 [가]의 보고경로 형태와 조금 다른 면을 보인

다. 사실, 이와 같은 보고경로 형식의 차이는 [단위 다]가 관리지원부의 한 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task)의 흐름과 연구부

서의 팀과의 업무보고의 흐름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53과 #B73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isolate라고 한다),

이것이 보고의 흐름이 이 둘 간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분리(isolate)는 조직

원 전원이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표4-17>로 돌아가 살펴보면, 개발 홍보 및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관리지원부,

기획관리팀의 A59나 B67의 경우는 낮은 Indegee값을 (2와 0) 갖고 있는데, 이는 방사

선연구원이 조직 내부의 연구과정이나 성과가 잘 관리되는 반면에 그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즉, 연구개발 및

진행, 그리고 성과 측정 등의 항목이 연구부 조직의 장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

는 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통로로는 정리가 안 되는 경향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 연구원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조직의 장이 외부(방송, 신문 프레스 등)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프레스 릴리즈의 작업을 연구부의 장(header)이 직접 관리하는



- 429 -

체제라면 이와 같은 Indegree의 분포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즉, A31이나 A61 등의

두 개의 부서 장이 외부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나 내용의

작성만을 단위 [다]가 담당한다면, 이와 같은 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이전에 그림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관리팀 (그림에서 단위 [다]로 이름

붙여진 그룹)의 모든 구성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가정하면, 연구부

조직의 장이 보고받는 정보가(연구성과나 업적) 이들에게도 직접 흘러들어간다는 것

을 추측할 수 있으며 조직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정보의 흐름 방식은 큰

문제를 갖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 이와 같은 정보의 흐름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조직에 위기가 발생할 시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일반적인 현대적 조직의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를 분석해 보면, 외부협력을

맡는 부서(대외협력팀, 커뮤니케이션팀, 홍보팀 등등)가 조직의 장과 동등하게 조직

의 중차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대외협력 및 알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 특히 이와 같은 조직의 구조는 위기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다 -- 에서 정읍연구원은 색다른 조직구조를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연구성과나 업적 보고의 경로망을 보면 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head, #A61)은 #B56, #B04, #B82, #B67, #B73 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를 #A31과 비교해보면 #A61은 #B17이 대표하는 그룹으로부터, 그리고

#B83이 대표하는 그룹으로부터의 보고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편

적인 정보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 연유는 다음과 같다. B17그룹이나 B83의 그룹은

방사선조사와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사선 조사식품 연구의 수장이

#A31이다. #A31은 이들 연구의 성과나 업적을 총괄하여 행정부서(단위 [다])의 세

사람과 함께 의논하는 한편, 연구원장인 #A61과 의논할 것이다. 즉, A31과 A61가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연구원장이 방사선조사 식품분야의 연구성과는 보고받

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연구성과와 업적의 보고 경로는 크게 보면, 각 연구팀의 연구성

과가 #A31 개인에게집적되는 한편 #A61에게도 가는데, 방사선조사식품개발 팀들의

연구성과는 #A31만을 거쳐서 가는 것이 통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연구성과 보고체계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연구원 조

직의 위기상황 시에는 약간의 허점이 들어날 수 있다고 보인다. #A61과 #A31의 빈

번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B67 등의 행정관리 지원부서의 동석

등이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침이라고 하겠다.

<표4-17>는 각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직접 연결된 경로(degree)만을 세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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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이다. 위의 접근과는 다르게, 비록 다른 구성원을 통하더라도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의 연결이 존재할 때, A와 B사이에는 연결성 혹은 도달가능성

(reachability)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연결성은 정보의 직접적인 흐름만을 고려

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흐름까지도 고려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정보흐름, 혹은

관계(relationship)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아래의 <표4-18>는 각 개인의 연결성의 합

을 크기순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예를 들면 A31 개인의 InReach 칼럼인 23

이 의미하는 것은 정보(연구 업적이나 성과의 보고)가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고려한

크기이다. 즉, 이번 서베이를 통한 데이터만을 보면, A31은 총 23명에게 직, 간접적

인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표를 보면, 연구부장과 연구원장이 가장 큰 크

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 조직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보의 흐름이 "지나친 집중"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Subject ID InReach Subject ID outReach

A31 23 B07 6

A61 13 B58 6

D86 6 B70 6

A45 5 B35 5

A50 5 B47 5

B56 5 B54 5

C81 5 B68 5

B17 4 B26 4

B04 3 B48 4

B83 3 B52 4

D93 3 B21 4

B16 2 B27 4

B26 2 B32 4

B48 2 B17 3

B52 2 B16 3

A59 2 B39 3

A11 1 B67 3

A15 1 B69 3

A19 1 B73 3

A20 1 B82 3

A22 1 B56 2

A24 1 B04 2

A40 1 B83 2

A53 1 B84 2

A66 1 B77 2

B84 1 B13 1

A01 0 B75 1

A02 0 A31 0

A03 0 A61 0

. . . . . . . . . . . .

Mean 1.19 1.19 

SD 3.17 1.87 

<표4-18> 0rePath의 도달가능성(Reach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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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이 연구원구성원에게 접근성을 열어두고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발산의

중심지로 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 개인이 각 구성원간에게서 전략

상 가장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는 근접중심도(closeness)

지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한 개인의 근접성이 높다함은 각 개인 간의 관계가 있

을 때를 1만큼의 경로로 보았을 때 그 개인이 정보가 소통되어 연결되는 다른 사람

들에게 가장 최단 거리에 있음을 뜻하고 이를 근접중심도라고 한다. 반면에 연구원

내의 개인이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타인 혹은 하위 그룹 간의 정보소통에 얼마나 기

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수를 통해서 각 개인의 정보 유통에 대한 역할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를 매개중심도(Freeman’s betweenness)라고 한다. 매개

중심도는 실제로 정보가 흐르는 구조에서 얼마나 중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하겠다.

아래의 각 개인의 근접중심도와 매개중심도의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근접중심도의 경우 #A31이 1.75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A61, #D86 등의 순서이다.

또한 오른쪽 칼럼은 #B56, #B17, #B04, #B48 등의 순으로 정렬된 구성원의 매개중

심도를 나타낸 지수이다. 이 두 지수를 도식화하여 비교하여 보면 <그림4-7> 그리고

<그림4-8>과 같다. 그림을 대조해보면, 연구원장의 직위를 갖는 #A31이 근접중심도

에서 우선이고, 주위의 사람들(연구원 개인의 연구성과, 업적 등을 일차적으로 보고

받는 개인들)이 매개중심도에 있어서 우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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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Closeness ID Betweenness

A31 1.75 B56 9

A61 1.49 B17 6

D86 1.35 B04 4

A50 1.33 B48 3

B56 1.33 B83 3

A45 1.33 B52 1

C81 1.33 A01 0

B17 1.32 A02 0

B04 1.30 A03 0

B83 1.30 A05 0

D93 1.30 A06 0

B16 1.28 B07 0

B48 1.28 A09 0

B52 1.28 A10 0

A59 1.28 A11 0

B26 1.28 A12 0

A11 1.27 B13 0

A15 1.27 A15 0

A19 1.27 B16 0

A20 1.27 A18 0

A22 1.27 A19 0

A24 1.27 A20 0

A40 1.27 B21 0

A53 1.27 A22 0

A66 1.27 A24 0

B84 1.27 A25 0

A01 1.25 B26 0

A02 1.25 B27 0

A03 1.25 A28 0

A05 1.25 A29 0

. . . . . . . . . . . . 

<표4-19> 개인의 근접중심도와 매개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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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0rePath의 근접중심도

<그림4-8> 0rePath의 매개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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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또한 연구,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커뮤니케이션 경로 그리고 연

구원의 향후 비중있는 계획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토론 상대의 경로

를 물었다. 첫 번째 사안은 업무 혹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보고자 혹은 선임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보고의 체계와 정보공유의 체계가 유사점을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인한 것이었다. 두 번째 사안인 연구원 산업단지 개발 및 관련 산업체 유

치와 관련된 대화 상대는 연구원의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인 이 계획이 일상생활의

대화 상대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 혹은 업무와 관련된 커

뮤니케이션 상대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

이었다.

우선 아래의 그림은 정보(information)와 관련된 흐름을 나타내는 세 가지 커뮤니

케이션 경로(00rePath, 04infPath, 그리고, 06discPath)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다. 원으

로 표현된 개별 노드의 크기는 앞에서 언급한 개념 중에서 매개중심도의 크기를 반

영한 것이다. 매개중심도가 클수록 노드의 크기가 크게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그래프인 에서는 #A31의 경로로 통하는 개인들 #B56, #B17, #B83, #B04,

그리고, #B48 등의 매개중심도가 컸으며, 이들이 연구 성과나 업적을 보고하는 길목

에 위치한다는 것이 나타난다.

두 번째 그래프인 업무 혹은 연구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4-10> 참조), 비록 매개중심도가 높은 개인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전

체적인 선들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고의 체계는 어느 정

도는 조직의 형식적인 (formal) 체계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업무 혹은 연구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는 약간이나마 이 형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이것

이 반영된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B17, #B39, #B27, 그리고 #B04, #B48, #B52, #B56

등이 매개중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사실은 #B39의 경우(<그림4-10>), 연구 혹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질문상대로 오직 한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즉, #B39는 Indegree값

이 1에 불과하지만 그의 매개중심도는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이 개인이 중심도가 큰

개인인 #B17에게 정보공유의 상대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B17은 저선량방사선

식물이용기술 연구팀의 선임연구원이며 4명의 개인으로부터 정보공유의 상대로 지적

을 받았고, 이 4명의 개인은 다시 또 다른 선임연구원인 #A50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 #B17은 자신의 정보추구의 대상으로 #A50을 지적하였

는데 이는 같은 선임연구원이면서 비슷한 연구를 수행 (#A50의 경우, 저선량방사선

이용육종연구 분야이다) 하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던져 줄 개인으로 선택

한 듯하다 (#A50이 서베이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A50의 정보추구 상대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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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A50의 매개중심도가 정확하지는 않다). #B39는 이와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집단 (#B17과 #A50)의 선임급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지원의 출처로

지적을 받게 되어 매개 중심도가 높아진 것인데, 바로 이 개인이 사업관리팀의 일원

이다. 따라서 적어도 #B17의 그룹은 사업관리팀으로부터의 도움을 문제해결의 중요

한 루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저선량방사선조사 연구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계의 성숙한 연구라는 점을 시사하는 듯하다.

<그림4-9> 0rePath (연구성과업적 보고) 그래프 



- 436 -

 

<그림4-10> 04infPath (업무, 연구관련 정보) 경로 그래프 

 

<그림4-11> 06discPath (연구산업단지 관련 이야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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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02eCpath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상대) 그래프

3. 일상생활의 대화 경로 (01ecPath)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02ssPath)

다음으로 물은 관계형태는 일상주제를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상대의

경로였다. 이 질문은 누가 누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보

다는 업무 혹은 연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일상적인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어떤 차이점 혹은 유사점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부담

없는 일상적인 대화라 함은 연구, 업무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결에서만 나타

나기 보다는 이와 같은 환경과 더불어서 직급, 나이(동년배) 등이 더 작용할 수도 있

으며, 보고경로의 관계망과 다른 경로를 갖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림4-6>의 선들이 집중형(어느 개인에게 집중되어 화살표가 향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림4-13>은 좀 더 자유스러운 유목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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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은 각 개인의 연결성을 정리한 표인데 (중간 이하의 개인은 생략), 들어오고 나

가는 연결성 (In-과 out-reacheability)의 표준편차 값의 차이를 보면 (즉, 일상생활에

서의 대화상대로 지목하는 경우와 지목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간의 편차를 보면),

<표4-18>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훨씬 적음을 (00rePath의 SD = 3.17 대 1.87;

01eCpath의 SD = 3.11 대 4.34) 알 수 있다. 즉, 대화상대의 조직원 간의 연결은 연

구업적이나 성과의 보고의 연결보다 특정 개인에게 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

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적인 대화상대를 지목하라는 부탁에 조직의 특정인물이 집

중적으로 선택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4-20>의 #A29의 경우를 보면, 총 4인으로부터 (Indegree = 4) 일상생활의 대화

상대로 지목을 받았는데, 이 개인의 안쪽으로의 연결성(InReach)의 정도는 12이다.

이는 #A29가 일상대화에서 교환되는 가장 많은 종류의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안쪽 연결성이 높은 개인으로는 #A29,

#A15, #A41, #A49, #D95, #B16, #B58 등이 있다.

<그림4-13>과 <그림4-14>는 각각 근접중심도와 매개중심도를 그래프화한 것인데,

근접중심도를 살펴보면 #A29, #B58, #A15, #A41, #A49 등의 개인이 높은 근접중심

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근접중심도가 높은 이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을 가장 빠른 (단거리) 경로로 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그림4-14>의 매개중심도를 보면 #B83, #B16, #B47 등의 개인이 일상생활의

대화 네트워크에서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와 같은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일상생활의 네트워크가 완전연결 (complete link) 되

어 있지는 않다는 것, 즉, 모든 구성원의 연결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는 점이다. 따라서 근접중심도나 매개중심도의 역할이 큰 개인은 일부 네트워크에서

만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겠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자면, 네트워

크의 분절화는 서베이 완전한 참여가 없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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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 02ecPath의 근접중심도 그래프 

<그림4-14> 02ecPath의 매개중심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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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D InReach Subject ID OutReach

A29 12 B35 23

A15 10 B17 15

A41 10 B07 13

A49 10 B27 13

D95 10 B47 13

B16 9 B39 10

B58 9 B83 10

A53 7 B71 8

D88 7 B21 7

B39 6 B04 6

B83 6 B16 6

A05 5 B32 6

A10 5 B48 6

A06 4 B54 6

B07 4 B58 6

A18 4 B26 3

B27 4 B67 3

A31 4 B13 2

B47 4 B56 2

A62 4 B68 1

B32 3 B72 1

A50 3 B73 1

B54 3 B75 1

A38 2 B77 1

A43 2 A01 0

A44 2 A02 0

B52 2 A03 0

A55 2 A05 0

B04 1 A06 0

B13 1 A09 0

B21 1 A10 0

A22 1 A11 0

B34 1 A12 0

A42 1 A15 0

A46 1 A18 0

B48 1 A19 0

B56 1 A20 0

A59 1 A22 0

A01 0 A24 0

A02 0 A25 0

. . . . . . . . . . . .

Mean 2.04 2.04 

SD 3.11 4.34 

<표4-20> 02eCpath의 Reach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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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에 관한 질문은 일상생활 대화(everyday conversation)와

는 다르게 좀 더 깊은 신뢰가 깔려 있는 관계이다 (03ssPath).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

상생활의 대화상대(02ecPath); 사회적지지 관계(03ssPath); 그리고 친밀한 관계

(05closePath)는 업무 혹은 연구 중심의 정보흐름 경로(task-oriented information

flow)라기 보다는 사회적 행위에 기반한 사회적 유대감을 공통으로 하는 관계망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 세 관계망은 흡사한 구조적 속성을 가질 것이며 각 개인의 역할

은 세 관계망을 아우르며 비슷하게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

Indegree라 함은 해당 관계망의 개인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지적당한

횟수를 말하는데 세 가지의 관계망이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면 그 순위도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표4-25>는 위의 세 가지 형태의 관계망(02ecPath,

03ssPath, 그리고 05closePath 순으로)에서의 Indegree 값을 크기순으로 정리한 표이

며 <그림4-15>, <그림4-16>, <그림4-17>은 각각의 관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우선 Indegree값을 살펴보면, #B27, #B32, #A29, #B16 등이 개인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빈번히 지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발

견은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에서 지목된 #A29 등, #B32등의 높은 근접

중심도와 매개중심도를 갖는 사람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망에서도 -- 사회적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망, 그리고 친한 관계망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연구원

내부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망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일상생활, 사회지지, 그리고

친밀)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을 들어낸다는 것은 연구원 조직의 사회적 관계가 비교

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매일 만나서 이야기

하는 상대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대, 그리고 내가 친하다고 느끼는 상대가 불안

정하게 변하지 않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턴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읍의 연구원은 이

제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로서 크게 보면 연구원이 자리잡기 이전부터 이 방면의 연

구를 진행해 오던 인력과 (경험인력)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을 바탕으로하고 경력을

쌓아 가는 그룹으로 (경력추구인력) 나눌 수 있다. <그림4-15>, <그림4-16>, <그림4-

17>의 노드(원으로 표시)는 각 개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들 중 경험인력 그룹에 속

한 경우는 붉은 색으로, 경력추구인력 그룹의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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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eCpath (일상생활대화) 커뮤니케이션 관계망 

<그림4-16> ssPath (사회적지지) 커뮤니케이션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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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 closePath (친밀) 커뮤니케이션 관계망 

<그림4-18> 0rePath (연구업적성과 보고 경로)의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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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을 하여 놓고 보면 정읍연구원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망은 크게

경험인력 그룹과 경력추구인력 그룹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런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모든 구성원이 서베이에 참여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사회적 친밀을 나타내는 집단의 구분은 단순히 직무경험의 유형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동년배의 사람들은 좀 더 친밀해 질 수 있다),

소속된 하부 조직 (수행하는 연구나 업무가 비슷한가의 여부), 그리고 공간 (매일 같

은 연구실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환경) 등등이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

로 보인다. 가령 붉은 색의 그룹 중 일부는 일정한 기준의 경험 혹은 교육을 통하여

좀 더 책임이 있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임 혹은 책임 연구원급), 이와 비슷한 처지

에 있는 사람들을 친한 관계로 표시하였을 수 있다, 연구경험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지 않고 또 일상적인 대화의 상대로 적합

하므로 무리를 이루었을 수 있다. 사실 <표4-18>을 보면 이와 같은 경향이 잘 나타

난다. <표4-18>은 연구나 업무의 업적이나 성과를 보고하는 경로를 그래프화 한 것

인데 붉은 색으로 표시한 개인의 경우 중앙에 몰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연구성과나 업적을 중간 단계에서 보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

제로 이들 중의 대부분은 "선임"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의 연령을 가진 개인들이었으며 이들에게 "보고"를 하는 개인들은 주로 20

대였다 (t(28) = 3.75, p < .001, <표4-21> 참조).

Type N M SD

Reg 14 37.57 7.63 

Cont 16 29 4.72 

<표4-21> 계약 유형에 따른 개인의 연령 

또한 일상대화관계망을 보면 주를 이루는 무리에서 동떨어진 그룹을 볼 수 있는데

(각 <그림4-15>에서 왼쪽 하단), 이들은 B56, #B26, #B52로 이루어지는 그룹과,

#B13, #B67, #A38로 이루어지는 그룹,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A31 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연구원 근무경력이 오래되었다는 (경험인력 그룹) 점

이고 이 그룹 내부에서 나타나는 선(관계)들의 상당부분이 세 가지 관계망(대화, 지

지, 그리고 친밀 관계망)에서 모두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오렌지색의 선은 3

관계망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선을 표시한 것).

이들의 사회관계망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우선 불완전한 서베이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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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은 #A31 혹은 #A38등이 오른 쪽

위의 주그룹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들이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분석에는 표시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제외한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이들이 따로 사회적 그룹을 이

루게 되는 이유로는 (1) 이들의 역할이 남들과 다를 가능성 (role characteristics); (2)

이들의 연구장소, 작업장소 등이 남들과 달리 따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 (spatial

characteristics); 그리고 (3)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이들을 결속하고 있을 가능성 등

이 있다. 아래 <표4-22>은 이들의 개인적인 속성을 기록한 표이다.

ID tasks position bldg room Age

#B26 기능성식품개발 연구원 연구동 233 30대

#B52 기능성식품개발 선임연구원 연구동 232 30대

#B56 기능성식품개발 연구원 연구동 219 50대

#A31 방사선이용연구부 책임연구원 연구동 224 50대

#B13 행정관리팀 기능직 본관동 304 50대

#A38 방사선식물이용기술 책임행정기원 시험농장 101 50대

#B67 사업관리팀 선임행정원 본관동 301 40대

<표4-22> 일상대화 관계망의 한 그룹에 대한 특성 

이렇게 정리된 표를 토대로 이들의 사회관계망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면 일단의 그

룹은 기능성식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이며 이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연구 혹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그룹은 관리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그룹은 각 그룹의 연장자(50대)에 의해서 느

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 그룹은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의 활발한 대화

(일상적인 대화)가 없을 수 있다 (단, 이는 서베이의 불완전성으로 단정지을 수 없

다). 특히 #A31은 방사선이용연구부의 장인데 이는 각 연구팀을 총괄하는 부서의 이

름이고, #A31의 전공자체는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생명공학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아

래의 4인(#B26, #B52, #B56, 그리고 #A31)은 모두 같은 분야의 연구를 하는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분야의 공통적인 속성이 일상적인 대화 관계망

을 형성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A31은 연구원에의 비중이 높은 개인이므

로 다시 연구원내의 행정직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 관계망 구조를 참작하여 추측해 보면, 연구원 내의 연구

나 업적 성과에 대한 소식이 행정관리부서에게 가장 빠르게 알려지는 연구분야는 기

능성식품개발분야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의 경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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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tasks position bldg room age

B83 방사선이용육종연구 선임연구원 연구동 315 30

B39 사업관리팀 행정원 본관동 301 30

D88 동위원소이용연구 선임연구원 조사동 108 30

A53 RFT연구분석 선임연구원 연구동 135 40

<표4-23> 일상대화 관계망의 그룹 B 

기능성식품개발팀의 소식 등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그룹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몰

려있는 주 그룹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4-15> 참조). 오른 쪽 하단의

#B83의 경우에서 시작하여 보면, 이 개인은 아래쪽 #B39, #D88, #A53 등의 개인들

과 (일상대화상대의 경로로서) 연결되어 있고, 이 개인은 또한 다른 그룹의 일원이라

고 할 수 있는 #B16과 연결되어 있다. #B16 개인은 #A29와 연결되어 있으며, #A29

는 #B48, #B71 등의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 쪽 부분의 연결망의 특징은 각 소그

룹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일종의 매개역할을 하는 개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는 점이다 (매개역할을 하는 노드(사람)들은 매개중심도가 높기 때문에 큰 크

기의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일단 #B83과 (그림에서) 아래쪽의 구성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들 소그룹 연결망의 특징은 나이(30대)와 직책(선임급)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직무는 다양하며 (가령 #D88의 동위원소이용 연구

와 #B83의 방사선이용육종연구는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일하는 장소도

연구동, 본관동, 조사동 등으로 흩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일상생활의 대화상

대로 모이는 이유는 표면적인 것 외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B83에 인접한 #B16 주위의 관계망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B16은 D95를 일상적인 대화의 상대로 지목하였는데, 이들 둘은 같

은 건물, 같은 층에서 활동을 하며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B16은 또한#A29, #B58과도 일상대화상대로의 관계를 갖는데 #A29 의 경우에는 미

생물자원유용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선임연구원이라는 점이 #B16과 차이점이고, 같

은 연구동의 같은 층을 공유하고 있다. #B58은 기능성식품개발의 연구를 하는 연구

원이며 #B16과는 다르게 2층에서 연구실을 두고 있다. 이 두 개인간은 서로가 서로

를 일상대화의 상대로 지목한 점으로 보아 친목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B58은 또

한 #B16과 마찬가지로 #A29를 대화상대로 지목하였는데, 결국 이 세 사람의 연구분

야는 제 각기이며 이들을 표면적으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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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뿐이다.

#B48의 경우는 #B04와 #A50, 그리고 #B17 (간접적인)과 소 그룹을 이루는데 (보

통 clique라고 한다), B04의 경우는 같은 직무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며,

#A50의 경우는 육종연구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대화상대로 지목받은 B17과는 같은

직무를 (저량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식물연구)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대화관계망의 주를 이루는 주그룹은 어떤 공통적인

속성으로만 묶이기 보다는 연구원의 사회적인 생활에 기반을 두는 상황에서 대화상

대를 구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살펴본 일상대화관계망

왼쪽 아래의 소그룹 (#A31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룹)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푸른색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경우 (주 그룹의 왼쪽에 모여 있는 그룹), 이들은 정

규직원이 아닌 상태여서 연구원으로부터 개인 신상에 대한 표면적인 정보를 개인정

보의 침해 이유로 얻질 못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ID tasks position bldg room age

D95 고기능성재료제조기술 연구원 연구동 304 20

B16 방사선이용육종연구 연구원 연구동 317 30

A29 미생물자원유용화 선임연구원 연구동 327 30

B71 기획관리팀 행정원 본관동 304 30

B58 기능성식품개발 연구원 연구동 232 20

B48 공중보건위생화기술 선임연구원 연구동 121 30

B04 공중보건위생화기술 선임연구원 연구동 121 40

A50 저선량방사선이용육종연구 선임연구원 연구동 322 40

B17 저선량방사선식물이용기술 선임연구원 연구동 331 30

<표4-24> 일상대화관계망의 그룹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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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ecPath 03ssPath 05closePath

InDegree InDegree InDegree

B27 4 B27 4 B32 4

A29 4 B32 3 A29 4

B32 3 A29 3 B27 3

B16 3 B58 2 B16 3

A10 3 B07 2 A10 3

A50 3 B16 2 A50 3

B58 2 B47 2 D88 3

B83 2 B04 2 B58 2

B47 2 A05 2 B83 2

B07 2 A10 2 B47 2

A05 2 A50 2 B54 2

A31 2 A53 2 B07 2

A53 2 D86 2 B21 2

D88 2 D88 2 A05 2

B48 1 B83 1 A22 2

B54 1 B39 1 A53 2

B39 1 B56 1 A55 2

. . . . . . . . . . . . . . . . . .

<표4-25> 일상대화, 사회적지지, 그리고 친밀도 관계망에서의 Indegree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지적당함) 

02ecPath 03ssPath 05closePath

ID Betweenness ID Betweenness ID Betweenness

B83 57 B32 17 B32 29

B16 44 B58 6 B27 23

B47 44 B04 5 B16 22

B58 27 B27 4 B83 16

B27 26 B56 3 B58 12

B32 14 B83 1 B54 11

B54 6 A01 0 B21 4

B48 4 A02 0 B35 3

B13 2 A03 0 B47 3

B56 2 A05 0 B48 2

A01 0 A06 0 B04 1

A02 0 B07 0 A01 0

A03 0 A09 0 A02 0

. . . . . . . . . . . . . . . . . .

<표4-26> 일상대화, 사회적지지, 친밀관계망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매개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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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형관계망과 사회적관계망 간의 상관관계

앞장에서는 여섯 가지 종류의 관계망 데이터를 3개씩 묶어서 설명을 하였다. 우선

0rePath; 04infPath; 06discPath는 연구 혹은 업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02eCpath; 03ssPath; 그리고 05closePath는 사회적인 관계망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데이터 세트인 연구관계망의 경우, 처음의 두 관계망

(보고관계망과 정보관계망)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밝혔다. 두 번째 세트인 사회관계의 데이터 경우에는 3가지 관계, 즉, 일상대화관계

망, 사회적지지관계망, 그리고 친밀관계망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식화를 통한 육안으로 살펴 본 것이었으므로 정확한 판단에 기인하

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섯 가지 관계망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파악하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장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인 보고관계망(0rePath)을 기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다른 다섯 개의

관계망 구조(형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관계망이 보고관계망의 변

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단순히 육

안으로 그래프를 비교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확신성을 주는 (certitudes)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준다.

6개의 관계망은 애초에 3개씩 2 그룹으로 묶여서 비교하였으므로, 연구진은 보고

관계망의 구조는 정보관계망과 토론관계망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가

정하였으며, 일상대화관계망, 사회적지지관계망, 그리고 친밀관계망의 영향력은 존재

하지 않거나 있어도 미미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인이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살피는데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매트릭스인 관계로 일반적인 회귀분석방법

이 아닌, MRQAP (Multiple Regression Quardratic Procedure) 방법을 사용하게 된

다. 아래는 MRQAP 분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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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QAP output

MULTIPLE REGRESSION QAP VIA DOUBLE DEKKER SEMI-PARTIALLING

--------------------------------------------------------------------------------

# of permutations:            2000

Diagonal valid?               NO

Random seed:                  398

Dependent variable:           G:\SciComm\Survey\data\snD\0rePath

Expected values:              G:\SciComm\Survey\data\snD\mrqap-predicted

Independent variables:        G:\SciComm\Survey\data\snD\06discPath.##h

                              G:\SciComm\Survey\data\snD\02eCpath.##h

                              G:\SciComm\Survey\data\snD\03ssPath.##h

                              G:\SciComm\Survey\data\snD\04infPath.##h

                              G:\SciComm\Survey\data\snD\05closePath.##h

Number of permutations performed: 2000

MODEL FIT

R-square Adj R-Sqr Probability    # of Obs

-------- --------- ----------- -----------

   0.372     0.371       0.000        6320

REGRESSION COEFFICIENTS

                 Un-stdized     Stdized               Proportion  Proportion

    Independent Coefficient Coefficient Significance    As Large    As Small

 -------------- ----------- ----------- ------------ ----------- -----------

      Intercept    0.004670    0.000000

     06discPath    0.231073    0.142331        0.000       0.000       1.000

       02eCpath   -0.079526   -0.074211        0.000       1.000       0.000

       03ssPath    0.037288    0.033328        0.041       0.041       0.959

      04infPath    0.590834    0.560377        0.000       0.000       1.000

    05closePath   -0.006553   -0.006411        0.224       0.776       0.224

<표4-27> MRQA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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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개의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인 보

고관계망의 변량(혹은 분산)을 설명하려하면 약 37.2 % 정도가 설명이 되며, 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다섯 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일상대화관계망과 친밀관계

망은 종속변인인 보고관계망과는 상반되는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친밀관계망

의 경우는 그 상반됨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므로 (p = .224 즉, 이를 기

준으로 상반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판단은 약 22%의 잘못될 확률을 가지므로 이런

판단에 의미를 둘 수는 없다), 보고관계망의 설명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나머지의 관계망들 -- 정보관계망, 토론관계망, 그리고 사회관계망은 모두 보

고관계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p < .05; 통계학적으로 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이 100분의 5 이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단 사회관계망의 경우

그 상관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03 (약 .09%)에 그치며 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이 100

분의 5에 달하는 반면, 정보관계망의 경우는 .56 (약 31.4%), 그리고 토론관계망의 경

우에는 .14 (약 2%)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천분의 1보

다 적다 (p < .001). 일상대화관계망의 상관관계는 부적이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

지만 그 영향력은 약 .074 (약 .05%)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립변인들을 가지고 종속변인인 보고관계망을 설명한다면 약

37.2%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정보관계망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고 하겠다 (약 31.4%). 따라서 보고관계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관계망은 정보관

계망이라고 하겠다.

제2절 외부질문에 대한 응답경로

정읍의 지역주민이 방사선 연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전화

를 하여 왔다는 가정을 주고 이 전화를 어디로 연결하여야 하겠는가의 질문을 하였

다. 설문의 문항을 읽고 응답자가 생성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 저마다 차이가 있겠

지만, 이 문항은 연구원의 구성원이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의에 일관적이면서 단일

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래는 설

문참여자의 응답유형(전화를 연결해야할 부서)을 정리한 것인데 총 9개의 부서이름

이 거론되었다.

자신이 직접 지역주민의 문의를 다루겠다는 응답자는 모구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구원의 안전에 관한 문제나 운영을 다루는 공식적인 팀인 "시설안전팀"이라

고 대답한 응답자들 또한 8명이었다. "모른다"의 대답은 5명이었으며, 그 외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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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눈에 띄는 것들은 "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실 등이었다. 안전에 대해 문의를

해온 지역주민이 전화의 연결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연구원의 체계적

인 이미지에 상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Freq % Cum %

관리지원부 1 3.13 3.13 

방사선안전관리 3 9.38 12.50 

방사선조사시설운영 1 3.13 15.63 

사업관리팀 1 3.13 18.75 

시설안전팀 8 25 43.75 

연구부장실 1 3.13 46.88 

원자력안전관리팀 1 3.13 50

원자력안전연구부 1 3.13 53.13 

행정실 2 6.25 59.38 

Self 8 25 84.38 

Dk 5 15.63 100

Total 32 100

<표4-28> 안전문의 전화에 대한 연결 대상 인지 

아래의 표는 고용경험에 따라서 "시설안전 관리부서"에 대한 인지를 정리한 표이

다. 눈에 띄는 점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모든 개인이 짧은 고용경험을 갖는다

는 것이다. 이는 연구원 내부에 신규 인력고용시에 이에 대한 교육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의미한다. 고용경험이 많은 개인의 경우,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없는

것은 연구원의 정착이 초기에 어려웠으므로 (1년간의 주민 설득과정을 거침), 지역주

민이 가질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지식을 자연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사

실, 총 14인의 고용경험이 긴 응답자 중에서 일곱 명이 이와 같은 문의에 "자신이

대답"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는 점과, 4인이 "시설안전팀"이라고 하였다는 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반면에 고용경험이 짧은 그룹에서는

(총 인원 수 = 16) 4인의 응답자만이 "시설안전팀"이라는 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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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사건 관련단체 관련인물

2001/
04

핵방사선센터 건설 
백지화 정읍시민연대

정읍민주연합(농민회, 
여성농민회, 
정읍품물보존회 등)
생명문화교육연대

2001/
05/08

원자력위원회 제104차 
임시이사회 정읍시 
신정동 금구부락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

터 설립부지 화정 정책

2001/
05/28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추진단 발족식

국일현 (센터추진단 단장)
국승록 (정읍시장)
김병태 (정읍시의회의장)

<표4-30> 방사선연구원 설립과정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Total

연구원안전 관리지원부 0 1 1

문의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0 3 3

정보소스 방사선조사시설운영 1 0 1

사업관리팀 0 1 1

시설안전팀 4 4 8

원자력안전관리팀 1 0 1

원자력안전연구부 1 0 1

행정실 0 2 2

self 7 1 8

dk 0 4 4

Total 14 16 30

<표4-29> 고용경험에 따른 안전관리문의에 대한 전화연결 대상에 대한 인지 

제3절 외부시민단체에 대한 인지정도

지역단체에대한인지(Community awareness)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17개의 지역민

단체를 나열하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물

었다. 17개의 지역 단체는 연구원이 정읍에 정착하는 과정에 관여되었던 단체를 정

리하여 나열한 것인데, 아래의 <표4-30>은 2001년부터 시작된 정읍소재 방사선연구

원 설립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는 연구원 설립을 둘러싼 주체와 또한 각 주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대한 연구원 구성원의 awareness정도를

살펴서 연구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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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단체장

심요섭 경실련대표

2001/
05/26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

터 정읍유치에 
즈음하여" 성명서 발표

정읍경실련
박철희
심요섭
황혜헌

2001/
05/30

주민설명회

2001/
06/12

원자력연구소 견학
정읍시 공무원

시의원 
정읍시 공무원 36
시의원 17명

2001/
09

정읍방사선 행원자로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반대운동 전개

민주연합
동이학교
문사정

박성연(생명민회회장)
정우일(동이학교 교무)
유철준(민주연합 대표)

2001/
11/01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설립배경 및 추진 
경과보고 등에 대한 
비발전분야 원로과학자 
초청간담회

한창렬(홍능육종연구소 고문)
권신한(경희대)
김영국(연구소)
안학수(양명회 회장)
김재록(연구소)
안종성(연구소)
이종육(전남대)
은종선(전북대)
권중호(경북대)
오정행(단국대)
김경수(전남대)

2001/
12/05

첨단방사선센터 
유치반대 
정읍시민연대: 
부지매입 관련 서류 
공개요구

공동대표: 유철준 외 4명

2002/
01/19

방사선센터 신정동 
유치 반대 궐기대회:

정읍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민주연합 (정읍농민회

전교조정읍지회
병원노조정읍지부
사회보험노조정읍지부
정읍여성농민회

정읍풍물보존회)
생명민회
문사정
백학농원
동이학교

신정동주민대책위 

안길용(신정동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박문기(신정동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최기열(유치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철준(유치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우일(유치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성진(전북대교수, 한국반핵운동연대 
자문위원)
이동엽(전주산조조직위원장)
주용기(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손대현(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이원영(수원대 교수)
김재수(KIST 선임연구원)

박용구(백학농원총무)
주용섭(정읍생명민회사무국장)
김석환(문사정총무)

2002/
0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핵관련 선거쟁점화

김철규(정읍시장 후보)
최창묵(정읍시장 후보)
강광(정읍시장 후보)
국창록(정읍시장후보)
유성엽(정읍시장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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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록(당시 정읍시장)
하재룡(당시 정읍부시장)

2002/
06/27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

터 설립 과교청년회 
토론회

과교청년회
원자력연구소
정읍시

백툭위(백지화투쟁위원회)

안왕근(과교청년회 회장)

국일현(연자력연구소 단장)
김덕주(정읍시 도시과장)

박문기(백투위)

고창운(시의원)
송현철(시의원)

2002/
08/20

정읍 핵 단지 건설 
음모저지 시민궐기 
대회

정읍농민회 등 11개 
시민단체:
정읍농민회
영성농민회
정읍민주연합
방사선센터백지화투쟁위원
회
전교조정읍지회
사회보험노동조합
문화를사랑하는정읍사람들
생명문화교육연대
정읍병원노동조합
풍물보존회
농협노조정읍지부

2002/
08
2002/
09

금구마을 공사현장 
폭력사태

2002/
10/15

공개토론회
정읍시
원자력연구소
시민연대

국일현(센터건립 추진단 단장)
은종선(전북대교수)
김경수(조선대 교수)
조성기(방사선이용 연구부)
조정희(정읍시 과장)

박문기(백투위 공동대표)
주요섭(정읍생명민회 운영위원)
강성천(원광대4년)
이효신(정읍생명민회 사무처장)
양이원용(환경운동연합)

위의 과정에서 크게 혹은 작게나마 정읍방사선 연구원과 관련이 되었던 시민단체

들의 이름을 17개 선정하여 연구원들의 인지정도를 물은 응답을 정리하였다 (<표

4-31> 참조).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일지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작성된 것

으로 대중매체(신문이나 방송)에 일괄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

는 점과 따라서 연구원 구성원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

려, 이 문항 조사는 지역단체 중 타 단체와 비교하여 인지도가 높은 단체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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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Q
Community 

group

Never 
heard of 

(%)

heard of 
(%)

Know well 
(%)

1 c31 정읍민주연합 27 (90) 3 (10) 0 (0)

2 c32 여성농민회 24 (80) 6 (20) 0 (0)

3 c33 농민회 16 (53) 13 (43) 0 (0)

4 c34 정읍풍물보존회 24 (80) 5 (17) 0 (0)

5 c35 생명문화교육연대 27 (90) 2 (7) 0 (0)

6 c36 생명민회 28 (93) 1 (3) 0 (0)

7 c37 동이학교 25 (83) 4 (13) 0 (0)

8 c38 민주연합 23 (77) 6 (20) 0 (0)

9 c39 전북환경운동연합 16 (53) 12 (40) 1 (3)

10 c310 백학농원 13 (43) 10 (33) 7 (23)

11 c311 문사정 26 (87) 3 (10) 0 (0)

12 c312 과학교육청년회 29 (97) 0 (0) 0 (0)

13 c313 전교조정읍지회 25 (83) 4 (13) 0 (0)

14 c314 사회보험노동조합 26 (87) 3 (10) 0 (0)

15 c315 문화를사랑하는정읍사람들 29 (97) 0 (0) 0 (0)

16 c316 정읍병원노동조합 25 (83) 4 (13) 0 (0)

17 c317 농협노조 23 (77) 6 (20) 0 (0)

18 CommAware 커뮤니티인지도 각 개인 별 지수

19 CAbi 커뮤니티인지도 이분항

<표4-31> 관련 지역 단체 

지, 그리고 어째서 몇몇의 단체만이 연구원에게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서베이 결과 "전혀 듣지 못했다"의 항목이 80%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이 다수를 이

루었는데, 이와 같은 단체로는 정읍민주연합, 여성농민회, 정읍풍물보존회, 생명문화

교육연대, 생명민회, 동이학교, 문화를 사랑하는 정읍사람들, 과학교육청년회, 전교조

정읍지회, 사회보험 노동조합 등등이었으며, 반대로 연구원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진

단체가 농민회, 민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백학농원 등이었다.

이 중 백학농원은 신정리에 위치한 농원으로 지역식당을 경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듯 하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부안의 핵폐기물처리 시설반대, 핵발전 반대

등으로 잘 알려진 단체이기에 높은 인지도를 보인 듯하다. 시민단체들과의 커뮤니케

이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적어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각 단체

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전반적인 PR전략을 짜는데 도움

이 될 듯하다.

이와 더불어 설문 참여자의 17개 항목에 대한 응답 중 "잘 알고 있다(2),"와 "들어

본 적이 있다(1)"의 점수를 개인별로 모두 더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



- 457 -

고용형태 N M SD

Community awareness 정규직 14 4.64 3.59 

계약직 16 2.06 2.02 

<표4-33> 고용형태에 따른 Community Awareness 

(CommAware)라는 변인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은데, 최소값은 0, 최

대값은 10을 기록하였으며, 평균은3.27 (SD = 3.10)을 기록하였다. 17개의 항목을 모

두 잘 알고 있다면 총 34점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할 때, 최대치인 10점의 기록은 상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평균은 3.27을 기록하였으며, 이 점수 또한 표준편

차가 3.10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 별로 다양한 지식격차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ommAware 변인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는데, 총 8인

이 총 점수 0점을 기록하였고, 10점의 최대점수는 2명이 기록하였다. 6점을 받은 개

인도 4명 정도였으며 대부분이 2-3점을 기록하였다.

Score Freq %

0 8 26.67 

1 2 6.67 

2 5 16.67 

3 4 13.33 

4 1 3.33 

5 2 6.67 

6 4 13.33 

7 1 3.33 

9 1 3.33 

10 2 6.67 

Total 30 100

<표4-32> CommAware 빈도 

이를 또한 근무 경험의 기간에 따라서 살펴보았는데, 근무경험이 긴 그룹의 경우

에는 4.64의 평균값을 (SD = 3.59); 그리고 짧은 그룹의 경우에는 2.06 (SD = 2.02)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우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t(28) = 2.47, p < .01). 정규직의 경우 선임 및 책임급 직책의 구성원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구원 초기의 정착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지역사회인지도 수치를 보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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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디어에 대한 인식 (media awareness)

이 항목은 연구원과 관련될 수 있는 지역사회 매체에 대한 인지 여부와 매체에 노

출된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은 "1=아니다

", "2=그렇다"의 이분항(dyad)으로 기록(coding) 되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의 그렇다

(2로 대답한 항목)의 합은 연구원 구성원의 매체 노출 경험과 매체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지수로 사용되었다(mediaAware, mAwarebin).

KnowledgeIndex

g81 나는 지역 신문사의 이름을 하나 이상 알고 있다.

g82 나는 지역 방송사의 이름을 하나 이상 알고 있다.

g83
나는 지역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와 비공식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이나 내가 
하는 연구/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g84
나는 지역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와 공식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이나 내가 하
는 연구/업무에 대해서 인터뷰 해본 적이 있다.

g85 나는 정읍 지역의 시민단체 혹은 모임의 이름을 하나 이상 알고 있다.

g86
나는 정읍 지역주민이나 단체와 사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본 적
이 있다.

g87
나는 정읍 지역주민이나 단체와 공식적으로 방사선 연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
이 있다.

g88 나는 정읍지역 주변의 대학이 연구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89 방사선 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벌이는 행사나 활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

g810 위의 질문(8.9)에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기억나시는 행사나 활동을 써주세요.

mediaAware 위의 항목 중 1-9까지의 점수를 합한 값

mAbin 위의media aware 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이분한 그룹 구분 (1=hi, 2=low)

<표4-34> Media Awareness 설문문항 

아래의 표는 항목에 대한 응답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10번째 항목인 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벌이는 행사나 활동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는 항목인데 총 30의 유효 응답 중 22인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사실

연구원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알리기 프

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여 왔고, 지역민의 행사에 소극적이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

여 왔다는 점을 반영한다.

응답자들의 응답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 중 어떤 것들은 같은 행사

를 다른 이름으로 적은 것도 있으나 (한마음 체육대회, 시민화합 한마당행사, 지역주

민 체육행사 등등), 연구원 구성원의 대다수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호협조하려는

연구원의 의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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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학대 축제

어린이 방문 Tour

2006년 9월 주민 화합잔치

운동장 대여

지역주민 체육행사

설명회, 주민잔치

지역주민 한마당잔치

주민화합잔치

시민화합 한마당행사

연구성과 전시회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원식

가족한마당잔치

노인의날 기념행사, 정읍시 체육대회

정읍과학축전, 노인의날 교육, 공무원교육

축구

네 (%) 아니오 (%)

g81 20 (66.67) 10 (33.33)

g82 25 (83.33) 5 (16.67)

g83 7 (23.33) 23 (76.67)

g84 6 (20) 24 (80)

g85 11 (36.67) 19 (63.33)

g86 7 (23.33) 23 (76.67)

g87 5 (16.67) 25 (83.33)

g88 18 (62.07) 11 (37.93)

g89 22 (73.33) 8 (26.67)

Lo Hi

mAbin 12 (40) 18 (60)

<표4-35> Media Awareness (미디어인지도) 

mediaAware 지수의 기술적인 통계는 아래와 같다. 최저치가 0, 최고치가 18 이었

고, 평균은 8.07, 표준편차는 4.91이었다. 1인이 모든 항목에 "그렇다"를 대답하여 18

점을 얻었다. 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관심은 사실 (특히 노출의 경우) 연구원 내부에

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mediaAware 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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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나 업적의 보고 경로 데이터에서 얻은 매개중심도(Betweenness)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즉, 연구원에

정보흐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매체에 대한 노출 및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좀 더 가시적인 차이를 보기 위해서 각 개인의 직위(원, 선임, 책임급) 간의

mediaAware 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원급의 mediaAware 평균은 6.64 (SD =

4.51), 선임급은 10.67 (SD = 3.5), 그리고 책임급의 평균은 16 (SD = 0)이었다.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가를 살펴 본 결과 세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F(2, 27) = 5.84, p < .01) 구체적인 차이가 발견된 그룹은 원급

의 구성원과 책임급의 구성원이었다. 따라서 연구원의 책임급 직책을 맡은 구성원들

의 경우, 지역사회 미디어에 노출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어 왔으며 또한

이에 응답할 책임의식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 Min Max M SD

mediaAware 30 0 18 8.07 4.91 

<표4-36> Media  Awareness (미디어인지도) 기술통계치 

mediaAware

reBetweenness 0.37 *

<표4-37> 중개중심도와 media awareness 간의 상관관계 

 * p < .05

N M SD Min Max

원급 22 6.64 4.51 0 18

선임급 6 10.67 3.50 6 16

책임급 2 16 0 16 16

Total 30 8.07 4.91 0 18

<표4-38> 직책에 따른 Media Awareness 

제5절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과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는 흔히 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표현

된다. 이 현상의 기조가 되는 힘은 흔히 둘 갈래에서 연유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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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이고 또 다른 하나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시민단체 혹은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다.

이론적으로는 가시적으로 인지하는 혹은 느끼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관련 동

산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반발이 더욱 심

해야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을 구분하는 논리와 이론을

제공하며, 반대의 의사표현을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 광역 혹

은 지역 단체의 반발이 극복하기 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연구원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정읍 지역주민들 혹은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의 연구원에 대한 인식, 연구원과 시민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총

21개의 문항을 작성하여 응답자에게 물었다 (<표4-39>, <표4-40> 참조).

Var 정읍지역시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d41 정읍 지역주민들이 연구원의 시설은안전하다고 생각한다.

d42 지금 현재 연구원과 정읍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존재한다.

d44 방사선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정읍지역주민은 신뢰한다.

* d45
정읍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면 이는 연구원이 하는 일이나 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d46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연구원과 지역 
사람들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d47
지역주의, 편협주의, 감정주의 이런 단어들이 정읍 지역주민들의 표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d48
연구원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비합리적인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d49 지역주민의 요구 중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d410 지역주민의 요구는 대개 안전문제에 대한 보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d411
연구원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d412 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표4-39> 설문문항: 정읍지역시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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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Max M SD

d41 30 2 5 3.40 0.72 

d42 30 1 4 2.10 0.71 

d44 30 2 4 3.50 0.63 

d45 29 1 5 3.59 0.95 *

d46 29 2 5 4.24 0.79 

d47 30 1 5 2.97 0.96 *

d48 30 1 5 2.73 0.98 *

d49 29 1 5 3.17 1.04 *

d410 30 1 5 3.10 0.88 

d411 30 3 5 3.93 0.69 

d412 30 1 5 3.87 0.82 

<표4-41> 정읍지역시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Var 정읍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e51 지금 현재 연구원과 정읍지역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존재한다.

e53
정읍지역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있다면 이는 연구원이 하는 일이나 연구에 대한 이
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된다면 마찰이 적어질 수 있다.

e54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하는 일(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연구원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e55 *
지역주의, 편협주의, 감정주의 이런 단어들이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의 표현에 어울
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e56 *
연구원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비합리적인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e57 지역시민단체의 요구는 경제적인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e58 지역시민단체의 요구는 대개 안전문제에 대한 보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59
연구원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지역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표4-40> 설문문항: 정읍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아래의 <표4-41>, <표4-42>은 위의 설문문항에 대한 기술적통계치를 정리한 것이

다. 총 21개의 문항 중 2 문항인 d43과 e52 문항의 경우, "연속적(contingent) 문항

(다른 문항의 응답내용 여부에 따라서 응답이 필요한 항목)"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응

답자가 극히 적었으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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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Max M SD

e51 29 1 4 2.31 0.71 

e53 29 3 5 3.86 0.58 

e54 30 2 5 3.80 0.76 

e55 30 1 5 2.83 0.95 *

e56 30 1 5 2.73 0.98 *

e57 29 2 5 2.93 0.84 

e58 30 2 5 3.47 0.90 *

e59 30 3 5 3.87 0.68 

<표4-42> 정읍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각 표의 마지막 행에는 표준편차(SD)값이 .9 이상의 항목에 대한 표시를 *로 하였다.

이는 해당항목에 대한 개인 응답 간의 편차가 다른 문항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우선 <표4-40>를 보면, d45, d47, d48, 그리고 d49의 문항에서 개인 간의

응답 편차가 타항목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d45: 정읍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면 이는 연구원이 하는 일이나 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d47: 지역주의, 편협주의, 감정주의 이런 단어들이 정읍 지역 주민들의 표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d48: 연구원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비합리적인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d49: 지역주민의 요구 중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지역시민 단체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의 두 문항에 대한 표준편

차가 다른 문항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

e55 * 지역주의, 편협주의, 감정주의 이런 단어들이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의 표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e56 * 연구원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비합리적인 것 혹은 비이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특히 이 두 문항은 위의 지역주민에 대한 항목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

이므로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나이별 상관관계, CommAware의 그룹(높고 낮

은 점수의) 간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으나 d48, d55의 지역주의 편협주의에 대한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t(28) = 2.42, p < .05; t(28) = 2, p =

.055; 지역주민, 지역시민 단체 순) 유의미한 차이나 상관관계가 나오지는 않았다. 따라

서 연구자는 잠정적으로 이 문항들이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질문이어

서 이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커졌을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응답은 단순히 나이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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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연관된 것이 아닌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지역주민이 연구원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5 (SD = .63)를 보

였는데, 실제 지역주민의 경우에도 방사선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믿을 수 있는 편"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의 53.9%가 "믿을 수 있는 편" (매우

믿을 수 있다 : 6.9% + 믿을 수 있는 편 : 47.0%)이라고 응답했고, "믿을 수 없는 편

"이라는 응답이 15.9%(전혀 믿을 수 없다 : 3.0% + 믿을 수 없는 편 : 12.9%)로 나타

남). 이는 연구원과 정읍 지역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무

게를 두도록 한다.

제6절 대외 PR과 참여에 대한 인식

과학자들의 본연의 임무는 연구이며, 과학분야의 소식 (성과, 업적)을 세상에 알리

는 일은 전문인(방송, 신문, PR 전문인 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전통

적인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이다. 그러나 정읍 연구원의 경우, 대외, 특히 지역주

민과 단체 등과의 관계(public relations) 등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좀 더 적극적이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들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PR에 대한 마인드

f61 연구원의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면 되고 지역 (신정구 혹은 정읍) 주민 혹은 단체와의 
대화는 특정한 전문가가 (가령 PR 전문가) 단일 창구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f62 나는 지역 신문의 기자가 요청한다면 - 연구원에 미리 알린 후에 - 인터뷰에 직접 
응할 생각이 있다. 

f63 나는 지역 신문의 기자가 요청한다면 연구원에게 알려서 담당 전문가(예를 들면 PR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f64 연구원이 연중행사로 "지역 페스티발"과 같은 행사를 주관하여 지역 주민과 같이 하
는 것에 찬성한다.

f65 위의 페스티발을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내어서 도울 생각이 있다. 

f66 우리 연구원이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f67 정읍 연구원의 상주 연구원이라면 정읍에 거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f68 정읍 지역주민들은 방사선 연구 첨단 과학단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f69 나는 참단과학단지의 조성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f610 첨단과학단지 조성이 대외에 알려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f611 과학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주변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g94
나는 나나 내 연구팀이 하는 연구나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시간
을 내서 도울 용의가 있다. (2개월 간 자신의 작업/연구 활동이나 환경이 카메라에 
노출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총 6시간의 시간을 내야 한다고 가정).

<표4-43> PR활동 및 참여에 대한 질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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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4-44>는 PR활동 및 참여에 대한 응답의 기술적 통계치를 적어 놓은 것

이며 <표4-45>는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구성과나 업적을 보고하는 관계망 (보고

관계망, 0rePath)에서 indegree값이 높은 그룹(hi)과 낮은 그룹(lo)을 나누어정리한 것

이다 (보고관계망의 Indegree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은 개인은 1, 높은 개

인은 2를 부여하였다.. 이 두 표를 놓고 보면 우선, 질문 f62(지역 신문기자와의 인터

뷰)에 대한 응답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데, Indegree값이 낮은 그룹의 경우 그 평균

이2.71이지만 높은 그룹의 경우는 3.3에 달한다 (t(30) = -2.37, p < .05). Indegree값

이 높다함은 연구성과나 보고를 주로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연구원 내에서 선임급

등이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외 인터뷰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읍연구원이 정읍연구원에 상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f67) 보면 그 평균

이 3.62 (lo그룹). 2.86 (hi그룹) 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indegree값이 높은 그룹

의 경우, 40대의 나이가 주를 이루고 이들은 가정과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정읍 지역의 환경이 적정치의 수준에 이루기 전에는 이곳으로의 이주가 어렵다고 생

각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 f610인 첨단과학단지의 조성이 대외에 알려지면 많은 기업이 들

어올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indegree값이 낮은 그룹의 경우 평균이

3.86; 높은 그룹의 경우 3.22로 차이를 보였다(t(30) = 2.04, p<.05).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degree값이 높은 그룹의 경

우, 이에 대해서 좀 더 비관적인 견해(3.86 대 3.22)를 보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구

체적인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에서인지 (입지조건에 맞는 기업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임 등의), 아니면 비관적인 견해에 의한 것인지와 비관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degree값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의 전반적인 차이를 보면, 높은 그룹의 경우,

PR이나 홍보활동에 좀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전문적인 PR인 이용에 대해서는

낮은 그룹보다 덜 적극적이며, 직접 인터뷰 의사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혹은 단체와 연구원과의 활동 (페스티발이나 행사에 참여)에 있어서는

두 그룹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연구원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에 공헌할 것이라는 생각에도 차이가 있지 않았다. 즉, 공동체와의 관계유지에 대한

참여와 지역발전에 대한 믿음은 두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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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Max M SD

f61 32 1 5 3.34 1.15 

f62 30 1 4 3.03 0.81 

f63 24 1 5 3.75 0.85 

f64 30 1 4 3.20 0.96 

f65 30 1 4 3.10 0.88 

f66 30 3 5 3.87 0.57 

f67 30 1 5 3.10 0.99 

f68 30 1 5 3.17 0.83 

f69 30 3 5 4.00 0.64 

f610 30 2 5 3.60 0.81 

f611 30 2 5 3.07 0.91 

g94 29 2 5 3.31 0.89 

<표4-44> PR활동 및 참여 응답에 대한 기술적 통계

Indegree N M SD

f61 lo 14 3.5 1.02

hi 18 3.22 1.26

f62 lo 14 2.71 0.73

hi 18 3.33 0.77

f63 lo 11 3.82 1.17

hi 14 3.79 0.58

f64 lo 14 3 1.11

hi 18 3.22 0.94

f65 lo 14 3.07 1.07

hi 18 3 0.84

f66 lo 14 3.71 0.73

hi 18 3.89 0.47

f67 lo 13 3.62 1.12

hi 18 2.83 0.86

f68 lo 14 3.43 1.02

hi 18 3.06 0.73

f69 lo 14 4.14 0.77

hi 18 3.89 0.58

f610 lo 14 3.86 1.1

hi 18 3.22 0.65

f611 lo 14 3.43 0.94

hi 18 2.94 0.94

g94 lo 14 3.21 1.12

hi 17 3.24 0.83

<표4-45> PR활동 및 참여에 대한 두 그룹간의 기술적 평균 차이
(0rePath에서의 indegree값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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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f71 정읍시청

f72 중앙정부기관

f73 KBS/MBC/조선일보와 같은 중앙언론기관

f74 정읍신문과 같은 지역언론

f75 정읍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f76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표4-46> 질문 f7세트: 기관, 언론에 대한 신뢰 

N Min Max M SD

f71 정읍시청 32 2 4 2.88 0.61 

f72 중앙정부기관 32 1 4 2.81 0.69 

f73
KBS/MBC/조선일보와 같은 

중앙언론기관
32 2 5 3.03 0.78 

f74 정읍신문과 같은 지역언론 32 2 5 3.16 0.63 

f75 정읍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32 2 5 3.06 0.76 

f76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32 2 5 3.06 0.72 

<표4-47> 기관, 언론에 대한 신뢰: 기술적 통계치 

제7절 각 기관, 매체에 대한 신뢰도

다음은 정읍 시청, 중앙정부, 언론 기관 등에 관한 신뢰도를 물었는데 (<표4-46>

참조), 그 기술적인 통계는 <표4-47>와 같다. 이 응답의 특징으로는 서베이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이들 기관에 대해 주목할 만한 신뢰도, 아니면 불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들의 평균은 중앙값인 3 근처를 기록하였다. 연구원에 하는 역할

(0rePath에서 indegree값이 높고 낮은 그룹)에 따른 차이도 보이질 않았다.

단, "정읍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f75), 근무경험이 긴

그룹과 짧은 구성원 간의 차이를 보였다(3.29 대 2.75; 긴그룹 대 짧은그룹,

F(1,28)=5.06, p < .05). 즉, 정규직 구성원의 경우 좀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

는 이들이 지역주민 혹은 단체들과의 접촉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신뢰성을

쌓은 듯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측도 인터뷰 등의 자세한 조사를 통해야 좀 더 확

실히 알 수 있을 듯하다.

아래 <표4-48>은 각 기관, 언론에 대한 정읍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를 정리한 것이

다. 연구원 내부의 서베이와 비교해 보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정읍시청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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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정읍시장 선거 등의 지역적인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는 듯하다. 반면에 지역주민의 중앙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2.81

vs. 3.13; 연구원 vs. 지역주민). 중앙정부의 약속이나 정책은 발표된 대로 진행, 실

행될 것이라고 믿을 경향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대 지역주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

해야 할 듯하다. 이외의 주체에 대한 신뢰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두 그룹 (연구원

구성원과 지역주민) 모두 중앙언론보다는 지역언론에 신뢰를 더 두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역언론 관리(management)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연구원의 소식이나 이슈

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N Min Max M SD

Jcity 정읍시청 800 1.00 5.00 2.501 1.070

Cgov 중앙정부기관 800 1.00 5.00 3.126 1.120

RFT na 800 1.00 5.00 3.090 1.429

Cmedia 중앙언론기관 800 1.00 5.00 2.684 1.138

Lmedia 지역언론 800 1.00 5.00 2.809 1.285

LcitGroup 시민단체 800 1.00 5.00 2.891 1.277

<표4-48> 기관, 언론에 대한 신뢰: 정읍지역 주민대상 통계치 

제8절 매체이용에 대한 성향

과학자들의 커뮤니티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invisible

colleague" 혹은 "collaboration through technology"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는 커뮤

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메일 블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가 과

학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산성 (productivity, 공동논문 등)이 높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

반인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진은 매스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가정하고, 어떤 매체를 (이메일과 면대면) 선호하는지와, 테크

놀로지를 이용하여 공동 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블로그나 웹페이

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릴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

리고 고등학교 1년생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잘 설명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물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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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태도

g91
나는 내 연구와 관련한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다고 한다면, 이메일 인터뷰 보다는 대면 
인터뷰(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를 선호한다. (인터뷰 질문은 미리 받는 것으로 가정)

g92
나는 내 연구와 관련한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다고 한다면, 대면 인터뷰 보다는 이메
일 인터뷰를 선호한다. (인터뷰 질문은 미리 받는 것으로 가정)

g93
연구자와의 협력시에 (공동연구) 직접 만나는 것보다 Email과 첨부파일의 공유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테크놀로지만으로도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다.

g95 나는 연구나 업무 중 일부를 일반인들을 위해서 Blog 혹은 웹사이트 에 정리할 용의가 있다. 

g96
나는 방사선 연구원이 하는 일(연구, 개발 등)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자신이 있다.

g97 나는 연구나 업무와 관련된 Blog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g98 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Blog나 웹사이트가 있다

<표4-49> 매체이용에 대한 성향 질문 

<표4-50>과 <표4-51>는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표이다. 이를 살펴보면 면

대면과 이메일 중 어떤 형식의 인터뷰를 선호하는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면대면 선호 = 3; 이메일 선호 = 3.28). 이메일 선호의 평균이 3.28로 조금 컸으

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t(31) = -1.27, p > .05). 연구원 직책을

가진 응답자만을 따로 추려서 살펴보았으나 (즉, 행정직 제외) 이에 대한 성향에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공동논문의 작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중간 값 이하의 평균을 보임으로써(M = 2.34, SD = .83), 공동 논문을 작

성하는데 있어서 이메일 등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4-52>은 보고관계망(0rePath)에서 구한 응답자들의 indegree값과 매체 이용에

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Indegree값이 높은 개인은 연구원 내의 다른 구

성원으로부터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들의

이와 같은 위치(position)와 매체이용에 관한 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인 인터뷰에 있어서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선호와 indegree값 간의 상

관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성과나 업적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메일보다는 대면 인터뷰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96 질문인 방사선 연구원이 하는 일을 고등학교 1학년학생에게 설명할 자신이 있는

가에 대한 응답 또한 indegree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인터

뷰 선호와 마찬가지로 어느 수준 이상의 경력과 경험이 연구원의 연구분야에 대한

설명을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자신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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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Max M SD

g91 32 2 5 3 0.84

g92 32 2 5 3.28 0.89

g93 32 1 4 2.34 0.83

g95 32 1 5 3 0.92

g96 32 2 5 3.16 0.85

g97 31 1 2 1.97 0.18

<표4-50> 매체이용에 대한 성향: 기술적 통계 

g98 g99

네 1 6

아니오 30 26

<표4-51> 매체이용에 대한 성향: 기술적 통계 (블로그, 웹페이지 이용에 관한) 

 g91 g92 g93 g94 g95 g96

InDegree .380(*) -.302 -.152 -.076 .169 .464(**)

g91 -.232 -.286 .325 .057 .268

g92 -.326 .053 .071 .038

g93 .126 .062 .008

g94 .516(**) .379(*)

g95 .439(*)

<표4-52> 상관관계: 매체이용에 관한 성향과 Indegree (0rePath 데이터) 

 *  p < .05 ** p < .001

제9절 연구원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정읍연구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연구원 등의 대 도시에 집중해

있는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연구원 내의 환경에 정읍이나 신정동에 거주하는 것보다 출퇴근

을 하는 것, 동떨어진 환경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 등의 이미 정리된 연구환경에서

근무하는 것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서베이 참

여자가 연구원 근무에 만족하는지, 연구원 내의 연구 혹은 연구외 업무가 스트레스

를 주는 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표4-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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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_1 나는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한다.

h10_2 연구원의 주변 자연 환경이 맘에 든다.

h10_3 연구원에서의 업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다. 

h10_4 연구원에서의 연구 외의 업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다.

<표4-53> 연구원 근무 만족과 스트레스 

<표4-54>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인 근무만족도는 중간값 이상의 평균을 보였으

며, 최소치는 2, 최대치는 5였으며 최빈치 (mode)는 4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부분 연

구원 근무에 만족을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연구원 또한 존재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보고경로의 네트워크 데이터(0rePath)에서

구해진 개인들의 Indegree값과 위의 네 질문에 대한 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표4-55>참조), .268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보고를 주고받을 때의

지위와 근무 만족에 관한 상관관계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인 연구원에서의 자신의 업무가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 평균이 3.70 (SD = .84)로 기록 되었으며, 최소치로 1을 최대치로 5를

보였다. 비록 최소치와 최대치 간의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표준편차 값이 .84인 것으

로 보아 개인의 응답에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위에서

언급한 indegree값과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는 약 .354를 보였으며 이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통계학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

은 .05 (1/20)보다 약간 큰 .055이었다. 그러나 샘플의 숫자가 작은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Type II 오류를 고려하여 이 상관관계를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구원 내에서 보고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첫 번째 질문인 근무만족도와 스트레

스 간의 상관관계는 음을 기록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무시

할 만한 것이었다).

마지막 질문인 "연구 외의 업무가 스트레스를 주는가"에 대한 질문은 3.47의 평균

값을 보였다. 이는 "연구 업무가 스트레스를 주는가"보다는 낮은 평균값이지만, 중간

값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원 구성원의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

미한다. 또한 indegree와의 상관관계는 .369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p < .05). 이를 다시 말하면,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주고받는 수준에 따라서

업무 외의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두 질문 "연구와 연구외 업무" 모두 있어서 스트레스의 유무는 중간 값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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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Max M SD

h10_1 30 2 5 3.63 0.85 

h10_2 30 1 5 3.43 1.04 

h10_3 30 1 5 3.70 0.84 

h10_4 30 1 5 3.47 1.01 

<표4-54> 기술통계: 연구원  근무 만족도 

을 넘은 것을 보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연구원 업무에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직위 혹은 구성원의 연구원 내에서의 위치(position)와 관련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h10_1 h10_2 h10_3 h10_4

InDegree .268 .199 .354(#) .369(*)

h10_1 .303 -.305 -.075

h10_2 -.083 -.232

h10_3 .662(**)

<표4-55> Indegree와 근무 만족도 상관관계 

 *  p < .05, # p = .55

연구원에서의 근무 만족도와 사회적지지관계망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 소방수 혹

은 응급요원 등의 직업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를 주위 동료들 혹은 상사에게서 받는 개인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근

무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한다. 이에 연구진은 근무만족도와 사회적지지관계망

(03ssPath)에서 추출한 outdegree (자신의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는 구성원)와 4가

지 질문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보았으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얻지는 못하였다.

즉, 연구원에서의 근무만족도가 사회적지지나 친밀관계망에 의해서 가중되는 것은

아닌 듯이 보였다.

제10절 주변 환경에 대한 바람

연구진은 또한 연구원 주변의 환경으로 무엇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하는가에 대

한 응답으로 아래의 <표4-56>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바라는 것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주거시

설을 꼽았다. 필요한 항목으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항목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을

보아서 (10번과 9번) 현대식 주거시설의 준비가 연구원 안정에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식당,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며, 스포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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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시설, 그리고 그 뒤로 병원과 대학교가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표4-56> 오른쪽 끝의 행은 각 항목에 대한 점수에 무게(weight)를 준 후에 이를

더한 값으로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응답자들이 생각한 중요한 항목을 순서로 나열

한 것인데, 그 중요성의 순서가 주거시설 식당/레스토랑 병원 대학교 레저시설 초중

고등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항목 \ 중요도 7 6 5 4 3 2 1
Weighted 

Sum

초,중,고등학교 4 1 5 3 4 13  109

대학교 4 5 1 7 9 4  126

병원 4 3 4 8 8 3  128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주거시설 10 9 3 7  1  169

식당, 레스토랑 5 6 12 2 2 3  151

스포츠, 레저를 위한 시설 3 6 5 3 6 4 1 121

<표4-56> 연구원 주변시설로 필요한 항목 

제11절 연구원 과제의 중요성

연구진은 또한 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기

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표4-57> 참조). 그 결과 연구원의 성공적인 입지를 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꼽았으며 (weighted sum =

173, 1위);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지역정부의 지원 기업유치의 성공 지역 주민과의

대화 안전관리 지역산업의 발전 정읍 지역 정부와의 대화와 지원 환경보호 등의 순

이었다. 중앙, 광역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며 기업유치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은 연구

원 내부의 구성원들도 관련 기업의 유치가 연구원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

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8 7 6 5 4 3 2 1 Weighted sum

기업유치 6 3 3 5 4 2 1 6 142

지역산업발전 3 3 2 2 7 5 6 2 124

환경보호 2 2 1 4 3 4 8 6 102

안전관리 5 2 3 3 4 5 3 5 129

지역주민과의 대화 2 4 5 3 4 6 3 3 132

중앙 정부의 지원 9 5 6 1 4 1 2 2 173

전라북도 지역 정부의 지원 2 9 5 5 1 3 4 1 156

정읍 지역 정부와의 대화와 지원 1 2 5 7 3 4 3 5 122

<표4-57> 연구원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중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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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4-58>은 정읍지역 주민들에게 "첨단과학단지" 조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원 구성원이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관심도는 평균 3.17

(SD = .83; 5점 척도)을 기록하였고, 실제 지역주민의 관심도는 2.05 (SD = .75; 4점

척도)로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차이는 약간이나마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의 기대치와 연구원의 기대치가 다름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후에 상황이 진행되면서는 문제시될 수 있으므로 주시해야 할

항목이이다.

지역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응답을 한 사람들의 평균은 3.16 (SD = .65)인데, 이는 "

첨단과학단지"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 도움이 안 되는 편,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순으로 물은 것을 역으로

코딩). 연구원 구성원의 기대치는 평균 4 (오점척도)를 보이고 있다. 즉, 두 집단 간의

"첨단과학단지"와 "지역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상당한 무게의 "기대"가 실어져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일치는 좋은 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지역주민의 "과도한 기대"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즉, 연구원의

잠재적인 역할 중에서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이 10여년의 기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것인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 당장 향후 몇

년 사이에 지역경제 발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양 집단 간의 의견에 대한 차

이가 있음에도 없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태도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첨단과학단지 조성 시에 정읍지역에 유치될 기업의 숫자에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

다는 점 (M = 2.37, SD = .74 매우 많이, 많은 편, 약간, 거의 없을 것이다 순으로

물은 것을 역으로 코딩)에서는 연구원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M = 3.6, SD = .8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물

음). 즉, 기업유치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집단은 연구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연구원 내부의 조사에서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구성원들이 연구원

근무경험이 짧은 구성원 혹은 indegree가 적었던 그룹에 그쳤던 점, 그리고 경험이

많은 연구원, 혹은 indegree값이 높았던 그룹의 경우 이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았

던 점을 생각해보면, 연구원 내부에도 이에 대한 판단(vision)이 분명하지 않다고 생

각되며, 이와 같은 vision의 불일치가 지역주민과의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면 잠재적인 (latent) 문제가 현재화 (manifest)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지역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과학단지의 활성화로 인한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정도를 가늠하는 의견을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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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약간 훼손될 것이다"와 "거의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사이의 의견이 지역주민

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이지만, 지역 주민의 정읍이 가지

는 자랑으로 가장 손꼽는 것이 "주변의 자연환경"임을 고려하면 (약 46%), 과학단지

의 조성 시에 주변 자연환경과의 융화를 위한 간담회 등의 지역시민의 참여에 신경

을 써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4-59> 참조). 반면에 연구원 구성원은 이에

대한 의견은 중립 (M = 3.07; SD = .91)으로 보인다.

N Min Max M SD

q19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관심도) 415 1 4 2.05 0.75 

* f68 (연구원 구성원이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관심도) 30 1 5 3.17 0.83 

q201(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세요?) 699 1 4 3.16 0.65 

f69 (연구원 구성원이 생각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도움) 30 3 5 4.00 0.64 

q203 (첨단과학 단지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589 1 4 2.37 0.74 

f610 (연구원 구성원이 생각하는 기업유치) 30 2 5 3.60 0.81 

q204 (단지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674 1 4 2.21 0.86 

f611 (연구원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주의) 30 2 5 3.07 0.91 

<표4-58> 첨단과학단지에 대한 인식 (연구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통계치)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800 100.0 

공기가 좋음 202 25.3 

자연환경이 좋음 123 15.4 

물이 좋음 55 6.9 

살기좋음 52 6.5 

고향이라서 35 4.4 

교통편리 35 4.4 

내장산이 있어서 25 3.1 

인심 좋음 24 3.0 

천변이 좋음 18 2.3 

깨끗하다 10 1.3 

기타 135 16.9 

없음 158 19.8 

잘모름 50 6.3 

<표4-59> 지역주민의 정읍에 대한 자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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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 연구보고서는 크게 보아서, (1)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살펴보는 것,

(2) 연구원의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3) PR(public relations) 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4) 근무만족도와 매체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연구 혹은 업무의 과정이나

결과와 관련된 정보형 커뮤니케이션이 흐름과 사회형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조사 결과 정보형 커뮤니케이션 흐름으로 파악되는 연구 성과, 업

적의 보고 경로와 연구 혹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 경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의 사회적인 경로의 흐름(일상대화, 사회적지지,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의 구성)은 상관관계를 갖지 않거나 (친밀관계), 상관관계를 갖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첨단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한 "토론(discuss)"할 만한 상대의 숫자가 여타

의 다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것을 보면, 이 주제가 아직 연구원

의 주요 아젠다는 (agenda)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읍 연구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보면, 정보형의 경우

에는 수평적 수직적인 면을 동시에 보이며, 각 연구팀이나 행정팀에 따라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형 관계의 흐름을 보면, 연령 혹은 직급 별로

약간의 구분이 되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혹은 시민단체

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였으며, 연구원의 성실성이

(직접적이고 숨기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연구원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안전 등에 관련한 정보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함을 보였으므로 연구원 근무가 시작되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연구원의 발전에 좀 더 긍정적이

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활발한 연구활동과 원활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공동체와

의 관계에 기인하는 듯이 보인다.

반면에 근무 경력이 길수록 자신의 연구에 대한 설명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대중

매체에 대한 노출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분야에 대한 전체

적인 조망, 흐름 등의 파악과 함께, 연구성과가 실제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등에 대한 생각이 연구 경험과 함께 넓혀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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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대한 태도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이 방사선과 관련한 교육 사이

트 혹은 정보형 사이트 등의 설립, 제공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 바람직한 상태는 아

닌 듯이 보인다. 내부 토론과 회의를 거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하나, 개인의 연구와 관련한, 그리

고 관련 외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향후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되면서 필요한 것들로는 주거시설과 식당 등이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중앙, 광역 단위의 정부 지원

과 (2)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중요시 되었다. 즉, 필요한 자원으로 의식주가 가장 먼

저 해결되어야 하며, 크게는 물질적인 혹··은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효과적인 지역공

동체와의 대화가 연구원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전체적인 조망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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