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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세계 경제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지식기반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활성화는 중요
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스스로의 자각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위축과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기술혁신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는 노력
이 요망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에 대
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관련 연구가 나오고 있으
나 대부분 특정 시점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머무는 한계를 지
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과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혁신 행태와 성과, 애로요인, 정책수
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에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당 연구원의 홍지승 연
구위원이 작성한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10년 12월

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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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험과 지식이 축적됨에 따
라 혁신활동, 즉 자원의 투입, 개발 전략 및 방법, 혁신성과,
애로요인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시계열 분석자료로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기
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자료(2003~2008년 기간)와 함께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까지의 변화를 분석함.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향 분석
○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은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꾸준히 확대
해 오고 있음.
- R&D투자 제조 중소기업 수(비율)
·2000년 1만 748개사(12.0%)→2008년 3만 2,663개사
(27.6%)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분위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당 평균 R&D투자 규모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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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가 각각 1억 원대,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3. 2003~2008년 간 기술혁신 행태 변화 분석
○ 특정 조사 시점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인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를 시계열 순으로 단순 나열하
여 추세를 분석할 경우 오류 가능성이 있음. 소규모 신생기
업이 새로운 조사모집단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체계적인 표본
편향(systematic sample bias)이 발생하기 때문임.
- 이에 2005년, 2007년, 2009년 실태조사에서 모두 응답한
216개 중점분석 대상기업, 즉 분석 패널기업 또는 기술개발
지속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활동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
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혁신자원 투입면에서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R&D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R&D투
자 비율은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임.
- 연구개발 활동의 조직화는 독립 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상당
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최근 기업 내 조직으로 축소되는
등 조직형태상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험검사 장비 등 기술개발 장비의 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는 있으나, 외부 지원기관의 활용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 실제 기술개발 활동을 보면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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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품개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존제품의 개선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기술개발 동기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등 생산·기술과 관
련된 동기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커지는 추세임.
- 개발기술의 신규성, 즉 기술개발 과제의 전 세계 내 확산 정
도를 보면 일부 선진국 등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
발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 가운데, 뚜렷하던 신규성
개선 추세가 최근 불규칙해지고 있음.
- 필요기술의 획득 방법으로서는 자체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공동 개발 또한 적지 않은 편으로서 분석기간 중 자
체 개발의 축소, 공동 개발의 확대 추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공동 개발의 협력파트너별 활용률을 보면 대학, 공공연구기
관이 특히 높은 가운데, 분석기간 중 협력파트너별로 불규
칙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개발기술의 보호방법으로서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출원과
같은 법적·제도적 보호수단 이외에 산업기밀화, 시장 선
(先)출시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분석기간 중 산업기
밀화 활용률이 크게 늘고 있음.
○ 다음, 기술혁신 성과면에서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적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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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1%로 기술개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치에 비해 상대
적 낮은 편이나, 하락 추세가 2009년 조사에서 상승세로
반전됨.
- 사업화 성공률도 32%로 낮은 편이나, 최근 하락세가 둔화
되고 있음.
- 기술개발 성공요인으로는 CEO 의지, 개발경험, 인적자원
이 특히 중요한 가운데 분석기간 중 인적자원, 연구개발 장
비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정보, 관리능력은 약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기술개발 실패요인으로는 외부여건 변화, 자금 부족,
인력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분석기간 중 경
쟁기업에 의한 선(先)개발 요인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 경영성과 제고 효과를 보면 전체적인 기업매출 증대는 비교
적 뚜렷하나, 기술개발제품의 매출, 수출, 수익성에 대한 기
여도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분석기간 중 변화도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역량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 인증하고 있는 혁신
형 기업 비율로 보면 70%대에 달하는 가운데, 분석기간 중
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기술혁신 활동상 애로요인으로서 중소기업 자체 개발 시에는
자금, 인력, 장비 등 기술혁신의 3대 투입요소 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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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정보, 장시간 소요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 자체 개발 시 애로요인별 우선순위는 경험축적 등의 내부
요인보다는 당시의 외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동 개발의 애로요인으로서는 높은 개발비용, 기간
장기화 등이 가장 큰 가운데, 공동 개발의 경험 축적에 따라
협력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의사소통 미흡 등의 애로가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남.

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기술 개발전략 변화
○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는 꾸
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투자 내용면에서 볼 때 혁신성
약화가 크게 우려됨.
- 특히, 전체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54.5%)이 조기 상업화
등 실용적 개발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신시장 개척 등
을 위한 혁신적 개발과제에 집중하는 기업은 31.3%에 그
쳐, 혁신성 약화가 현재화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녹색기술, 신성
장동력기술 등 국가적 신기술 육성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개발진출 수요는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질적 수준을 보면 일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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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에 도입된 기술을 개발하는 추격형 목적인 경우가 많음.
- 현재 개발하거나 또는 조만간 개발하려는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적 수준은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인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 최초 개발인 경우는 12.8%
에 그침.
○ 기술개발 방식면에서 많은 기업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선
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스스로가 선도 능력과 협력성과 흡
수능력을 함께 배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기술 개발 애로요인으로는 개발자금 및 연구인력 부족이
크며, 특히, 개발자금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신기술 비관
심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신기술 육성정책에 대하
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그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일반형 기업처럼 혁신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소규
모 기업 내지 現진출검토 기업처럼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
보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
으로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됨.
○ 국가적 신기술 육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 업계는
‘중소기업의 참여 여지 확대’(31.1%)를 비롯하여‘신기술
산업의 향후 구체적 전망 제시’(27.2%),‘각 부처별 지원사
업의 구체화’(22.4%),‘부처 간 지원사업의 통합·연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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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강화’(18.6%) 등을 요망하고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기술혁신 투자의 적극성 유도 : 기술경쟁력 수준을 획기적으
로 제고하도록 R&D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
-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R&D투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매출증가 폭에 비해 크게 미흡하며, 개발인력 또한
확충되지 못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기술경쟁력 우
위가 강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 확대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가 역할을 확대하되, 중소기업의 자
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함.
○ 개발과제의 혁신성 강화 : 기술개발 분야의 질적 수준 제고
를 유도
- 선진국 일부에만 도입된 첨단기술과 같이 국가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큰 획기적인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필요하
나, 글로벌 위기 이후 시장도입 제품의 점진적 개선 등 보수
적 자세로 변화하고 있음.
- 개발과제의 외부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정부의 지원조건
을 달리 하는 한편, 과제 특성별로 서로 다른 애로요인을 조
사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활동의 효율성 제고 : 공동개발 등 개방적 혁신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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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 기술의 융복합화, 신속 개발의 중요성, 개발비용 및 위험 분
담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근 혁신주체와의 공동개발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나, 활용률
에 비해 실제 효과는 크게 미흡함.
- 서로 상이한 조직문화, 설립목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단
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으나, 업계의 자
세 변화와 정부의 중간연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혁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기술혁신이 기술경쟁력뿐
만 아니라 매출, 이익 등 경영성과로 원활하게 연계되는 흐
름을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에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기여하나, 성장성(매출), 수익성
(이익) 창출로는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
의적 시각을 갖는 기업도 일부 있음.
- 기술혁신 활동이 경영성과로 연계되는 전주기상에서의 걸림
돌을 조사, 발굴, 제거함으로써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사전기획 - 기술개발 - 생산·사업화 - 판매·마케팅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사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성과 활용 및 보호의 선진화 : 캐치업 성장전략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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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신시장 개척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발기
술의 전유성 강화 필요
- 개발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개발업체에 대한 독점적 혜택 부
여 사이에서 여전히 개발자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향유하
는 데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편임.
-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유출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자사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활용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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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ttern of Technology Innovation in SMEs

- Time Series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

As the world transitions towards knowledge-based
economies of limitless competition, without national
boundaries, technology innov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particular, expanding
innovation of domestic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form the base of the economy,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issue.
The large expansion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in the 2000s was aided by self-awareness of
businesses themselves, as well as active suppor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Howev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 the end of 2008, conditio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have been deteriorating sharply
as a result of domestic/inter- national economic
contraction and increasing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Abstract 11

Correspondingly, investor confidence in R&D for SMEs
is shrinking.
It follow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a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vestments into
technology of SMEs. Empirical analysis of SME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is therefore necessary
and relevant.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on this subject, the majority of it is limited to
cross-sectional analyses focusing on particular points in
time.
The research analyze that as technology innovation
experience and competence of SMEs grew, how its forms
and performance, difficulties, and policy demand
changed using Time-Series Analysis. For empirical
analysis, it used 216 SMEs, which have performed R&D
investment since 2005.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216 enterpri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1)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SMES to set more
aggressive R&D fund, 2) while continuously improv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R&D. 3) Also, to encourag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joint research will
improve efficiency of development activities. 4) More
natural linkage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will induce SMEs to conduc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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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5) Based up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on technology outputs, more
systematic and strategic improve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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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고용창출,
지속 성장기반 구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
여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활동의 저변 확대와 질적 고도
화가 필수적임.
- 사실,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 대응하여 어려
운 경영조건 속에서도 R&D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그런데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은 현장 정보의 부족, 정
책경험 미흡,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발
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정부 개입의 근거, 다시 말해 기술정책의 이론적 근거
인 시장실패,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불
가피하나, 앞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정책실패의 가능성도
상존함.
- 이에 정책보정, 특히 기술지원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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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특성 파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장 실증 조사나 분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대부분 연구가 특정 조사 시점에서의 횡단면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기술기획→자원투입→기술개발→개발기술 사업화
등 일련의 기술혁신 활동 주기(cycle) 분석은 미흡하거나
불완전한 실정임.
-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경험·지식 축적에 따른 혁신
활동의 진화·변화과정 등과 같은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연구는 자료 획득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부족한 실정이며, 있더라도 특정 소수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case study)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나 행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 내지 진화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
인 통계이자 본 연구의 기초분석 자료인 중소기업청·중소
기업중앙회의『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의 경우 분석
시 유의할 사항이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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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007년, 2009년 등 격년으로 시행되는 동 조사
는 조사 시점 당시의 중소기업 전체 모습을 잘 보여 주나,
조사 모집단에‘소규모 신생기업’이 대거 편입됨에 따라
시계열 비교분석 시 오류 가능성이 있음.
- (대표 사례) 중소기업당 기술개발 전담인력 수가 2005년
조사 7.9명 → 2007년 조사 5.9명 → 2009년 조사 4.6
명으로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갈수록 약화된다
고 판단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사
모집단 변화에 따른 영향 부분을 제거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시
간의 흐름, 즉 경험·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혁신자원의 투
입, 개발전략 및 방법, 혁신성과, 애로사항 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조사집단의 체계적 편향성 문제를 제거하고자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216개 중
소기업을 분석하되, 전체 모집단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해
당 이슈별 현상이나 특징이 중소기업 전체의 일반적 현상
인지, 특정 집단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1)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을 상정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 모집단과 표본을 추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전체 모수를 추정, 국내 중소기업의 전
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2절 조사방법에서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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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행태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어, 앞서 시계열 분석
(2003~2008년)에서 누락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자 함.
○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석자
료의 제약 등으로 특정 기업사례 연구 수준에만 머물렀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시계열 분석을 국내 처
음으로 실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분석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소수의 기업사례 분석이 아닌 216개 패널 중소기업
이라는 풍부한 기업집단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제언의 실효성도 높이
는 연구가 될 것임.

2. 분석방법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격년으로 조사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5년, 2007년, 2009년에 각각 조사한 바 있음.
○ 동 조사는‘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파악하기 위한, 즉 조사 대상
모집단을 확정하기 위한 범위가 매번 넓어지면서 그 숫자
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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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조사 연도별 모집단 대상기업
2005년 조사

2007년 조사

2009년 조사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벤처 기업
산기평 R&D 과제수행
기업
한신평 DB 기술개발수
행 기업
2005년도 조사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벤처 기업
산기평 R&D 과제수행
기업
한기데DB 연구개발비
지출기업
2007년도 조사기업
중소기업 현황 DB인증
보유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전체 : 13,027개
-제조업 : 9,771개
-사업서비스업 : 3,256개

전체 : 21,621개
-제조업 : 17,875개
-사업서비스업 :
3,746개

전체 : 25,365개
-제조업 : 21,272개
-제조업 이외 업종 :
4,093개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 제조업 기준 : 2005년 조사 9,771개 → 2007년 조사
17,875개 → 2009년 조사 21,272개
○ 그런데 모수추정 통계의 경우 조사 시점에서의 분석 모집
단 전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 조
사 시점에 따라 분석 모집단이 크게 달라질 경우 시계열 비
교분석이 어려워지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치열해지는 국내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이 빠르게 늘고 있음. 즉,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
업, 즉 조사 모집단의 수가 크게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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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규모 신생 창업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모수 추정값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규모 또는 기술개발 지속 중소기업의 영향력은 상대적
으로 줄어들고 있음.
○ 대표적 오류의 한 예로서 중규모 기업들이 연구개발인력을
계속 확대한다 하더라도 투자규모가 작은 소기업 비중이
커지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인력 수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를 기초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규모가 전체
적으로‘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평가할 경우 오류가 발생
하며, 대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도 상당한 왜곡을 유발시
킬 수 있음.
○ 따라서 조사 시점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모습 파악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패널자료 분석 시 다른 횡단면자료 분석에 비해 변수 간
동적(dynamic) 관계 분석과 비관찰 이질성 영향요인에
대한 통제 가능, 다중공선성 문제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유지관리 비용 과다, 추정량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표 Ⅰ-2> 참조).
○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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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횡단면자료 대비 패널자료 분석의 장단점
내용

장점

-분석변수들 간 정적(static) 관계뿐만 아니라 동적(dynamic) 관계까
지 추정 가능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분석모형에 고려 가능
-여타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
-선형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완화 가능

단점

-패널집단 관리 및 데이터 수집상 애로, 비용이 큼.
-결측치 발생 가능성이 커 추정량의 비효율성(inefficiency) 문제 발생
-非패널집단 분석 제외로 모형 추론 시 불완전성 발생

자료 : 민인식·최필선,『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09. 9.

2007년, 2009년 등 3개 조사 시점에 모두 응답한 총 236개
사 가운데 제조업 분야의 216개사를 중점 분석대상으로 함.
- 이들 216개 중점 분석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투
자, 개발전략 및 추진방법, 혁신성과, 애로요인 등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함.
- 이번 분석대상 표본기업(표본값)에서 업력 5년 미만인 신
생 창업기업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모
수)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결과가 전체 중소기업의 일반적
현상인지, 아니면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특수성에 기인하
는지를 살펴봄.
○ 한편, 2008년 말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술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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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바, 2009년 10월 실시된 자체 실태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를 분석함.

<그림 Ⅰ-1>

시계열 변화분석 대상기업의 표본 구성
단위 : 개사

2009년 조사
2,202

572

1,124

전체 236 390
(제조 216개)

1,468

1,322

2007년 조사

<그림 Ⅰ-2>

2005년 조사

연구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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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향 분석

1. 중소기업의 R&D투자 동향
○ 국내 중소기업은 1990년대 들어 일본 등 선진 공업국과
중국 등 후발 추격국 사이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
존·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인식과
투자를 늘려 가기 시작함.
○ 특히,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직전 설립된 중소기업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하였음.
○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R&D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
기업 수와 전체 중소기업에서 점하는 이들 기업의 비율은
모두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음.
- R&D투자 중소기업 수 : 2000년 1만 748개사 → 2008
년 3만 2,663개사
- R&D투자 중소기업 비율 : 2000년 12.0% → 2008년
27.6%
○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수익성, 채산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투자 중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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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추이
단위 : 개사, 백만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R&D투자 중소기업 수 10,748 11,672 18,101 20,305 20,714 22,449 25,769 25,560 32,663
(전체 중소기업 내 비율) (12.0) (12.4) (18.1) (19.6) (19.5) (20.8) (23.2) (22.6) (27.6)
투자업체당
평균 투자금액

97

119

122

118

126

156

167

200

177

매출액 대비
1.37 1.94 2.28 2.23 2.16 2.46 2.59 2.85 2.53
R&D투자 비율
(R&D투자 중소기업기준)
매출액 대비
0.47 0.61 0.89 0.89 0.89 1.12 1.26 1.37 1.26
R&D투자 비율
(전체 중소기업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 각년호.
주 :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 기준.

불확실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투자를 적극
적으로 늘려 왔음.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 2000년 1.37% → 2008
년 2.53%
○ 이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국내외 경쟁상황 속
에서 경쟁우위의 확보 수단으로서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자각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결과
라 하겠음.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 활동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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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20%대에서
머물러 있으며, 기업당 평균 기술개발 투자규모나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도 각각 1억대, 2%대의 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변화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2005년,
2007년, 2009년의 각 조사 시점별로 기술혁신 주요 지표
를 요약 정리하면 <표 Ⅱ-2>와 같음.
- 동 지표는 각 조사 시점별 표본조사기업의 설문응답에 기초
한 모수 추정치로서 당시의 중소기업 전체 모습을 나타냄.
○ 조사 결과, 상시 종사자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수, 매출액
수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율 등은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시점에서 모두 그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가 2005년

2) 이에 관해서는 제Ⅳ장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기술 개발전략 변화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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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평균적으로 48.1명에서 2007년 39.4명, 2009년
에는 31.3명으로 계속 낮아졌으며, 기술개발 중소기업당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절대 인원수도 2005년 기업당 7.9
명에서 2007년 5.9명, 2009년 4.6명으로 낮아짐.
- 이에 따라 전체 종사자 수 대비 기술개발 전문인력 비중은
2005년 기업당 16.5%에서 2007년 14.9%, 2009년
11.2%로 계속 낮아짐.
-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비율도 2005년 16.9%에서 2007
년 14.7%, 2009년 8.8%로 낮아짐.
- 이러한 축소 경향은 기술투자를 처음 시작한 소규모 기업
이 조사 모집단으로 새롭게 다수가 편입되면서 기술개발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의 평균치를 크게 낮춘 데 기인한 것
으로 보여 비교분석 시 유의를 요함.3)
○ 반면,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연구원 1인당 기술개발비
는 2000년대 후반 들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는 2004년 기업당 평균적
으로 3.58%에서 2006년 3.95%, 2008년 4.38%로 계
속 높아짐.
- 연구원 1인당 기술개발비도 2004년 기업당 평균적으로
6,250만원에서 2006년 7,520만원, 2008년 9,250만원
3) 설문조사 방법의 변화는 제Ⅰ장 2절의 조사방법 편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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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추이
단위

인
력

상시 종사자 수
기술개발 전문인력 수
총인원 대비 기술개발인력 비중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

명
명
%
%

투
자
비

평균 매출액
평균 기술개발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연구원 1인당 기술개발비

기
술
수
준

특허보유 건수(평균)
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율
%
기술개발 소요 기간
개월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 (100기준)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2005년
조사

2007년
조사

2009년
조사

48.1
7.9
16.5
16.9

39.4
5.9
14.9
14.7

31.3
4.6
11.2
8.8

11,266
403
3.58
62.5

8,974
358
3.95
75.2

8,716
395
4.38
92.5

3.2
82.0
20.0
75.8

4.4
80.4
17.9
74.6

3.6
65.8
16.8
74.7

주 : 1) 각 연도별 조사결과는 조사모집단의 변화로 인해 직접 비교 시 다소 제약을
갖고 있으며, 2009년도 조사부터는 2007.12.28 개정 고시된 통계청의 한
국표준산업분류(9차 KSIC)가 적용되므로 2005년 및 2007년 조사결과와
의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함.
2) 인력 및 기술수준은 각각 2005년, 2007년, 2009년의 조사 시점 기준, 매
출액 및 개발비는 각각 2004년, 2006년, 2008년 기준임.
3)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은 조사업체가 세계최고 기술(100 기준)과
비교하여 자사보유 기술능력 수준을 자체 판단한 것으로, 등간 척도의 의미
를 갖지 않으므로 각 조사 연도 기술능력 수준의 증감 비교는 곤란함.

으로 계속 확대됨.
- 이는 앞서 절대 수치로 표시된 지표와 달리, 매출규모당
또는 연구원 1인당 등과 같이 상대적 기업규모를 통제한
데다 신생기업의 경우 기술개발투자 집중도가 높은 성향
을 반영한 결과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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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술개발 소요기간은 2003~2004년 중 기업당 평균
적으로 20.0개월에서 2005~2006년 17.9개월, 2007~
2008년 16.8개월로 계속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품수명주기 단축, 미래 불확실성 심화, 사업화 중시 경
향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의 투입기간 또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100 기준)은 2005
년 기업당 평균적으로 75.2에서 2007년 74.6, 2009년
74.7로 세계 최고수준에 비해 기술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를 가장 잘 살
펴볼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자료의 경우‘소규모 (신생)기업’의 대거 편입에 따른 체
계적 편향의 발생으로 인해 시계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요함.
- 보다 정확한 시계열 추세 분석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3개 조사 시점에 모두 응답한
216개 기업을 패널화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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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3~2008년 중 기술혁신 행태
변화 분석4)

1. 분석 패널기업의 표본 특성
○ 시계열 추세분석을 위해 2005년, 2007년, 2009년 등 3
개 조사 시점에 모두 응답한 216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즉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특성을 기술개발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하면 <표 Ⅲ-1>과 같음.
○ 먼저, 기업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분포를 보면 2009년
조사 기준으로 100~299인 비중이 44.9%를 차지하는 등
50인 이상인 중규모 기업이 전체의 66.7%를 차지함.
- 이는 중소기업 전체 조사 모집단에서 50인 미만이 84.6%
를 차지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3개 조사 시점에
모두 응답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업력, 즉 신생 창업단
계를 벗어나야 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매출액으로 볼 때도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 기업당 2
4) 표기 시 2005년 조사, 2007년 조사, 2009년 조사라 함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종업원 수 등 특정 시점의 통계는 조사 시점 당시 기준으로, 매출액 등 특정기간
통계는 직전년 기준으로, 기술개발 동기 등 행태적 특성은 직전 2개년 간 기준으
로 측정된 것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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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분석 패널기업의 속성별 분포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기술개발 전체 중소기업
(분석 패널기업, 216개사) (모집단, 21,272개사)
20인 미만
기업
20∼50인 미만
규모
50∼100인 미만
(종업원
100∼300인 미만
수)
(기업당 평균, 명)
기업규모(매출액, 억원)
소재
지역

업력

영위
업종

13.0

54.9

20.4

29.9

21.8

9.4

44.9

5.7

99.1

31.3

298.4

87.2

수도권

30.1

52.2

비수도권

69.9

47.8

10년 미만

25.0

48.5

10∼20년 미만

38.0

38.2

20년 이상

37.0

13.3

(기업당 평균, 년)

17.6

11.7

첨단기술 업종

20.0

19.1

고기술 업종

38.3

41.5

중기술 업종

19.2

25.3

저기술 업종

22.5

14.1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2009.
주 : 2009년 조사 기준.

억 9,840만원으로 전체 모집단의 8,720만원보다 3배 이
상 큼.
○ 소재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0.1%, 비수도권 69.9%로서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0%포인
트 이상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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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등 각 비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전
체 모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업력별로는 2005년도 조사 이후 계속 응답기업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업력이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임.
- 즉, 기업당 평균 업력이 17.6년으로 전체 모집단의 11.7
년보다 5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 영위 업종별로 보면 고기술 업종이 38.3%로 가장 큰 비중
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저기술 업종(22.5%), 첨단기
술 업종(20.0%), 중기술 업종(19.2%)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저기술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기술 업종은 낮은 차이를 보임.
○ 이상의 분포 결과, 216개 중점분석 대상기업, 즉 기술개발
지속기업은 최소한 업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에 따라 중
소기업 전체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非)신생 기업
의, 그리고 중규모 기업의 특성을 좀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분석결과를 모든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전체
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조사 당시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하거나, 중
점분석 대상기업의 세부 속성별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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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속기업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 여부를 판단함으
로써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2. 혁신자원 투입 단계
○ 여기서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3대 필수 투입요
소인 R&D투자 자금(돈), 연구개발 인력(사람), 시험·검
사장비(설비) 면에서 기술개발 지속 수행기업의 특징과 변
화 추세를 살펴봄.

R&D투자 금액 및 비율
○ 216개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기업당 평균 R&D투자 규모
를 보면 2003∼2008년 기간 중 매년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그 결과 2003년 기업당 4억 6,500만원이던 것이 2008
년에는 7억 2,0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남.
- 이는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의 기업당 평균 R&D투자 규
모가 3억원대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
를 이룸.
○ 그러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즉 R&D투자 집중도
를 보면 중점분석 대상기업은 분석기간 중에 불규칙한 양
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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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R&D투자 금액 및 집중도 변화 추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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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00
400

52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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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311

9.3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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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7

408
333

300
200

536

643

396
324

15

8.9

10
5

5.9
3.6

4.0

4.2

4.4

2006

2007

2008

100
0

2005

분석표본(R&D투자 금액)

전체 제조업(R&D투자 금액)

분석표본(R&D투자 집중도)

전체 제조업(R&D투자 집중도)

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 반면, 전체 중소기업 모집단에서는 완만하나마 뚜렷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을 꾸준히 수행하는 중소기업
의 경우 절대 투자금액을 매년 늘려 가고는 있으나, 매출액
변동 등으로 인해 R&D투자 집중도가 다소 불규칙한 가운
데 전반적으로 위축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의 경우 R&D투자 집중도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보임.

기술개발 조직의 변화
○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추진체로서 독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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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유한 기업이 68.5%에 달하는 등 상시 기술개발체제
를 갖춘 기업 비율이 90%를 상회한 반면, 임시조직(4.6%)
또는 생산부서에서 병행(6.9%) 수행기업의 비율은 각각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2009년 조사 기준).
- 특히,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독립 연구소 보
유기업 비율이 배 가까이 많은 등 개발조직의 구조화가 크
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5~2009년 기간 중 변화 추세를 보면 강화되던
연구개발의 상설 조직화 경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 즉,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비율이 2007년 75.0%에서
2009년에는 68.5%로 크게 낮아진 반면, 기술개발 전담
<그림 Ⅲ-2>

기술개발 추진조직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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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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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20
0

37.8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분석표본
생산병행 등

임시개발팀

전체 모집단
상시개발부서

부설연구소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주 : 추진조직별 활용 여부로 조사하여 전체 합계가 100%를 상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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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행기업과 생산부서 병행 수행기업 비율은 동 기간
중 각각 23.6%, 4.6%에서 25.0%, 6.9%로 높아짐.
- 다만,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 나타난 기술개발 조직의
비조직화 또는 약화 현상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한 편임.
○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조
직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기술개발 전문인력 수와 비율
○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수는 기업당 평균
10명 수준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적 일정 수
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종업원 수를 감안한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비율
도 10%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의 절대 개발인력 수는 같
은 기간 중 7.9명에서 4.6명으로 반감되어 중점분석 대상
기업과는 큰 대조를 보임.5)
- 또한, 기술인력의 상대적 비율면에서도 전체 모집단은
2005년 16.5%에서 2007년, 2009년에는 각각 14%대
5) 기업규모가 작은 기술개발 투자기업이 대거 늘어나면서 전체 모집단의 기업당 개
발인력 수가 줄어든 측면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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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되어 중점분석 대상기업과는 차이를 보임.
○ 한편,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학력별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학
사급 인력이 60.8%로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기술개발 활동이 지속되면서 석사급, 박사급 고급
인력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개발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발조직의 비조직화,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개발인력 수와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
지하고 있고, 개발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

<그림 Ⅲ-3>

기술개발 전문인력 수 및 총인원 대비 비율
명, %

16
12

16.5
10.0

10.3

10.3

10.9

10.4

10.2

14.9

14.8

8
4
0

7.9

5.9

4.6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분석표본

전체 모집단

개발인력 수

총인원 대비 비율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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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 비해 기술개발 인력의 고
용집약도가 크게 낮은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임.

시험검사 장비의 보유율 및 지원기관 활용
○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의 자체 보유율을 보면 50~75% 미만인 기업의 비율
이 3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75~100% 미만
26.4%, 25~50% 미만 18.1% 순으로 나타남(2009년
조사 기준, <표 Ⅲ-2> 참조).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 비해서는 장비 보유율이 다소 높
은 편임.
○ 2005년, 2007년, 2009년 기간 중 보유율의 변화 추세를
보면 시험·검사 장비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를 보임.
- 특히,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보다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험·검사·평가를 위해 자체 장비구
입을 빠르게 늘리면서 보유율이 일반기업보다 빠르게 높아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시험·검사 장비를 100% 보유한 기업 비율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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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시험·검사 장비 보유율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0%

3.2

3.7

6.0

5.4

1.1

7.9

1∼ 25% 미만

16.2

19.4

5.6

17.6

17.3

11.6

25∼50% 미만

22.7

20.8

18.1

27.3

24.3

22.1

50∼75% 미만

32.9

28.7

36.1

30.6

33.7

28.7

75∼100% 미만

23.1

19.0

26.4

16.2

19.3

20.0

100%

1.9

8.3

7.9

2.9

4.3

1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자릿수에 그치는 등 대부분 중소기업은 시험·검사를 위해
외부지원기관의 활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발제품 시험·검사를 위한 외부지원기관의 활용과 관련하
여 중점분석 대상기업은 전문시험검사기관(60.2%)을 가
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학(24.5%), 국공립연
구기관(19.4%), 지방중소기업청(8.8%), 대기업(7.9%),
중소기업(7.9%) 등의 순으로 나타남(2009년 조사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전문시험검사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의 활용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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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시험·검사 지원기관 활용기업 비율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전문시험검사기관

68.5

56.5

60.2

59.6

58.7

52.1

대학

32.4

31.0

24.5

32.5

32.6

15.2

국공립연구기관

37.5

15.3

19.4

28.8

22.8

9.0

지방중소기업청

11.6

8.3

8.8

10.6

11.6

8.4

대기업

16.7

11.1

7.9

10.8

11.8

8.3

중소기업

6.9

13.0

7.9

12.8

12.8

11.2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 그런데 2005~2009년 기간 중 지원기관 활용률의 변화
추세를 보면, 대학, 대기업에 대한 활용률이 꾸준히 하락하
고 있는 반면, 여타 기관들은 다소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의 경우 모든 지원기관에서 활용률
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시험·검사
지원기관의 활용률이 기관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데다 대
학, 대기업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원인분석과 아울러 개선대책 마련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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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 활동 단계
중점 기술개발 분야
○ 216개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보면
‘신제품 개발’과‘기존제품 개선’이 각각 50.0%, 38.9%
를 차지하여 제품혁신 비중이 90%에 가까운 반면, 공정혁
신은 10%대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2009년
조사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제품혁신, 특히 신제품
개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존제품 개선과 공정
혁신은 낮은 차이를 보임.
○ 분석기간 중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변화 추세를 보면‘기
존제품 개선’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신제
품 개발’은 정체 내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공정혁신은
10%대에서 다소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는‘신제품 개발’
의 비중 축소,
‘기존제품 개선’
의 확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중점분석 대상기업이나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모두
사전 기술기획 시에는‘신제품 개발’이나‘신공정 개발’을
희망하지만, 실제 개발에서는‘기존제품 개선’또는‘기존
공정 개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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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
이 제품혁신, 특히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지만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기보다는 기존제
품의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실 기술혁신 초기에는 성능, 품질, 생산원가 등이 급진
적으로 변화된‘신제품 개발’이 중요하나, 점차 사업이 정
착되면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점진적 혁신 투자가
강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비교대상 기업보다 신제
품 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
적으로 평가됨.

<그림 Ⅲ-4>

중점 기술개발 분야
%

100

7.9
6.5

5.6
4.6

5.1
6.0

4.7
6.2

31.0

33.3

38.9

31.6

54.6

56.5

50.0

80

6.8
5.7

5.3
7.5

31.6

41.3

48.7

45.9

60
40
20
0

57.5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분석표본

전체 모집단

기존공정 개선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신제품 개발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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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동기
○ 기술개발의 동기는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생산·기
술 관련 동기와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등 시장 관련 동기로
대별할 수 있음.
○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중 생산·기술 관련
동기가 크게 강화된 반면, 시장 관련 동기는 빠르게 약화되
어 중요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 즉, 생산·기술 관련 동기가 2005년 조사에서는 47.5%
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56.9%로 10%포인트 이상
확대된 데 반해 시장 관련 동기는 동 기간 중 52.5%에서
43.0%로 크게 줄어듦.
○ 특히, 생산·기술 관련 동기 가운데‘기존 제품의 성능·
품질 향상’(28.9%→34.1%), ‘모기업 품질개선 요구’
(2.6%→3.9%), ‘국내외 표준 및 규제 대응’(1.6%→
2.2%) 등 개발 동기가 뚜렷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장 관련 동기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9.4%→
7.0%),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11.7%→6.3%), ‘수입
품 대체 및 국산화’(8.9%→4.1%) 등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기술개발 동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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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생산·기술 관련 동기가 2005년 조사에서는 44.5%였
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59.5%로 15%포인트 이상 확
대된 데 반해 시장 관련 동기는 동 기간 중 54.8%에서
40.3%로 급감함.
○ 이상의 분석 결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보다 적극적이

<표 Ⅲ-4>

기술개발 동기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생산·기술 관련 동기)

47.5

55.1

56.9

44.5

55.6

59.5

-생산비 절감

11.3

13.4

12.3

9.5

12.9

10.3

-기존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28.9

30.3

34.1

27.7

30.1

39.4

-모기업의 품질개선 요구

2.6

3.2

3.9

1.9

3.6

3.7

-국내외 표준 및 규제 대응

1.6

1.9

2.2

1.7

1.8

2.1

-생산공정의 효율화

3.1

6.3

4.4

3.7

7.2

4.0

52.5

44.9

43.0

54.8

44.5

40.5

11.7

12.3

6.3

14.5

10.8

5.5

-해외시장 개척

9.4

7.6

7.0

8.8

7.8

4.0

-시장점유율 확대 유지

8.9

7.9

9.4

9.5

8.6

14.1

-수입품 대체 및 국산화

8.9

6.9

4.1

8.5

5.7

3.2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로 시장수요 대응

12.2

9.0

15.7

11.5

10.2

12.7

-경쟁으로부터 도태 위협

1.4

1.2

0.5

2.0

1.4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시장 관련 동기)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주 : 생산·기술 관련 동기와 시장 관련 동기는 필자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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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취적인 기술개발 동기가 약화되고, 기존제품의 성능
품질 향상과 같이 비교적 개발성과가 안정적이고 위험성이
적은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의 부상,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갈수록 사업기회가 축
소되고, 국내외 불확실성은 증대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은
개발위험성이 낮은 반면, 기술성과는 비교적 확실한 기술
개발을 선호한 결과로 보임.
- 그러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적극적인 국가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수동적·소극적인 기술혁신에
서 벗어나, 좀 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큰 기술을 개발하
려는 의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필요기술 획득방법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체
개발을 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외부로부터 도입하거
나, 또는 외부 혁신주체와 공동·위탁을 통해 개발하는 방
법이 있음.
○ 이번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 의존도가
6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외부와의
공동개발 25.3%, 외부 위탁개발 6.3%, 외부 도입 2.6%
등의 순으로 나타남(2009년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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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필요기술 획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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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 2007년 조사와 비교할 때 자체 개발 비율은 대폭 축소
(74.2%→65.7%)된 반면 외부와의 공동개발은 크게 확대
(17.5%→25.3%)되는 등 연구개발 활동의 개방화(open
innovation)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는 자체 개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동개발은 축소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룸.
○ 그런데 기업 고유의 경쟁우위 요소로서 기술혁신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 내 소화·흡수·창출하는 내부 개발능
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는 한편, 외부 혁신자원을 적절히
활용, 보완하는 능력도 필요함.
- 최근 개발기술 융복합 추세, 개발코스트 및 위험성 증대,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으로 외부와의 공동개발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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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개발 지속기업이 대외 공동개
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절대 수준이 크게
낮은 것은 추후 개선할 과제임.
개발기술의 신규성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기술과제의 질적 수준과 변화
추세를 가늠하기 위해 개발하려는 기술의 전 세계 내 확산
정도, 즉 신규성을 살펴보면 <그림 Ⅲ-6>과 같음.
-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일부 선진국에서 개발, 국내
최초인 개발’이 38.9%로 가장 많으며, 이어‘선진국 보
편화, 국내 최초인 개발’,‘국내외에서 보편화된 기술’인
경우가 각각 24.5%, 30.1%로 나타난 반면,‘세계 최초
인 신기술’은 6.5%에 그침(2009년 조사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개발하려는 기술과제의 신규성이 다소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남.
○ 그런데 분석기간 중 변화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 전체 모집
단의 경우‘세계 최초’인 기술과‘일부 선진국에서 개발,
국내 최초인 개발’인 기술의 비중은 감소하고,‘선진국 보
편화, 국내 최초’인 기술과‘국내외 보편화’된 기술의 비
중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216개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에도 2005년, 2007년
조사까지는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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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개발기술의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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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추세는 국내 중소기업 전체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지속기업들도 개발기술의 질적 수준 변화가 그리 발
전적이지 못함을 보여 줌.
- 기술수준이 단기간 내 향상되기 어려운 측면과 기술력이
강조되는 현재 흐름에 비해 국내 기업의 기술 향상 정도가
미흡한 측면을 함께 반영한 것이기도 함.

공동 기술개발 협력파트너 및 만족도
○ 외부 혁신주체와의 공동개발 등 개방적 혁신 활동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개발의 주요 협력파트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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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률을 보면 대학(33.3%), 국공립 연구기관(20.4%),
중소기업(14.8%), 대기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09년 조사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 비해서는 협력파트너별 활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또한, 협력파트너와의 공동개발 만족도에 있어서도 상대
적으로 낮음.
○ 분석기간 중 협력파트너별 활용률의 변화 추세를 보면,
2005년, 2007년, 2009년 등 3개 시점의 조사에서 일관
된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들쭉날쭉한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
고 있음.
- 만족도 또한 대학(교수)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제외하고
는 불규칙한 변화를 보임.
○ 중점분석 대상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는 주
요 공동개발 파트너인 대학(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외국
기업 등과의 협력기업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이는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이 약화되고 있
어서라기보다, 신생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속도
에 비해 정부 지원에 힘입은 산학연 공동연구의 속도가 상
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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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협력파트너별 공동개발 수행기업 비율 및 만족도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협력파트너별 공동개발 수행기업 비율
대학(교수)

34.7

43.5

33.3

63.7

62.0

50.1

국공립 연구기관

26.9

28.7

20.4

42.5

32.5

26.1

민간 연구기관

6.0

10.6

10.2

10.0

10.6

8.8

대기업

12.5

13.9

13.9

17.9

17.4

19.0

중소기업

14.8

18.5

14.8

30.6

32.9

31.3

5.1

6.0

5.6

13.4

6.4

4.2

외국기업 및 기관

협력파트너별 공동개발 만족도
대학(교수)

3.43

3.50

3.76

3.58

3.70

3.88

국공립 연구기관

3.71

3.52

3.80

3.66

3.86

4.04

민간 연구기관

3.38

3.65

3.55

3.36

3.66

3.69

대기업

3.19

3.63

3.53

3.52

3.62

3.73

중소기업

3.56

3.53

3.47

3.55

3.45

3.77

외국기업 및 기관

3.00

3.62

3.42

3.61

2.82

3.72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
○ 216개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은 기업
당 평균적으로 20.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16.8개월)과 비교할 때 4개월 정
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분석기간 중 소요기간의 변화 추세를 보면 중소기
업 전체 모집단에서는 기술개발 기간의 단축화 현상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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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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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렷하게 나타난 반면, 분석 표본집단은 2009년 조사에서
길어지는 것으로 반전됨.

개발 신기술 보호방법
○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의 보호방법으로서 중점분석 대상기
업은‘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35.6%)와‘기업내부 기
밀 유지’(23.7%), ‘경쟁사에 앞서 시장 출시’(22.1%)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2009년
조사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보호방법별 우선순위
는 비슷하나, 중점분석 대상기업은 앞서 본 방법들 외에
‘타 기업에서 모방하기 어렵게 설계’,‘기술개발인력의 이
직 방지책 마련’도 적지 않게 활용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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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 중 보호방법별 변화 추세를 보면,‘특허 등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이나‘경쟁사에 앞서 시장 출시’의 활용
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기업내부 산업 기밀 유지’는 빠르
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는 1)앞서 기술혁신 동기나 개발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제품 개발보다 기존제품 개선이 많아
지면서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기술혁신 내용물의 질적 수
준이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2)법률을 통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 기인할 수도 있음.

<표 Ⅲ-6>

개발 신기술 보호방법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38.4

39.2

35.6

49.0

44.6

41.8

지식재산권 등록 않고,
기업내부 산업기밀로
유지

18.6

15.0

23.7

16.1

15.7

25.9

경쟁사에 앞서 시장
출시

32.2

32.9

22.1

24.5

26.7

19.6

타 기업에서 모방하기
어렵게 설계

6.0

5.6

7.8

5.4

5.7

6.3

기술개발인력 이직
방지책 마련

3.0

6.6

6.5

4.4

6.4

3.8

산업기밀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운영

1.8

0.7

4.3

0.6

0.9

2.6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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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고도화, 체계화된 신기술 보호방법인‘산업기밀 유
출 방지시스템 도입, 운영’하는 기업이 다소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보호방법이 다
양성 측면과 시스템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
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4. 기술혁신 성과 단계
기술개발 효과별 획득기업 비율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 각 효과별로 획득한 개발기업의 비율을 요약, 정리하면
<표 Ⅲ-7>과 같음.
- 중점분석 대상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로‘매출 증대’와
‘제품 품질·성능 개선’효과를 얻은 기업이 각각 82.9%,
72.2%로 나타나, 동 효과가 가장 보편적 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원가절감, 생산기간 단축, 수출증대, 수입대체 등
여타 기술개발의 효과는 모두 30%대 이하에 머물러, 중
소기업의 기술개발 목적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음
을 보여 주고 있음.
○ 분석기간 중 기술개발 효과별 획득기업 비율의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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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대부분의 개발효과 면에서 획득기업 비율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목적이 갈수록
구체화, 세밀화되는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
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임.
○ 한편, 효과 획득기업 비율별 우선순위로 볼 때 새로운 시장
개척 효과에 비해 제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효과가 많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기술개발의 동기 면에서 시장 관련 동기가 약화
되고 제품·기술 관련 동기가 강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
<표 Ⅲ-7>

기술개발 효과별 획득기업 비율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

2007

2009

2005

2007

2009

매출 증대

84.7

81.0

82.9

83.5

81.7

75.6

수출 증대

53.7

32.4

34.7

44.5

35.7

23.7

수입 대체(국산화)

51.4

29.2

25.5

45.2

33.0

15.4

고용 증대

38.9

31.0

24.1

37.7

27.3

18.8

원가 절감(인건비 제외)

49.5

33.3

31.0

43.2

41.7

23.3

인건비 절감

31.0

20.8

22.2

26.1

24.9

17.9

생산기간 단축

33.3

31.5

25.5

31.4

32.8

21.1

제품의 품질·성능 향상

76.9

73.6

72.2

70.2

76.8

72.1

생산공정 개선

50.9

43.1

34.3

42.5

46.9

33.6

신사업 분야 진출

47.2

37.0

21.8

47.0

36.5

17.1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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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비율면에서 다소 차이
는 있으나, 우선순위와 순위변화 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기대하는 1차적 목표는
당초 개발하고자 한 기술적 목표를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
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품화, 사업화하는 것임.
- 이에 기술적 성공률을 기술개발 시도건수 대비 성공건수
비율로, 사업화 성공률을 기술개발 시도건수 대비 사업화
성공건수로 각각 측정하여 살펴보면 <그림 Ⅲ-8>과 같음.
○ 중점분석 대상기업인 기술개발 지속기업과 중소기업 전체
를 비교할 때,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
화 성공률은 각각 50%대, 30%대로 중소기업 전체 모집
단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비교대상 중
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기보다는 개발기술의 수준, 즉 기
술 혁신성, 개발 난이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분석기간 중 성공률의 변화 추세를 보면 기술개발 지속기
업과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공히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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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기술개발 성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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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51.3

32.1

32.1

39.4

58.4

59.3

45.9
36.2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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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2005조사 2007조사 2009조사

분석표본

전체 모집단

사업화 성공률

기술적 성공률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성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2009년 조사에서는 상승
으로 반전되거나 적어도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혁신 역량이나 사업화 역량 모두 단기간 내 급격히 변
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상업
적 불확실성이 큰 과제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큰 과제 위주
로 점진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정부 R&D 지원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성공률이 대부
분 90%를 크게 상회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기술적 성공 여
부의 판정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술개발 성공요인
○ 기술개발의 주요 성공요인으로서 중점분석 대상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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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의지’(27.1%),‘기술개발 경험’(19.3%)과‘기술
개발 인적자원’(16.0%)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음(2009년 조사 기준).
- 반면에, 부족한 내부 혁신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수혈
또는 활용 측면의 요소들, 즉‘외부와의 기술협력’(4.8%),
‘시험검사 장비’(4.5%),‘산학연 지원’(1.8%) 등의 성공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기술개발 지속기업은
인적 자원과 기술개발 경험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반
면, CEO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차이를 보임.
○ 분석기간 중 성공요인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중점분석
대상기업인 기술개발 지속기업은 성공요인으로서‘기술개
발 인적자원’,‘충분한 사전탐색 및 기획 철저’의 중요성
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는‘CEO 의지’와 함께 충분한
자금, 철저한 사전기획 등의 중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남.
○ 이상의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최고경영
자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기술개발
활동이 지속될수록 개발자금, 기술정보 등보다는 기술개발
인적자원과 누적된 개발 경험 등이 기술개발 성공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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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기술개발 성공요인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CEO 의지

25.3

28.1

27.1

30.7

28.6

36.5

기술개발 인적자원

12.9

14.3

16.0

15.8

12.0

13.3

충분한 자금 지원

4.6

3.4

5.1

3.2

2.9

5.4

시험·검사 장비

1.3

2.0

4.5

1.3

1.7

2.0

기술개발 경험

20.1

25.6

19.3

20.6

20.4

15.2

관련 기술정보 확보

9.5

7.6

7.5

8.0

8.1

6.0

외부와의 기술협력

8.0

4.2

4.8

6.5

5.4

4.5

충분한 사전탐색 및
기획 철저

-

6.7

7.5

-

9.2

9.8

17.5

6.7

6.3

13.2

9.2

5.8

자체 기술개발 관리능력
산·학·연 지원
법·제도적 뒷받침
합계

-

1.4

1.8

-

2.5

1.5

0.8

-

-

0.8

-

-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주 : 조사 시점별로 선택지문이 조금씩 달라져 변화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활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목적, 방법, 외부자원 활용
등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개발 실패요인
○ 반면, 기술개발의 주요 실패요인으로서 중점분석 대상기업
의 경우‘경제여건 변화로 개발의 필요성 저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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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기술개발 실패요인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기술개발자금 부족

19.6

24.0

23.1

21.9

22.5

36.2

기술개발인력 부족 및
이직

25.4

26.0

20.9

26.1

22.5

19.8

경제여건 변화로 개발의
필요성 저하

18.1

12.2

24.2

19.8

13.2

20.9

타 기업에서 먼저 개발

5.8

6.1

13.2

6.0

7.7

8.6

정부의 규제
(제도변경 등)

2.2

1.0

1.1

2.3

2.5

1.5

특허기술 선행 조사 없이
기술개발 수행

5.1

5.1

5.5

3.3

3.2

3.3

기술개발 관련 설비 및
장비 부족

-

13.8

12.1

-

12.6

9.7

신기술 제품시장 미성숙

23.9

11.7

-

20.6

15.7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주 : 조사 시점별로 선택지문이 조금씩 달라져 변화 비교 시 주의를 요함.

‘기술개발자금 부족’(23.1%),‘기술개발인력 부족 및 이
직’(20.9%),‘타 기업에서 먼저 개발’(13.2%),‘기술개
발 관련 설비 및 장비 부족’(12.1%) 등을 지적함(2009년
조사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도 이와 유사하나, 전체 모집단
의 경우 소규모 기업이 많은 관계로‘기술개발자금 부족’
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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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 중 실패요인의 변화 추세를 보면, 조사 시점에 따
라 응답 선택지문이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비교에 한계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상 가장 큰 애로요인인 자금,
인력, 장비의 부족 문제가 주요 실패요인으로 지적됨.
- 또한, 2009년 조사에서는 전년의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라는 갑작스러운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동 요인에 의한 실패 또는 애로가 더
욱 크게 나타남.
○ 이상의 기술개발 성공·실패 요인을 종합해 볼 때 기술개발
이 적어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
로요인인 기술개발 자금, 인력, 장비의 부족 문제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CEO가 적극적 혁신의지를 갖고, 개발제품의 사업화 등
향후 시장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치밀한
기술기획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생산, 판매 등과 상
호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높아짐을 보여 줌.

경영성과 제고효과
○ 먼저, 매출액 측면에서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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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중점분석 대상기업인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 매출규모가 2003년 177억원에서 2008년에
는 298억원으로 연평균 11.2%라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함.
- 이는 동 기간 중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의 연평균 증가율
7.5%보다 높아 기술개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수록
매출증대의 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개발제품의 매출기여도 또는 수출기여도나 수
익기여도 등은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표 Ⅲ-10>

경영성과 제고 효과
단위 : 백만원,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업당 평균
매출액

17,662 20,186 10,788 11,501 25,457 29,842 9,437 11,266 8,254 8,974 7,522 8,716

기술개발제품
매출기여도

25.3 29.2 22.9 26.4 25.9 24.5 28.5 31.9 24.7 27.3 27.6 28.0

수출비율

24.1 25.0 14.6 15.9 21.4 23.6 26.2 27.9 22.9 24.2 20.0 22.1

기술개발제품
수출기여도

27.1 30.5 30.1 30.2 18.4 18.8 31.3 35.4 31.3 31.8 22.9 23.9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률

-18.25 -4.88 0.78 -1.77 3.16 3.21 6.38 6.27 4.18 4.00 5.42 6.06

기업당 평균
경상이익률

-19.81 -5.53 1.04 -3.04 4.59 39.01 4.76 5.84 3.34 2.74 4.04 2.65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주 : 분석 표본집단의 경우 특이치로 인해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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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 중에도 일관성 있는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불규
칙하게 변화함.
- 이는 기술혁신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결정적으로 작
용하기보다는 시장수급 및 경쟁 상황 등 여러 다른 변수들
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으로 보임.

기업경쟁력 제고 : 혁신형 기업 인증 비율
○ 중점분석 대상기업인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청이 부여하는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비율이
2005년 52.3%에서 2007년 67.6%, 2009년 69.9%로
계속 높아짐.6)
- 특히, 기술혁신형(이노비즈) 및 경영혁신형 인증 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다소 혼조세를
보임.
○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과 비교할 때 중점분석 기업의 경우
이노비즈 등 혁신형 인증 기업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짐.
- 이는 기술개발을 지속하는 기업일수록 기술혁신 역량이
더욱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무형의 지적 자산
인 기술의 특성상 경험·학습과 그 축적이 역량 강화에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임.
6) 중소기업청은 현재 혁신형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경
영혁신형 기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60

<그림 Ⅲ-9>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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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5. 기술혁신 애로요인7)
자체 개발 시 애로요인
○ 국내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필요기술 획득방법으로 가장 많
이 활용하고 있는 자체 기술개발 시 당면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기술개발자금 부족’(26.1%),‘개발인력 확보
어려움’(21.9%), ‘연구설비·기자재 부족’(17.3%), ‘기
술정보 부족’(12.5%) 등인 것으로 나타남(2009년 조사
기준).
○ 특히, 기술개발의 3대 핵심요소인 돈, 사람, 장비의 부족
7) 기술혁신 애로요인으로서 최근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사업화 애로요인은 각
조사 시점마다 선택지문이 크게 달라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여 여기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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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점분석 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 모집
단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로서 조사 시점 당시 경영 여건에
따라 애로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짐.
- 즉, 시중자금 경색기에는 자금 부족 애로가, 호경기 때에
는 연구인력의 확보 애로가 좀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차
이를 보임.
○ 이상의 분석 결과, 기술개발 자금, 인력, 장비, 정보의 부
족 문제가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혁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 요소의 양적인 부족 문제는 기술개발의 실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한편, 자체 개발의 애로요인으로서‘기술개발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술의 융복합화·복잡화 등으로 인해 자체 개발에만 의존
하기에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외부 혁신주체와의 적극적인 공동 협력
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대외 공동개발 시 애로요인
○ 개방혁신체제(Open Innovation System) 구축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공동개발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기술개발 소요기간 장기화’(23.2%), ‘자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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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24.2

25.3

21.9

25.0

23.5

23.6

연구설비·기자재 부족

16.2

14.0

17.3

15.7

16.1

17.1

기술개발 자금 부족

21.5

26.3

26.1

22.4

20.8

33.7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곤란

12.8

10.8

12.5

10.3

12.2

9.3

기술개발 경험 부족

9.2

9.9

4.8

10.4

9.9

5.5

국내 기초기술 부족

5.3

3.4

4.5

5.1

5.3

2.9

기술개발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

6.8

6.3

11.2

6.7

7.6

6.4

기술개발 인력의 잦은
이직

3.9

4.1

1.6

3.5

3.7

1.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발 대비 높은 개발비용’(27.7%), ‘기술협력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곤란’(14.1%) 등인 것으로 나타남(2009년 조
사 기준).
- 이들 주요 애로요인은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에서도 동일
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술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개발 지속기
업의 경우‘기술협력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10.0%)이
또다른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반면, 중소기업 전체 모

Ⅲ. 2003~2008년 중 기술혁신 행태 변화 분석 63

집단은‘관련 정보 부족’(10.5%) 등 공동협력 초기단계
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는 차이를 보임.
○ 분석기간 중 애로요인의 변화 추세를 보면, 공동협력 초기
단계에서 겪게 되는 애로요인들, 즉‘관련 정보 부족’,‘적
합한 기술협력 파트너 없음’등의 애로는 시간이 흐름에

<표 Ⅲ-12>

공동 기술개발 애로요인
단위 : %

중점분석 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2005년 2007년 2009년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216개) (216개) (216개) (9,771개) (17,875개) (21,272개)
기술개발 소요기간
장기화

24.8

23.1

23.2

25.0

21.0

22.1

자체개발 대비 높은
개발비용

23.4

23.1

27.7

29.4

23.3

29.7

기술협력 파트너
의사소통 곤란

9.0

7.3

14.1

9.0

8.0

12.5

적합한 기술협력
파트너 없음

6.8

11.3

8.2

8.2

10.9

8.1

관련 정보 부족

9.5

12.6

8.2

9.1

12.1

10.5

기술정보 유출 및
유출 우려

11.3

8.5

5.5

8.4

10.1

5.8

기술협력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15.3

7.3

10.0

10.9

8.2

6.8

기술협력 파트너의
소극적 참여

-

6.9

3.2

-

6.4

4.4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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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줄어들고 있음.
- 반면에‘기술협력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곤란’,‘기술협력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등 협력단계에서 겪는 애로요인이
커지는 특징을 보임.
- 즉, 공동개발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개발 기간, 비용 등
외적인 문제보다는 파트너의 전문성, 의사소통 등 기술개
발의 본질적인 문제로 변화함.
○ 그런데 기술개발 결과의 성과배분, 유출 등 공동협력 이후
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요인은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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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기술 개발전략 변화
1. 조사 개요
분석 의의
○ 앞의 제Ⅲ장에서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혁신 행태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혁신 자원투입 →
기술개발 → 혁신성과, 그리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각각 세
부 사안별로 살펴보았음.
○ 그런데 앞 장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사용된『중소기업 기
술통계조사 보고』자료 가운데 2009년 조사 결과의 경우
대부분의 통계가 2008년 말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2008년 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
서, 미래의 무형 경쟁자산을 확보하는 기술혁신 활동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 위축과 자금대출
경색 등으로 판매부진과 유동성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심리를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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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향후 기술경쟁 우위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이 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국내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와 전략, 애로요인, 정책수요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 특히, 외부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녹색기술,
신성장동력기술 등‘국가적 신기술 육성분야’에서 중소기
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함.

실태조사 개요
○ 조사방법 : 중소기업청 Web-Survey 시스템을 이용한 실
시간 조사
○ 조사기간 : 2009.9.21~10.10(2주간)
○ 응답기업 수 : 제조업 분야의 기술개발 중소기업 409개사

주요 조사내용
○ 글로벌 위기 이후 R&D투자 변화
○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투자 전략 변화: 진출분야, 개발수
준, 개발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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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투자 애로요인
○ 신기술개발 정책수요

응답기업 속성
○ 제조업 분야의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 조사
에 총 409개 기업이 응답함.
- 그 가운데 정부가 육성하는 신기술 분야에 이미 진출했거
나 또는 진출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은 312개사로 전체 조
사기업의 76.3%를 차지함.
- 기업규모별로는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102개사(32.7%),
종업원 10~50인 미만 147개사(47.1%), 종업원 50~
299인 88개사(20.2%)로 구성됨.
○ 이번 조사의 경우 정부가 육성하는 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기술개발 제조기업 위주로 조사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조사집단의 편향성(sample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전체로의 일반화 추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특성에 따른 세부 집단
별로 집단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여 균형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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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투자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R&D투자 동향
○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들이 시장수요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이 R&D투자를 확대하는 등 미래를 위한 성장력 확보에
꾸준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2009년 중 R&D투자를 전년보다 확대하였다고 응답
한 중소기업이 총 409개 조사기업 가운데 60.9%에 달한
반면 감액하였다는 응답은 13.4%에 그침.
○ 이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혁신형 기업이 일반형 기
업보다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보다 잘 견디는 것처럼, 기술
력 제고가 중소기업의 생존 및 안정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
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현재 최대 경영현안 사항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외부
요인에 의한 판매 부진을 48.6%만 지적한 데 반해 일반
형 기업은 60.6%에 달해, 독자적 혁신역량이 부족한 기
업일수록 외부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함을 보여 줌.

R&D투자 규모의 적정성 및 중점 분야
○ 기술개발 투자는 경쟁 상대방에 대한 기술력 제고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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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009년 R&D투자 현황

<전년 대비 투자규모 변화>
크게 감액
3.4%
다소 감액
10.0%

<투자규모 적정성 평가>
경쟁력 약화시킬
만큼 부족
9.3%
경쟁력
제고시킬
만큼 적정
36.4%

크게 증액
21.0%
전년 수준
25.7%
다소 증액
39.9%

현상 유지 수준
54.3%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주 : R&D투자 중소기업 409개사 기준.

만큼 R&D투자 규모의 상대적 적정성 또한 중요함.
- 그런데 2009년의 R&D투자 규모가 자사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만큼 적정했다는 응답기업은 전체 조사기업의
36.4%에 그쳐 투자규모의 적정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보면 전체 조사기업의 절반 이
상(54.5%)이‘조기 상업화 등 실용적 개발과제에 집중’
한 반면,‘신시장 개척 등을 위한 혁신적 개발과제에 집중’
한 기업은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외 경기위축과 불확실성 증대 등 혁신환경 악화
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자연스런 대응전략일 수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편될 국제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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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2009년 중점 기술투자 분야

생산성 품질 향상 등
공정 혁신 중점
14.2%

신시장 개척 등
혁신적 과제 집중
31.3%

조기 사업화 등
실용적 과제 집중
54.5%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주 : R&D투자 중소기업 409개사 기준.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성 약화를 보완하는 보다 적극적인 R&D투자가
요망되는 것도 사실임.

3. 신기술 개발전략 변화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에의 투자 수요
○ 현재 정부는 안정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 기반 구축을 위
해 녹색기술, 신성장동력기술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분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크게 노력하고
있음.
○ 이들「국가 신기술 육성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이
미 적지 않게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출을 모색
하는 기업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이 큰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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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 진출 의향
잘 모르겠음
2.9%
관심 낮음
20.8%

정부 발표 이후
진출 검토 중
38.1%

정부 발표
이전에
이미 진출
29.6%

정부 발표 이후
새로 진출
8.6%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주 : R&D투자 중소기업 409개사 기준.

- 즉, 설문조사 방법상 표본편향성(sampling bias) 문제가
다소 존재하나, 이번 조사기업 중 29.6%가 정부의 육성
발표 이전에 이미 관련 분야에 진출하였고, 발표 이후에는
8.6%의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38.1%는 현재 진
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각각 나타남.
○ 세부 신기술 분야별로 보면‘신성장동력기술 분야’로의 진
출이 전체 유효 응답기업의 87.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으로 높았으며,‘녹색기술 분야’도 53.8%로 높은 관심을
보임.
- 진출 분야를 좀 더 세분해 보면, 먼저‘신성장동력기술 분
야’가운데 자원재활용(유효 응답의 19.2%), LED응용
(18.5%), 에너지(18.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6.5%),방송통신 및 IT융합 시스템(15.8%), 오염물질
재처리(13.1%), 콘텐츠·소프트웨어(12.3%) 순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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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 진출·검토 상황
0

10 20 30 40 50

1. 녹색기술 분야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가스, 폐기물 등 오염물질 감축
2. 신성장동력기술 분야
-자원 재활용
-에너지
-오염물질 재처리
-LED 응용
-첨단 수송 및 도시 시스템 구축
-방송통신 및 IT 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가치 식품
-콘텐츠 소프트웨어
3. 기타 기술 분야

60 70

80 90 100 %

53.8

23.1
33.1
17.3

87.3
19.2
18.1
13.1
18.5
7.7
15.8
9.2
15.8
16.5
5
12.3
5.8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주 : 1) 신기술 진출·검토 중소기업 312개사 기준(이하 <그림> 동일).
2) 기술구분별 및 진출기술별 상호 중복이 가능.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33.1%), 신
재생 에너지(23.1%), 가스·폐기물 등 오염물질 감축
(17.3%)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임.

개발기술의 신규성 수준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현재 개발
하고 있거나 또는 조만간 개발하려는 기술개발 과제의 기
술적 수준은‘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된 과제인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 최초 개발인 경우도
12.8%에 달함.
○ 그러나 ‘선진국에서 다수이나 국내에서는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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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국가 신기술 개발과제의 기술수준 및 개발방식
<기술수준>

국내 중소기업
이미 개발
13.8%
국내 대기업만
개발
10.9%

선진국 다수,
국내 최초 개발
16.3%

<개발방식>

세계 최초
개발
12.8%

타사 주도, 산학연
부분 참여
4.5%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
46.2%

기타
0.6

자사 단독
자사 주도,
개발
산학연
25.3%
공식적 협력
29.8%
자사 주도, 산학연
비공식 협력
39.7%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16.3%)이거나, ‘국내 대기업만 개발’(10.9%), 또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이미 개발’(13.8%) 경우도 각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기술 분야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과제
의 기술적 수준이 개발기업에 따라서는 정부가 현재 지향
하는 기술정책 목표에 크게 미흡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줌.
- 즉, 정부는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개발과
제에 대한 정책지원 시 기술적 수준에 대해 좀 더 세심하
게 평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술개발 추진 방식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
로서 대다수 관련 중소기업이 산·학·연 공동연구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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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자사 단독으로 개발’한다는 응답비율이 25.3%에 그
친 반면,‘자사 주도로 다른 산·학·연을 비공식적으로 활
용’39.7%,‘자사 주도로 다른 산·학·연과 공식적으로
협력’29.8% 등 자사 중심으로 외부 혁신주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려는 경우가 70%에 달함.
○ 이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실용화 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원천 기술 등 선
행기술의 신속한 취득·학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개발전
략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중심의 협력을 크게 희망하고
있는바, 기술수용능력과 개발선도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
황에서 산·학·연 공동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협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4. 신기술 개발 애로요인
신기술 개발 애로요인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와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중소기업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애로요인은 기술개발 자금
부족과 유능한 연구인력의 부족, 그리고 개발 이후 판로확
보 등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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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금, 인력, 장비 등 기술혁신 투입요소 측면에서 보
면, 조사기업의 66.0%가‘기술개발 자금 부족’을 가장 많
이 지적하였고,‘연구개발 인력 부족’21.8%,‘시험검사
평가 장비 부족’8.7%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신기술 무관심 기업들에 비해 개발자금의 부족에 따
른 어려움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음, 사전기획 → 개발 → 사업화 등 수행과정(process)
별로 보면,‘기술개발 수행 단계(특히, 내부적 요인)’에서
가장 많은 기업(36.2%)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특히, 판로·마케팅 등)’
(20.8%),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특히, 실용화·양산화
등)’(16.0%),‘개발과제 발굴 단계’(15.7%) 등의 순임.

<그림 Ⅳ-6>

국가 신기술 개발 애로요인

<혁신투입요소별>
시험검사장비
부족
8.7%

<혁신수행단계별>

관련정보 등
기반 취약
3.5%

사업화단계
(판매, 마케팅)
20.8%

연구개발
인력 부족
21.8%

사업화 단계
(실용양산)
16.0%

기술개발자금
부족
66.0%

개발수행 단계
(외부요인)
11.2%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과제발굴 단계
15.7%

개발수행 단계
(내부요인)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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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기술 개발이 다른 일반과제의 개발보다 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자금의 막대한
소요’(74.7%)가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연구개발 고
급인력의 부족’(51.6%), ‘판매시장 확보의 어려움’
(31.8%)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이상의 어려움들은 현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신
기술 분야의 경우 개발기술의 혁신성, 첨단성, 융복합성 등
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개발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유능한
인력이 필요한 반면,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혁신환경이 크게 악화
되면서 앞서 본 애로요인들은 더욱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
는 것임.

<그림 Ⅳ-7> 기존 기술개발 대비 국가 신기술 개발 시 애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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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자금의 막대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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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연구개발 고급인력의 부족

51.6

시험, 검사, 평가 첨단장비 부족

17.5
13.6

국내 관련 정보, 지식 등 기초기반 열악
낮은 기술적 성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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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8

판매시장 확보의 어려움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주 : 복수응답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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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기술 개발 정책수요
신기술 개발전략 및 정책수요
○ 녹색, 신성장동력 등 국가적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중소
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으
며, 다음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채용 확대, R&D투자 규모
확대 등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신기술 개발 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은‘정부의 R&D
정책자금 활용 강화’(33.3%)를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
으로‘우수한 개발인력 채용 확대’(26.0%),‘R&D투자
규모 확대’(19.9%), ‘대학·거래기업 등과의 공동협력
강화’(15.7%) 순으로 지적함.
○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감이 특히 큰
것은 미래의 생존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확대의 불가피성을 관련 기업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가
운데
- 2008년 9월 글로벌 위기 이후 내부 자금사정과 외부 판
매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자체 R&D자금 확보에 상당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한편, 산·학·연 공동협력 강화의 경우 15%대에 그쳐 개
방적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중소기업에서
는 그 전략적 활용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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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신기술 개발 중점 추진전략
(공통)
기술기획 등
전략 강화
5.1%
(외부)
정책자금활용
(내부)
강화
우수인력채용
33.3%
확대
26.0%

(내부)
R&D투자 규모
확대
19.9%

(외부)
산·학·연 협력 강화
15.7%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정책요망 사항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국가 신기술 육성정책」의 실
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지 확대, 신기술산업의 향후 전망 구체적 제시, 각
부처별 관련 사업의 구체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 간 통
합·연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사항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함.
- 즉, 신기술분야 육성정책 보완사항으로서‘중소기업의 참
여 여지 확대’(31.1%)를 비롯하여‘신기술산업의 향후
전망 구체적 제시’(27.2%),‘각 부처별 관련 사업의 구
체화’(22.4%), ‘정부부처의 지원사업 간 통합·연계 지
원 강화’(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보완 사항이 특정 항목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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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신기술 육성정책의 개선·보완 요망사항

중소기업
참여
여지확대
31.1%

각 부처의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18.6%

신기술산업의 향후
전망 구체적 제시
27.2%

각 부처별
관련사업의 구체화
22.4%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9. 10.

에서 많은 개선 요구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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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향 분석
○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수익성, 채산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우 불
확실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R&D투자 중소기업 수 : 2000년 1만 748개사 → 2008
년 3만 2,663개사
- R&D투자 중소기업 비율 : 2000년 12.0% → 2008년
27.6%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 2000년 1.37% → 2008
년 2.53%
○ 그러나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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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술개발 투자기업 비율이 20%대에서 머물고 있고,
기업당 평균 기술개발 투자규모나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도 각각 1억대, 2%대의 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

(2) 2003~2008년 간 기술혁신 행태 변화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동태적 변화 분석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
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자료의 경우 횡단면 자료로서 시계
열 추세 분석 시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 모집단에‘소규모 신생 기업’이 매번 다수 편입
되면서 조사대상의 체계적 편향(systematic error)이 크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2005년, 2007년, 2009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216
개 중점분석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
술혁신 특성을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혁신자원 투입 분야
○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R&D투자 금액이 꾸준히 확대되고,
기술개발 조직화도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매우 불규칙한 가운
데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총 종업원 수 대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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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혁신자원 투입 변화

세부 항목

중점분석 대상기업
비교대상 기업
(기술개발 지속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R&D투자
금액

-기업당 7억원대
-꾸준히 확대

R&D투자
비율

-8%대로 높지만
-4%대로 낮지만
-불규칙 변동, 하향세 -지속적 상승

기술개발
조직

-독립연구소 등 높은
상설 조직화
-최근 약화로 반전

-높은 조직화에도 불구,
전체와 유사하나,
질적 수준 미흡
정도에서 차이
-비조직화 현상 뚜렷

기술개발
인력 수

-10명대
-일정 수준 유지

-4명 수준
-지속적 큰 폭 하락

패널기업
특유 현상

기술개발
인력 비율

-10%대
-일정 수준 유지

-15%대로 높은 편
-하락폭 최근 둔화

패널기업
특유 현상

시험검사장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
보급 수준 -크게 상승

-기업당 3억원대
-3억원대 불규칙 변동

-상대적으로 낮은 편
-지속적 상승

비고
패널기업
특유 현상
패널기업
특유 현상

전체와 유사하나,
정도에서 차이

주 : 상단은 2009년 조사 시점의 현황 또는 구조를, 하단은 2005년 조사 → 2007
년 조사 → 2009년 조사의 변화 추세를 말함.

전담인력 비율도 제자리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술개발 지속기업이라 하더라도 개발 수요가 발생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술혁신을 기업의 중장기 성장전략 차원에
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의 기술혁신에 치중하는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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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활동 분야
○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제품 개발, 특히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기존 제품의
개선 활동 비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기술개발 동기를 보면‘기존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등
생산·기술 관련 동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최근 그 비중이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임.
- 기술개발 동기가 소극적·보수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급진적
혁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필요기술의 획득 방법으로서 자체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공동 개발 또한 적지 않은 편임.
- 분석기간 중 자체 개발의 축소, 공동 개발의 증대가 이루
어져, 혁신 활동의 개방화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개발 과제의 전 세계 확산 정도로 개발기술의 신규성
을 파악해 보면 선진국 등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발하
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성 약화 추세가 2009년 조사에서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임.
○ 공동 개발 파트너의 활용도를 보면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서 높은 편이나, 분석기간 중 추세가 협력 파트너별로 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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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세부 항목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변화
중점분석 대상기업
(기술개발 지속기업)

비교대상 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비고

중점
기술개발
분야

-제품개발 90%, 특히 신 -제품개발 비슷하나, 기
전체와
제품개발 50% 차지
존제품 개선 많음.
유사하나,
-신제품개발, 2009년 조 -신제품개발 축소, 기존제 정도에서
사에서 축소로 전환
품개선 확대 현상 뚜렷
차이

기술개발
동기

-생산/기술 관련 동기가 -왼쪽과 유사
절반 이상 차지
-왼쪽 현상이 더욱 뚜렷
-생산/기술 동기 확대, 시
장동기 축소 점진적

전체와
유사하나,
정도에서
차이

필요기술
획득 방법

-자체개발 중심, 공동개발 -자체개발 압도적, 공동
적지 않은 편
개발 부분적
-자체개발 축소, 공동개발 -자체개발 증대, 공동개
확대
발 축소 뚜렷하여 대조

구조는
유사하나,
변화 추세는
상이

개발기술의
신규성

-일부 선진국 개발기술 등
기 개발기술 위주
-2009년 조사에서 매우
불규칙하게 전환

-왼쪽과 유사하나, 국내
구조는
보편 비율 크게 높음.
유사하나,
-개발기술의 신규성 약화 변화 추세는
현상 뚜렷
상이

공동개발
파트너
활용률

-대학, 공공연구기관 높은
활용도
-협력 파트너별로 증감 불
규칙

-왼쪽과 유사, 대학/중소
구조는
기업 활용도 특히 높음. 유사하나,
-대부분 파트너에서 협력 변화 추세는
비율 하락세
상이

공동개발
-대학, 연구기관 순
파트너 만족도 -불규칙하게 변화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

개발기술
보호방법

-연구기관, 대학 순
-비교적 지속적 상승세

-21개월로 상대적으로
-17개월로 상대적으로
긺.
짧음.
-2009년 조사에서 길어짐. -지속적으로 단축 경향
-지재권 출원 이외에 산업 -왼쪽과 유사
기밀, 선출시로 보호
-지재권 출원, 선출시 낮
-산업기밀화 크게 증대
아지는 반면, 사업기밀
화, 복잡설계 크게 증대

패널기업
특유 현상
전체와 유사
하나, 최근
변화 상이
전체와
유사하나,
정도에서
차이

주 : 상단은 2009년 조사 시점의 현황 또는 구조를, 하단은 2005년 조사 → 2007
년 조사 → 2009년 조사의 변화 추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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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한 양상을 보임.
○ 기술개발의 총 소요기간을 보면 20.7개월로 비교집단보다
상대적 긴 가운데, 단축되던 개발기간이 2009년 조사에서
는 다시 길어지는 것으로 반전됨.
○ 개발기술의 보호방법으로서 지적재산권 출원 이외에 산업
기밀화, 시장 선출시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
기간 중 산업기밀화 수단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증대되고
있음.

기술혁신 성과 분야
○ 기술개발의 기술적 성공률은 51%로 비교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인 가운데, 하락하던 성공률이 2009년
조사에서는 상승세로 반전됨.
○ 사업화 성공률은 32%로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나, 최근 들어 하락세가 멈추고 있음.
○ 기술개발의 성공요인으로서 CEO 의지, 개발 경험, 인적자
원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기간 중 인력,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반면 정
보, 관리능력은 약화되고 있음.
○ 반면, 실패요인으로서는 여건변화,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
이 주요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분석기간 중 경쟁기업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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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세부 항목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변화
중점분석 대상기업
(기술개발 지속기업)

비교대상 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매출증대, 품질향상
-왼쪽과 유사
개선 압도적
기술개발
-효과별 획득기업 비율 -왼쪽과 유사
획득 효과
감소세, 제품기술 동기
의 강화
기술개발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

-51%로 상대적 낮음. -59%로 상대적 높음.
-2009년 조사에서 상승 -왼쪽과 유사
으로 반전
-32%로 상대적 낮음.
-최근 하락세 멈춤.

-39%로 상대적으로 높음.
-최근 크게 상승

기술개발
성공요인

-CEO 의지, 개발경험, -왼쪽과 유사
인적자원 특히 중요
-인력, 장비의 중요성 커 -왼쪽과 유사
지는 반면 정보, 관리능
력 약화

기술개발
실패요인

-여건 변화,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 주요인
-타 기업 선개발 요인
증대

경영성과
제고 효과

-기업매출 증대 뚜렷하 -왼쪽과 유사
나, 매출/수출 및 수익
성 기여도 불분명
-불규칙
-왼쪽과 유사

비고

전체와 유사

전체와 유사
전체와 유사하나,
변화는
최근 상이

전체와 유사

-자금부족, 여건 변화,
이력부족 등 주요인
전체와 유사하나,
-자금부족, 타 기업 선개 우선순위 상이
발 증대

-혁신형 기업, 70%대 -왼쪽과 유사
기업경쟁력
-꾸준히 증대, 특히 이노 -벤처기업 감소 뚜렷
제고 효과
비즈/경영혁신형 현저

전체와 유사

전체와 유사

주 : 상단은 2009년 조사 시점의 현황 또는 구조를, 하단은 2005년 조사 → 2007
년 조사 → 2009년 조사의 변화 추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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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개발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경영성과 제고 효과를 보면 전체적인 기업매출 증대에는
비교적 뚜렷하게 기여하나, 개발제품의 매출, 수출, 수익
에의 기여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기간 중 변화도 매우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경영성과의 경우 기술혁신 활동 이외에 다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종합적인 기업경쟁력 제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기업 비율로 살펴본 결과, 혁신형 기업이
70%대에 달하며, 분석기간 중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
-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의 증가세가 현저하게
나타남.

기술혁신 애로요인
○ 자체 개발 시 애로요인으로서 기술개발 관련 자금, 인력,
장비 부족 이외에 정보, 장시간 소요 등도 주요 애로요인으
로 나타남.
- 특히, 애로요인별 우선순위는 실태조사 당시의 경제사정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 개발의 애로요인으로는 높은 개발비용, 개발기간 장
기화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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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혁신 애로요인 변화
중점분석 대상기업
(기술개발 지속기업)

세부 항목

비교대상 기업
(중소기업 전체 모집단)

자체 개발

-자금, 인력, 장비 부족 -왼쪽과 유사하나, 자금
이외에 정보, 기간소요 부족 특히 현저
등 다양
-당시 경제사정에 따라 -왼쪽과 유사
불규칙

공동 개발

-높은 개발비용, 기간 -왼쪽과 유사
장기화 등이 주요 애로
-경험축적에 따라 파트 -높은 코스트, 의사소
너 전문성 부족, 의사소 통 등 애로 확대
통 미흡 등 애로 커짐.

비고

전체와 유사

전체와
유사하나,
우선순위
변화 상이

주 : 상단은 2009년 조사 시점의 현황 또는 구조를, 하단은 2005년 조사 → 2007
년 조사 → 2009년 조사의 변화 추세를 말함.

- 그러나 공동개발의 경험 축적에 따라 관련 정보 부족 등
협력 초기단계의 어려움보다는 파트너 전문성 부족, 의사
소통 미흡 등 협력단계의 문제점이 더 커짐.

(3)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기술 투자전략 변화
○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에
도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409개 기술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09년
의 R&D투자를 확대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60.9%에
달한 반면 감액한 기업은 13.4%에 그쳐, 많은 중소기업
들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여전히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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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술투자 내용 면에서 볼 때 혁신성 약화가 크게 우
려됨.
- 즉, R&D투자가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만큼 적정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6.4%에 그쳐 투자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5%)이‘조기 상업
화 등 실용적 개발과제에 집중’한 반면,‘신시장 개척 등
을 위한 혁신적 개발과제에 집중’은 31.3%에 그쳐 혁신
성 약화가 현재화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녹색, 신성장동력
기술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조
사됨.
- 설문조사상 표본편향성(sample bias) 문제가 있으나, 응
답 중소기업의 29.6%가 정부의 육성정책 발표 이전에 이
미 관련 분야에 진출하였고, 발표 이후에는 8.6%의 기업
이 새롭게 진출하였으며, 38.1%는 진출을 검토 중인 것
으로 각각 나타남.
○ 국가 신기술 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수준
을 보면 일부 선진국에 도입된 기술을 개발하는 추격형 개
발이 많은 편임.
- 즉, 현재 개발하거나 또는 향후 개발하려는 관련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적 수준은‘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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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 최초 개발인 경
우는 12.8%에 그침.
○ 신기술 개발방식 면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선호하고
있으나 기술수용·개발주도능력의 강화가 필요함.
- 기술획득 방법으로서 응답기업의 70%가 산학연 공동연구
를 선호하여 개방혁신시대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흡수역
량, 협력능력을 함께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개발 애로요인으로서는 개발자금 및 연구인력의 부
족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신기술 비관심 기업들에 비해 개발자금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월등히 큰 특징을 보임.
○ 신기술 개발전략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
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기술 투자의향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 전략으로서‘정부
의 R&D정책자금 활용 강화’(33.3%)를 가장 많이 들었
고, 다음으로 ‘우수한 개발인력 채용 확대’(26.0%),
‘R&D투자 규모 확대’(19.9%), ‘대학·거래기업 등과
의 공동협력 강화’(15.7%) 순으로 나타남.
○ 녹색, 신성장동력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국가 신기술
육성정책’에 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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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혁신역량이 부족하거나, 소규모 기업 또는 현재 진
출 검토 기업처럼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됨.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국가 신기술 육성정책’의 실
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은‘중소기업의 참여 여
지 확대’(31.1%), ‘신기술산업의 향후 구체적 전망 제
시’(27.2%), ‘각 부처별 지원사업의 구체화’(22.4%),
‘부처 간 지원사업의 통합·연계 지원 강화’(18.6%) 등을
요망하고 있음.
- 정책요망 사항이 특정 항목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
야에서 강한 지원 요구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
고 차원에서 폭넓은 정책검토가 필요함.

2. 정책적 시사점
○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기업의 생존과 성
장을 위한 경쟁우위요소로서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활성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특히,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안정적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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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함.
○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에 관한 동태적 분석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술혁신 투자에의 적극성 유도
○ 기술개발 지속기업이 기술경쟁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R&D투자의 확대를 획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처가 필
요함.
○ 이번 동태적 추세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R&D투
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쟁상대
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이기보다는 불규칙적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이며, 기술개발
인력의 확충과 개발조직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인접 선발경쟁국인 일본과는 경쟁력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 후발 경쟁국으로서 세계적인 공급거
점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생산코스트 우위에다 품질 및 생
산성 향상까지 더해지면서 경쟁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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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임.
○ 이러한 국내외 경쟁 상황,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편
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서는 R&D투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가 있음.
○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중소 업계가 투자 확대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당분간 보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개발자금 부족은 기술개발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나, 결정
적 성공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 장기적인 효과를
지닌 기술혁신 지원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경우 여타 기업과는 다른 혁
신특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기업 내에서도 해당 기
업의 혁신 여건, 즉 산업특성, 기술특성, 수급경쟁 상황,
기업전략 등에 따라 기술애로요인과 정책수요도 다를 수
있음.
- 이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각 기업의 정책수요에 부
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개발과제의 혁신성 강화
○ 선진국 일부에만 도입된 첨단기술과 같이 국가경제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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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급효과가 큰, 다시 말해 획기적인 신제품·신기술 개
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기술혁신 분야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필
요가 있음.
- 국내 기술개발 지속기업의 기술개발과제 분야나 개발 동
기 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존
제품의 점진적 개선 등 보수적 자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
기 때문임.
○ 기술개발 과제의 혁신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 기
술개발 과제의 외부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 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행상 애로요인, 성
공·실패 가능성 등이 서로 상이한바, 이들 정책수요를 조
사 발굴하여 개발과제의 혁신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제
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현재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
는 녹색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와 질적
고도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육성
정책에 더하여 상업화, 부품소재 공급 등 중소기업이 기여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걸림돌을 해소해
줌으로써 정부의 신기술육성정책이 내실을 다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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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개발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외부 혁신주체와의 공동개발 등 개방적 혁신활동을 전략
적,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의 융·복합화, 신속 개발의 중요성, 개발비용 및 위험
분담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근 혁신주체와의 공동개
발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
하나, 대외 공동개발 활용률에 비해 실제 효과가 크게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내부 혁신자원이 구조적으로 부족함에도 국내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자체 개발에만 크게 의존해 오고 있는 것은 혁신
활동의 범위와 영역은 물론 성과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 기술개발 지속업체의 경우 자체개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외부와의 공동개발 비중과 주요 협력파트너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선의 여
지가 있는 것도 사실임.
○ 특히, 중소 업계는 산학연 공동개발의 경우 서로 상이한 조
직문화, 설립목적, 이해관계로 인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
에 따른 소극적 참여가 아닌 전략성과 주체성을 갖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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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세 변화가 요구됨.
○ 한편, 정부는 기존의 산학협력 관련 기구 및 지원사업의 역
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지원체제를 재정비할 필
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연계·중간조직들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학연 협력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외
부 협력조직 간에 신뢰와 참여 유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기업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니즈가 충분히 반
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참여자 인센
티브가 명확하고 충분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기술혁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기술혁신 투자와 활동이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매출, 이
익 등 궁극적인 경영성과로 원활하게 연계되는 흐름을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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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기여하나, 성장성(매출), 수익
성(이익) 창출로는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회의적 시각을 갖는 기업도 일부 있기 때문임.
○ 이에 기술혁신 활동이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전주기상에서
의 걸림돌을 조사, 발굴, 제거함으로써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중소 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쟁 심화, 불확
실성 증대 등으로 기업경영 여건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중
소기업의 개발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사전기획 및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민한 조정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전 기획 - 기술개발 - 생산·사업화 - 판매·마케
팅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사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경영, 수행전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유능한 기술관리자를 양
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선순환적인 기술
혁신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성과
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연
계되는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 기업의 수익성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
정되는 만큼, 이들 수익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연
구를 수행하여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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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서 납품거래 단계상 독립형 판매기업이 기업 간 거
래기업보다 수익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대·중소기
업은 물론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관련 업계
에 빠르게 확산,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개발성과 활용 및 보호의 선진화
○ 이제까지의 캐치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시장
개척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전유성 강화
를 통한 혁신 유인 제공이 필요함.
- 개발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개발업체에 대한 독점적 혜택
부여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발자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향유하는 데 대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한 편
이기 때문임.
○ 이를 위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유출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중소
기업이 자사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활용전략을 수립, 실행
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와 보안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기업 내부로부터의 기밀유출이 큰 위험이 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용 실태에 대
한 종합 점검을 토대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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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등 기술개발 지속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
여 보안계획 수립, 문제점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술유출
에 따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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