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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pecialization의 정책적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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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Smart specialization은 새로운 산업정책의 유용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는 

소극적이었다. 이 글은 smart specialization에 관한 논의는 관련문헌에 비해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이론적인 관련성과 정책정 유용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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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인데, 이를 스마트 전문화에 대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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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혁신을 창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여전히 높

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의 활성화가 필수

적이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이원

영, 2008:83). 정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으로 기술혁신과정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배

경에 따라 정책의 산출과 효과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정책은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모방하거나 획일화된 정책(one-size-fits-all)을 도입하였다

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그 결과, 국가와 지역의 규모가 크던 작던 같은 분야에 투자

하도록 하는 정책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과잉 유사와 중복을 낳았다.1) 이런 시점

에서 산업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것을 돕는 아이디어

인 smart specialization이 주목을 받고 있다(Foray and Bart, 2007; Foray and van 

Ark, 2007; David et al., 2009; Knowledge for Growth, 2009; McCann and 

Ortega-Argiles, 2011; Foray and Rainoldi, 2013).2)  

2013년 12월 17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의결된 EU 1301/2013에 따르면 smart specialization은 “국가 또는 지역의 혁신전략

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수요의 관점에서 연구와 혁신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개

발·조합하는 것으로 비교우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OECD(2013)는 지식경제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역동성을 이용함

으로써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smart specialization을 도입하

였다. EU이외의 국가들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 미국(미시간, 캘리포니

아), 싱가포르 등에서 같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도 지역주도 산업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 참고하고 있다(이정협, 2011). 이들 국가와 지역은 EU와 마찬가지

로 경제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 수요의 감퇴, 공적부채 증대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쇠의 하나로 기술혁신에 의한 기

존 산업의 활성화나 신산업 창출을 내세우며 smart specialization의 개념을 산업정

책에 도입한 혁신시스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1) 기존 정책 중에는 지역의 특성(산업 시장 구조나 과제, 자원 등)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분
석하기보다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도 많다. 이 때문에, 혁신을 
추진해야 할 분야와 관련 시장과 기술기관의 능력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부족하고 지역 관계자의 참
여도 불충분하였다. 그러던 중에 기반이 될 기술이나 지식, 인재 등의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붐
을 이룬 분야(IT, 바이오, 환경 등)에 많은 지역이 나란히 참여했다가 극심한 경쟁에서 실패하는 경우
도 많았다. 혹은 기존의 산업 기반의 유지를 고집한 나머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도입·융합에 필
요한 구조 개혁 등이 뒤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견된다.

2) 우리말로 smart specialization은 ‘스마트 전문화’, ‘스마트 특성화’, ‘스마트 특화’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smart specialization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문명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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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간된 정책보고서와 국내외 학술논문에 의하면, smart specialization은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유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①기

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에 의한, 상향식으로 국가·지역의 강점과 미래의 가

능성도 고려하여 우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고, ②지역간 투자 및 대처의 중복 또

는 분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계선을 넘어선 광범위한 제휴·가치 사슬의 

형성을 시야에 포함하며, ③기존 정책에서는 분산되어 있던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킴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환기하고 EU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은 산업정책이라기보

다는 산업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smart specialization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일까? 두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정부가 다루는 산업정책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정책, 벤처정책과도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 간 연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에서 산업정책은 지역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이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시스템(system 

of innovation),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트리플헬릭스(triple helix) 개념을 바

탕으로 내생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중앙정부(혹은 지방정부)

는 지원배분과 같은 정책의 기본 기능은 물론 여러 연구개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업정책은 하향식, 연구개발·기술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지

적되었다. 또한 중앙 집권적, 전국 균일형, 광범위의 예산 선심형, 과학기술 푸쉬형

인 산업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를 드러냈다(Capello and Kroll, 2016; Isaksen, 

2014; Todtling and Trippl, 2005). 지역 자율형, 장래성 있는 분야의 자원 집중형, 수

요 견인형 정책으로 지역이나 섹터(sector)를 넘어선 지역·국가의 산업, 경제, 사회 

구조의 변혁이 도모하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3)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극복해

야 할 병목현상이 많다.  

둘째, 산업정책이 산·학·연·지역 연계가 강조되어 왔지만, 주로 대학과 대기업

의 연계에 머물면서 혁신주체 전체가 포함된 지식 확산이 불충분했다. 산업정책은 

공급자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자원을 집중해서 국가나 지역 

고유의 발전 동인을 간과한 획일적인 형평성 지향 혁신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 특유의 경제발전 동인을 발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

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비정형적, 복합적 문제들이 다수이고 연구개발사업으로 추

진 가능한 기술적 이슈 정제 과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이슈를 도출하고 연

구개발사업 연계를 위한 이론적 고민이 산업정책의 과제중 하나다. Smart 

specialization은 지리적 범위를 넘어선 공간 연계를 촉진하고 지역·국가의 산업·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국가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산업

3) 정책혁신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Osborne and 
Gaebler, 1992), 혹은 ‘정부가 이제까지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에 새로운 정
책대안을 제시하고,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김광주 외, 2006:82)로 정의한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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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등의 연동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산업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과 부각,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종전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

책의 실질적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산업정책적 수단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책 입안 현

실이기도 하다. 정부가 다루는 대부분의 산업정책들은 다른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

결되고, 수많은 주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환경이나 다른 정책결정체계외도 상

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정책은 단 한번의 결정으로 의도한 방향

대로 진행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드물다. 일단 결정된 정책역시 환경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결정과 관리를 해야 한다.4) 

결국, 이근(2016)이 지적하였듯이 고전적인 산업정책이 ‘선택(targeting)과 집중’이

었다면 새로운 산업정책은 장기적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

책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다.5) 즉, 공공자금을 투입할 특정산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잘 정책수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면서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특성이나 실제 정책 도입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Kroll, 2015; Technopolis et al., 2012). 국내 연구들의 경우 개념을 소개하고 정책연

구에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한 연구들이다(김윤정·오세홍, 2013; 서미연, 2016; 이종

우·이철우, 2016; 정준호, 2016; 남기범, 2016). 그러나 smart specialization이 산업

정책에 접근하는 유용한 도구로 부각됨에도 이론적 논의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Foray et al.(2011)는 “정책이 이론을 추월했다(policy running ahead of 

theory)”고 고백한 바 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 smart specialization은 이론적 측면

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고, 많은 발상적 가치(heuristic value)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볼 때 “욕심만큼 충실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의 고백과 같이 이론적 분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분석의 의욕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smart specializ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산업

정책 제고를 위하여 어떤 실제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기반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Boschma and Gianelle, 2014; Foray, 2014; Radosevic, 

2016). 

이 연구는 smart specialization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에 기여할 이론적 논쟁에 

4) 비단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큰 사회경제적 비
용을 초래한 것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5) 전통적 의미의 산업정책은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Johnson(1982)은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특정분야로
의 자원을 유도하고 집중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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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특정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다

루지 않고, smart specialization을 이론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정책적 유용성을 비판

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다음의 같은 연구질문을 선정하였다. Smart specialization

의 개념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seed ideas)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만약 

관련 이론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연구가 결합된 smart 

specialization의 정책적 유용성과 쟁점은 무엇일까? 

  이 글은 2010년 이후의 smart specialization에 관한 논의가 관련문헌에 비해 어

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이론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계량서지학적(bibliometrics) 분석 방법을 통하여 

smart specialization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였다. Smart specialization 관련 논문 데이

터는 Web of Science (SCI(E))에서 수집하였고, 데이터의 검색 및 수집일은 2017년 

4월 10일이었다. 연관맵은 VOSviewer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VOSviewer는 저자 

정보 혹은 인용 관계 및 키워드 등을 동시 발생행렬표를 기반으로 연관맵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유사도가 높은 관계는 가까이 배치하며, 유사도가 낮은 관계는 멀

리 배치한다. 그리고 변수들을 클러스터링하고, 발생 빈도에 따라 변수의 밀도를 표

시한다. 

2.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범위와 특성

1) 개관

Smart specialization은 유럽차원의 경제정책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다층적

(multi-level)관점에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연동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

합(EU)은 회원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정책과 별도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관

점에서 지역정책을 실시하는 구조투자기금(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 SIF)이라

고 불리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이라고 불리기도 하

며 EU내의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회원국의 국토를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3단계 지역 단위(NUTS)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및 회원

국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과 함께 공동 실시한다.6)  

Smart specialization는 2000년에 책정된 EU의 경제사회정책인 리스본 전략을 재설

계하기 위해 창설된 전문가그룹 “Knowledge for Growth”(2005-2009년)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그룹은 2009년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하는데, 보고서의 서

문에서 이 전문가그룹이 만들어 낸 성과와 아이디어가 향후 혁신정책의 전략 수립

6)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는 EU통계국(eurostat)가 인구규모에 근거
한 지역 구분으로 NUTS-1, 2, 3의 3등급이 있다. NUTS-2는 80만~300만명의 인구규모로 지역정책
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본적 단위로 총 276지역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NUTS-2는 38개 지역, 스웨
덴은 8개 지역이다. 결속정책에 따른 지원도 NUTS-2단위로 한다. 특히, NUTS-2는 지역개발 프로젝
트와 기금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단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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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그룹을 주도한 

Dominique Foray는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을 구분하였다. “주어진 

것”으로서의 “정보”는 복제비용은 비용이 필요없지만, 정보의 연구·교육·학

습·응용에는 투자와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다 종합적인 ‘지식 경제학’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Foray, 2004).7) Foray는 2008년에 Paul A. David, Bronwyn 

H. Hall과 함께 “Smart specialization: the concept”을 보고서의 3장에 수록한다

(Foray, et al., 2009). 그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자라 할 수 없는 국가나 지

역이 R&D와 혁신활동이 투자를 분산해서 효과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러한 국가나 지역의 전략은 해당 국가의 다른 생산 자원을 보완하고 지역의 능

력과 지역 간의 비교 우위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것을 smart specializ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Foray는 전문가그룹이 해산한 뒤에도 

smart specialization의 발전과 EU, OECD의 정책으로서 구체화 연구를 계속하였다.

전문가그룹은 유럽과 미국의 기업 사이에서 1990년대 중반보다 확대된 생산성의 

차이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격차의 발생에 대해서 미국의 유연한 노동 시장과 

벤처캐피탈에 따른 자금 공급의 두께(thickness), ICT생산 산업의 성장과 ICT이용 산

업으로의 도입의 진전, ICT활용에 적절한 인적 자본의 훈련과 조직 자본의 개혁 등 

여러 요인을 밝혀냈다(Bloom et al., 2012).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그룹은 연구

개발투자 동향에 주목했다. 유럽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수준에서 열세이고, 해외연구개발 투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그룹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기술적 특화의 정도가 낮고 지역 차원

의 대처나 자원에 대해서 우선 순위화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낮음에 기인한다고 판

단하였다. 즉, 유럽은 미국 등에 비해서 기업 혹은 국가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문분야와 자원의 집적이 없고, 그 결과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하면서 최적의 장

소로서 유럽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를 선택하게 되어 유럽의 연구개발과 혁신거

점으로서의 입지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보아도 EU내 연

구개발투자는 1990년 이후 GDP대비 2%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스본 

전략에서 연구개발투자를 GDP의 3%정도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

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조사를 통해서 EU및 회원국 지역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또 다른 배경으로 리먼 쇼크와 유럽 채무 위기에 따른 EU회원국과 지역의 경제 

침체와 재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EU에서는 2000년 리스본 전략의 책정 이후 지식기

반경제 사회의 구축을 첫번째 목표로 하고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의 발생

에 따른 혁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의 광범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촉진에 의한 경

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EU회원국 공통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 때문에 한

정된 공공자원을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유발에 유효하게 이용하려면 지금까지의 획일

7) 그의 저서는 2000년에 프랑스어(Foray, 2000)에서 그 4년 후에 영어로 발간(Foray, 2004)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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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균일적(one-size-fits-all)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EU의 장기적인 

발전에 잠재적인 힘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국가·지역이나 특정 영역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투하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Smart 

specialization은 미국과 유럽의 생산성 격차 분석에서 점차 산업정책(특히, 지역혁

신)으로 발전하였으며(Baier et al., 2013), 오늘날 EU의 경제정책과 성장전략 구상에 

있어서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유럽의 산업정책과 smart specialization의 관계  

현재 smart specialization은 EU의 성장전략인 Europe 2020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장기 성장전략인 리스본전략(2000년 3월 채택)은 2010년까지 “지속적

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 결속을 따른 세계에

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역동적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충분

히 달성하지 못하고 끝났다. 더구나 세계 금융 위기와 유럽 채무 위기는 EU를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 리스본 전략을 잇는 새로운 성장 전략은 2008년부

터 검토가 진행되어 2010년 6월 브뤼셀의 유럽 이사회에서 리스본 전략의 후계 성

장전략으로서 “스마트, 지속가능성, 포괄적(smart, sustainable, inclusive growth)인 

성장을 위한 Europe 2020이 채택되었다.8) 

Europe 2020에는 7가지 핵심과제(flagship initiatives)9)가 있는데, 혁신정책에 해당

하는 것이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문가그룹

(Knowledge for Growth)의 연구에서 EU가 미국 대비 성장률이 낮은 요인이 연구개

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 미흡, 연구자가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EU 외에 이동, 중국

과 한국 등 신흥국이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됐다. 혁신공동체

(innovation union)는 연구개발성과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혁신

이 창출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고 EU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유럽을 세계적 수준의 뛰어난 과학적 성과 창출 

거점으로 삼고, ②혁신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동 방법에 

변혁을 초래하고, ③아이디어를 신속히 시장화하기에 있어서의 병목현상을 제거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혁신의 대상은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신제품, 새로운 제조 

공정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등 시장과 

정부 사회에 부가 가치를 가져올 것도 포함하고 있다.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8) Europe 2020에서는 3개의 축으로서, “지식과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한 지적(smart)인 성장”, “더 
자원 효율적이고 더 좋은 환경이고 보다 경쟁력 높은 경제의 촉진에 의한 지속적(sustainable)인 성
장”,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결속을 가져오는 고용경제를 촉진하는 사회 포괄적(inclusive)인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9) 7가지 핵심과제는 ①유럽인을 위한 디지털 세계(Digital Agenda for Europe), ②혁신공동체
(Innovation Union), ③역동적 청년(Youth on the Move), ④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⑤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⑥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그리고 ⑦빈곤퇴치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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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때 재정적인 틀로서 Horizon 2020이 있다. Horizon 2020의 예산은 

2014~2020년 동안 총 770억 유로이며, 탁월한 과학(Excellent science, 자금 배분 244

억 유로), 산업의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170억 유로), 사회적 과제 해결

(Tackling social challenges, 297억 유로) 3개의 중점 과제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의 보고서 “Regional Policy 

contributing to smart growth in Europe 2020”에서 Europe 2020과 혁신공동체

(innovation union)의 실행에서 지역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10) 

Europe 2020과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에서 강조하는 혁신이나 연구개발의 혁

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기반이 되는 지

역공동체의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EU의 지역정책인 결속정책

(cohesion policy)은 지역간 격차를 줄여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결속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회원국·지역 등이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보조금(EU기금)을 

교부하고 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2014~2020년 정책으로는 성장과 고용에 대한 투자, 

유럽 지역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적인 틀은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Europe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인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사회기금

(ESF, European Social Fund), 결속기금(CF; Cohesion Fund), 지방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유럽 해양·

어업기금(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유럽

구조투자기금(ESIF)은 Europe 2020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2013년 12월 유럽이사회에서 유럽구조투자기금(ESIF)은 다섯개의 기금에 대해서 

공통의 규칙과 각 기금 특유의 규칙을 정하였다. 그 중 하나인 유럽지역개발기금

(ERDF)은 유럽구조투자기금(ESIF)의 11개 중점 과제중 ①연구, 기술개발, 혁신 강화, 

②ICT접속, 이용, 질 향상, ③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지원

을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①연구, 기술개발, 혁신강화 사전요건으로 Smart 

specialization을 도입하고 있다.  

회원국 중앙정부와 지역(여기에서는 EU가 지정하는 NUTS2의 정의에 의한 지역)

은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청할 경

우에는 각각이 가진 강점과 비교우위,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결정하고 활동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추진하겠다는 전략(RIS3, Research and Innovation 

10) 그전까지 EU 지역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960와 70년대 EU의 자체예산은 대부분 농산물 
가격 유지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상을 행하는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1980-90년대에는 지역정책 예산(기금)이 확대되고, 현재는 EU의 자체예산 중에서 두 정책은 거의 같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유럽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과 지역정책을 성장전략과 연계하는
데 고심하였다. 특히 2010년 Europe 2020을 확정한 뒤 혁신정책을 독자적인 예산 항목으로서 설정
하면서 그동안 산업 조정 소득 보상을 향한 공동농업정책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정책을 환경지속성과 사회적 포섭을 실현하며 지역의 경쟁력 육성을 의도되고 있다(Farole, T., 
Rodriguez-Pose, A. & Storper, 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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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각 지역이 

기존과 같은 모방형 연구개발사업과 획일화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방지

(Harrison, 2009)하고 각각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효과적인 자원투입으로 혁

신창출에 필요한 임계치 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Foray, 2015:68). 이론상으로 어

느 지역이 어느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하여 기업, 연구기관, 인재, 기술, 자금 등을 

집적하는데 성공하면 외부(다른 지역과 유럽외 국가)로부터 자원을 유인하게 되고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정책의 결정·실행·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smart specialization 플랫폼이 2011

년 만들어졌다. 이 플랫폼은 smart specialization에 대한 단계별 대처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 산업 구조변화와 장래의 불확실성·불완전

성 같은 환경 아래에서 효율적·효과적인 자원 분배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가, 시민과 같은 이해관계자간 공조와 협력의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 비록 이러한 메커니즘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기업가적 발견과정과 우선순위를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계량화가 어려운 질

적인 측면의 다양한 집적 인자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축으로 

하는 동태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

6. 모니터링 및 

평가

RIS3

2. 거버넌스 

설정

↑ ↓

5. 정책통합

(policy mix)

3.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 ↙4. 우선순위 

설정

출처: www.s3platform.jrc.ec.europa.eu/ 

<그림 1> Smart specialization 플랫폼 절차

3.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주요 seed ideas: 계량서지학적 접근 

계량서지학적 접근은 논문이나 특허 분석을 통해서 지식이 어떻게 전이되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주제어 간의 관계 분석과 주제어의 중요도, 밀도 등은 

VOSviewer 1.6.5 프로그램의 연관맵(clustering map)과 네트워크 시각화(network 

visualization)와 단어밀도 시각화 (density map)로 표현하였다.

VOSviewer는 VOS mapping technique과 VOS cluster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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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이를 시각화시켜 준다. 네트워크 시각화는 핵심어의 동시 출현 빈도를 기준

으로 연관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핵심어들을 같은 색

깔 을 통해 집단화(clustering)한 후, 같은 색의 집단 안에서도 동시 출현 빈도가 높

을수록 거리상 가까이 위치하며 빈도가 낮을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서 위치한다. 이

는 두 개 이상의 핵심어가 하나의 논문에서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면, 이 핵심어들

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요도는 핵심어의 출현 수

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자주 등장할수록 네트워크 관계도에서 크게 나타난

다. 핵심어의 밀도도 출현 빈도에 따라 결정되며 밀도가 높은 핵심어 일수록 색깔

이 빨강에 가깝고 밀도가 낮을수록 파랑에 가까운 색깔로 표현된다. 즉, VOSviewer

는 학문분야간 거리를 기반으로 키워드 간 관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

해 smart specialization의 학문적 융합화 동향을 관찰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Web of Science(WoS)에서 제공하는 SCI 논문 DB를 활용하

여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전체의 계량서지적 성과와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 이론(seed ideas)를 규명하였다. Smart specialization의 연구 

역사가 짧기 때문에 검색어를 <표 1>과 같이 확장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주제

(topic)로 검색할 경우, 연관성이 없는 논문이 많이 검색되어 제목(title)로 검색하였

다. 검색조건은 Business Economics 분야에 한정하였으며 기간은 전체기간으로 하였

다. 총 690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정제과정을 거친 논문은 557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들이 smart specialization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WoS 검색 결과

Title 검색어 검색된 논문 정제한 논문
innovat* AND territory 163 98
territory AND strateg* 45 35
speciali*ation AND sector* 23 11
speciali*ation AND region* 17 16
speciali*ation AND cluster* 7 7
strateg* of innovat* 235 195

speciali*ation AND econom* 125 120
entrepreneualship AND cluster 52 52
speciali*ation AND geogra* 23 23

관련이론 구조를 산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저자키워

드(author keyword)를 대상으로 한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적용한 군집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는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통해 연관 키워드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이론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구조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연구 분야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된 논문은 학계의 관심을 반영한다.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추출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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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키워드에 대한 연관맵을 분석한 결과, smart specialization은 3개의 학문분야(지리

경제학, 진화경제학, 정책연구)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분야는 

innovation, performance, learning, comparative advantage, competitiveness가 주요 

연관어로 검색되는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 분야이다. 이들 논문은 지식

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이론적 논의, 특징, 그리고 구축을 위한 정

책적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및 서비스분

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쨰 분야는 지리경제학(geographic 

economics) 분야로 specialization, agriculture, geographic concentration 등이 주요 

연관어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들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특정 기능

(functions)이나 활동(activities)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산업

진흥, 산업집적에 대한 논문뿐만 아니라 핵심기반기술(KETs, Key Enabling 

Technologies)11) 등의 선정 및 활용 등에 의한 산업기반의 특화를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그밖에 전략연구, 정치 연구와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정책 사례연구들이 관련 문헌으로 나타났다. 

<그림 2> Smart specialization 관련 이론적 연구의 네트워크 시각화

11) 핵심기반기술(KETs, Key Enabling Technologies)란 모든 산업 분야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
술로, 환경경제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산업기반의 근대화의 수단이 되며 신산업 개발을 견인하는 기술
일 말한다. European Commission은 ①마이크로·나노 일렉트로닉스, ②나노, ③바이오, ④첨단소재, 
⑤포토닉스, ⑥첨단제조기술 등 6개 분야를 KETs에 포함시켰다. 정보통신기술(ICT)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GPT:기간 기술, 범용 목적 기술)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GPT란 각종 산업 분
야나 경제 활동에 이용되고 보완적인 발명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고 장기
간에 걸쳐서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산업 구조, 사회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다. ICT외 증기 기관과 전
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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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mart specialization 관련 이론적 연구의 밀도 시각화(왼쪽)와 클러스터 시각화(오른쪽)

동시인용(co-citation)은 먼저 발표된 두 논문이 나중에 발표된 논문에 함께 인용

되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학문

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저자동시인용은 저자 A가 저자 B를 인용하는 것이 저자 

A에 대한 저자 B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B와 저자 C를 함께 

인용하는 것은 저자 A의 입장에서 볼 때, 저자 B와 저자 C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두 저자가 특정한 논문에 자주 동시에 인용 될수록 두 저자의 주

제 분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지적구조

를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시기를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특정 주제 분야의 지적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 smart specialization 관련 이론적 연구의 동시인용(co-citation) 저자 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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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mart specialization 관련 이론적 연구의 동시인용(co-citation) 저널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4>와 같이 동시인용 저자 연관맵은 Cooke, Porter, Krugman, Chavas,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자들은 인용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연구

에서 인용되는 여러 학술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5>는 동시인

용 학술지 연관맵으로 가장 많이 동시인용된 학술지는 research policy, academic 

management review, manage 등이다. 이들 학술지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정도가 높은 

노드로서 연결정도가 낮은 다른 노드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4.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정책적 유용성에 관한 쟁점    

앞장에서 살펴본 연결맵을 통해 smart specialization과 연관 학문분야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 학문 분야가 smart specialization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정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은 기존의 이론들에 비교할 만한 정도의 이론적 완성도를 

갖지는 못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쟁점들 중에는 smart specialization이 산업정책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요소들(elements)을 재구성해보고 정책

적 유용성에 관한 쟁점을 노정하였다. 

1) Smart specialization의 seed ideas의 검토 

① 지리적 집중, 특화, 경쟁, 클러스터에 초점을 둔 연구들

Navarro et al.(2012)와 Del Castillo et al.(2013)의 주장에 따르면,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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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ation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1900년대부터 논의된 지역경제 이론을 확

대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 Marshall(1890), Arrow(1962), Romer(1986)는 산업이 특화

(specialization)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화는 산업의 지리적 구성에 

관련한 개념이다.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이 집적하느냐는 것이다. 이후 

Krugman(1991)은 특화된 산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

며,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어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Porter도 산업의 특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는 클러스터의 기

반시설과 자원을 기반으로 유사성과 임계규모에 초점에 두고 있다(Porter 1996:197). 

Porter에 따르면 클러스터의 속성은 “특정 분야에서 공통되는 기술과 노하우로 이

어진 대학 등 연구 기관, 관련 기업 전문성 높은 공급자 금융 기관 등 서비스 제공

자, 관련 기관(행정, 업계 단체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12)하고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

력도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계량서지학에서도 클러스터가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의 정책 역

사와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유럽의 혁신정책은 1984년 FP와 EUREKA 계

획을 계기로 대기업 육성 정책(national champion 정책)에서 공동연구 장려정책(산학

연 지원정책)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많은 국가와 지역이 산업정책 수

립에 Porter의 클러스터를 채택하였다(Huggins, 1997). EU의 결속정책도 클러스터 

개발에 중점이 두어 구조기금의 약 20%가 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산업구조 전환에 성공하고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에서 산업 클러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업집적에 그

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Fiscato(2007)와 Giuliani(2007)에 따르면, 기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클러스터 정책을 보면 ①지역의 산업계 등에 의한 상향식 활동은 없고 

정치적 결정이 주도, ②임계규모의 결여, ③개별 산업의 잠김효과(lock-in), ④변혁하

려는 시점의 결여, ⑤지역 주체 간의 미흡한 연계, ⑥클러스터 조직의 사업 계획의 

부재 등이 문제로 밝혀졌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2013)은 클러스터는 국가혁신시스템이나 지역혁신시스

템의 구성요소인 반면 smart specialization은 혁신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

책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산업 클러스터와 smart specialization의 유사점은 경

쟁(competitiveness)을 핵심요소로 보며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12) 집중(concentration)는 지역이 아니라 산업에 관해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종종, 산업
의 공간적 집중(spatial concentration of industry)과 같이 쓰인다.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동의 공간 
분포 방식의 문제이다. 집중과 집적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집적이 없는 집중이라는 현상도 있다. 어떤 
산업 공장이 부족한 지역에 편중되고 집중해서 입지하고 있는 경우, 공장 수에서 판단하고 많이 입지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그 산업에 관해서 집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 수로 볼 경우, 대규모 
공장이 소수 입지하고 있는 것도 공간적 집중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는 집적의 경제 효과에 의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한 공장이 누리는 대규모 경제 효과에 의한 것이다.

13) 연관맵에서 나타난 클러스터 관련 학자들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Krugman(1991)은 클러스터의 결
정요인으로서 규모의 경제, 수요의 집중, 노동력 풀을 형성을 제시하였다. Padmore and 
Gibson(1998)은 결정요인으로 부존자원, 하부구조, 공급자와 연관 산업, 기업구조 및 전략과 경쟁, 
지역시장, 외부시장의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Feldman and Audretsch(1999)는 클러스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의 다양성과 경쟁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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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차이점은 Smart Specialization은 지식과 관련한 다양성의 개척과 지식의 

파급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시장의 특정 분야에서의 기회를 중시하

고 있다(OECD, 2012; Foray et al., 2011).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종래의 클러스터 

정책의 대부분은 나라나 지역, 특정 산업 부문에 한정된 산업정책이며,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smart specialization은 ①기

존의 지역 및 분야의 경계선을 초월한 대책을 전망하고 있는 것, ②지원 대상으로 

하여 활동(activities)과 기능(functions)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③지역 산업, 경제, 

사회 구조 변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클

러스터의 경계선을 넘어선 지역교차적(cross-regional), 산업교차적(cross-sectoral), 

조직교차적(cross-organisational)인 제휴의 촉진과 이를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의 활

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의 특정의 부문과 산업 기술에 대한 잠김효과를 피하고 

산업, 경제, 사회가 안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activities)과 기능(functions), 지식

기반 자산(knowledge-based assets)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Foray et al., 

2009).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 내의 구조 개혁(어느 의미, 기존 산업으로부터의 탈피

까지 전망)을 북돋우고 나아가서 경제 사회의 변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Zhelev(2014)도 smart specialization이 기존 클러스터와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클러

스터의 변혁과 근대화의 가속, 활동의 스케일 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Smart 

specialization과 클러스터 정책 사이에는 시너지 효과와 보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

고 있다.

최근 특화는 ‘연결된 다양성(related variety)’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Saviotti(1996)는 지식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혁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Florida(2002)는 다양한 배경과 인지적 특성을 가진 창조적 인재의 집적이 기술개발

과 확산의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연결된 다양성을 실증적으로 밝힌 Frenken and 

Boschma(2003)과 Boschma(2009)는 관련된 다양성이 산업간 지식이전을 촉진시키는

데, 관련된 다양성을 통한 지식이전은 3가지 메커니즘(스핀오프, 노동력 이동, 네트

워크 형성)을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② 혁신, 학습, 비교우위에 초점을 둔 연구들  

지리학자들이 공간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과 확산을 강조한 것과 달리 혁신이론

은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혁신주체간 관계를 다루어왔다. 이들에게 지리적인 요소

는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도 혹은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

양한 차원에서 경제주체간 거리를 드러내기 위해 도입한 클러스터, 산업단지, 혁신

시스템 등은 궁극적으로 불확실성과 기회주의 배격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산업에 따라 공간적

으로 가깝지 않아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 혁신, 학습, 경쟁을 다룬 문헌들은 주로 슘페터리안 학자들로 그들은 기술

적 발전이 기업, 산업, 국가단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현상으로 본다.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선형적인 관점에서 Rosenberg(1983)는 블랙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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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혁신의 복잡한 과정을 이론화하였고,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제도

적, 지리적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켰다(Lundvall, 1992; Morgan, 1997; 

Asheim and Dunford, 1997). 이들 연구에 의해 사회적 관계, 제도적 내용, 공간적 

특성이 혁신과정을 이해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Semitiel and Nogera, 

2004). 이후 혁신시스템 연구는 국가단위(Ludvall,2003; Freeman, 1982), 지역(Cooke, 

1992), 산업(Breschi and Malerba, 1997). 기술(Carlsson, 1995, 1997, 2002)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논의되었다.

특히, Moodysson et al.(2016)은 학습은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기반을 제공하

며 이는 전략을 도출하는 일을 더 복잡하지만 흥미롭게 만든다고 하였다. 학습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이 기존연구(Lundvall, 1992; 

Edquist and Johnson, 1997)를 통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지식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커진다는데 핵심

이 있다. Florida(1995), Morgan(1997), Asheim(1998), Hirsch(2001) 등 경제지리학자들

의 문헌은 지역을 학습의 중심지로 본다. 공간적 토대로서 지역과 로컬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proximity)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지역(learing region)과 

지역혁신시스템에서 강조하는 문화와 제도는 특정한 공간적 영역마다 서로 다른 형

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활동이 창출되는 공간은 균일하지 않다. 또한 경험에 의

해 축적된 지식으로서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사회화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주체 간 상호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간적인 

가까움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 이를 보다 공고히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들 연구는 역사적 맥락을 중요하게 본다. 기술적 발전 과정은 제도적 과정이고 

제도적 요건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경로의존성이란 초기상태에서 일단 어떤 경로

에 들어서게 되면 그 관선 때문에 경로를 변경하기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qwerty, 

호주제, 우측통행처럼 제도화된 것은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고 변경하는데 드는 비

용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North, 1990). 경제지리학에서 경로의존

성 개념은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방향을 강화하는 수확체증 메커니즘에서 발생

된다는 것(North, 1990:112)으로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잠김(lock-in) 효과 등으로도 설명된다. 경로의존성은 어떤 기술이나 제도 

및 시스템의 지속성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한 개념으로, 기술이나 제도는 일단 형성

되면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속성을 유지한다.14) 진화경제학에 기

반을 둔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수확체증의 규모 파악과 기존 경로에 고착(lock-in)

되는 체화(embeddedness) 현상을 다루고 있다(Crouch and Ferrell, 2002: 6). 이러한 

맥락에서 smart specialization은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동

시에 핵심 변수인 제도에 대해 단순한 ‘기술(descriptio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틀’에 기반을 둔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

14)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는 것이다(Mahoney, 200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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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하연섭, 2003: 26, 286).

 한편 Foray(2009)와 Hajek et al.(2013)은 정책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하향식 전달 

방식과는 정반대로 지역의 과학기술 면에서 강점을 발휘할 영역의 ‘기업자적 발견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 기업가적 발견과정은 첨단산업은 포기하고 관광,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에 범용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편의를 실현하는 것이다(Foray, 2015:3).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교역을 고려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전

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은 지역산업 중에서 글로벌 시장, 국내 시

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중요하다(Karlsen, 

2005; Lagendijk and Cornford, 2000; Fink, 2009). 

기업가적 발견과정이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경

제학자들의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15)과 유관하다. 신산업정책은 제도학파

적 접근으로 Rodrik(2004, 2007)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가는 특정 사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과정, 즉 자기발견과정(self-discovery process)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자기발견과정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과

는 다르다. 이것은 현재 기술 또는 상품이 한 사회에서 충분히 낮은 비용으로 상업

적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로운 분야일수록 정보의 불완전

성이 크기 때문에 혁신주체는 자기 발견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2) 정책적 유용성과 쟁점 

전술한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smart specialization은 그동안 산업정

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

다. 기업가적 발견과정 등이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원천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Smart specialization이 정책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적

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은 산업정책을 위한 다양한 차원 및 요소를 해부함으로

써 지금까지 혁신의 블랙박스인 정책의 구조 및 과정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15)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협의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시장의 잠재성을 드
러나게 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고 시장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보완하는 과정 자체까지 산업정책의 일부분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 시장을 보완하고 산업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고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산업정책
이라고 볼 때, 경제발전의 상위 단계로 진입하려면 미활용된 기회요인과 드러나지 않는 비용 요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기회와 요인은 정보외부성(information externality)과 조정외부
성(coordination externality)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외부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Rodrik(2007)은 산업정책이 기회요인과 비용요인을 
드러나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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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nitsis, 2009). 즉, 혁신정책의 내부동학을 고려한 정책형성에 유리하다. 정책형

성 과정시 산업의 구조와 기술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산업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대기업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혁

신창출이 보다 중요할 경우 정책상의 상호교류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정책은 

단지 세제지원과 입주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준호(2016:794)가 지적하고 있듯이, 산업정책의 의사결정

과 집행과정에서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이 정책실무자들에게 고려되는 것은 많은 

실천적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Smart specialization를 위한 구성요

소, 즉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Smart 

specialization를 연구하는 학자들간에는 Smart specialization 및 이를 구성하는 기업

가적 발견과정의 개념에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실제로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

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실패를 피하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산업정책 집행에 필요한 지역적 고유성

은 무엇인지가 고민해볼 문제이다. 

② 정책과정의 진화적 접근 

Smart specialization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산업정책을 진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다양한 혁신주체들은 서로 다른 사회계층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혁신주체간, 이해관계가 동일한 

그룹간, 그리고 외부환경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하나의 정책은 다른 정책과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혁신주체(혹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

을 하면서 외부환경이나 다른 정책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정책과정은 정부가 주도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혹은 집단)들

이 참여하여 상호작용 하는 동시에 환경과도 공진화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창발

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을 선형적(linear)으로 이해하여 의사결정

을 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혁신의 복잡한 현실을 

전제할 때 정책과정를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문제의 진단과 적달

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을 것이다. 

③ 쟁점

전술한 바와 같이 smart specialization은 기존의 정책에서 간과한 여러 가지 내용

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여러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탄생하였다. 그

러나 smart specialization은 한계가 있다. 정책학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

는 듯하다. 산업의 특화에 필요한 과정과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3S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 틀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의 중심에 있

는 몇가지 쟁점을 서술하였다.  

첫째, smart specialization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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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수립에 얼마나 유용하나 하는 것이다. Smart specialization이 현실을 위한 

인과적 모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수사적 은유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정책의 발굴과 

지속가능성에 유용한 모델이라는 주장간의 대립이다. 비판적 의견을 대표하는 

Dubois et al.(2016)은 Smart specialization이 설명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은 아니며, 단지 발견적 접근(heuristic approach)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smart 

specialization이 산업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호작용의 유형을 나타낼 

뿐이다. 그 결과 smart specialization은 기술적인 용도밖에 갖지 못한다고 한계를 지

적한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관점은 각각 경제학과 정치학·정책학으로부터 주된 영

향을 받았지만 양자 모두 정책도구의 활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에 직면

하게 된다. 그러나 smart specialization 연구자들은 발견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현실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mart specialization은 이

해관계자들간의 실질적 상호작용 방법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과 정책산출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수단이다(Foray and Goenaga 2013; McCann 

and Ortega-Argiles 2013).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Smart specialization이 정책산

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기업가적 발견과정, 연결된 다양성(related 

variety), 특화(specialization)중 어느쪽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둘째, 주지하듯이 경로의존성은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

한다. 그러나 기존 행정학과 정책학에서는 주로 ‘제도적 지체’로 정책이나 제도

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경로의존성을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김선명, 2007, 

박종화, 2009; 유홍림·유은철, 2011). 정책연구에서 새로운 정책의 탄생은 기존정책

보다 논리적 타당성과 그 근거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기존 정책이 유지되거나 변

경하는 요인을 정책 자체의 경성화 상태(높은 설치비용 등)와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

의 행태(제도를 유지시킬 엘리트집단의 권력 등)로 보고 있다(김진수·서순탁, 

2014:8-9).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고착화된 정책은 정책변동이 매우 어

렵다는 것이다.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 하더라고 기존 이해관계자 등의 수렴과정

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기업가적 발견과정이 산업정책과정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우위에 기반한 기업가적 발견

과정은 깊은 통찰력을 줄 수 있지만,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

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Georghiou et al., 2013). 예를 들어, 기술주의적 첨단

기술 선별과정으로부터 KET(Key Enabling Technology)를 어떻게 구분하여 이를 중

심으로 smart specialization의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위의 문헌들은 일반적인 혁신연구를 산업정책에 적용한 것이며 특히 기술

혁신의 과정적인 특징 혹은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

나 정책학 분야에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을 도입해 현실적으로는 통제 가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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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유의 복합적인 정책형성의 과정을 체계적

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산업정책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smart specialization

의 이론적 아이디어를 계량서지학적으로 탐색하고, smart specialization의 성격을 둘

러싼 이론과 정책적 쟁점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았으며, 또한 각각의 쟁점들에 대

해서 본 연구자의 입장을 개진해 보았다.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발전가능

성이 높은 분야에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개념이다. 이는 근래에 들어 산업정책 

과정에서 혁신주체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

되면서,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이 산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이해관계자들간 동

태적 관계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정책연구 측면에서, 기업가적 발견과정과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의 활용은 향후 

많은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산업정책의 이론적 정교화뿐 아니라 정책운영의 실

천적 효용성도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설득력을 갖

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산업정책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적 발견과정

에 대한 개념화 작업 및 인과관계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Smart specialization 접근은 향후 과학기술행정 및 정책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기업가적 발견과정의 개념이 기존의 다양한 이론 및 접근방

법들과 접목이 될 때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혁신시스템이

나 지역혁신시스템에서 공간이나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는 smart specialization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론적 관점에서 정책현

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산업정책의 과정은 단순

하지 않다. 최근 연구된 사례들은 통해 실제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생애주기와 특성에 따른 기술궤적의 특성과 형태, 그

에 따른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가적 발견과정과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된 유관 문헌들에 대한 지속적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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