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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업체 수 기준으로 약 99.1%, 종업원 수 기준으
로 약 69.3% (1997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국민경제
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제조업 부문에서의 중소기업 성장전망 예
측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도 49.2%에서 2001년 53.0%, 그리고 2005년에는 56.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비중 측면에서 볼 때는 1994년도 42.4%에서 2001년에는 47.0%, 그리
고 2005년에는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7).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1997년 전후로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고임금, 취약한 재무구조 및 높은 금융비용 등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품질 및 가격경
쟁력 열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전문기술과 제품차별화를 토대로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 또는 경쟁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술력을 바탕으
로 한 혁신적 중소기업들의 출현 및 성장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혁신의 속성상 성공이 불확
실하고, 장기적인 자본의 회임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본
뿐 아니라, 기술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중고적인 어려움에 처하
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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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능력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인력이나 연구개발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력 및 기술, 지식이 외
부로부터 적절히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소
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부 원천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및 대학을
들 수 있으며, 이들과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기술개발협력 및 공동연구 네트워
크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연구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각국의 정부가 대학, 기업, 연
구소간의 공동연구를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공동연구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
구가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독수행 연
구보다 더 많은 관리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하며, 따라서 미국내 에서도 성공적인
공동연구조합 운영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Lee & Lee, 1991).
특히 자본 및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
동연구사업의 경우는 선진국의 사례보다 더 낮은 성공의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
며,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동연구와는 차별화된 기획 및 관리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이철원, 1995),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는 시의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적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수단의 하나로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전략을 도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 중에서도 혁신적 중소기
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 만을 분석 및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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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공동연구 추
진전략을 분석·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 이어 Ⅱ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과 공동연구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며, Ⅲ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과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Ⅴ장에
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끝으로
Ⅵ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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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동연구의 정의
기업의 기술획득방식을 자체연구개발(m ake) 및 외부기술채택(buy )을 양극점으
로 하는 연결선(continuum )상에서 파악할 때 공동연구는 이와 같은 연결선상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연구(collaborativ e R&D ), 기술
협력(technological collaboration ), 전략적 기술제휴(strategic techn ological allian ce) 등 일련의 조직간 관계를 통한 기업의 기술획득 활동에 대한 정의는 공동연구
참여기관들의 연구개발 활동에의 자원 및 노력의 투입 정도, 연구개발 활동에의
참여도, 조직간 관계의 특성, 기술협력에의 동기요인, 참여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협정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동연구의 정의는 기술을 매개로 한 조직간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협의의
관점과 광의의 관점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의 관점에서는 둘
이상의 파트너들이 서로 협약된 상호 보완적인 목표(agreed complementary aim s )
의 달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자원과 기술적 노하우를 투입하는 활동(T yler and St een sm a, 1995) 로 정의되는데 이는 기술협력을 전략적 목표를 지닌 파트너들간의
자원과 노력을 상호 투입하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인 활동으로 정의함으로
써 기술협력을 조직의 전략적 관점에서의 공동연구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광의의 관점에서는 공동연구를 조직들이 공동으로 기술지식을 습득
하기 위한 협정(Link & Bauer , 1989)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정에는 는
공동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상당히 공식적인 방
법에서부터 조합 및 학회 등에서 획득된 기술지식을 공유하는 정도의 정형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까지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정의하고자 하며 이러한 공동연구의
- 4 -

배경 및 형태는 각 국가 고유의 기술혁신시스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
서 이하에서는 공동연구의 동기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공동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공동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특정한 상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에
서부터, 특정 기술의 이전, 신규시장 개척,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
한 중·장기적 협력체제 구축, 비용 및 위험 분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ueno & Oosterv eld
(1988)은 유럽기업들간의 기술제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제휴에
참여하게 하는 동인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구비용의 공동부담, 상호보완적인
자원의 공유를 통한 연구규모(critical mass)의 달성, 성과의 향상, 제 3의 경쟁자
배제를 통한 기업의 생존, 좋은 평판, 경쟁자 및 정부와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 그
리고 기술수준의 비교탐색을 들고 있다.
이철원(1995)은 공동연구의 추진동기들을 크게 기술혁신 측면, 기업전략 측면,
공공정책 측면, 그리고 기술개발 국제화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
저 기술혁신 측면에서의 동기요인으로는 기술혁신과정모형과의 연계, 기술개발비
용의 증가, 기술의 정교성 및 혁신성 증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기술개발위험의
분담, 기술지식의 암묵적 특성, 기술개발기간의 단축, 그리고 신기술의 표준화를
들고 있다. 기업전략 측면에서의 동기요인으로는 기업전략의 변화, 기술적 다각화
의 추구, 학습효과 추구, 경쟁자 배제, 소비자- 공급자간의 연계, 대기업- 중소기업
의 보완적 협력, 저성장시대의 도래 및 경쟁력 약화, 적극적인 투자이전의 관망,
기업합병 이전의 탐색, 그리고 다른 기술획득수단의 활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공공정책적 측면에서는 공동연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공동연구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기술개발 국제화 측면으로는 국내외 시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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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세계화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상대국 시장침투 및 기술획득을 위하여
공동연구가 추진된다는 것이다.
Sakakibara (1997)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기업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동기
요인들을 크게 기술공유 동기(skill- sharing m otiv es )와 비용공유 동기(cost - shar ing motiv es)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비용공유 동기요인으로는 고정비용의 공유,
연구개발에서의 규모의 경제의 실현, 그리고 쓸모없는 중복의 회피 등으로 경제학
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되며, 기술공유 동기요인으로는 다음세
대 핵심역량의 창출을 위해서 파트너기관의 재능과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기회
포착, 참여기관들간의 기술공유 및 보완적인 지식의 상호공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학·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의 동기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
자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Geisler & Ruben stein (1989)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대학
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교수 및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있는 기회
제공, 자본 투자 및 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산업체의 우수설비 및 장비의 사용, 기
업과의 응용연구 수행에 정부자금 지원 받음, 공동의 노력으로 신규사업 시작 등
을 들고 있다.

3. 공동연구의 유형
산·학·연 공동연구는 공동연구의 대상기술, 목적, 참여주체 등에 따라 여러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Onida and Marlerba, 1988). 다음은 공동연구의 유형
구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요약이다.
Fu sfeld & Haklish (1987)는 미국 기업들간의 공동연구를 대상으로 협정의 기
한 과 특정 사업분야와의 연계여부 라는 두 가지 변인을 사용하여 공동연구 유형
을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협정의 기한으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활동이 제
한된 시간동안에 수행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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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특정사업과의 연계여부에 따라 공동연구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참여기업간의 법적/ 제도적 협정을 공동연구 분류의 차원으로 설
정한 것으로 기술협력의 구조적 측면, 즉 협력관계의 제도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Nueno & Oosterv eld (1988)는 유럽기업간의 기술제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
제휴의 유형을 기술제휴의 목적과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기술제휴의 목적을 기술역량에의 접근과 시장에
의 접근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쟁환경을 경쟁 단계(competitiv e)와 경쟁전 단계
(pre- competitiv e)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기술제휴 유형
을 차별화 시키는 요인들로는 목적, 의사결정 수준, 제휴기간, 파트너 기업의 수,
가치사슬에의 영향, 위험의 정도, 제휴의 안정성, 기본틀(framew ork )의 존재여부
를 들고, 이들을 바탕으로 유형간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제휴 유형
분류는 제휴에의 동기 요인과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기술협력의 상
황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Brockhoff (1991)는 기존의 공동연구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를
이론적 배경 및 이론적 고찰에 의거하여 공동연구 유형을 분류한 경우와 실제현상
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여 분류한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규범적 접근법(norma tiv e approach ), 후자를 실증적 접근법(empirical approach )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유형분류에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크게 법적인 협정체제, 참여기업의
수, 산업유형 등의 구조변수(structural v ariable),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된 동기변
수(motiv ation v ariable), 공동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변수(outcome v aria ble)의 3가지의 그룹으로 묶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Brockhoff
는 기업간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의 대기업 135개를 대상으로 공동연구
협정의 형태, 협정의 범위, 기술수명주기상의 단계, 연구개발 유형, 참여업체의 수,
협정기한, 협정대상, 참여기업들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관계의 총 9개의 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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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연구의 유형을 11개의 군집으
로 나누었다.
또한, 이철원(1994)은 정부출연(연)과 기업간의 공동연구를 대상으로 기업의 공
동연구에의 참여여부와 협정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연구형, 기술이전형, 선
진국 공동연구형, 개도국 공동연구형의 4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외에도
공동연구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박성진(1993), 이수열(1997)의 연구가 있다.

< 표 2- 1> 공동연구의 유형분류
연구자

연구대상

분류기준

공동연구 유형

Fusfeld & 미국기업들의 - 협정의 기한
Haklish(1987) 공동연구 - 특정사업과의 연계여부 2×2 행렬에 의해 4가지유형으로 분류
Nueno &
Oosterveld 유럽기업간의 - 기술제휴의 목적
기술제휴 - 경쟁환경
(1988)

Brockhoff
(1991)

153개 독일 대기업들간의
공동연구 -

협정형태/ 범위/ 대상
기술수명주기
연구개발유형
참여업체 수
참여기업관계
국가관계

2차원에 따라 4유형 구분
- 시장에의 접근/ 경쟁전
- 시장에의 접근/ 경쟁
- 기술역량에의 접근/ 경쟁전
- 기술역량에의 접근/ 경쟁
- 각 유형분류 기준변수들을 이용한
cluster분석에 의하여 11개의 유형
으로 분류.
-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이름은 부여
하지 않았음.
-

위탁연구
공동연구
산업체 컨소시엄에 의한 협동연구
연구공원/ 연구센터 설치
교수의 기업체 자문 등

박성진
(1993)

한국에서의
산학협동연구 - 기존문헌 정리

이철원
(1994)

정부출연(연) - 기업의 연구수행 참여 - 위탁연구형
- 기술이전형
및 기업간의
여부
- 선진국 공동연구형
공동연구 - 협정의 범위
- 개도국 공동연구형

이수열
(1997)

민간기업

- 기존문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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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
공동연구개발
기술지도/ 기술연수
연구계약/ 위탁개발
라이센싱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류기준외에도, 공동연구 분류를 위해 이용 가
능한 기준들로는 연구개발 유형 차원(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개선연구), 참
여기업의 규모 차원(대기업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협력기업간의 관
계 차원(종속적인 관계 또는 수평적인 관계), 참여주체 차원(대학, 기업, 연구소),
기술획득방법에 따른 차원(자체연구개발과 외부기술도입의 연속선상에서 파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 표 2- 1> 과 같다.

4. 공동연구의 특성
공동연구는 그 업무의 대상이 연구활동이며, 조직내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조직
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연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데 여기서는
공동연구의 특성을 크게 ① 공동연구 대상기술 관련 특성, ② 파트너 및 파트너쉽
관련 특성, ③ 자사관련 특성, ④ 기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전갑린,
1998).
먼저 공동연구 대상기술 관련 특성은 크게 기업의 기술전략 특성과 기술 고유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의 기술전략 특성으로는 기업전략에서의 기술의
중요성, 전사차원에서의 대상기술의 적용가능성, 연구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에 따
르는 위험의 공유를 들 수 있으며, 기술 고유의 특성으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의 기술수명주기상의 단계, 대상기술의 암묵성, 기술의 전유성의 정도, 기술의 대
체성과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의 R&D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파트너 및 파트너쉽 관련 특성은 협정형태, 협정범위, 협정대상, 협정기간 등의
법적인 협정체제, 파트너가 제공하는 기술 및 자원의 보완성, 파트너기관과의 경
영스타일의 양립성, 파트너기관의 과거 협력활동에 대한 평판, 참여기업의 수 등
이 있다. 이와 같은 파트너 및 파트너쉽 관련 특성들은 공동연구 파트너의 선택과
공동연구의 파트너쉽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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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관련 특성으로는 기업의 기술능력과 기업의 학습능력이 있다. 특히, 자사
관련 특성은 Brockhoff (1991)의 제시한 성과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연구의 기
술적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기타 특성들로는 시장진입 및 관련 시장에의 노출, 산업표준
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주로 공동연구의 동기요인에서 주로 언급
되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 표 2- 2>와 같다.

< 표 2- 2> 공동연구의 특성 분류
유

형

특

자사 관련 특성
기타 특성

요

인

기술전략 특성

-

기업전략에서의 기술의 중요성
전사차원에서의 대상기술의 적용가능성
연구개발 비용의 공유
연구개발에 따르는 위험의 공유

기술 고유 특성

-

기술수명주기상의 단계
대상기술의 암묵성
기술의 전유성의 정도
기술의 대체성
R&D 유형

공동연구
대상기술
관련 특성

파트너 및
파트너쉽
관련 특성

성

-

법적인 협정체제(협정형태, 협정범위, 협정대상, 협정기간)
파트너가 제공하는 자원 및 기술의 보완성
파트너기관과의 경영스타일의 양립성
파트너기관의 과거 협력활동에 대한 평판
참여기업의 수

- 기업의 기술능력
- 기업의 학습능력
- 시장진입 및 관련시장에의 노출
- 산업표준의 확립

자료 : 전갑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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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현황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 현황 검토에
앞서 본 절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및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표 3- 1>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현황 (1997. 12. 현재 )
업체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산액
(조원)

부가가치
(조원)

5- 9인

43,965
(47.7%)

282
(10.5% )

18
(4.1% )

8
(4.5%)

10- 49인

39,733
(43.1%)

807
(29.9% )

71
(16.4% )

30
(16.6%)

50- 299인

7,626
(8.3%)

781
(28.9% )

112
(25.8% )

46
(25.4%)

중소기업 계

91,324
(99.1%)

1,870
(69.3% )

201
(46.3% )

84
(46.5%)

대 기 업 계

814
(0.9%)

827
(30.7% )

233
(53.7% )

97
(53.5%)

구 분

중소기업

자료 : 통계청, 1997년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우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일반현황을 보면 < 표 3- 1> 에 나타나 있듯이 1997
년 12월 현재 업체수 기준으로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9.3%를 기록하는 등 양
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은 국민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IMF 로 인한 외
환위기와 시중자금경색 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부도가 극심해 1997년에는 중소제
조업체수가 유가파동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어 전년대비 약 5천개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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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5.1%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도업체수가 줄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신설법인수가 부도법인수 보다 7배를 기록(1998. 12)하는 점을 감
안할 때 향후 중소기업수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중소기업의 실질적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혁신활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보면 투자액, 부설연구소 설립 등 외형적
기준으로 볼 때,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기술개발활동의 외형적 지
표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추세를 살펴보면, 1991년～1997년의 기간동안 대기업
의 경우 1991년의 493개소에서 1997년말 현재 782개로 늘어나 6년간 약 1.6배 증
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991년 총 708개 연구소에서 1997년말 현재에는 2,278
개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동안 3.2배 이상 늘어났다(산업기술진흥협회, 1998)

< 표 3-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실적
(단위 : 천원, % )
연구·기술개발투자액
對 매출액 비율

업체당 평균투자규모

연구·기술개발
투자업체 비율

전체

투자업체

전체

투자업체

1996

5,932

70,651

0.34

1.48

8.4

1997

5,541

68,909

0.30

1.38

8.0

증감(%, %P )

△6.6

△2.5

△0.04

△0.1

△0.4

자료 : 중소기업청, 1997년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그러나 < 표 3- 2> 에서 보듯이 기술개발투자 사업체수가 1997년도 기준 전체 중
소기업의 8.0%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율은 0.3% 수준으로 전년도

- 12 -

보다 감소하였으며 선진국의 3～4% 수준에 비해 매우 작은데 이는 수익성 악화가
R&D 투자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6월 현재 중소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규모별 분포를 보더라도 연구원수가 10명 이하인 연구소가
68.2%인 1,381개, 10명 이상 30명 미만이 28.0%인 567개로 연구인력의 절대규모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독자적 기술개발활동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 3> 중소기업의 부문별 연구·기술개발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
투 자 총 액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자체 연구개발비

1996

1997

중소제조업

500,490

476,227

92,680

383,547

소 기 업
중 기 업

202,595
297,895

135,395
340,832

20,930
71,750

114,465
269,082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187,898
262,086
50,506

149,014
284,921
42,291

29,321
56,830
6,529

119,694
228,091
35,762

중소기업의 부문별 연구·기술개발 투자 실적을 보면 < 표 3- 3> 에 나타나 있듯
이 1997년 현재 자체연구개발비가 약 3,835억원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
으나, 위탁·공동 연구개발비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으로 1996
년 298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기술혁신을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지난 수년간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수출
하는 가공무역에 역점을 둔 결과, 완제품을 조립·수출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
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국가산업 전
체의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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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에 따라서는 세계 일류수준을 달성한 사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선진국
산업기술의 절반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자체
적으로 평가한 기술경쟁력 수준의 경우 < 표 3- 4>에서 보듯이 신흥공업국과 대비
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우세하나, 선진국 평균수준보다는 열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표 3- 4 > 중소기업이 자체 평가한 대외기술경쟁력
구

매우열세 약간열세 비슷함 약간우세 매우우세 5점척도상
(1)
(2)
(3)
(4)
(5)
평균치

분

대만 등 신흥공업국
평균수준 비교시

1.3

9.7

36.5

38.3

14.2

3.54

美, 日 등 선진국
평균수준과 비교시

11.9

47.4

32.2

7.3

1.2

2.38

< 표 3- 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동기
구 분

가 중 치

제품의 품질 및 성능향상

29.2

생산비절감 및 제품가격 인하의 필요성

24.9

고객수요의 고급화, 다양화에 대응

17.4

국산화개발의 필요성

9.7

경쟁사와 기술경쟁

6.7

신규분야진출

4.3

모기업의 개발의뢰

2.5

도입기술의 적용확대

2.3

합 계

100

주 : 가중치는 중요도 순위에 따라 1순위=3, 2순위=2, 3순위=1로 점수화 한 후 전체 가중치 응답 합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제조업 기술실태조사보고서, 1995. 12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동기를 살펴보면 < 표 3- 5> 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제품의 품질 및 성능향상이 우선적인 동기이며, 그 다음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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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경쟁력 향상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기
업의 개발의뢰에 의한 기술개발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모기업)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신규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대부분
의 기술개발활동이 신기술에 의한 사업 다각화보다는 기존시장에서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 6> 중소기업 연구소의 주요기능
연 구 소 의 주 요 기 능
1.
2.
3.
4.
5.
6.

혁신적 신제품, 신공정 개발
타사 또는 선진국 제품의 개량 또는 유사품 개발
기존 제품 공정의 품질개선 및 성능향상
생산·영업부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기반확보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기술적 현안과제 해결

비율(% )
23.2
41.0
17.4
5.3
7.4
5.7

자료 : 이재억 (1997)

중소기업 연구소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이재억, 1997)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 표 3- 6> 에서 보듯이 주로 선진국이나 타사의 제품을 개
량하거나 유사제품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제
품의 개발은 신제품, 신공정의 개발보다는 기술적, 경제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
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보수적인 기술개발투자에 치중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향후 기술집약형 중소기
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적 연구개발능력을 한 단계 상
승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정
책적 지원체제의 구축·활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술혁신활동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
야는 기술개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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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렵게 개발된 신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채널이 자유롭게 확보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성격의 시험평
가제도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단발적인 기술개발지원 및 시험평가업무 지원보다는 중소기업과 국공립연구
기관 그리고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네트
워크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발굴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근원적인 문제를 모두 기술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
로 해석할 수 는 없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로 인한 급속한 시장개방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은 꾸준한 자구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
한 신제품 개발, 그리고 개발된 제품의 시장확보 및 지속적인 성능차별화 및 개선
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에까지 자유경쟁체제의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는 대원칙에
직면하여 있다. IMF경제 체제하에서 정부차원의 시장보호는 현재보다 더욱 어려
울 것이며,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
지만 금융시장의 경색과 함께 내부 투자여건의 위축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자율적 노력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사업은 각 부처별로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정책수
단들 중에서 공동연구 지원과 관련된 정책수단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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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기술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정책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가장 많은 정책수
단들을 운영 중에 있는 과학기술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의 중소기업지원 우대
정책과 함께, 부처산하 각 출연연구기관들을 이용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먼저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 추진시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기술개발비의 50%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80%까지 지원하는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 산하 각 출연연구기관들을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살펴보면 < 표 3- 7> 과 같다. 이중 기술무상양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로 한다.

< 표 3- 7 > 주요 이공계 출연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
기 관 명

주 요 사 업
기업화지원을
위한
연구원의
기업체 파견근무 지원, 연구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 공동활용 지원
한국과학기술원
T IC/ T BI 설치운영, KAIST - HT C운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밀계측기기 교정검사 및 시험검사
정밀기기 예방보수 및 수리, 재활용 지원
창업지원사업,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원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재료 종합기술정보 제공, 보유기자재 공동활용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기술지원사업, 연구장비 공개활용, 기
한국원자력연구소
술이전사업
한국에너지기술(연)
에너지 절약기술지원센터 운용
한국자원연구소
보유기술이전사업
한국전기연구소
중소기업 기술전수 교육프로그램
한국화학연구소
Kilo- lab 설치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도
첨단 고정밀 고가 연구장비의 공개활용, 산학협동연구단지 조
광주과학기술원
성, 산학공동연구센터 설립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창업지원
생명공학연구소
첨단 고정밀 고가 연구장비 공개활용, 창업보육시설 설치
중소기업수탁연구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 무상양허사업, 중소
과학기술정책관리(연)
기업 기술자문사업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연구장비활용 지원 및 정보센터 설립운영
자료 : 과학기술처,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제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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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산업자원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공업발전기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개발사
업 및 산·학·연 지역 컨소시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87년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이 산업별 지원체제에서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산업자원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사
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소요 연구비의 2/ 3까지 지원하는 우대시책을 적
용하고 있다. 동사업은 산업계의 공통적인 애로기술과 민간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과제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산업현장 기술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하였
으며, 1990년에는 산업자원부(당시 상공부)의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첨
단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세부사업이 추가되었으며, 1995년도부터
는 대일의존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생산현장의 기반기술개발(공통애로기술
개발사업),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요소기술개발(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핵심선
도 및 항공우주개발(장기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자원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
고 있는데, 사업의 초기 단계인 91년까지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
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9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민
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없으나,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연구비의 60%까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신기술이전 알선사업(신기술복덕방)도 일종의 공동
연구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신기술복덕방은 산업자원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개발 신기술의 수요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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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에 설치한 상설기술시장으로, 이전 알선되는 기술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기
술에 대해서는 신기술 보육(T BI: T echnology Bu siness In cubator )자금 및 입주지
원, 벤처자금 연계 및 사업화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인 설치 목적을 보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시에 창업 및 중소기업수요자에게 이전·알선함으로써 기술혁신형 기
업육성의 저변 을 확대하고, 사업화 신기술중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은 T BI
입주, 벤처자금 연계, 기술지도 등 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것
이다.

다. 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
신방송기술, 정보기술, 산·학·연 공동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91년부터 시행
되고 있으며,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시 우대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시제품개발지원(1년)과 사업화지원(3년)으로 구분
하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은 가급적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우대
시책을 활용 중에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 산업체
가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분야 핵심기술 및 업체 애로 기술을 산·학·연이 공동으
로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분야로는 정보통신과 관
련된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 , 정보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표준화, 정보통신기기, 부
품 및 S/ W 분야 등이 있다. 신청자격은 산·학 또는 산·연 공동협력팀이며 중소
기업과 공동협력시 우대 조항이 있고, 상업화 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
원내용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협력기업은 총 개발비의 50% 이상
을 부담하되, 10%이상 현금부담이 원칙이 지원기간은 2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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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기타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으로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 EF )의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전국 94개 공과대학 1,650여명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결성한 최초의 Brain Pool Sy stem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무상으로 연
구하고 위탁기업으로부터 연구성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위탁기업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는 선연구·후보상 방식을 채택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
결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 EF )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분야는 전기전자, 기
계, 소재, 정보통신, 화공, 의공, 산공의 7개 분야이며 애로기술의 연구, 상설 기술
지원실 운영, 기술개발 정책수립의 지원 및 산업과 지원과 같은 회원관리사업, 그
리고 대외홍보사업 등이 있다.

3. 중소기업 기술무상양허사업 성과분석
중소기업 기술무상양허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의 한 유형으로 정부출
연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제도로서 1993년부터 과학기
술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1, 2차 사업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하
였고, 3차사업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으로 확대
되었는데 그 동안의 추진현황이 < 표 3- 8>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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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 추진 현황
기술이전
기관수

사업구분

과제수

참여
기업수

사업비(백만원)
정부

기업

계

1차(93. 7～94. 6)

12

126

137

1,040

1,041

2,081

2차(93.11～94.11)

9

67

68

650

650

1,300

성과촉진(93.12～94.7)

10

31

39

313

-

313

3차(94. 6～95. 5)

45

131

135

1,315

1,327

2,642

4차(95. 7～96. 7)

41

128

133

1,181

1,181

2,362

117(60)

483

512

4,499

4,199

8,698

계

주 : 기술이전기관수의 ( )안은 중복기관을 제외한 순수 참여기관임
자료 : ST EPI, 연구성과확산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1996

동 사업의 경우, 성공적인 기술이전 후 기술개발성과를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독
점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출연연구기관
의 기술보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없어 상업적 가치가 큰 혁신적인 기술이 중소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 무상양
허사업이 참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충분한 성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표 3- 9> 기술분야별 분포
기
소
기
화
정
생
에
환
자

초

원

계
학
보
명

설
화
산
공
너

계

천
재
비
공
업
학
지
경
원

과 제 수
8
11
33
5
11
13
1
3
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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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9.2
12.6
37.9
5.7
12.6
14.9
1.
13.4
2.3
100.0

한편 여기서는 1998년에 실시된 기술무상양허사업 성과활용 조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동 조사는 전체 258개 기술무상양허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8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서를 회수(회수율 34% )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기술무상양허사업 과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술분야별 분포에 있어서는 <
표 3- 9> 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계설비분야의 과제수가 33건(37.9%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및 생명공학분야의 과제수가 46건(52.8% )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이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이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
다. 조사대상 과제의 주관기관별 분포를 보면 출연(연)이 지원한 과제수가 50건으
로 대학이 지원한 과제수 37건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제의 사
업비 분포를 보면 정부와 기업의 경우 모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경우가 전체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따라서 사업비 총계를 보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경우가 전체과제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의 평균도 정부와 기업 각각이
거의 1억원이며 따라서 평균 총사업비는 약 2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참여기업의 특성에 있어서는 창립한지 5년 미만의 기업은 7개에 불과
하며, 80개(92% ) 기업이 창립한지 5년 이상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 에 있
어서는 50인 이하인 기업수가 38개로서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며, 전체 기업
의 평균 종업원수는 90명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상양허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연
구개발예산의 경우 < 표 3- 10>에서 보듯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
현재 평균 7억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 표 3- 11> 에서
보듯이 평균 13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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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10> 연구개발예산 (경상운영비 - 인건비포함 )
1995
연구개발예산
(경상운영비- 인건비포함) 기업수 비율(%)
- 5천이하
15
24.2
5천초과- 1억이하
5
8.1
1억초과- 2억이하
17
27.4
2억초과- 5억이하
10
16.1
5억초과- 10억이하
8
12.9
10억초과7
11.3
계
62
100.0
표 본 수
62
평
균(천원)
534,858
표준편차(천원)
1,152,190
최 소 값(천원)
1,000
최 대 값(천원)
6,680,000

1996
기업수 비율(% )
12
18.2
5
7.6
15
22.7
15
22.7
5
7.6
14
21.2
66
100.0
66
685,586
1,398,409
2,000
8,233,000

1997
기업수 비율(% )
9
14.1
5
7.8
13
20.3
16
25.0
8
12.5
13
20.3
64
100.0
64
775,518
1,623,393
4,000
9,227,000

< 표 3- 11> 연구소 현황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구부서 연구인력

46

12.76

9.97

1

42

연 구 소 연구인력

48

13.06

11.75

2

70

< 표 3- 12> 기술지원기관의 기술보유형태 (복수응답 )
기술보유형태

건

수

비 율(% )

종합기술지도

41

47.1

노하우

33

37.9

컴퓨터프로그램

12

13.8

특허등록

10

11.5

설계도면

8

9.2

원형(Prototype)

7

8.0

특허출원

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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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무상양허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지
원기관의 기술보유형태에 있어서는 < 표 3- 12> 에 나타나 있듯이 무형자산인 종합
기술지도 및 노하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무상양
허사업으로 얻은 장점을 조사한 결과는 < 표 3- 13> 에 나타나 있는데 출연(연)과의
연계관계 지속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용이가 가장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13> 기술무상양허로 얻은 장점
항

목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연(연)과의 연계관계 지속

84

4.10

1.00

1

5

기술개발관련 정보습득 용이

82

3.96

0.91

1

5

핵심기술 무상활용

84

3.88

1.03

1

5

우수 연구인력의 활용

83

3.80

1.04

1

5

현행 기술개발의 애로타개

84

3.77

1.02

1

5

연구시설, 기자재 이용

83

3.33

1.01

1

5

생산제품의 인정

83

2.99

1.23

1

5

기술개발자금 융자 용이

79

2.67

1.03

1

5

< 표 3- 14 > 기술이전과정중 기술지원기관의 기여
항

목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현장애로에 대한 비주기적 기술자문

84

3.81

1.04

1

5

아이디어 검증차원의 응용개발

82

3.80

0.96

1

5

상업화 이전의 시제품 제작/ 실험적 개발

83

3.78

1.04

1

5

이전기술에 대한 교육

82

3.70

0.95

1

5

상업화 단계의 최적조건 탐색, 신뢰도 향상 등

82

3.65

1.13

1

5

특정기술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및 시장성 분석

83

3.65

1.02

1

5

그리고 기술이전과정중 기술지원기관의 기여에 대해서는 < 표 3- 14> 에서 보듯
이 대부분 평균(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장애로에 대한 비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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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과 아이디어 검증차원의 응용기술개발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
타났다.

< 표 3- 15> 이전기술의 기업에 대한 기여
이전기술의 기업에 대한 기여

응 답 수

비

율(% )

신제품 개발

32

40.0

제품성능/ 기능 개선

28

35.0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8

10.0

기타

6

7.5

소재혁신

3

3.8

품질불량개선

3

3.8

80

100.0

계

기술이전의 성과를 만족도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87을 기록
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전기술의 기업에 대
한 기여에 있어서는 < 표 3- 15> 에서 보듯이 신제품개발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
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혁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제품성능 이나 기능
개선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고, 소재혁신이 및 품질불량개선은 매우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 표 3- 16> 이전기술을 상업화할 시 애로사항
이전기술을 상업화할 시 애로사항

응 답 수

비

율(% )

자

금

43

57.3

시

설

12

16.0

기

술

10

13.3

인

력

6

8.0

기

타

4

5.3

75

1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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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을 상업화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 표 3- 16> 에서
보듯이 자금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시설,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 17 > 기술이전결과의 상업화 활용정도
기술이전결과의 상업화 활용정도

응 답 수

비 율(%)

이미 상업적 활용중

23

29.1

상업적 활용을 위해 노력중

27

34.2

상업적 가치는 있으나 여건미비로 유보중

23

29.1

6

7.6

79

100.0

활용가치가 없어서 상업화 포기
계

기술이전 결과의 상업화 정도를 보면 < 표 3- 17> 에 나타나 있듯이 약 29%가 이
미 상업적으로 활용중에 있으며, 34.2%가 상업화를 위한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상업화가 힘들거나 포기한 경우도 약 37%로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18>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
항 목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천원)

29

764,710

1,197,005

10,000

5,000,000

시장점유율 증가(% )

20

22.1

28.6

0

100

수입대체 효과(천원)

19

1,009,284

2,293,826

30,000

10,000,000

수출촉진효과(천원)

9

403,633

633,422

32,699

2,000,000

11

18.2

9.8

0

30

원가절감효과(%)

기술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 표 3- 18> 에서 볼 수 있듯이 질문
에 응답한 수가 매우 적어서 전체를 제대로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는 이미 상업화되어 활용중에 있거나 상업적 활용을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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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됨), 약 20% 내외의 시장점유율 증가 및 원가
절감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19>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의 중요 성공요인
1순위

성 공 요 인

응답수

기술이전사업의 확대

2순위

비율(%)

응답수

비율(% )

13

16.7

8

11.3

2

2.6

7

9.9

44

56.4

27

38.0

기술개발 인력 및 장비의 교류

6

7.7

15

21.1

기술개발 및 기업화 자금지원 강화

1

1.3

0

0

11

14.1

13

18.3

테크노마트(기술시장) 개최

0

0

1

1.4

기 타

1

1.3

0

0

78

100.0

71

100.0

기술이전사업 지원기구의 강화
기술개발 및 기업화 자금지원 강화

기술이전 기관과 중소기업간 협조지속

계

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의 중요 성공요인을 보면 < 표 3- 19> 에
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자금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무상양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의 제공뿐만 아니라 보완적 조치(자
금지원 등)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성공요인
은 기술이전사업의 확대인데 이는 현 기술무상양허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사업
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동 지원사업들이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인
력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에 미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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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먼저 각종 중소기업 우대시책은 제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
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
관으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시책은 연구비뿐 아니라, 연구를 실질적으
로 도와줄 수 있는 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한 지원
시책, 즉 공동연구사업 형태의 지원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은 신
기술기업화사업( 83), 유망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85- 8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90), 중소기업기술무상양허사업( 93- 97) 등이 추진되었으나, 동 사업들은 특정연
구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장기적
인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지도 못하였다. 동 사업들은 대부분 단기적 보완시책의 형
태로 1- 2년 단위 간헐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뿐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의 효
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제도 역시 주로 신기술창업 지원
과 시험·측정·평가, 기술정보 제공 등이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개발에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사업의 추진실적은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조업 및 생산기술은 출연연구기관의 주임무와 부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충족시켜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기술공급자인 출연연구기관과 수요자인 중소기업과의 괴리현상의 근
본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나,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산업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기술력에 좌우 되었다
기 보다는 정부의 시장보호를 포함한 정치적 상황, 부동산 가치상승, 다양한 재테
크 성과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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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투자를 자율적으로 적극 확대할 동기부여를 위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성
숙되어 있지 못하였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성과보다는 최소한의 기술
개발투자 및 그로 인한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이라는 간접적인 효과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외국기술의 도입·모방을
통해서 확보하였으며, 따라서 기업은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조업·생산능력의 확
보·활용에만 노력하였고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시책은 충분한 효
과를 보지 못하였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비 확보가 용이한 상류부문의 기초·원천적 성격
의 대형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선호하였고, 중소기업과 밀착된 하류부문
의 개발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평가업무는 기관의 수입사업으로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연구자 개개
인의 업무부하만 많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암묵적으로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출연기관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대학과 유사한 고학력 Ph . D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설명이 되며, 현재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제도) 하에서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노력이 기관뿐 아니라 연구자 개인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현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과 관련된 출연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일관
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전략적인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확대하여 왔으며, 그
로 인하여 정부주도의 전략적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
로 정착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출연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연계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보완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예를 들면 중소기업기술무상양허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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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제도의 보완 등)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에 실패하여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였다.
최근 IMF 구제금융 도입 이후 정부의 규제행정체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되
고 있으며, 아울러 자국내 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으로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기술력에 바탕한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더 이상 게을리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력 및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
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임무부여 강화 또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지원시책을
차별화 하여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의 수요가 있는 산업기술 분
야의 출연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임무를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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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황
1.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제
가.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정책 기조
중소기업은 독일의 국가혁신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국가혁신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소기업이 정
책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7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 동안 세계시장에서 독일의 장기적인 성공은 대기업에 있었다기 보다는 중소
기업,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던 중소기업들에 있었으며, 이들
은 일반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숨어 있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숨
은 챔피온(hidden champion s )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들 숨은 챔피온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능
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한순간에 나타나는 획기적 발견
(breakthrough )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독일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 같은 공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째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고, 둘째
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의 산업기술정책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정책의 기조는 형평성
을 기초로 한 사회적인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인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및 혁신활동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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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개념을 연구개발총합개념 으로 일컫고 있으며, 이의
주요 특징은 프로젝트 관련 지원수단 - 특히 기술혁신의 활용 및 개선을 위한 수단
- 에 중소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중소기업의 응용지향적 연구개발활동을 강
화하기 위한 간접진흥정책수단의 적극적인 활용하고, 기술이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의 강화하며, 중소기업에게 정보서비스 및 자
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기술변화 및 시장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급하고, 중소기
업이 신제품 및 신공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해소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의 기본 틀은 보충의 원칙 및 자조를 위한
보조의 원칙 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보충의 원칙 은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핵심기

술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요에 부응한 신속한 개발이 어려울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그리고 자조를 위한 보조의 원칙 은 정부지원의 목표는
개별기업의 진흥이 아니며, 기술의 진흥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선호하게 되어 직접적인 지
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폭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활동 지원규모는 1995년 예산을 기준으로 46억
7,500만 마르크(약 2조 3,4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의 기술진흥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25.7%에 달하는 12억 마르크(약 600억원)로 집계되고 있
다. 이중 연방교육연구부(BMBF )가 약6억3,700마르크, 연방경제부(BMWi)가 5억
7,300만 마르크를 중소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투자하였는데, 특히 연방국방부
및 타부처를 제외하면 연방교육연구부 및 연방경제부의 산업계 연구개발진흥비용
의 약 56%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진흥을 위해 투자되었다.
독일연방정부의 간접지원수단은 크게 1) 잠재력 지향적 지원수단, 2) 산·학·
연 협력지원수단, 3) 혁신진흥, 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진흥, 4) 기타 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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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잠재력 지향적 지원수단에는 연구개발요원 보조금 제
도, 연구원 증대 진흥 프로그램을 들 수 있고, 산·학·연 협력지원 수단에는 산업
계 공동연구 진흥, 기술이전/ 연구협력사업, 위탁연구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중 1995년 현재 단일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연방경제부(BMWi)의 산업
계 공동연구 진흥 프로그램 (1억7,900만 마르크; 약 900만원)이고, 그 다음이 연방
경제부의 연구요원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 과 연방교육연구부(BMBF )의 기술이
전/ 연구협력사업 으로 각각 1억 마르크(약 500억원)가 투입되었다.

나.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간의 기술개발 협력체계
독일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으로는 프라운호
퍼연구회, 헬름홀츠연구센터, 청색목록연구기관 등이 있다. 먼저 프라운호퍼연구
회(Fraunhoper Gesellschaft ) 및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독일 중소기업들의 기술능
력 및 혁신능력의 강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며, 동시
에 독일 국가혁신체계 내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연계자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회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지역비영리단체로 1949년
뮌헨에서 출발하였으나, 1961년부터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국적인
연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이 단체의 목적은 국방부문의 연구를 수행
하는 것이었으나, 그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프라운호퍼연구회의 공동지원을 통
해 과학적 지식의 실제적 활용 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연구회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같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 ship )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연구활동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동 연구
회는 수탁연구의 수행, 신기술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능력 있는 요원들
의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
동하고 있다 또한 동 연구회는 첨단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ⅰ) 신기술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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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조기에 발굴하며, ⅱ) 특정 장기적 수탁연구를 통해 산업계의 요구에 부
응하며, ⅲ) 연구회의 능력 및 제도적인 수단으로 급변하는 연구시장에 신속히 적
응하고 있다. 아울러 동 연구회는 공공부문에서도 상당한 용역을 받고 있는데, 연
방정부와 주정부는 지난 10여년간 프라운호퍼연구회의 성장을 강력히 지원하여
독일 연구시스템 내에서 가장 성장한 연구조직이 되었다.
1992년말 현재 프라운호퍼연구회 산하의 47개 기관이 독일 전역의 31개 도시에
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계약연구기관이 40개,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5개, 그
리고 2개의 혁신서비스기관이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회의 재정지원 모형은 매우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산하 연구기관
들의 경우는 총 예산의 약 70%정도는 계약연구를 통한 자체수익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30%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금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주로 연방교육연구부)에서 지원하
며(약 90% ), 나머지 10%는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의 70%를 담당하
는 계약연구의 약 절반은 산업계(특히 중소기업)로 부터의 연구수입이다.
연구인력 및 예산투입 측면에서 프라운호퍼연구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연
구분야는 생산자동화 및 제조기술을 포함한 생산기술분야(약 24% )이며, 그 다음
이 소재기술 및 미세전자기술분야(약 15% ), 이어서 환경 및 보건연구, 정보산업기
술, 공정기술분야 등이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992년 기준).
최근에는 프라운호퍼연구회 외에도 16개 대형연구기관들의 모임인 헬름홀츠연
구센터(Helm - Holtz Research Center )와 청색목록연구기관(Blue List Research
In stitute)들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독일 산업계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거대, 대형기초연구에 대한 집중에서 탈피하여 독일의 국가
혁신체제 내에서 기초연구와 산업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산업계 연구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특히 응용지향적인 연
구에 있어서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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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이들 대형연구기관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신기술을 이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이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시
키기 위하여 대형연구기관들을 국가혁신시스템 내의 타기관과 경쟁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이들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비의 일정부분을 목적자금으로
책정하여 중소기업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독일의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면에는 독일 정부의 장기적이고도 일관된 정책의 기획 및 추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 지원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으나, 독일의 정책프로그램은 적어도 4- 5년에 걸친 장기적 계획하에 추진되
어지고 있으며, 계획된 금액에 대한 지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된 프
로그램에 대한 관리·집행은 독립적인 관리기구에 의해서 추진되며, 동 프로그램
의 추진에 대한 중간 및 최종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전담하는 등 정책의 계
획, 추진, 평가가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들의 기술집약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성공요인은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기술력에 바탕을 둔 기업운영의 관행을 빼놓
아서는 안된다. 독일 중소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의 확고한 경쟁력은 기업 스스로
의 노력과 효과적인 기술정책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SBIR 과 ST T R
가. 소규모기업 기술혁신연구(SBIR) 프로그램
소규모기업 기술혁신연구(Sm all Bu siness Innov ation Research : SBIR ) 프로그
램은 1982년 의회의 소규모기업 기술혁신지원법(Small Bu siness Inn ov ation Dev elopment Act )을 근거로 시작되었는데 동 법은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2)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

- 35 -

개발과제에 일정액의 자금을 제공, 3)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
해 있는 집단이 기술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촉진시킴, 4)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동 법 하에서 연방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연구개발자금의 일부를 소기업에게 제
공할 의무 가지며 97년 현재 농무부(USDA ), 상무부(DOC), 국방부(DOD), 에너지
성(DOE ), 등을 포함한 11개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이 SBIR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SBIR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연방정부기관은 SBIR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분야의 결정, 과제의 선정평가기준을 포함한 관리일
정까지도 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SBA )은 11개 기관에
서 분산 지원되고 있는 SBIR 프로그램의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의 진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미의회에 그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으
며, 1982년 출범이후 1992년까지 11년 동안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2만9천 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1992년 10월에는 동 SBIR 프로그램의 시행을 200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SBIR 자금지원 규모를 정한 최근의 법에서는 93 및 94회계년도에 각 기관의
외주연구개발(ex tra - mural R&D)예산의 1.5%였던 SBIR 자금을 1997회계년도에
는 2.5%까지 잠정적으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3회계년도에는 총 6억9,800
만불이 SBIR 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1997년에는 약 11억불 규모의
연방정부기구 R&D자금이 SBIR자금으로 지원되었다.
SBIR자금의 수혜대상은 종업원수 500인 이하의 미국국적의 영리추구 독립기업
이면서 연구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되
어 있다. SBIR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
발활동을 통하여 ⅰ) 연구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식축적, ⅱ) 새로운 지
식을 인지된 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 ⅲ) 새로운 기술지식을 구체적인 수요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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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소재·장치·서비스개발, 특정 방법론 개발 등에 적용하거나 시제품의 개
발 및 성능개선 등에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혁신적 중소기업의 기
술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SBI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지원되고 있는데 1단계를 종료한 기업만
2단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2단계 종료 과제에 대해서
3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단계 지원은 시작단계에 대한 지원으
로서 총 6개월 간 최고 10만불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기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으며, 2단계는 1단계 연구결과의 계속
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최고 2년간 75만 불까지 지원할 수
있음.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개발의 주체인 중소기업
은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3단계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단
계이며, 3단계에 대한 SBIR 자금지원은 없음. 동 3단계 사업을 기업이 민간부문
또는 타 정부기관들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유치해서 추진될 수 있다.
SBIR 프로그램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 시장기
능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미국 연방정부의 명확한 인식 하에 출범된 것이나,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중소
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SBIR프로그램이 성공적으
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SBIR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기관중 후생성(Dept .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이 가장 커다란 비율로 상업화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소규모기업 기술이전(ST T R)프로그램
소규모기업 기술이전(Small Bu siness T echnology T ran sfer : ST T R )프로그램은
SBIR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 근본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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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에 창설된 기술이전 시범사업이다.
ST T R은 중소기업과 연방정부 산하의 연구센터, 비영리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과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SBIR프로그램과 차이
가 있다. ST T R 사업은 공공연구조직의 연구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충분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정부가 지원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ST T R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기업의 조건은 SBIR 사업과 동일하나, 반드시 기업
에서 연구책임자가 나와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상대 연구기관의 규모에 대한 제
한도 없다는 점이다. 단, 공동연구 상대 연구기관은 미국 내에 있는 비영리 대학,
비영리 연구조직, 연방정부 연구개발센터로 국한되어 있다.
현재 ST T R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방정부기관은 국방성, 에너지성, 후생성,
미항공우주국, 과학재단 등 5개 기관이며, 97년도에 총 6천만 불이 ST T R사업에
지원되었다.
ST T R사업도 SBIR사업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비의 지원
방식도 동일하나, 1단계 및 2단계 공동연구비 지원한도가 각각 10만불, 50만 불이
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SBIR 및 ST T R의 1단계 응모과제 중 15% 정
도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1단계 종료 과제의 40% 정도만이 2단계 혜택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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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
1.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공동연구는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Ⅲ장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시행된 공동연구사업은 중소기업의 역량 부족, 자
원투입 및 성과 배분을 위한 지침 미비,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관리를 위한 방법
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 크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기에
앞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하는지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관련제도의 정
비이다. 그 동안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던 이유는
적절한 제도가 없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기
존의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단순히 기술개발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
며 기술의 수급 및 활용까지를 포함하는 전과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
기에는 기술의 공급측면에서 대학 및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기술의 수요측면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개선과 효과적인 연계 방법뿐만 아니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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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 결과의 활용측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시장)까
지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즉 활용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설령
성공하더라도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기 쉬우며, 결국 자원의 낭비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
셋째,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
동연구는 무엇보다도 참여 주체들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며,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
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 활발히 추
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다
음의 < 그림 5- 1>과 같다.

< 그림 5- 1>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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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안)
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제도의 종합적 정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연구비 지원, 인력 지원,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기술양허사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연구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
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동연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
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공동연구사업 접촉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연구 수행주체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공동연구사업
에 관한 정보의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러한 창구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청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과 출연
(연) 및 대학을 연계시켜주는 단일 창구가 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홍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공동연구사업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적인
제도는 통폐합하고, 단일 근거 법안을 마련 또는 보완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간 인력교류나 정보교환, 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사용, 공동연
구 수행결과의 처리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신설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개
발에서부터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제도가 장기적으로 일
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평가프
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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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축되어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나. 기술공급측면: 출연(연) 및 대학의 역할 개선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공급측면에서 출연
(연) 및 대학의 역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정책도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먼저 출연(연)의 역할 개선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관고유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관련 기술분야 중소기업과의 실용화를 목표
로 한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위해 사용토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관고유사업비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비는 기업과 출연연구기관간의 대응자금(matchin g - fund) 형태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IMF 경제체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에서 소요 연구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초기의 연구비투자 부담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되며, 출연연구기관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의 가능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둘째,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시장에서 상업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참여
기업은 연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기술료로 상환하고,
출연연구기관은 동 기술료의 일정 금액을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하
도록 한다. 상업화 실패의 경우는 연구비 및 기술료 상환의 의무가 면제된다. 최종
적인 연구과제 및 대상기업의 선정은 해당 출연기관에서 결정하되, 연구과제의 최
종평가(성공 실패의 판정을 포함)는 별도의 전문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셋째, 기술개발의 성공을 통해서 얻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출연기관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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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이 실용화에 성공하여 시장출하 후 일정기간
(3- 5년) 까지 제 3의 중소기업에게 동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화 한다. 일
정기간의 시장 보호조치를 통하여, 참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한다. 시장출하
후 일정기간(3-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출연연구기관은 동 기술을 해당 기업
또는 제 3의 중소기업에게 알선 할 수 있으며, 출연연구기관은 기술개발성공으로
인한 지속적인 기술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보장을 통해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고 상업성이 높은 우수기
술이 중소기업으로 전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원대상 기술개발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각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실시한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간 총1억 원의 연구비를 본격적인 상업화 개발 이전의 탐색연구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공과제에 한해서 최대 2년간 총 3- 5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상업화 직전의 시제품개발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세
부지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역할개선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부가 시행중에 있는 우수연구센터 즉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
센터(E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에 더하여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를 위
한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우수연구센터의 하부 조직으로 둘 수도 있
으며, 별개의 센터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대학산업기술지원
단(UNIT EF )의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를 확대 보완 실시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성과가 교수평가제에 반영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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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수요측면: 중소기업의 역할 개선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수요 측면에서 중소기
업의 역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술혁신능력을 키우고 기술집
약화를 촉진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초점이 두
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수준이 낮다는 현실
적 제약에 대한 인식으로 고도의 기술혁신능력이 아닌 조업 및 생산능력을 강화하
는데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시책도 상당부분
단기적 시각에서의 현장기술능력 개선에 집중되었는데, 향후 지속기업으로 존속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지원분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애로요
인이 심각하거나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분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정책기조를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분야
의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등 경쟁지향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실질
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금 지원 시책을 발굴·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
관의 우수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
전을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의 공급확대는 미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이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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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R 및 ST T R)프로그램과 같이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의 일정부분
을 중소기업 부문에 할당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무지원비율제도의 도
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공동연구 결과 활용측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상업화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상업화단계에 까지 가더라도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율
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우수제품을 개발하
여도 수요기업이 신뢰하지 않아 구매기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도 홍보력의 열세 등으로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 상업화까지 성공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수요(시장)를 고려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책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지
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상업화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품공용화사업, 중소기업제품의 정부구매제도 등을 이용 보다 적극적으로
상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대체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
공급기업의 덤핑공세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덤핑방지제도도 보완되어야 할 것
이다.

마.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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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공동연구 참여 주체들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공급
주체인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장능력을 키워서 중소기업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정책의
제시 없이는 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 또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의 임무 및 역할까지를 포함한 장기적인 출연(연)정
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테크노마트의 구축이다. 물론 현재도
일부 테크노마트가 운영중에 있지만 연구기관별, 주관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아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테크노마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공적인 산·학·연 공동연구 사례를 발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추적평가 등과 같은 사후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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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고찰과 우리나라 현황,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전략
을 도출하였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체제의 정비, 공동연구를 위한 환경조성을 토대로 공동
연구 수행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주체는
정부나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의지가 없고 부동산투자나 재테크가 더 생산적
인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이 제시된다 하여도 그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21세기를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주들의 자세부터 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기술력 확보가 중소기
업의 유일한 경쟁력 확보의 대안이 되도록 정치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
니라 기술혁신 역량의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미비
한 점이 있음을 밝히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
진전략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
견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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