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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략과 환경·제도적 요인이 기업의
기술혁신 行態에 미치는 영향

1998. 3.

송 위 진
신 태 영

1. 서 론
□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
화가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

□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장려해 오고 있
음.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시행에 앞서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 이에 따라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꾸
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제한된 표본조사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분석방법도 記述的 통계의 해석에 그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7000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혁신조사 의 결과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함.
○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혁신조사 는 OE CD 기준에 따라 당연구소 지표통계
팀에 의해 1996년에 실시되었으며, 현재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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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모형
□ 기존연구
1. 이영덕, 강대석, 채명수, 정보통신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부, 1996.
피설명변수:
(1) 경영성과 만족도,
(2) 사업전망,
(3)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기업과 비선정기업 ⇒ 비교분석
설명변수:
(1) 창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특성
(2) 창업형태 및 창업이전의 종사직종
(3) 창업 당시 애로점
(4) 창업소요기간
(5) 창업준비기간 및 계획의 정도
(6) 창업준비 당시 애로점
(7) 창업관련정보 획득경로
(8) 지원제도 활용: 금융지원, 세제지원, 판로확보 및 수출지원제도, 인력확
보 및 양성지원제도
(9) 창업후 활동: 현기술발전단계, 창업후 시제품개발시기, 생산제품의 판
로, 상표
(10) 창업후 애로점 및 자금사정
2.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성공률 제고방안 연구 , 1995.
피설명변수:
(1) 성장성지표(총자산 증가율, 매출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2) 수익성지표(총자산 순이익률, 매출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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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성지표(총자본회전율)
(4)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 창업자의 만족도(3점 척도) ⇒ 성공기업군, 보통기업군, 부진기업군으로
나누어 분석
설명변수
(1) 창업자의 경력·학력
(2) 창업품목
(3) 본격생산까지의 소요기간
(4) 인력수급사정
(5) 판매 및 마케팅
(6) 기술개발
(7) 창업투자규모
(8) 자금의 조달
(9) 애로사항: 준비단계에서 본격생산까지의 자금조달, 창업절차, 품질문제
해결, 생산정상화, 판매거래선 확보, 기술인력 확보, 공장입지 선정
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중소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방안 , 1994
피설명변수:
(1) 창업전 예상과 실현매출액 비교
(2) 매출액 순이익률
(3) 사업전망에 대한 평가
(4) 기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 저성장기업과 고성장기업으로 나눔
설명변수
(1) 기업특성변수: 창업년수, 종업원수, 창업자연령, 창업자전공, 창업자 이
전 근무처, 창업유형, 창업 이전 근무부서, 창업 소요기간, 학력, 창투사
자금지원, 연구개발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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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장벽: 상업인가 획득, 생산규모, 소요자금 조달, 기존 유통망진입,
고객거래선 교체, 경쟁업체 기술수준 추격, 상표지명도 극복, 기존업체
의 보복행위
(3) 진입전략: 원가우위전략, 시장기회 추구전략, 차별화 전략
(4) 환경: 기술변화 환경, 정부환경, 시장환경, 기술자원 환경), 구매환경, 유
통환경
(5) 내부능력: 재무능력, 생산능력, 마케팅능력, 기술능력
(6) 경쟁전략: 제품차별화전략, 원가우위전략, 마케팅전략, 집중화전략, 기술
우위전략
4. 윤문섭, 장진규, 우리나라 재조업의 기술혁신조사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Surv ey 변수
(1) 기술혁신 실적
(2) 정보원천
(3) 기술혁신 목적
(4) 기술혁신 비용
(5) 기술혁신의 영향(매출액, 수출액)
(6) 기술획득 및 이전
(7) 기술혁신 보호(특허, 시장전략)
(8) 기술혁신 지원제도
(9) 조직 및 경영혁신
(10) 기술혁신 애로요인(사내요인, 경제적요인, 기타)

□ 기존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기술혁신기업을 가정한 바탕 위에서 기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일련의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 기술혁신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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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술혁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크게 나누어 제품혁신
과 공정혁신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에도 千差萬別의 혁
신 형태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의 혁신결과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정
량적으로 나타내기란 거의 불가능함. 그러나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정성적
인(qualitativ e) 형태로의 관찰은 가능한 데, 즉 주어진 기간 동안 기업에 대
해 기술혁신 실적이 있었는지 또는 기술혁신이 없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을 관찰하는 것은 용이함.
□ 즉, 피설명변수( y )는 기술혁신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기술혁신 실적
이 있으면 값이 1이고 없으면 0이 됨. 이러한 구조를 가진 피설명변수에 대
해 일련의 설명변수를 이용해 기술혁신 행태를 분석할 수 있음.

□ 이처럼 1, 0의 값을 갖는 dummy 변수로 표현되는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와
의 관계로 표현되는 모형을 흔히 logit 또는 probit 모형이라 함.
○ (식 1)에서 y = 1일 확률, 즉 기술혁신 실적이 있을 확률이 x 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f ( ·) 가 정규확률분포함수이면 probit 모형이라 함.1)
○ (식 1)에서 좌변은 관찰된 기업이 주어진 설명변수( x )에 대해 기술혁신 실
적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므로 추정될 파라매터
는 계수가 됨. 따라서

는 확률의 크기를 결정하

는 기술혁신이 일어날 것( y = 1 )에 대한 해당 설

명변수( x )의 가능성을 나타내게 됨.

(식 1) P ( y = 1 |x ) = f (x )
단, y 는 피설명변수 ( n× 1 v ector ); y =

1)

f ( · ) 가 logistic 함수이면 logit 모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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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혁신일경우
비혁신일경우

x 는 설명변수 ( n×k matrix )
는 추정할 파라매터 ( k× 1 v ector )

□ (식 1)을 추정하기 위해 probit을 가정하고 likelihood function을 구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을 얻게됨.

n

(식 2) L =
단,

i= 1

i( · ) 는

[

y

i

(x ) ] [ 1 -

i

(x ) ]

1- y

normal distribution function

□ 즉, (식 2)를 극대화 하는

을 구하면 되고,

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됨.2)

3. 통계자료
□ 실증분석을 위해 당연구소에서 실시한 바 있는 기술혁신조사 의 결과를 이
용함.
○ 기술혁신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문섭·장진규(1997)을 참고

□ 피설명변수가 되는 기술혁신은 1993～1995년 사이에 있었던 실적을 대상으
로 조사되었으며, 기술혁신에는 신제품혁신, 공정혁신, 제품개선으로 나누어
져 있음. 여기에서
○ 신제품혁신: 신제품을 새로 개발한 뒤 상업화에 성공하여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하며, 국내외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생산, 판매 되고
2) 자세한 추정방법은 Maddala(1983)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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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존 제품이라도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면 포
함됨.
○ 공정혁신: 새로운 생산설비의 도입, 새로운 합성방식의 적용, ju st in - time, MRP 등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 등, 그러나 기존 라인의 추가확
장, 포장기계의 도입 등 주변적 공정개선 및 사무 전산화, 경영혁신, 서비
스 개선 등의 조직혁신은 포함하지 않음.
○ 제품개선: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의 성능, 설계 혹은 원료나 부품의 사용 등
이 새로와졌거나 크게 개선된 경우는 포함되지만, 기술적으로 제품의 기본
골격이나 성능에는 변화없이 색상이나 장식, 사소한 설계변경 등은 제외함.

□ 설명변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서 일반특성에 관한 변수가 있고
기업의 perception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변수가 있음.

□ 기업의 일반특성에 관한 변수는 다음과 같음.
○ 일반적 특성에는 기업의 연령, 대기업 dummy (정부의 공식기준에 따라 대
기업=1, 중소기업=0), 종업원수(천명), 외국인소유지분(% ), 매출액(10억원),
수출액(10억원), 혁신비용(10억원) 등이 있음.3)

□ 기업의 perception에 관한 변수는 1- 5점 척도로 평가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환경요인, 혁신전략, 정보源, 기술지원제도 등이 있음.
○ 환경요인은 사내여건과 시장환경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소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주관적 평가로 되어 있는데, 환경요인이 우호적
(fav orable)이면 5점, 비우호적(unfav orable)이면 1점임.
○ 혁신전략에는 제품다양화, 신시장개척, 제조원가절감, 정부규제대응으로
3) 종업원수, 매출액, 수출액, 혁신비용은 floating point를 조절하기 위해 조사된 값을 모두 1000으로
나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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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되어 있고 각각의 혁신전략에 대해 다시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는 각 소항목에 대해 이루어졌고, 중요하면 5점 중요하지 않으면 1점
으로 평가됨.
○ 정보源은 회사내부, 시장/ 타기업, 대학/ 연구소, 일반정보매체로 구분되어 있
으며 혁신전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에 해당하는 소항목 평가로 이루
어져 있음. 이 역시 중요하면 5점, 중요하지 않으면 1점으로 평가되어 있음.
○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조세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지원제도(tech nical assistance)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항목 평가는 중요하면 5점, 중요
하지 않으면 1점으로 평가됨.

□ 조사결과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많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 )를 확
보하기 위해 각 설명변수의 중간단위를 바탕으로 missin g data 처리를 하였
음. 즉, 각 중간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소항목들의 평균 값을 중간단위 평가
값으로 aggregate함. 소항목 단위에서 missing data 처리를 할 경우 대부분
의 표본을 잃어버리게 됨.

□ 다른 한편, 기업의 일반특성과 환경요인은 혁신/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동시
에 조사되었고, 혁신전략, 정보源,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해 응답한 거의 대
부분의 기업은 혁신실적이 있었던 기업들이었음. 이러한 data의 한계로 두가
지 샘플群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시도함.
○ 혁신/ 비혁신기업을 포함한 경우, 설명변수는 기업의 일반특성과 환경요인
으로 구성되고,
○ 혁신기업만을 포함한 경우, 설명변수는 기업의 일반특성, 혁신전략, 정보
源, 기술혁신지원제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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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실증분석
4.1 기업의 일반특성 및 환경요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기업년령,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수, 기업의 소유구조, 수출액의 비중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기업년령이 길수록 새로운 제품 보다는 기존 공정에 대한 혁신의 수요가 클
것임. 반면에 기업의 연령이 짧을수록 공정의 혁신 보다는 신제품 혁신이 강
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규모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는 항상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논문에서 볼 수 있음.
○ 대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이라는 가설은 대기업의 경우 정보력이 크고 대
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하며 양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
으로 꼽히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전
략적 행동에 대해 조직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혁신은 중소기업에 더 유
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정보화가 진전되고 자본에 대
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주변산업의 발전은 중소기업도 쉽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대체로 외국인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외국의 선진 기업경영,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 등에 대
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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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은 기업의 규모효과가 대기업 dummy와 종업원수에 의해 capture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 여기서 매출액과 기업의 기
술혁신 관계는 기업의 장기전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로서 장
기전략의 부재로 시장주기 상에서 기업은 매출이 올라갈 때 혁신에 대한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시장주기 상에서 매출이 감소하기 전에는 혁신
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

□ 수출액이 클수록 기업은 해외시장에 그만큼 노출되어 있고 해외시장이 국내
시장 보다 경쟁이 심하다고 가정할 경우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에 대한 수요가 크고 혁신이 보다 왕성하게 일어날 것으로 봄.

□ 다른 한편, 기업의 당면하고 있는 환경요인은 크게 내부여건, 시장환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이를 위해 조사된 항목 일부만을 취함.
○ 내부여건에는 기술인력, 기술정보획득/ 분석능력, 타조직과 협력기회,최고
경영자의지, 혁신재원 등으로 구성하고,
○ 시장환경요인에는 경쟁자에 의한 모방, 정부규제, 고객반응, 원료/ 부품공
급, 기계/ 장비공급, 국내외 관련기업과 경쟁 등으로 구성됨.

□ 이들을 이용한 probit 모형의 추정결과를 < 표 1> 에서 볼 수 있음. 전체적으
로 볼 때, 신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의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러웠고, 제품기선
및 기술혁신의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음.

□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확률탄력성(probability elasticity )를 구할 수 있음. 피
설명변수와 설명변수간에 관계가 곡선의 위치에 따라 탄력성가 달라지므로
각 변수의 평균값에 대해 확률탄력성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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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기업의 일반특성 및 환경요인과 기술혁신 행태
피

설 명 변 수

설

신제품혁신

con st .
기업년령
대기업 dummy
종업원수(천명)
외국인소유지분(% )
매출액(10억원)
수출액(10억원)
혁신비용(10억원)

- 0.5245
0.0077
- 0.1927
0.2479
0.0033
- 0.0008
0.0011
0.0126

명

변

공정혁신

수
제품개선

(- 2.66) - 1.0414 (- 5.31) - 0.7128
(3.336)
0.0124 (5.434)
(- 2.29)
0.1457 (1.699) - 0.1083
(4.293)
0.1668 (2.783) 0.2116
(2.204)
0.0039 (2.731)
(- 4.88) - 0.0006 (- 3.47) - 0.0007
(2.530)
0.0010 (2.134)
(3.192)
0.0263 (4.958) 0.1688

(- 3.60)
—
(- 1.24)
(3.489)
—
(- 4.25)
—
(9.563)

내부여건
·기술인력
·기술정보획득/ 분석능력
·타조직과 협력기회
·최고경영자의지
·혁신재원

0.0935 (2.193)

0.1424 (3.376)

0.1320 (3.069)

시장환경요인
·경쟁자에 의한 모방
·정부규제
·고객반응
·원료/ 부품공급
·기계/ 장비공급
·국내외 관련기업과 경쟁

0.1889 (5.620)

0.1659 (4.984)

0.2044 (6.034)

- 1797.611
1914
979

- 1892.731
1596
1297

- 1769.894
1862
1031

Log likelihood
Ob s w ith dep =1
Ob s w ith dep =0
주: 1) const는 상수항
2) ( )의 수자는 t - v alues :

(식 3)

p
i

=

t 0 . 01 =

2 .576; t 0 . 02 =

2 .326; t 0 . 05 =

1.960; t 0 . 1 =

1.645 .

xi
xi
×
, i = 1 , 2 , ⋯k
Pi
Pi

□ (식 3)에 의해 구해진 탄력성은 평균값에 대해 설면변수의 값이 1% 변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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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술혁신이 일어날 확률이 변동하는 폭(% )을 나타내는 것임. 그 결과는
< 표 2> 에서 볼 수 있음.

□ 이들을 종합해 신제품 혁신과 공정혁신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제품혁신
실적이 있었던 기업의 수가 1914개, 실적이 없었던 기업의 수가 979개였음.
공정혁신의 실적이 있었던 기업의 수는 1596개, 실적이 없었던 기업의 수는
1297개였음. 두 경우 추정된 계수들은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음.

□ 기업년령의 계수는 신제품혁신의 경우 0.0077 (탄력성 0.6)이였고 공정혁신의
경우 이 보다 큰 0.0124(탄력성 0.1)로 나타났고, 두 계수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음. 추정결과로 볼 때 기업년령이 큰 기업일수록 공정혁신에
대한 가능성이 신제품혁신에 대한 가능성 보다 높았음. 이는 당연한 결과로
서 새로이 등장하는 기업 보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생산설비의 낙후 등으로
공정혁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임.

□ 대기업 dummy에 있어서 대기업은 1의 값을 주고, 중소기업은 0의 값을 부여
함. 따라서 이 변수는 대기업의 효과를 discrete한 측면에 capture하는 것임.
추정계수는 신제품혁신의 유의성이 높았으나, 공정혁신에는 유의성이 낮았
음. 흥미있는 것은 신제품의 경우 (－)인 반면 공정혁신의 경우 (＋)로 나타
남. 이는 대기업에 있어서 신제품혁신 보다 공정혁신이 더 활발하고, 역으로
중소기업이 신제품혁신에 더 활발함을 시사함.

□ 종업원수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혁신가능성에 대한 효과를 con - tinuou s하게
capture함. 두 경우 모두 유의성이 매우 높았으며 (＋) 값을 보임. 즉, 종업원
이 많은 기업, 또는 같은 중소기업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이 혁신에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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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시사함.

□ 외국인 소유지분은 두 가지 경우 유의성이 높았고, 모두 (＋) 값을 보임. 그러
나 계수와 탄력성의 크기는 매우 작게 나타남. 아무튼 외국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참여가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보여짐.

< 표 2> 기술혁신에 대한 확률탄력성 : 기업의 일반특성 변수
변

수

기업년령
대기업 dummy
종업원수(천명)
외국인소유지분(% )
매출액(10억원)
수출액(10억원)
혁신비용(10억원)

피

설

명

변

수

신제품혁신

공정혁신

제품개선

0.604568
- 0.017458
0.053389
0.008687
- 0.042234
0.012263
0.019585

0.132504
0.016013
0.048146
0.013187
- 0.042028
0.014441
0.052409

—
- 0.007367
0.033635
—
- 0.030420
—
0.185039

□ 매출액의 계수는 모두 (－) 값을 보였고, 유의성이 높았음. 시장주기 측면에
서 매출은 성장기 이후 급증하는데 매출의 증대가 기술혁신과 負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이 현재 기업활동에 만족하고 시장주기상 성숙기/ 쇠퇴
기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4)

□ 수출액은 신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두 경우에 모두 (＋)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수출시장이 국내시장 보다 더 경쟁적이라고 할 때 신제품혁신이던 공정혁신
이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수의 크기
는 작았음.
4) 예로서 1980년대말 3저 호황시기 기술혁신 보다 재테크에 치중함으로써 90년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우리 기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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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비용은 신제품혁신, 공정혁신과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비용을
들인 경우가 들이지 않은 경우 보다 신제품/ 공정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환경요인으로는 기업내환경과 시장환경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들의 계수는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음.
○ 흥미있는 것은 내부여건 보다 시장환경이 기업의 신제품/ 공정혁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내부여건이 신제품혁신 보다 공정혁신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4.2 혁신기업의 革新形態에 관한 실증분석
□ 다음으로 1993～95년 사이에 신제품, 공정, 제품개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혁
신실적이 있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반특성과 전략, 정보源, 기술지
원제도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
석을 시도함.

□ 먼저 이를 위해 조사된 통계의 aggregation 작업을 하여, 전략, 정보源, 기술
지원제도 변수에 관한 변량을 구함.
○ 왜냐하면 aggregation을 하지 않고서 회귀분석을 시도할 때 지나치게 많은
변수로 인하여 multicollinearity 등으로 인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임.

□ Aggreg ation 과정을 설명하면, 세 변수는 소항목과 중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고, 설문조사에서 소항목만이 평가되었음. 1차 aggreg ation에서는 소항목들
의 평균으로 중항목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 중항목을 값을 이용하여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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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Prin cipal com pon en t s A n aly sis
변

수

적재치 (Loading s )

(1) 혁신전략
·제품다양화

79.475

·시장개척
·원가절감

0.439
- 13.816

·정부규제대응

2.208

총분산설명도(% )

98.336

특성치

44308.000

(2) 정보 sources
·회사내부

80.504

·시장/ 타기업
·대학/ 연구소

- 8.516
0.185

·일반정보매체

4.463

총분산설명도(% )
특성치

99.387
44566.790

(3) 기술혁신지원제도
·조세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69.402
- 10.715

·기술개발지원제도

2.458

총분산설명도(% )
특성치

98.802
21335.382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 sis )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세 변수에 대한
변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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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주성분분석에 의해 principal component ( p i )를 구하고(< 표 3> 참조), 이
를 특성치로 나누면 score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식 4) s = p 1/
단, p 1과

1는

1

각각 fir st compon ent의 적재치와 특성치(eig en v alue)

□ (식 4)에서 구한 score를 이용하여 지표(index )를 다음과 같이 구함. (식 5)에
서 x 는 k 개의 변수 각각에 대해

n 개의 관찰된 표본인데, 이에 k× 1

v ector인 score를 곱하면 k 개 변수를 linear combination으로 표시한 지표
(index )를 구할 수 있게 됨.5)

(식 5) I i = x s * 100
단, x 는 n×k m atrix , s는 k× 1 v ector

□ 이를 k 개 변수를 모두 포함한 ag greg ate된 변수로 취급하여 지금까지 앞에
서 다룬 모든 변수를 하나의 probit 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이렇게 해서 얻어진 변량를 이용해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 표 4> 에서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혁신/ 비혁신기업 모두 포함되었을 때 추정결과 보다 나은 결과
를 얻을 수 없었음.

5)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aggregate 지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Blackman , et . al. (1973)을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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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전략, 정보源, 제도적 요인과 기술혁신 행태
설 명 변 수
con st .

피
신제품혁신

설

명

변

공정혁신

수
제품개선

- 0.5351 (- 1.48)

- 0.3925 (- 1.24)

0.6368 (1.656)

—
—

0.0107 (1.997)

- 0.0144 (- 2.36)
—

종업원수(천명)
외국인소유지분(% )

0.2130 (2.199)
—

0.3609 (2.554)
0.0111 (2.302)

0.4477 (2.308)
—

매출액(10억원)
수출액(10억원)

—
0.0042 (1.439)

—
—

—
—

- 0.0164 (- 2.35)

—

—

1.8090 (3.701)

0.9868 (2.375)

0.9930 (1.987)

1.6905 (2.888)

0.4116 (0.834)

0.9991 (1.638)

- 0.1997 (- 0.92)

0.0286 (0.162)

- 0.4412 (- 1.977)

Log likelihood
Ob s w ith dep =1

- 212.077
552

- 332.825
468

- 200.400
563

Ob s w ith dep =0

78

162

67

기업년령
대기업 dummy

혁신비용(10억원)
기술혁신전략
·제품다양화
·시장개척
·원가절감
·정부규제대응
정보源
·회사내부
·시장
·대학/ 연구소
·일반정보매체
기술혁신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 술개발지원제도

주 : 1) con st는 상수항.
2) ( )의 수자는 t - v 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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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기술혁신에 대한 확률탄력성 : 기업의 P er ception 변수
변

수

피

설

명

변

수

신제품혁신

공정혁신

제품개선

환경요인
·내부여건

0.156373

0.306822

0.161184

·시장환경요인
혁신전략

0.246231
0.050579

0.284898
0.100053

0.193854
0.032255

0.058029
- 0.027694*

0.065838*
0.006421*

0.037248*
- 0.055594*

정보源
기술지원제도
주 : (*)는 계수 (

)의 유의성이 낮았음.

□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perception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기술혁
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요인이었음. < 표 5> 에서 보듯이 시장
환경요인의 확률탄력성은 신제품혁신의 경우 0.25, 공정혁신의 경우 0.28이었
으며; 기업 내부여건의 확률탄력성은 신제품혁신의 경우 0.16, 공정혁신의 경
우 0.31이었음.
○ 다음으로 신제품혁신의 경우 정보源의 확률탄력성이 0.06 혁신전략의 탄력
성이 0.05였음.
○ 공정혁신의 경우 혁신전략의 탄력성이 0.10이었으며, 유의성은 떨어지나
정보源의 탄력성은 0.07로 나타남.
○ 반면에 기술지원제도의 계수(

)의 유의성은 매우 낮았으며, 탄력성역시

작았음.

5. 맺음말
□

기술혁신조사통계 를 바탕으로 시도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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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통계자료가 누적된다면, 국내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기업의 일반특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면,
○ 중소기업은 제품혁신에 더 활발하고 대기업은 공정혁신에 더 치중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흔히 논의되고 있는
niche 시장 침투전략은 중소기업에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은 세계
초일류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에도 노력하여
야 하겠으나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공정혁신을 통한 원
가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임.
○ 수출과 외국인의 국내 기업소유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나 크기는 작게 나타났음.
○ 기업년령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짧을수록 제품혁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임.

□ 기업의 perception을 보여주는 변수 중에서 기술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서 환경요인, 정보源 및 혁신전략으로 나타남.
○ 환경요인은 세가지 기술혁신 어느 경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에서도 시장환경이 기업 내부여건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
○ 혁신전략 역시 신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대해 유의성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源은 신제품혁신의 경우에만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의 경우에
는 (＋)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성이 매우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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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기술지원제도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
을 수 없었음.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의 내외환
경 속에서 기업의 정보획득/ 분석 능력이 강화되어 적극적인 전략적 동기가
있어야 활발하게 촉진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봄.
○ 시장환경을 기술혁신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 기술혁신 동기를 자극하도
록 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기술혁신의 보호, 정부규제, 하청/ 원료·장비공
급, 경쟁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이 처한 환경에 대해 정보의 획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혁신전
략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략수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기고
정책적 차원에서 정보源의 다양화, 나아가서는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산
업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임(실리콘 밸리의 컨설팅 기업이 좋은 예가 될
것임).
○ 따라서 지원제도의 개발/ 개선보다는 potential entrant s를 포함하여 기업의
전략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풍토/ 기반 및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전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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