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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ICT policy for
fighting COVID-19 in Africa:
Collaboration opportunity from South Korea’s best practices
Mekuria Haile Teklemariam*

Abstract
This paper assumes that in order to prevent COVID-19 cases especially in highly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ICT policy that includes ICT usage skill,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e-government and online services with cyber security need to be
developed in addition to the network infrastructure coverage improvement. This is because awareness creation about how COVID-19 spreads and getting services online
using broadband instead of the face-to-face interaction is the best way to thwart
coronavirus. In this study, a total of 46 African countries have been taken as sample
of the analysis, Korea has been taken as benchmarking country and used the 2020
data. With pooled and interaction effect cross-sectional data models, this paper examines which variables out of 12 explanatory variables were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spread of COVID-19 in Africa. Further, by interacting online service index variable with
the network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is paper identifies favorable differential slope
(policy) effects of online service and telecom infrastructure dev’t on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Africa. The paper concludes that, among the 12, seven variables that include digital skill, e-government service,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level, and network with secured server and capacity of 4G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ronavirus infection prevention. Whereas urbanization in Africa has facilitated for
social closeness and favorable effects on the spread of the virus. Finally, to mitigate
the crisis in Africa, the researcher proposes a set of policies focusing on ICT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 that can be augmented to African countries.

This study is based on a cooperative project result of the 'Korea Report II', planned by STEPI
and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hief Executive Officer, Policy Studies Institute of Ethiopia, mekuria.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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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caused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has rapidly created a catastrophe for the society
(Wu et al., 2020). The report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dicates that a total of 38,457,000 COVID-19 confirmed cases with fatality
rate (CFR) of 2.84 percent (1,092,332 total deaths) from 215 countries and
territories until 10th of October, 2020. The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cumulative cases and its percent based on the regions include: Europe
6,313,257 (16.42) and 233,686 (21.4); North America 9,712,964 (25.30) and
328,831 (30.12); Asia 12,054,448 (31.35) and 216,842 (19.85); Latin America
8,738,070 (22.72) and 273,328 (25.02); Africa 1,604,442 (4.17) and 38,681
(3.54); and Oceania 33,098 (0.86) and 949 (0.87) of total cases and total
deaths respectively. As observed from the data, this global pandemic has
been attributed to the facets of complexity, uncertainty, and difficulty for
evaluation which requires concerted and sustained contributions from
various disciplines and worldwide collaboration (Gümüsay & Haack, 2020)
until empirical truth is going to be established about it.
Even though the COVID-19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cumulative cases
of Africa in percent (4.17) relative to the global cases are far below the
percentage share of Africa (17.2) population from the world, it is time to
reset and reform healthcare systems across the continent using mobile
technology and broadband as the fundamental features to build resilience
amid the pandemic since COVID-19 has highlighted the often-parlous state
of Africa's healthcare infrastructure. As COVID-19 explodes on, it gives
Africa multiple reasons to turn to mobile innovations in order to advance
the continent's e-health services. The overwhelming of healthcare systems
in developed economies highlights a catastrophe is boiling in Africa, while
the resurgence of the pandemic across the world suggests that Africa
should have preparedness for a long fight. Hence, this is a time to rev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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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frican healthcare delivery systems – to enable equitable and
high-quality delivery of healthcare to households to combat the pandemic,
and to reinvent healthcare systems not only for controlling the spread of
COVID-19 but also to have resilience for the post-pandemic era of
'Unparalleled economic shock'. We can achieve this by complementing old
systems with new digital innovations by scaling-up th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 as reported by the Republic of Korea1).
In relation to the role of ICT in controlling the pandemic and to have
resilient economic activities counter to the shock, we will highlight the
four relevant themes that have evolved during the pandemic and the
corresponding topics that are identified by Pan & Zhang (2020) which this
study further adapted to the context. The issues addressed as an example
include: developing ehealth digital platform for universal access that
enables the COVID-19 cases recovery and sharing the accurate
information; bridging the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gap; developing
digital skill; developing the egovernment and other online services, reliable
and secured broadband network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managing
cities appropriately with the COVID-19 more exposure risks. From each
theme, it has been pointed out areas of collaboration opportunities in
relation to ICT development between Africa and South Korea.
Finally, we propose the African countries to play proactive role by
articulating their own demands and initiating the projects to make the goal
practical to control the pandemic and tackle SDGs, which would in turn
build capabilities in digital sustainability.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2 briefly reviews existing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COVID-19 spreads focusing on ICT and
discusses the new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and its objectives. Section 3
1) How Korea responded to a pandemic using ICT: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http://overseas.mofa.go.kr/gr-en/brd/m_6940/view.do?seq=761548&srchFr=&amp%3BsrchTo=&amp
%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
q_2=0&amp%3Bcompany_c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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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ing research hypotheses, models
and data, section 4 presents the results of analyses, and section 5 presents
discus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Section 6 concludes the paper.

Ⅱ. Literature Review
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many aspects of our day to day
pursuits and the method we do them. The role of ICT sector fundamentally
changed such as online services, information behavior, models of business
doing, the role of cybersecurity, and data privacy (Davison, 2020). Th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nations’ ICT development is to use the
demanding context to contribute to this ongoing COVID-19 pandemic
challenge and try to build on the collective knowledge and institutional
dynamic capacity that can respond not only this pandemic but also swiftly
resilient to another similar national shocks (Davison, Hardin, Majchrzak, &
Ravishankar, 2019). To catch up with such goals, African countries may
need to initiate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ICT industry best perform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in tackling the coronavirus complex
challenges through developing adaptive and interoperable appl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It could be suggested to have collaboration in two
major areas of ICT that include: First, how we could exploit the potentials
of ICTs for ﬁghting against the common enemy of COVID-19, and second,
how we could mainstream in the private and government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CTs for emerging economic recovery and
resilience strategies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Developing ehealthcare services’ digital platform

Developing ehealth digital platform to sha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andemic and to aware the public about the importance of en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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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al distancing is one of the key strategies towards controlling the
pandemic. With improving broadband coverage, African countries should
be ready for quality healthcare systems powered by digital innovations
especially using online health services delivery system. It is,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both public and private players to seize this moment to
mainstream ICT for the continent's healthcare system.
Even though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identifying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OVID-19 virus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re are
no empirical data-based research on how ICTs may help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nd connect the people through the internet as the
alternative keeping the connections. Hence, this empirical based study
investigates based on online services empirical based data on how ICTs
may contribute to controlling the coronavirus case spreads.
2. Developing interoperable egovernment services ecosystems

In the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a wide variety of distributed
and decentralized entities are involved in the egovernment services
delivery, data production and collection processes. Such service delivery
national platform and data ecosystems are multi-layered and embedded in
pluralistic institutional environments with diverse cultures, structures, and
priorities (Gupta, Panagiotopoulos, & Bowen, 2020) which need to be
interoperable to have effective system. As studied by Ting et al.,(2020),
there are several participating entities for such cases that includ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authorities, technology developers and providers,
healthcare institutions, private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local citizens. These entities, the data, and their interactions
contribute to data ecosystems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which require national interoperable platform to integrate and synergize
the effor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In African, cri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here enormous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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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ly from isolated sources, organization with authority and all the
entities involved in the data ecosystems, should participate in the
interoperable sustainable service delivery system development processes.
Data collaborations between all the entities must be formed rapidly to eﬀ
ectively combat the pandemic (Hua & Shaw, 2020) in which South Korea
have several best practices that could be scaled up to African countries.
3. Developing national private and public online services
delivery system

Individuals need to have digital basic skills and adapt to new
information environm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using the
emerging wide variety of online services technology. In such cas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cluding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may need to
give basic digital skill training for consumers that could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As it is noted by the study of
Pan, Cui, & Qian, (2020),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strategy on how
individuals can adapt their information behavior in these new requirements
of online service development for African countries citizens to survive the
pandemic and prepare for the post- pandemic digital ba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ttainment.
Further, Caligiuri et al.(2020) stressed that the outbreak of the COVID-19
has forced many private sectors to launch new initiatives that enable them
to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to the digital workplace. One such
initiative as an example is protecting the health of employees, keeping the
business running, and preparing better for the recovery phase as
organizations went through the rapid rollout of online working
environment(Verbeemen & D’Amico, 2020). Hines(2020) highlighted that
organizations have quickly implemented a variety of digital infrastructures
and tools to maintain uninterrupted service to their customers.
However, Verbeemen & D’Amico (2020) reminded that a rapid switc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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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ote working environment may raise many challenges as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working in the pandemic is broader and deeper
than most organizations realize.
Hence, such demand may need to have collaboration that may extract
plentiful opportunities for ICT mainstreaming. The large-scal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will provide plausible and live opportunities
where to start the initiatives with more diverse contexts to explore the
services demand behavior of the citizens. As an example, the study made
by Mogaji & Jain (2020) and Richter (2020) discusses how employees adjust
their service delivery based on purely digital and virtual workplace and
how educators and learners cop up with the requirements of online
learning environment in order to fight against the spread of COVID-19.
These arguments further strengthened by several other studies that include
Caligiuri, De Cieri, Minbaeva, Verbeke, & Zimmermann, (2020) and Mogaji
& Jain (2020). They emphasized that it is unsurprising to expect e-learning
will become a more common avenue for education in the post-COVID
period, as well remote working. The collaboration may focus on issues
regarding how to scale-up the best practice of South Korea’s ICTs
adoption for different online services to adapt for African countries’ such
as how successfully migrate to online working environment that may
include on how to develop eﬀective leadership, clear guidelines, and real
commitment to secure organizational networks and data, maintain
employees’ productivity and creativity in situations where employees are
not used to work online before the pandemic environment, lack
appropriate devices and tools.
4. Developing strategy on how to develop consumers and
employees’ digital skill

In attempting to contain the virus, countries have established mobility
restrictions and, in some cases, lockdowns, which have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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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ed the functioning of society and the economy. Due to this, the
status of broadband especially e-government and online services are
switching from an amenity to a necessity, as they become not only the
main way to access information and services, but also one of the only
remaining alternatives for economic, educational, and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for social interactions to take place.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online services’ delivery system
is already accelerating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as businesses
and even NGOs struggle to survive. Those that survive the shakeout will be
those that are expected to have best preparedness for adopting
digitalization by developing their manpower digital skill.
However, not all consumers are equals in terms of access to networks or
connected devices, or when it comes to the skills required to navigate
digital services optimally. As investigated by Beaunoyer, Dupere, and
Guitton (2020) digital inequalities especially digital skill divide represents a
major risk factor of vulnerability for unemployment, exposure to the virus
itself, and for the non-sanitary consequences of the crisi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digital skills is an important part of
building resilience to economic and social shocks like those presented by
the COVID-19 outbreak. For effective consumers and employees’ successful
digital skill development the social support network factor for example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has significant contribution in multiple
ways. Van Lancker et al. (2020) study evidence that having assistance in
the form of recommendations or advice from more experienced Internet
users when problems arise would increase readiness for learning digital
skill. It implies that the exposure to technologies in the social network
raises the likelihood to learn and adopt online services. Hardill &
O’Sullivan (2018) and Cruz-Jesus et al. (2016) further endorsed that digital
skill is often needed to access online services, support and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s, businesses, healthcare service centers or schools
and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ch initiative w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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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e of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if they consider learning from best
performing counties in the industry as an example South Korea.
5. Sustainable digital transformation: Post COVID-19 to tackl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 African Countries

Moving forward, the ICT mainstreaming scenario has three potential
opportunities to make a deﬁnite contribution to the tackling of SDGs of
Africa. First, through mainstreaming ICT, we have shown how the
collaboration initiatives could take the lead in exploring ways of realizing
the full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ies in contributing to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Ismagilova, Hughes, Dwivedi, & Raman, 2019). Second,
as we continue to ﬁght the pandemic while preparing for SDGs, it is
equally crucial that we mitigate the unintended negative privacy violation
and social consequences brought about by the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Third, as the pandemic continues to evolve, COVID-19 is
changing the way we live and work and we therefore urge the African
leadership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addressing the SDGs agenda set
forth by the UN. If we explore the potential value of the concept and
practice of digital sustainability, ICT will have practical effects towards
achieving SDGs(Pan & Pee, 2020).
The report of ITU (2020) verify that even though Africa has big potential
of ICT that include mobile network coverage of 89.4 percent and 3G
mobile broadband network coverage of 79 percent, the adoption rate is far
below the capacity, 3G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 is 34 percent and
the internet usage is only 28.2 percent. This demand gap needs to be
promoted by bridging the digital skill gap and awareness creation because
the divide has serious constrains on the use of telemedicine, mobile health
initiatives – or m-health, remote working and other digital responses
required to fight COVID-19. African countries need more than ever to
strengthen their ICT sector development and use their potential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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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in place conducive ICT enabling environment that may include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and community skill development.
6. The association of COVID-19 pandemic with population
density and level of urbanization

The pandemic has been primarily focused on industrialized, high- and
middle-income countries, and the eventual march towards low-income
countries of Africa and Asia seems inevitable. No aspect of human society
is untouched by this pandemic. The unprecedented strain on health
systems along with job loss, business closures and the economic downturn
has become a worldwide phenomenon. He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epidemiological measures and demographic
distribution of COVID-19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his would include a
difference in progression of cumulative and fatality cases whether it
depends on the population size, density and urban population(Jordan et al.,
2020; Yang et al., 2020).
To the best of our understanding, the virus is primarily spread through
physical contacts of people including potentially, in indoor crowd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Therefore, we are developing hypothesis urban areas
are more vulnerable to rural areas because of the density of the settlement.
7. Contribution of this study

As the COVID-19 pandemic marches exponentially, evidence based
empirical research is of high importanc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guide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analyses the empirical data of
COVID-19 cumulative cases in relative to urban population of the 46
sample from 54 African countries, representing 85.2 per cent of the total.
The dataset allowed us to perform pooled and interaction effect model
analyses, revealing ICT policy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effec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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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coronavirus. This study is unique because such empirical based
analyses have not yet been studied in the existing research that we tried
to review, mainly because such a dataset as we constructed is just under
formation, and we believe that the research outcome of this paper would
help policy makers of African countries to devise various policy mixes
suitable for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u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situation of
African countries and aim to propose ICT based policy for the future
course of action that will help fighting against the pandemic. We have
also tried to identify the best performing countries (South Korea) that
tackled the COVID-19 with the help of ICT to be taken as benchmark.
8. Why do we propose Korean practices as the benchmark for
African ehealth services delivery system reset?

Korea was able to successfully flatten the curve on COVID-19 in only 20
days without complete lockdown, which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country’s economy, but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on one hand and continue with economic activities and
production on the other was the secrete of solving the challenge. To this
end, ICTs played a vital strategy addressing the challenge. Mobile devices
were used to support early testing and contact tracing. Advanced ICTs
were particularly useful in spreading key emergency information on novel
virus and help to maintain extensive ‘social distancing’. The testing results
and latest information on COVID-19 was made available via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ebsites. The government provided free smartphone apps
flagged infection hotspots with text alerts on testing and local ca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pared about its report on
the title: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 How Korea responded to a
pandemic using ICT” and made it available for public and declared that
the government is ready to share its best practices for countries specially

16 ∙ 과학기술정책 | 제3권 제2호(2020.12.)
developing one. In the report it is noted that countries expected to make
best efforts to turn the crisis into opportunity and make the best use of
the cutting- edge ICT technologies in forefront of fighting against
COVID-19. We should also work together by making every information
gathered on COVID-19 readily available to all. Any information on fight
against COVID-19 is a public good, and it should be provided quickly to
everyone in need and in their fight against COVID-19, as they must act
and response most quick and swift manner. In this pandemic we are all
connected, any wisdom and experience must be also shared quickly and
fairly.
Hence, in the study, we do not present the details of the practices of
how Korean government used the latest ICT against COVID-19 since it is
available for public and can be referred.

Ⅲ. Research hypothesis, data and models
1. Research hypotheses

The hypotheses set in this paper are testing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used in the existing studies on COVID-19 cumulative confirmed
cases in relative to the urban population across African countries. These
set of hypotheses are summarized in Table 1, is to reconfirm whether the
signs of determinants of curtaining COVID-19 spreads are congruent with
those of the existing conceptual studies. In order to attain the goal, this
paper run regression and interacts the variables online service index with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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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anatory variables of existing COVID-19 cases ICT-based
prevention studies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COVID-19 cases relative to urban pop.]

Urbanization rate from total population
E-Government services index
Online service index
Telecom infrastructure index
Universal health coverage index
Mobile 4th generation network coverage
Electricity coverage rate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divide
Female schooling gap
Applications on local language rate
Server security index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Expected signs

Posi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2.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 took initially the 54 African Union member states as population of
the study and dropped a few of them if cumulative confirmed cases, the
dependent variable2), are less than 1000 or even though more than 1000,
if their data are incomplete in 2020 year of study period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46 member states data are available but 8 countries
among them are excluded because data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not available for them. We therefore collected a full cross-sectional dataset
of 46 African countries and the data of South Korea for analysis. Table 2
shows variables, their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e analyses.
As stated early,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out significant policy
variables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fection cases and also
considers that policy effects are reflected in the joint policy variables
interactions, not just in the unique policy variable intervention. The
2)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total of confirmed cases to the total of the countries’ urban
population because cities are densely populated and vulnerable to COVID-19 spread through
people’s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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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onfirmed cases of the countries in relative to their urban
population is shown in Figure 1, and Appendix 1 lists of all sample countries
in alphabetical order with their seven key variable data:
Table 2. Definitions of Variables, Measurements and Abbreviations
Variables

1

COVID-19 cases

2

Urbanization

3

E-Government dev’t
index

4

Online service index

5

Telecom infrastructure
index

6

Universal health
coverage index

7

4G

8

12

Electricity coverage
rate
Electricity coverage
rate
Female schooling gap
Applications on local
language availability
rate
Server security index

13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9
10
11

Definition

Abbreviation

COVID-19 cases to total urban
population percentage.
Urbanization rate which is the urban
people to the total population
A weighted average of normalized
score of online service index,
telecom infra index and human
capital index
The level of national online services
index that include
whole-of-government,
e-participation, multi-channel service
delivery, mobile services, usage
uptake, and digital divide.
Estimated internet, fixed and mobile
telephone, fixed and mobile
broadband users per percent in the
last 3 months
The index is computed using
geometric means of 14 tracer
indicators to the scale 0f 0 to 100
Mobile 4th generation network
coverage to the total population in
percent
Electricity coverage percent to the
total population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percent gap in relative to male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percent gap in relative to male
Percent of the population who gets
applications on their first language
Number of secured servers per 1
million people
Number of secured servers per 1
million people

UPerCovid
PerUrban
E-Gov

OnlineServ

TelecomInfra
UHCI
M4G
Elec
GendgSMP
Gendschooling

Data sources: 1) from https://covid19.who.int/
2), 6) and 8) from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UHC
3), 4) and 5) from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
7), 9), 10), 11), 12) and 13) from GSMA Mobile Connectivity Index
https://www.mobileconnectivityindex

Ap2Lang
Cyberse
Cyb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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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ffects of Urbanization on COVID-19 Confirmed Cases

Descriptive statistics of 13 explanatory variables are summarized in
Appendix 2. From Figure 1, and Appendix 2, we can notice a few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observations of the study. Due to the
behaviour of the COVID-19 densely populated settlement (high Urbanization)
shows direct correlation with total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except
few countries as an example South Korea which have low total confirmed
cases in relative to high urbanization. This implies that Korea has
developed successful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ments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to be selected as benchmarked country. High universal health
coverage has not shown the expecte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COVID-19 confirmed cases instead its role might be positive for confirmed
cases recovery that may need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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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models

To captu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cases across African countries, we first applied a
pooled regression model, shown in Eq. (1) to the dataset that we
introduced in the subsection above. The pooled model assumes that all
African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are random samples from the
same population and ignores differences among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pooled model implies that all variables affect the same effects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coronavirus across the countries. Further,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cases with the help of ICT need to
have combination of determinants factors instead of the individual impact
factors and to capture such multifaceted determinants we used models
with interaction terms. Hence, in order to capture the interaction terms,
this paper added interaction term, β13, interaction model, as shown in Eq.
(2). Online service availability for example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ronavirus if there is broadband
network in the area. From the coefficients of interaction terms, β13, we
can separate ou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online services availability on
COVID-19 cases prevention.
Pooled model: yj = β0 + ∑12i=1 βiχij + uj
Interaction model: yj = β0j + ∑13i=1 βiχij + vj

(1)
(2)

where y is COVID-19 total confirmed cases relative to urban population
of the countries, β0’s intercepts, χit’s explanatory variables, βi’s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s, uit and vit disturbances,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with mean zero and variance σ2. We used all 12
explanatory variables and a constant in the pooled model, and additionally
interactio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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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analyses: Effects on COVID-19
confirmed cases relative urban population: pooled
and interaction term effect models
We ran a pooled and interaction term effect models with a statistical
package, R (version 3.4.3), to check if the coefficients of regression mode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re congruent with expected signs in Table
1.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pooled and interaction terms effect models
are presented in Table 3. Before running the regressions, we calculated
pairwis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explanatory variables and present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in Appendix 3, which reveals that multicollinearity
is not likely to be serious problem because the max of pairwise
correlation coefficients is 0.8276 and only one value are in between 0.8
and the max. Surely, pairwis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for avoiding multicollinearity problem. Therefore, we
calculated variance inflating factor (VIF) for the pooled model and found
that only one variable, e-government, has a VIF of 10.86 and all other
variables have VIF values far less than 103). This implies that multicollinearity
is not a serious problem in these regression analyses (Gujarati & Porter,
2009, p. 340).
Table 3. Regression Results of Pooled and Interactions Effect Models
Explanatory
variables

Intercept
PerUrban
E-Gov
OnlineServ

Pooled model
Coefficients

-0.714
0.008
-2.719
1.912

Interactions effect model

t-value (p-value)

-3.01
2.06
-3.27
4.18

(0.005)***
(0.047) **
(0.002)**
(0.000)***

Coefficients

-0.476
0.004
-3.083
2.730

t-value (p-value)

-2.19
1.10
-3.68
5.36

(0.036)**
(0.279)
(0.001)***
(0.000)***

3) VIF values: PerUrban(3.67), EGov(10.86), OnlineServ(6.56), TelecomInfra(6.76), Elec(4.10), UHCI
(5.56), M4G(1.78), Gendschooling(2.89), GendgSMP(2.31), Ap2Lang(2.25), Cyberse(2.51), and
Etertiary(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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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Infra
UHCI
M4G
Elec
GendgSMP
Gendschooling
Ap2Lang
Cyberse
Etertiary
OnlineServ*Tele
comInfra

0.965
0.019
-0.003
0.002
0.002
0.006
-0.002
-0.007
-0.015

1.52
3.01
-1.78
0.67
0.87
2.22
-0.93
-2.88
-2.97

(0.137)
(0.005)***
(0.084)*
(0.505)
(0.388)
(0.034)**
(0.357)
(0.007)***
(0.005)***

2.110
0.011
-0.003
0.002
0.002
0.006
-0.003
-0.009

2.34
1.82
-1.71
0.62
1.01
2.14
-1.37
-3.44

(0.025)**
(0.078)*
(0.097)*
(0.541)
(0.319)
(0.040)**
(0.181)
(0.002)***

-2.360

-2.73

(0.010)**

Note: *0.1, **0.05, and *** 0.01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rejecting the null
hypotheses and accepting the alternative hypotheses developed on Table 1.

The results of the pooled model show that the coefficients of 8 variables
of 12 excluding consta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ve at 1%, two at 5%,
and one at 10% level of significance. Among thos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s five variables that include e-government service index
(EGov), mobile 4G broadband internet (M4G), bridging female schooling
divide (Gendschooling), secured server (Cyberse), and Tertiary education
(Etertiary) turned out to be negatively affecting the COVID-19 confirmed
cases (helping to prevent and control the pandemic). Urbanization rate
(PerUrban), Online service index (OnlineServ),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index (UHCI)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VID-19 confirmed cases, implying that the results are contradicting our
hypotheses. However, there is interaction terms between the network
infrastructure index and online services index, there is negative regression
result which means instead of their individual presence, the variables
would have synergetic effect when they are available concurrently as
depicted the result in the Figure 2 below.

Developing ICT policy for fighting COVID-19 in Africa: Collaboration opportunity from South Korea’s best practices ∙

23

Figure 2. Estimated Coefficient for Telecom Infrastructure Index (TelecomInfra) on
Urban COVID-19 Cases % by Online Service Index (OnlineServ)

Ⅴ.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This study will shed light on the challenges of African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o effectively deliver digital health services and possible ways
for improvement. In Africa, the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were expected to attract high value investments in 2020 with many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seeking to expand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opportunities opening-up for the booming ehealth and other online
services. Such initiatives may include encouraging the use of the digital
payments over cash payment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as the ICT industry has been providing solutions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various application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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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increasing use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other basic
service delivery and online learning.
To this aim, it underpin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digital policy
parameters related to ehealth especially tackling COVID-19 pertinent to
ehealth service platform development, digital skill improvement, female
social media penetration and schooling affirmative actions, e-government
and online services improvement, improving secured mobile broadband
internet and managing cities appropriately. Moreover, the paper promotes
the mapping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s)
infrastructure for emergency situations to help identify how policies and
regulation made it difficult to harness ICTs to respond to the COVID-19
emergency across the continent and thus ensuring flexibility and
continuous reform of the regulatory and policy framework in the future by
collaborating with best-performing countries like South Korea.
For Africa effectively to deliver digital health services and other
pertinent digital services, its telecom infrastructure services must be
improved as prerequisite. African countries need more than ever to
strengthen their ICT sector development through putting in place enabl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relating to cybersecurity,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digital payments and supporting the growth of
financial technology startups.
Despite in our regression model the identity registration has not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according to World Bank figures, more than
40 per cent of Africans lack an official identity papers on the part of
many people in Af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digital identities, hampers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identify and distribute appropriate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for those affected by the disaster. Hence, digital ID
systems are a critical mechanism that provide quantifiable benefits for
such initiatives and African governments expected to ensure having a
digital ID while mitigating th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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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bove discussion, we propose how initiating collaboration between
African Countries and South Korea can contribute to tackl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n enabling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s shown in
the pandemic, the complexity, uncertainty, and difficulty for evaluation
might lead to various multifaceted challenges in diﬀerent ﬁelds (Gümüsay &
Haack, 2020). This section turns to implications for this partnership study.
We advocate two strategies that could help to yield contributions to the
challenges.
First, we advocate that the issues emerged from tackling COVID-19
pandemic can be addressed by collaboration efforts. The issues highlighted
are closely related to other SDGs. Therefore, an in-depth knowledge to
respond to solving SDGs and to mitigat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dealing with the issues would be crucial. For example,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hallenges to areas such as healthcare, governance,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o-economic activities. In this study, we
identiﬁed what significant policy determinants should be given more focus
that may include ehealth platform, digital skill development, female schooling
and social media penetration inclusion, e-government services improvement,
joint online service and network intervention, and secured broadband
coverage when African governments are addressing the challenges.
Second, we suggest applying the principles of win-win scenario while
implementing the initiatives. In addressing the identiﬁed challenges with the
strategies, we recommend detail feasibility study is paramount to take the
context of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have appropriate adaption strategies.
For example, when addressing the issues of e-government services delivery
system development, responsible institutions of ICT are encouraged to adopt
the ‘Stakeholder Involvement’ principle to engage various institutional
entiti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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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Conclusion
African countries that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with their telecom
sector investment, which in turn led them to the wide spread availability
of broadband infrastructure, that should be able to reap the benefit in
fighting COVID-19 and then helping them to recover their economy
counter to the shock. According to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study
(2020) there are some innovative digital initiatives identified as offering
easy to implement and affordable solutions include a telephone based
application for contact-tracing in Kenya, drones spreading messages in
rural areas in Ivory Coast and delivering samples to medical laboratories in
Ghana and Rwanda, a self-diagnosis application available in 15 African
countries. Moreover, there are an online learning platform in Tanzania for
students and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a platform to organize and
monitor food and non-food distribution to the poorest people, as well as a
system to map the effects and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social media data.
Having these positive initiatives and ICT existing potential, a lot could
also be done further to ensure African citizens and students to enable
benefitting from online healthcare service delivery and learning as is
happening in developed countries.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initiatives
in many African countries in these respects, we have not read integrated
and sustainable system development which can be taken as benchmark
within the continent to be scaled up. To that end, South Korea has
published the first version of Korean experiences on preventing and
controlling COVID-19 cases highlighting the Korea’s national responses to
the pandemic and the author proposes this could be taken as initial
concept for th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African member
States through the African Union (AU) as umbrella. It is trusted that this
will help in responding to COVID-19 and having resilienc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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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hock using digital technologies. Therefore, AU can initiate its
ICT policy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has been identified in this study
to support member State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with a view to accelerating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of Africa.
Whereas, as people of Africa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suﬀer from
the devastating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ir lives and
economies,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expected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ﬁght against the current pandemics and the attainment of SDGs
ever more than any time before. In order to act with this direction,
contextualization of the industry for these emergency situations will be
required by adapting the policies to respond to the COVID-19 emergency
cases across the continent. To initiate such collaborations projects, there
should be evidence based plausible plans appealable to the supporting
countries. We hope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collaboration with identified policy recommendations.

28 ∙ 과학기술정책 | 제3권 제2호(2020.12.)
References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20). The relevance of digital skills in
the COVID-19 era.
https://www.afdb.org/en/news-and-events/relevance-digital-skills-covid19-era-36244
Beaunoyer, E., Dupere, S., & Guitton, M.J. (2020). COVID-19 and digital
inequalities: Reciprocal impacts and mitigation strategies. Computers
in Hyman Behavior, 111. https://doi.org/10.1016/j.chb.2020.106424
Caligiuri, P., De Cieri, H., Minbaeva, D., Verbeke, A., & Zimmermann, A.
(2020). International HRM insights for navigating the COVID-19
pandemic: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7.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57/s41267-020-00335-9
Cruz-Jesus, F., Vicente, M. R., Bacao, F., & Oliveira, T. (2016). The
education-related digital divide: An analysis for the EU-28.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6, 72 –82.
https://doi.org/10.1016/j.chb.2015.11.027
Davison, R. M. (2020).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disruptions: A
viewpoi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55.
https://doi.org/10.1016/j.ijinfomgt.2020.102149
Davison, R. M., Hardin, A. M., Majchrzak, A., & Ravishankar, M. N. (2019).
Responsible IS research for a better world. A Special Issue of the
Information Systems Journal.
https://onlinelibrary.wiley.com/pb-assets/assets/
G üm üsay, A. A., & Haack, P. (2020). Tackling COVID-19 as a grand
challenge. Digital Society Blog.
https://www.hiig.de/en/tackling-covid-19-as-a-grand-challenge/
Gupta, A., Panagiotopoulos, P., & Bowen, F. (2020). An orchestration
approach to smart city data ecosystem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53. https://doi.org/10.1016/j.techfore.2020.119929
Hardill, I., & O’Sullivan, R. (2018). E-government: Accessing public services
online: Implications for citizenship. Journal of Local Economy, 33(1), 3
–9. https://doi.org/10.1177%2F0269094217753090

Developing ICT policy for fighting COVID-19 in Africa: Collaboration opportunity from South Korea’s best practices ∙

29

Hines, J. (2020). The workplace after COVID-19: What is your new
normal? HR & Digital Trends.
https://www.hrdigitaltrends.com/story/14398/workplace-after-covid-19what-your-new-normal
Hua, J., & Shaw, R. (2020). Corona Virus (COVID-19) “Infodemic” and
emerging issues through a data lens: The case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7), 1- 12.
Ismagilova, E., Hughes, L., Dwivedi, Y. K., & Raman, K. R. (2019). Smart
cities: Advances in research-an information system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7, 88–100.
Mogaji, E., & Jain, V. (2020). Impact of the pandemic on higher education
in emerging countries: Emerging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research agenda. Available at: https://dx.doi.org/10.2139/ssrn.3622592
Pan, S. L., & Pee, L. G. (2020). Usable, in-use, and useful research: A 3U
framework for demonstrating practice impact. Information Systems
Journal, 30 (2), 403–426.
Pan, S. L., Cui, M., & Qian, J. (2020). Information resource orchest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tudy of community lockdown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54.
https://dx.doi.org/10.1016%2Fj.ijinfomgt.2020.102143
Pana, S. L., & Zhang, S. (2020). From ﬁghting COVID-19 pandemic to
tackl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pportunity for responsi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55. https://doi.org/10.1016/j.ijinfomgt.2020.102196
Ting, D. S. W., Carin, L., Dzau, V., & Wong, T. Y. (2020). Digital
technology and COVID-19. Naturemedicine, 26, 459–461.
Van Lancker, W., & Parolin, Z. (2020). COVID-19, school closures, and
child poverty: A social crisis in the making. The Lancet Public Health,
5 (5), 243-244. https://doi.org/10.1016/S2468-2667(20)30084-0
Verbeemen, E., & D’Amico, S. B. (2020). Why remote working will be the
new normal, even after COVID-19. EY Belgium newsletter.
https://www.ey.com/en_be/covid-19/why-remote-working-will-be-the-n
ew-normal-even-after-covid-19
Wu, D., Wu, T., Liu, Q., & Yang, Z. (2020). The SARS-CoV-2 outbreak:
What we know.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94, 44–48.

30 ∙ 과학기술정책 | 제3권 제2호(2020.12.)
Jordan, R. E., Adab, P., & Cheng, K. K. (2020). Covid-19: Risk factors for
severe disease and death. theBMJ, 1–2.
https://doi.org/10.1136/bmj.m1198
Yang, J., Zheng, Y., Gou, X., Pu, K., Chen, Z., & Guo, Q., Ji, R., Wang,
H., Wang, Y., and Zhou, Y. (2020). Prevalence of comorbidities and its
effects in patients infected with SARS-CoV-2: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94, 91–95.
https://doi.org/10.1016/j.ijid.2020.03.017

Developing ICT policy for fighting COVID-19 in Africa: Collaboration opportunity from South Korea’s best practices ∙

31

Appendices
Appendix 1. The List of All 46 Sample Countries and Benchmarked South
Korean in Alphabetical Order with Their Key Variables Dataset
Country
UPerCovid PerUrban
Algeria
0.17 73.00
Angola
0.06 66.00
Benin
0.10 48.00
Botswana
0.20 70.00
Burkina Faso
0.07 30.00
Burundi
0.07 13.00
Cabo Verde
1.87 66.00
Cameroon
0.15 57.00
Central African
0.25 42.00
Chad
0.10 23.00
Comoros
0.20 29.00
Congo
0.14 67.00
Côte d'Ivoire
0.16 51.00
DRep of Congo
0.07 45.00
Egypt
0.25 43.00
Ethiopia
0.36 21.00
Gabon
0.47 79.00
Gambia
0.27 62.00
Ghana
0.28 57.00
Guinea
0.23 36.00
Guinea-Bissau
0.28 44.00
Kenya
0.29 28.00
Korea
0.06 82.00
Lesotho
0.27 29.00
Liberia
0.05 52.00
Libya
0.80 78.00
Madagascar
0.17 38.00
Malawi
0.18 17.00
Mali
0.08 43.00
Mauritania
0.30 55.00
Morocco
0.64 63.00
Mozambique
0.09 37.00
Namibia
0.89 51.00
0.07 17.00
Niger
0.06 51.00
Nigeria
0.23 17.00
Rwanda
0.20 48.00
Senegal
0.07 42.00
SierraLeone
1.79 67.00
SouthAfrica
South Sudan
0.11 20.00
0.09 35.00
Sudan
0.04 34.00
Tanzania
0.06 42.00
Togo
0.35 69.00
Tunisia
0.09 24.00
Uganda
0.20 44.00
Zambia
0.15 32.00
Zimbabwe

EGov OnlineServ
0.30
0.07
0.33
0.35
0.20
0.14
0.45
0.28
0.16
0.19
0.23
0.15
0.37
0.46
0.28
0.22
0.08
0.01
0.13
0.14
0.22
0.05
0.25
0.04
0.22
0.19
0.19
0.09
0.36
0.47
0.27
0.53
0.36
0.15
0.24
0.20
0.42
0.45
0.12
0.09
0.18
0.11
0.42
0.56
0.89
0.94
0.28
0.14
0.23
0.24
0.43
0.11
0.24
0.22
0.24
0.22
0.18
0.09
0.17
0.07
0.42
0.64
0.23
0.20
0.37
0.28
0.06
0.07
0.33
0.41
0.34
0.46
0.33
0.38
0.16
0.12
0.45
0.56
0.18
0.12
0.25
0.22
0.55
0.57
0.31
0.32
0.47
0.52
0.36
0.50
0.35
0.37
0.35
0.26

TelecomIn
fra
0.19
0.14
0.15
0.42
0.12
0.03
0.36
0.13
0.04
0.05
0.11
0.17
0.17
0.08
0.30
0.05
0.31
0.20
0.26
0.09
0.08
0.18
0.85
0.18
0.10
0.43
0.05
0.05
0.21
0.15
0.34
0.10
0.27
0.06
0.20
0.11
0.20
0.12
0.38
0.05
0.19
0.09
0.10
0.35
0.11
0.12
0.22

UHCI
78.00
40.00
40.00
61.00
40.00
42.00
69.00
46.00
33.00
28.00
52.00
39.00
47.00
41.00
68.00
39.00
49.00
44.00
47.00
37.00
40.00
55.00
86.00
48.00
39.00
64.00
28.00
46.00
38.00
41.00
70.00
46.00
62.00
37.00
42.00
57.00
45.00
39.00
69.00
31.00
44.00
43.00
43.00
70.00
45.00
53.00
54.00

M4G
67.20
50.00
45.00
80.17
8.64
25.00
5.00
53.40
8.64
12.00
82.00
67.20
55.18
34.00
69.85
69.94
35.00
30.96
68.00
8.64
62.00
64.26

100.00

75.00
48.94
40.00
61.89
77.53
43.64
3.00
78.00
12.44
39.00
7.20
45.20
79.00
73.65
42.00
85.70
2.00
30.96
28.00
12.44
80.00
63.88
49.10
40.00

Gendg
Cyberse Etertiary
SMP
38.18 26.20 51.37
49.55
9.70
9.34
18.56 48.50 12.27
93.16 44.00 24.86
9.47 40.00
6.50
20.20
8.70
6.05
85.93
5.10 23.62
59.06 43.20 12.76
18.35
3.60
7.45
8.16
9.80
3.25
44.74
1.50
8.99
43.76 16.70 12.67
34.80 45.60
9.34
31.83
0.80
6.60
37.32 74.20 35.16
19.41 27.80
8.11
69.54 31.80 31.31
17.48 28.00 14.26
33.06 43.70 15.69
51.79 19.10 11.56
16.98
5.50 12.42
56.59 64.80 11.46
96.33 87.30 94.35
94.71
5.10 10.20
55.60 20.60 16.92
45.00 20.60 39.02
66.70 19.60
5.35
20.73 27.50 14.15
0.48
8.50
4.52
24.25 10.70
5.00
29.70 42.90 35.94
38.58 15.80
7.31
85.55 12.70 22.89
0.10
9.40
4.41
45.43 65.00 21.31
19.59 69.70
6.73
26.78 30.50 12.76
45.28 13.80 13.67
76.17 45.20 22.37
0.10
6.50
3.71
50.00 29.40 16.92
35.99 64.20
4.01
11.64
8.70 14.52
63.58 53.60 31.75
48.17 62.10
4.84
59.79 43.60 29.55
45.88 18.6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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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Summary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Variable
UPerCovid
PerUrban
EGov
OnlineServ
TelecomInfra

Obs
47
47
47
47
47

Mean Std. Dev.
.2782979 .3767499
45.46809 18.51187
.2968085 .1404822
.2759574 .1986986
.1842553 .1454191

Min
0.04
13
0.06
0.01
0.03

Max
1.87
82
0.89
0.94
0.85

UHCI
M4G
Elec
GendgSMP
Gendschool~g

47
47
47
47
47

48.40426 13.13419
47.24787 26.70482
49.57234 29.03158
41.36277 25.5921
62.49298 23.85755

28
2
4.33
0.1
14.3

86
100
100
96.33
100

Ap2Lang
Cyberse
Etertiary
PopMil

47
47
47
47

40.97574 24.89495
29.57234 22.3955
16.74974 15.84946
27.90894 35.37833

3
0.8
3.2513
0.55

82.83
87.3
94.34969
195.88

Appendix 3. Pairwise Correlation Table for Explanatory Variables
peru
rban

egov

onlin
e~v

telec
o~a

uhci

m4g

elec

gen
dgs
mp

gen
dsc~
g

ap2l
ang

cybe
rse

perurban

1

egov
onlineserv

0.49
0.19

1.00
0.83

1.00

telecominfra
uhci

0.71
0.54

0.81
0.75

0.56
0.57

1.00
0.79

1.00

m4g
elec

0.25
0.69

0.55
0.61

0.49
0.46

0.43
0.72

0.52
0.77

1.00
0.49

1.00

gendgsmp
gendschool~g

0.49
0.37

0.59
0.61

0.36
0.31

0.59
0.53

0.54
0.61

0.40
0.41

0.47
0.43

1.00
0.66

1.00

ap2lang
cyberse

0.57
0.17

0.55
0.66

0.49
0.74

0.56
0.46

0.60
0.47

0.30
0.50

0.66
0.41

0.41
0.24

0.31
0.30

1.00
0.42

1.00

etertiary

0.65

0.73

0.49

0.85

0.80

0.43

0.66

0.49

0.48

0.55

0.45

etert
i~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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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mpacts and government support
for firms’ upgrading and innovation under
COVID-19 in Southeast Asia
Patarapong Intarakumnerd*, Upalat Korwatanasaku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and the challenges posed to the business sector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Due
to the crisis and subsequent containment measures, most enterprises in the region had to
suspend their businesses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and, consequently, are suffering
from a liquidity crisis. Although most enterprises realised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and promoting new businesses like e-commerce,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and teleworking, not many were able to make these measures a reali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ll countries have been heavily focusing only on
short-term policy issues, such as economic lifelines and short-term recovery, while longer-term and structural issues have not been paid enough attention. Without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to the new normal, enterprises are vulnerable
and less resilient to future risks. Hence, there is still substantial room for policymakers to develop and improve longer-term policy measures that can potentially reform the structure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though half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started
a initiatives regarding technological upgrading and innovation, the depth and dimension of the
policy measures are still limited. On the one hand, less developed countries, i.e. Cambodia,
the Lao PDR, Myanmar, the Philippines, and Vietnam, have not explicitly initiated policy
measures related to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On the other hand,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to at least some extent utilise
support measures to promote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general, sporadic incentive programmes (rather than holistic measures), generic
capacity-building programmes (rather than targeted innovation-capability development),
and economy-wide innovation policy measures (rather than industry or sector-specific
measures) are observed in most countries.

Keywords : COVID-19, Southeast Asia, technological upgrading, innovation,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is based on a cooperative project result of the 'Korea Report II', planned by STEPI
and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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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Since the first quarter of 2020, most countries around the globe have
been hit hard by the ongoing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posing great challenges to global public health systems. As of
10 December 2020, 67.8 million cases have been confirmed worldwide,
while the total number of casualties has surpassed 1.5 million people. To
contain the scope and scale of the disease, several countries have resorted
to a series of lockdowns and severe restrictions on public activities.
Consequently, the pandemic has caused short-term fiscal shocks and
long-term adverse shocks to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disrupting
global value chains, discoura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imposing uncertainties in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world is facing a great trade-off between a health
emergency and economic crisis from social distancing policies and the
global and national lockdown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are expected to be
substantial. Due to the initial direct

impact

of

lockdowns, several

economies could experience a decline in the level of output of between
one-fifth to one-quarter as well as a drop in consumer expenditure by
one-third (OECD, 2020a) and face negative per capita income growth in
2020. Develope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Italy,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are predicted to be in a recession with
gross domestic product (GDP) at –5%, –6.8%, –1.5%, –1.8%, and –2.8%,
respectively (EIU, 2020). The World Bank (2020a) projects at least a 2%
drop in global GDP, whil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xpects
global GDP to fall by 4.9%. In additi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b) is more pessimistic and
predicts that global GDP will fall by 6%–7.6%,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a second wave of the pandemic in the fourth quarter. Howev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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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 rebound in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of 2.8%–5.4% is
expected in 2021 (IMF, 2020a; OECD, 2020b).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are also anticipated to slow down. In its recent forecas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20) indicates
a clear fall in global foreign investment by up to 40% in 2020, potentially
leading to a drop of 45%–50% in 2021. According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20), the volume of world trade is estimated to
decline by 3% and 18.5% in the first quarter and the second quarter of
2020, while the drop in global merchandise trade may reach 32% by the
end of the year. In terms of global employment, 5.3 million–24.7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lose their jobs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ILO, 2020). Equivalent to 195 million global full-time workers, a 6.7% fall
in working hours will further aggravate the global employment situation.
The pandemic has triggered drastic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e.g. higher reliance on online and delivery services) and employment (e.g.
the prevalence of working from home and virtual meetings), posing
significant uncertainty for all economic actors. The risks are even more
pronounced among consumers and producers who have no access or
limited access to technology and innovation. Even though the underlying
costs and benefits of a “new normal” economy are still unclear, one
positive side of the pandemic is that it transforms the global economy and
accelerates the progress of Industry 4.0 in unprecedented ways. The
affected private sector is forced to adjust its business model as well as
upgrade the existing processes, products, functions, and positions in value
chains through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and innov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realis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as well as
relevant policies and, therefore, places the topic of firms’ upgrading and
innovation at the centre of the analysis and discussion.
This paper does not cover health issues related to containing the
spreading of the virus or attempts in developing test kits, drugs, vaccines,
or medical equipment. Instead it aims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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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andemic and challenges posed to the business sector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Economic forecasts of key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trade, investment, and investment are presented, while a
discussion of the results of business surveys conducted in some of
countries in the region is provided. Moreover, the paper explores the
current policy responses to the pandemic shock as well as the economic
shock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firms’ upgrading and innovation.
Previous studies (IMF 2020b, OECD 2020a, OECD 2020c) have focused
more on general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rather than
innovation

policies,

especially

long-terms

ones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businesses and innovation after the pandemic. By
comparing the existing challenges with the current policy responses, this
paper finds that all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been heavily focusing
only on the short-term policy issues, such as economic lifelines and
short-term recovery, while the longer-term and structural issues have not
been paid enough attention. Moreover, although half of the countries have
started a few initiatives regarding technological upgrading and innovation,
the depth and dimension of the policy measures are still limited. Only
sporadic incentive programmes (rather than holistic measures), general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rather than targeted innovation capability
development), and economy-wide innovation policy measures (rather than
industry or sector-specific measures) are observed in most countries.
The paper is organised as follows. The next section briefly discuss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shock on the overall economy and the
business sector in Southeast Asia. Furthermore, the challenges that have
emerged from and are accelerated by the COVID-19 pandemic are also
identified. Section 3 presents the current pandemic policy responses by
each Southeast Asian country. Section 4 concludes the paper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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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 Impact of COVID-19 and Challenges in
Southeast Asia
1. Overall impact
Despite the global scale of confirmed COVID-19 cases and the related
death toll, the pandemic situation seems to be under control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except

for

Indonesia,

Myanmar,

and

the

Philippines (Figure 1). Initially, countries in the region were criticised due
to their late responses to COVID-19 before the disease quickly started to
spread in the region. After March 2020,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started rising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With a time lag, the
number of COVID-19 cases in Myanmar started to rise in August and
soared to 17,794 cases within a month, ranking fourth within the region.
However, since then, most countries have been able to prevent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anks to effective lockdown and
containment measures. The number of new cases is either zero or very
low in many countries. For instance, even though Singapore was suffering
from a high number of cases during the past few months, it has finally
been able to flatten its COVID-19 curve since the beginning of August. In
contrast, Indonesia, Myanmar, and the Philippines still have not reached
the peak of their COVID-19 curves; therefore, these countries are in
urgent need of more effective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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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VID-19 pandemic curves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s of 4 October 2020)

Lao PDR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ote: The date format on the horizontal axis is month/date/year. COVID-19 = coronavirus
disease.
Source: Adapted from Dong, E., Du, H., & Gardner L. (2020) (accessed 4 October 2020).

While reducing the scale and scope of the pandemic as well as saving
the lives of citizens, the implementation of lockdown, containment,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come with great costs, such as economic crisis,
a disruption of regional and global value chains, and a collapse in
consumption and confidence, among others. Economic forecasts issued in
November 2019 depicted a moderate economic growth at 4.9% for the
region for the period 2020–2024 (OECD, 2019). In May 2020,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released a policy brief on an updated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and projected a 4.6% drop in the
region’s GDP in the case of a shorter-containment scenario (where the
outbreak lasts for 3 months), compared with a world without COVID-19,
and a 7.2% fall in the case of a longer-containment scenario (where the
outbreak lasts for 6 months), with a double-digit decline in some of the
worst-hit countries, i.e. Cambodia (13.8%–20.2%), Malaysia (11.27%), the
Philippines (11.52%), Singapore (10.26%), and Thailand (17.22%) (Table 1).
Under the two scenarios, output in the region will be down by $163
billion–$253 billion (4.6%–7.2% of the regional GDP). The initial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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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shutdowns and quarantines largely came from the sharp
decline in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followed by the drop in domestic
demand and global spillovers. Even prior to the COVID-19 outbreak, with
some exceptions, consumer sentiments across the region had been on a
decline since the last quarter of 2018 or the first quarter of 2019. The
pandemic led to a further deterioration of consumer confidence with a
sharp drop after the first quarter of 2020 (Figure 2). Moreover, due to
border closures, travel restrictions, and lockdowns, a significant impact of
the outbreak is also observed for internat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a
trade loss under the two scenario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229
billion–$344 billion (Table 2). Regarding the impact on employment, the
pandemic will lead to employment losses equivalent to 11.6 million–18.4
million

jobs

under

the

shorter-containment

and

longer-containment

scenarios, respectively (Table 2). Additionally, wage incomes will drop
between $25 billion and $39 billion across the region (Table 2).

Table 1. Impact of COVID-19 on the GDP and GDP Growth of
Southeast Asia, 2020

Country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Economy-wide Impact(as % of GDP)
Shorter
Longer
Containment
Containment
-4.6
-7.2
-5.68
-8.45
-13.79
-20.19
-5.77
-8.61
-5.94
-8.78
-7.62
-11.27
-7.73
-11.52
-6.92
-10.26
-11.71
-17.22
-5.96
-8.84

Forecast of
GDP Growth
na
na
-3.21
-1.74
-2.15
-2.09
-2.46
-2.08
-3.03
-2.69

COVID-19 = coronavirus disease; na = not available; GDP = gross domestic product; Lao
PDR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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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Data for Myanmar are not available. The impact of COVID-19 on GDP and GDP
growth is reported as the number compared with a world without COVID-19. A
shorter-containment scenario represents a scenario where the outbreak lasts for
3 months, while a longer-containment scenario represents a scenario where the
outbreak lasts for 6 months.
Source: Adapted from Abiad et al. (2020), Park et al. (2020), and World Bank (2020a).

Figure 2. Consumer Confidence in Southeast Asia (2017–2020)

Q = quarter.
Note: Due to differences in the scales used, the consumer confidence data are standardised.
Source: Consumer confidence survey data from The Global Economy.com (2020).

Table 2. Major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Southeast Asia under
Two Scenarios

Impact
Shorter Containment Longer Containment
GDP ($ million), excluding policy measures
-163,223
-252,899
GDP (%)
-4.6
-7.2
Trade ($ million)
-229,495
-344,434
Trade (% of GDP)
-6.5
-9.7
Employment (million)
-11.6
-18.4
Wage Income ($ million)
-25,047
-38,986
COVID-19 = coronavirus disease, GDP = gross domestic product.
Note: The estimates were released in May 2020.
Source: Adapted from Abiad et al. (2020) and Park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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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act on the business sector
Based on multiple firm-level surveys in each country, this section briefly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usiness sector and identifies its
challenges and assistance needs under the COVID-19 pandemic. Even
though the surveys’ methodology of data collection, such as sample size,
timeframe, and scope of questions vary significantly, the survey results, to
some extent,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enterprises in the region.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enterprise surveys in Brunei Darussalam and Cambodia could
not be identified.
Indonesia

(ILO,

2020)1):

Overall, two-thirds of enterprises reported

temporarily or permanently closing their operations, with small enterprises
being worst hit by COVID-19. Over a quarter of respondents reported a
drop in revenue of more than 50%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while
90% of firms experienced cash-flow shortages, creating a liquidity crisis
and making access to finance and the deferral of payments (e.g. utility
bills, social security premium, and taxes) among the top priorities for
government assistance. The significant drops in revenues and temporary
business closures put pressure on the capacity of enterprises to retain their
employees. Approximately 63% of the respondents had already let go some
of their workers and some respondents noted they would need to do so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e crisis, nearly one-third of companies
highlighted online business as a key strategy, while one-fifth of companies
resorted to product diversification to respond to emerging demand.
However, the firms’ capacity is still limited as more than two-thirds of
enterprises cited teleworking or work-from-home (WFH) connectivity as a
major challenge. Government assistance for survival and adaptation to
“after-corona” are ranked the most needed support measures from the
government.
1) Sustaining Competitive and Responsible Enterprises (SCORE) Programme Indonesia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its partners conducted a survey of 571
enterprises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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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 PDR (LNCCI, 2020)2):

Firms in the tourism sector were worst hit by

COVID-19, with 62% of respondents reporting a high risk of ceasing
business operations, as opposed to, on average, 45% in other sectors. Part
of the uncertainty came from the reduction of revenue. 83% of enterprises
reported lower sales due to COVID-19, with 27% facing sharp declines of
more than 80% of their normal revenue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severe in the services sector, with 37% of
enterprises losing revenue of over 80%, as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Due to temporary shutdowns, the most reported challenges were
payments

of

salaries

and

loan

and

interest

payments.

Therefore,

approximately 70% of firms are considering furloughing some employees,
while almost 40% will need to reduce more than 50% of their employees.
To resume their operations and continue operating after the pandemic,
enterprises require government assistance in five areas: tax relief packages,
rent and utility fee relief measures, soft loan and loan guarantees, grants
and subsidies, and employment-related measures.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20)3):

As enterprises are

facing constraints on cash and working capital, liquidity potentially
becomes a serious concern. Two-thirds of respondents reported no sales or
revenue during the movement control order (MCO) period, while more
than half expected to permanently shut down their businesses after 1–2
months of the MCO, given that they have to provide full-time or half pay
leave to their employees. Constraints on additional credit were also
alarming, as almost 70% of enterprises use their own savings as the main
source to accommodate operating costs and working capital, implying high
credit demand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a liquidity crisis, some
enterprises (3.8%) have already terminated their employees’ contracts.
Another 5.8% reduced the working hours of their employees, and 16.5%
2)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NCCI) commissioned a survey of 474
enterprises in April 2020.
3)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carried out an enterprise survey of over 4,094 responses
in April-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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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rted to mandatory unpaid leave. Salary payments posed the greatest
challenge to enterprises (76.6%). Additionally, a lack of customers and
rental payments were the second and third most-concerning issues, cited
by about two-thirds of respondents. During the MCO period, firms’
adaptation can be observed through operation adjustment, e.g. 12% of
enterprises utilised an online platform to boost their sales, and 33.5%
allowed their employees to work from home. Relating to government relief
measures,

83.1% of

enterprises

stated that

financial

assistance

and

subsidies were the most needed measures, followed by policies on taxation
(67%), policies on loan programmes (39.1%), and the amendment of
policies and related laws (30.6%).
Myanmar

businesses

(World

closed

Bank,

2020b)4):

temporarily

for

According to the survey, 16% of
an

average

of

two

months

and

anticipated that it would take at least a month to resume their operations.
Moreover,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over one-third of firms
anticipated to suspend business operations temporally or permanently
within 1–3 months. Over 80%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d a drop in
sales,

while

additional

almost

credit

half

were

faced

also

cash-flow

shortages.

pronounced among

local

Constraints
firms:

on

around

one-third of firms experienced a reduction in access to credit, with almost
two-thirds relying mainly on loans from friends and family. The agriculture
sector was the most affected in terms of cash-flow shortages (64% of
agriculture firms) and diminished access to credit (42% of agriculture
firms). Overall, 69% of the respondents reported over a 55% drop in
year-on-year profits in the second quarter. The services sector had the
highest share (71%) of companies reporting a decline in profits compared
to last year. To adapt to COVID-19, enterprises took several different
measures. About 36% of enterprises tried to survive by starting or
increasing delivery services. Moreover, around one out of five enterprises
4) The World Bank conducted a firm-level survey covering 500 firms from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firm sizes during May-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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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their production or services offered partially or completely to
meet changes in consumer behaviour and emerging demand. Only few
firms adopted online or digital platforms (19%) and WFH (6%). Regarding
government support, almost half of businesses were not aware of support
programmes for firms affected by COVID-19, and only 9% of firms applied
for the programmes. Access to loans and credit guarantees was the most
common policy support desired, cited by 38% of respondents. The second
and third most common requests were for tax deferral/deduction or relief
(11%) and utility subsidies (9%).
The

Philippines

(ADB,

2020)5):

About

two-thirds

of

the

surveyed

enterprises suspended business operations temporarily, while 29% were
currently operating below their normal capacity, of which 78% were
operating at or below 50% of their capacity. Over 75% of respondents
estimated a negative impact to their April sales (80.4% on average by
value) compared with March. The temporary suspension resulted in a
liquidity crisis for most businesses (70%) as they did not have enough cash
to remain operative. Difficulties in obtaining loans have exacerbated the
situation as over half (57.3%) reported that it was more difficult to borrow
than in 2019. Moreover, the crisis forced enterprises to go through
employment restructuring and redundancy by either furloughing their
employees (41.9%), reducing working hours (41.4%), reducing salaries and
benefits (32.0%), or laying off employees (14.7%). Regarding the firms’
adaptation to the COVID-19 situation, over 80% were not ready for WFH,
particularly microenterprises. Even though digitalis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have not been observed much among Philippine enterprises, e.g.
only 14% of the enterprises utilised online platforms to sell their products,
the business sector showed their interest in digital transactions (42.5%) and
relevant skill training for workers (36%). Of the concerns facing by
enterprises, the biggest reported challenges involved payroll subsidies for
5) The Asian Development Bank carried out an enterprise survey from 28 April to 15 May
2020, covering 2,481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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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57.3%), the deferment of payments to the government (51.7%), and
low-interest and subsidised loans (36%).
Singapore (EuroCham (Singapore), 2020)6):

Almost one-third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COVID-19, whereas 48%
were moderately affected, particularly in terms of sales, cancelled activities,
events,

and

meetings,

among

others.

Overall,

88%

of

enterprises

experienced a reduction in revenue, with 18% facing declines of 30% or
above of their normal revenue and 40% moderately experiencing higher
operating costs. Corporate tax rebates and the delay of planned goods and
services tax increases were ranked the most preferred support measures
from the government, at 52% and 40% respectively. Moreover, the
extension of training grants and incentives for companies for upskilling
and subsidies (28%) and relief for import-export companies (22%) were the
next preferred measures.
Thailand (UNIDO, 2020)7):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one out of

two surveyed small-size and domestic downstream enterprises expected to
only survive for 1–3 months if containment measures are extended. Firms
with a small size and low technology were worst hit by the COVID-19
pandemic and had very limited access to government support (only 26%).
With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automotive sector was affected the
most, showing the lowest production since 1987. The two most commonly
reported impacts of COVID-19 were demand reduction and the shortage of
inputs. Lower demand led to cash-flow shortages and reduced credit
access; therefore, enterprises have been facing difficulties in making
payments to their employees and social security as well as repaying loans
6) European
European
represent
estimates

Chamber of Commerce (Singapore) commissioned a poll of 50 representatives of
organisations in Singapore in February 2020. Although the survey does not
all enterprises in Singapore, the survey results could be considered lower-bound
of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in Singapore.

7) In collaboration with Ministry of Industry,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stitute under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carried out an online survey from 15 April to
15 May 2020, receiving a complete respond from 314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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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mercial banks. Overall, more than 90% of firms experienced a
reduction in sales of more than half of their normal sales in the same
period of the year. Despite the great concern for payments to employees,
the majority of enterprises (above 80%) did not consider layoffs as the
highest priority mitigation measure. The utilisation of advanced technology
was the main strategy adopted as a countermeasure to the COVID-19
pandemic,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shortage of workers. Interestingly,
almost 90% of large firms resorted to advanced technology, while half of
SMEs were capable of using similar technology. Tax-rate reductions or tax
deferrals and a reduction of social contributions were the two most
common policy support measures desired, cited by 49% and 35% of
respondents, respectively. The third most common request was for the
reduction of rent and utility costs (32%) followed by better loan terms (27%).
Vietnam

(Hill,

Baird,

and

Seetahul,

2020)8):

According to the survey,

almost half of the enterprises, particularly those from the services sector,
have suffered considerably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containment
measures. Due to the containment measures, over 60% suspended their
businesses or operated at partial capacity. The decline in customer
demand posed the biggest challenge to most enterprises (84%), followed by
the disruption of the supply chain. Cash-flow shortages led to the closing
down of the business operations (53%), work rotation (50%), WFH (47%),
and layoffs (16%). Remarkably, enterprises found emerging opportunities
from

new

technology,

such

as

teleworking,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and digital platforms. E-commerce and digitalisation were
the most common adjustment mechanisms adopted by enterprises in
response to the impacts of COVID-19, with more than one-fourth of firms
reporting adopting these measures. However, one in five firms experienced
problems with internet connections when working from home.
Overall, most of the enterprises in Southeast Asia, especially SMEs, have
8) The survey fund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collec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e pandemic and the challenges faced by private sector employers from 38 enterprises
during May and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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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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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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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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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suspended their operations temporarily or permanently. Among the firms
remaining operating, two in three enterprise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or less, while one in three enterprises are facing a severe
liquidity crisis and may have to close their businesses within three months.
The sharp drops in demand and revenue were among the greatest
concerns and the main cause of cash-flow or liquidity problem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most of the enterprises are aware of
the benefit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such

as

e-commerce,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and

teleworking. Nevertheless, a very limited number of enterprises are ready
to adopt the technology. Short-term economic lifelines and recovery, e.g.
grant and subsidies, soft loans, tax relief packages, deferment of debt,
rent, and utility fee payments, and employee-related measures, were the
most common policy support measures desired by the private sector.
Additionally, enterprises also call for government assistance in terms of
long-term or post COVID-19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with an
emphasi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novation, digitalisation, and
e-commerce. Table 3 summarises the policy issues under COVID-19.

Table 3. Policy Issues under COVID-19

Time frame
Short-term

Long-term
(post COVID-19)

Source: Authors.

Policy issue
Economic lifelines
Short-term recove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strategy and business plan development
Innovation and upgrading (e.g. new process, new product,
new function, and new sector)
Digitalisation and e-commerce
New market creation
Industry 4.0-related technologies (e.g.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sation, and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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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licy responses to COVID-19
1. General policies supporting the business sector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business sector, governments in
Southeast Asia have initiated a wide array of measures to support
enterprises, particularly SMEs, to alleviat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businesses. Table 4 captures the overview of
policy instruments in several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n general, the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ones. Short-term
policies focus on firms’ survival and recovery. Long-term ones aim at
structural
instruments

adjustment,
include

government-organised

innovation,
both

and new business

financial

consultancy,

and

training,

creation.

non-financial
and

support,

information

Policy
like

services.

Financial support can be direct measures (providing subsidies to firms) or
indirect measures through tax exemption or reduction. For Southeast Asia,
policy instruments were initially applied only to certain industries or
sectors affected the most by the pandemic, e.g. tourism, logistics, food,
and medical supplies, among others. However, nearly all countries later
expanded their policy coverage to all industries. Overall, to sustain
enterprises’ liquidity, current measures focus on short-term stimulus,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supports together with information
and guidance services during the crisis. In terms of direct financial
support, all countries deploy grant and subsidies (money directly given to
firms), while six countries initiate loan guarantees (promises by government
to assume the debt obligation of a borrower if that borrower defaults), and
all countries except Brunei Darussalam provide soft loans (loans with
interest lower than market rates). For instance, Brunei Darussalam provides
grants worth BND20,000 (USD 14,700) for enterprises considering adopting
e-commerce and delivery services.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including
wage subsidies, are adopted in Cambodia for specific sectors (i.e. the
garment and tourism sectors); Indonesia for financial incentive programmes
and subsidies for loans and taxes; Malaysia for digitalisation (RM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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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 or USD 120 million) as well as the technological upgrading (RM100
million or USD 24 million) of SMEs; Singapore for short-term liquidity and
long-term

capacity

building;

Thailand

for

workers,

farmers,

and

entrepreneurs; and Vietnam for enterprises with temporary closures and
yearly revenues below VND100 million (USD 4300). Additionally, several
countries have introduced soft loans or direct lending to enterprises via
public institutions, whereas some countries provide loan guarantees to
ensure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for enterprises, especially SMEs.
Similarly, countries in the region also commonly utilise indirect financial
support, including debt moratoriums, tax relief packages, employee-related
policy instruments, and measures regarding rent and utility fees. All
countries have been engaging with all kinds of indirect financial measures,
except Indonesia and Myanmar in which policy measures either to reduce,
defer, or exempt rent and utility payments have not been deployed (Table
4). Debt moratoriums (delays in the payment of debts or obligations) also
include loan restructuring and reduction or exemption of bank fees and
charges. Tax relief packages typically involve corporate income tax,
value-added tax (VAT), customs and excise duties, and other government
charges, such as foreign worker fees. The government may resort to either
tax reduction, tax deferral, tax exemption, or a mixture of the three
methods. Due to temporary business closures and employment redundancy,
all countries have introduced employee-related measures, e.g. measur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and pension as well as wage and income support
for enterprises to secure necessary employment and for workers who are
temporarily unemployed.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indirect financial
support

is

different

across

countries,

the

measures

are

generally

implemented economy-wide and last for at least six months to one year.
As most enterprises do not have a sufficient capacity for crisis
management, information and guidance services are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and useful short-to-long-term measures that governments can
offer during a pandemic. However, only three-fifths

adopted these

measures (Table 4). Indonesia, for instance, established call cent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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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s and cooperatives affected by COVID-19 to advise businesses on how
to

adjust

their

operations

during

the

crisis.

Malaysia,

meanwhile,

introduced a recovery plan designed for all business categori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rapid recovery of business operations. In the
Philippines, business advisory assistance and services have been provided
to affected SMEs under the Livelihood Seeding Program, with a budget of
PHP203 million (USD 4.2 Million). Singapore also developed a guide on
business

continuity

comprehensive

planning

information

for

on

enterprises.

both

the

Within

the

management

of

guide,
potential

operational risks and sanitation were provided. Like Indonesia, Thailand set
up a hotline for SMEs with queries about government support programmes,
e.g. soft loans, tax deductions, rent and utility payments, among others.
Vietnam emphasises more on domestic and foreign employees as the
government facilitates enterprises to find alternative employee resources in
case of a lack of foreign experts.
In

sharp

contrast

to

shorter-term

stimulus

measures,

longer-term

stimulus measures are still lacking and are shallow in many cases.
Long-term

stimulus

measures

or

structural

measures

possibly

help

enterprises to address short-term challenges, e.g. a reduction in demand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while supporting enterprises to
structurally adjust their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to the new normal
and build resilience against future pandemics and other risks. The
long-term

stimulus

measures

include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s, market-related measures, consultancy, and formalisation.
Among the long-term stimulus measures,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s

were

the

most

common

policy

supports

offered

by

governments in the region (Table 4). All countries except for the Lao PDR
started to offer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s to enterprises,
particularly SMEs. Nevertheless, the programmes’ focus and depth vary
across countries. Brunei Darussalam, for example, offers over 300 free
online courses on marketing and sales, finance and accounting, innovation,
design, and data skills to enterprises. Similarly, the Philippines also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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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online courses while implementing scholarship programmes amounting
to PHP3 billion (USD 62 million) to finance upskilling and reskilling
programmes. Out of USD 64 million, part of the budget was spent on skill
training programmes in the garment and tourism industries in Cambodia.
Indonesia and Vietnam provide stimulus funds to enterprises offering
training programmes to their employees, while Thailand organised training
programmes for affected workers and assisted local technology start-ups.
Malaysia and Singapore, meanwhile, are among the most active countries
that put forth automation, digitalisation, firm-level technological upgrading,
and individual-level skill upgrading through various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Digitalisation

in
was

combination
indirectly

with

grant

promoted

in

and

subsidy

Myanmar

programmes.

as

government

applications were moved to an online platform.
The second most common long-term stimulus measure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existing market efficiency and the promotion of new
market access. Seven out of ten countries resort to these measures and
intensively assist enterprises to access larger and new markets, including
international

markets,

through

the

promotion

of

digital

solutions

(Singapore), e-commerce platforms, and virtual business matching and
networking (Table 4). Additionally, governments also ensure the existing
market efficiency, especially in terms of the supply of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to meet
the current domestic demand under the crisis.
One of the issues posed to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s the difficulty
of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and accessing financial resources, as most
of them are still concentrated in the informal sector. According to Table 4,
only one-third of countries in Southeast Asia utilise support measures to
promote

formalisation

(changing

informal

to

formal/legal

form

of

businesses). Cambodia gives incentive stimulus package to informal SMEs
on condition that they are formally registered, whereas Malaysia and
Singapore explicitly include the informal sector in their recovery plans
designed to simultaneously promote company form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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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verview of Policy Instruments Responding to Covid-19 in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am
Loan guarantees
○
○
○
△
△
△
Soft loans
△
○
○
○
○
△
○
○
○
Grants and subsidies
○
○
○
△
○
△
△
○
○
○
Debt moratorium
○
□
○
○
○
△
○
△
○
○
Tax relief package
○
○
○
○
○
○
○
○
○
○
Employee-related measures ○
○
○
○
○
△
△
○
○
○
Rent and utility payments
○
□
○
○
○
○
○
○

Policy instruments

Direct
financial
support

Shorterterm
stimulus Indirect
measures financial
support
Shorter
to longerterm
stimulus
measures

Information and guidance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Longer-term programmes
stimulus Market-related measures
measures
Formalisation

○

□

○
△

△

○

△

○

△

△
△

△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Lao PDR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otes: ○ = Measures cover all enterprises, with emphasis on SMEs
△ = Measures cover only SMEs
□ = Measures cover all enterprises, without emphasis on SMEs
Source: Adapted from IMF (2020b), OECD (2020c), OECD and ACCMSME (2020), UN ESCAP (202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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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icies related to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particularly in terms of
digitalisation, are expected to empower individuals to adapt their working
styles, including reskilling and upskilling, and to allow enterprises to adjust
their operations in order to stay competitive, relevant, and resilient in the
domestic

and

global

markets.

Thus,

the

pandemic

is

considered

an

accelerator of the process of digitalisation and upgrading in all economic
sectors. Despite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policymakers in Southeast Asia demonstrate different levels of engagement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cess. On the one hand, less developing
countries,

i.e.

Cambodia,

the

Lao

PDR,

Myanmar,

the

Philippines,

and

Vietnam, have not explicitly initiated policy measures related to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This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government
capabilities

in

terms

of

finance

and

human

capital.

More

urgent

and

pressing issues, such as the short-run cashflow and liquidity crisis as well
as insufficient ability to formulate and implement effectiv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themselves, may prevent the governments from issuing
such policies. On the other hand,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to

some

extent,

utilise

support

measures

to

promote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runei Darussalam:

The

government

mainly

resorted

to

incentive

programmes to promote digitis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and business
enterprises.
period

of

For
six

instance,

months

for

transfer
all

fees

customers

and

charges

using

digital

were
or

waived
online

for

a

banking

services. Moreover, the government provided co-matching grants of up to
BND 20,000 (USD 14,700) for businesses planning to move their operations
from

offline

digitalisation.

to

online

On

1

or

April

e-commerce.
2020,

the

To

facilitate

Authority

and

the

the

process

of

Info-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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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dustry together with Darussalam Enterprise launched Brunei
Darussalam’s first local online e-commerce directory, www.ekadaiBrunei.bn,
while

offering

more

than

300

free

business-related

online

courses

to

improve technological competences of employees and business owners.

Indonesia:

Similar to Brunei Darussalam, Indonesia also utilised incentive

programmes

to

technologies,

including

government

induce

created

a

the

business

sector

e-commerce

and

demand

online

for

to

digital

adopt

more

payments

products

by

digital

(fintech).

funding

a

The
25%

discount for online goods, which, in turn, encouraged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to utilise e-commerce platforms. Additionally, e-commerce was
further

promoted

among

producers

through

a

business-matching

events

organised

by

government

the

wide

range

of

and

virtual
relevant

agencies.

Malaysia:

Malaysia put serious effort into the promo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through several grants and loans such as the
SME Digitalization Matching Grant (RM 100 million or USD 24 million), the
SME Technology Transformation Fund (RM 500 million or USD 120 million),
and the Smart Automation Grant (RM 100 million or USD 24 million). RM
300

million

(USD

72

million)

was

allocated

as

SME

Automation

&

Digitalisation Facility Grants for SMEs to upgrade their production. These
grants allowed SMEs to invest in technologically advanced hardware and
software, machinery, infrastructure, connectivity, cybersecurity, and system
integrations to raise their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o be in line with
higher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government

helped

workers

and

business owners cultivate their digital skills through short courses under
the

Human

million).

Resources

Moreover,

Development

the

Fund

government

(RM

50

established

million
the

or

Malaysia

USD

12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DEC) to serve as a focal point to devise digital
strategy and solutions for SMEs. Managing the grant worth RM 10 million
(USD

2.4

million),

MDEC’s

current

mission

is

to

promote

e-commerce

platforms. An additional RM 40 million (USD 96 million) was alloc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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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develop

agricultural

e-commerce

sector,

which

in

platforms
turn

that

potentially

involve
benefi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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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from

the

market

expansion of agriculture and food products.

Singapore:
operational

Several support programmes strengthening digitalisation and
resilience

have

been

in

place

in

Singapore.

Like

Malaysia,

Singapore has emphasised the promo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particularly, for SMEs and fintech firms. Enterprise Singapore
launched an E-Commerce Booster Package in April 2020 to support SMEs’
business

transformation

efforts

to

utilise

e-commerce

such as

Amazon, Lazada Singapore, Qoo10,

service

and Shopee,

platforms

while ensuring

knowledge transfer between the platforms and SMEs. With the help of the
grant,

SMEs

assistance

bear

from

only

10%

of

e-commerce

the

qualifying

service

costs

platforms

and

on

directly

product

receive

launching,

promotion activities, order fulfilment, and sales data analysis. Furthermore,
SMEs Go Digital Programme offered government funding of up to 80% for
pre-approved solutions, both foundational and advanced digital solutions,
to

enhance

SME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pabilities.

Through

the

Productivity Solutions Grant, the programme has covered a wide array of
cos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digital system such as basic
hardware

and

cybersecurity,

software,

digital

integration

infrastructure,

between

traditional

Internet

production,

connectivity,
and

digital

technology. In May 2020, Singapore introduced the Digital Resilience Bonus
to endorse enterprises that plan to further digitalise their operations and
work in collaboration with digital platform solution providers. Additionally,
more

programmes,

namely

SG

Together

Enhancing

Enterprise

Resilience

(STEER) Programme, Enhanced Productivity Solutions Grant (PSG) for SMEs,
and Enhanced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EDG), were implemented to
strengthen
capacity

enterprises
and

in

capability

a

wide

range

upgrading,

of

areas,

e.g.

digitalisation,

business

growth,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pgrading, and market access. Enterprises were also supported
through

the

SGUnited

Traineeships

programme,

which

mainly

aim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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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the gap between skills developed throughout the educational system
and skills needed in the labour market and therefore boosts employability
for new graduates.

Thailand:
upgrading

Thailand’s

policies

specifically

under

regarding
the

innovation

COVID-19

and

pandemic

technological
are

not

well

articulated in terms of actual implementable programmes, compared with
those of Malaysia and Singapore. Specific policy measures and programmes
for supporting innovation in enterprises under and after Covid-19 are still
under

the

promoted

process

of

policy

digitalisation

planning.

through

a

So

subsidy

far,

of

the

10GB

government

free

Internet

has
and

empowered local tech start-ups through training programmes. Nevertheless,
since 2016, Thailand has been pursuing Industry 4.0. Upgrading existing
industries and stimulating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re among the
objectives of Thailand 4.0. There are twelve targeted industries, namely,
new-generation

automobiles;

smart

electronics;

affluent

medical

and

wellness tourism;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food; robotics for industry;
logistics and aviation; biofuels and biochemical; digital; medical services;
education;
Project

and

(EEC)

covering

(Chachoengsao,
incentives
grants,

for

land

promotion

in

defence.

To

three

Chonburi,
firms

and

ownership
the

implement,
provinces

and

in

Rayong)

individual

permission,

targeted

the

Eastern

the

and

industries

Eastern

was

specialists

Economic
part

initiated
and

others

are

of

in

(Korwatanasakul,

Thailand

2016.

researchers,
given

Corridor

for

2019;

Tax

matching
investment

Lee,

Wong,

Intarakumnerd and Limapornvanich, 2019). Apart from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the

government

has

also

supported

SM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connecting the industry with technology start-ups to
promote smart urban farming.
To a large extent, ability of a country to focus on long-term innovation
policies depends on the country’s position in global value chains. Lesser
developed countries are at the bottom of global value chains. They are
concerned more about jump start the industry and attracting foreign direct

Business impacts and government support for firms’ upgrading and innovation under COVID-19 in Southeast Asia ∙

57

investment, while more developed countries like Malaysia and Singapore
are trying to functionally upgrade their positions in global value chains
from

production

long-term

to

innovation

innovation

and

policies

R&D

requires

hubs.
the

In

addition,

bureaucratic

formulating

capacities

of

government agencies to understand and leverage business sectors, which
are lacking in lesser developed countries or even more developed ones in
Southeast Asia.

Ⅳ.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Amid
are

the

coronavirus

experiencing

declines

in

Southeast

disruptions

domestic

Asia’s

disease

and

GDP

is

pandemic,

in

global

value

international

predicted

to

enterprises
chains

consumption
drop

around
as

globe

as

sharp

well

and

4.6%–7.2%

by

the

investment.
during

the

lockdown period of 3–6 months, while a double-digit decline in GDP can
be observed in half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pandemic also
resulted in substantial

deterioration

of

consumer sentiment,

international

trade, employment, and wage incomes. Due to the crisis and subsequent
containment measures, most enterprises in the region had to suspend their
businesses
suffering

either
from

a

temporarily
liquidity

or

crisis.

permanently
Consumption

and,

consequently,

patterns

and

are

therefore

business operations changed drastically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in
which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particularly digitalisation, seem to
be the common solutions to the current crisis. For instance, enterprises
have found it necessary to modify their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while

utilis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upgrade

their

existing

processes, products, functions, and positions in value chains. Even though
most

enterprises

have

realised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such as e-commerce, fintech, and teleworking, not
many enterprises have been prompt to implemen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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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s policy issues from the enterprise surveys conducted
within each country. The most common policy support proposed by the
business

sector

is

short-term

economic

lifelines

and

recovery,

such

as

grant and subsidies, soft loans, tax relief packages, the deferment of debt,
rent, and utility fee payments, and employee-related measures. Moreover,
long-term policy issues regarding post COVID-19 business operations were
also among the greatest concerns of enterprises. Government support in
ter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strategy and business plan
development, innovation and upgrading (e.g. new processes, new products,
new

functions,

market

and

creation,

artificial

new

and

sectors),

Industry

intelligence,

digitalisation

4.0-related

robotisation,

and

and

e-commerce,

technologies
3D

(e.g.

printing)

new

blockchain,

are

commonly

discussed and can be identified from the surveys.
In terms of the overal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the current policy
measures

mainly

focus

on

short-term

stimulus,

i.e.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support, covering all enterprises with an emphasis on SMEs. Most
countries resort to direct financial support, including grant and subsidies
(all

countries),

soft

loans

(nine

countries),

and

loan

guarantees

(six

countries). Similarly, indirect financial support, i.e. debt moratoriums (all
countries),

tax

instruments
(eight

(all

relief

countries),

countries),

Southeast

Asia.

packages

are

and

also

Despite

(all

countries),

measures

implemented

the

employee-related

regarding
commonly

significance

of

rent

and

among

information

policy

utility

fees

countries
and

in

guidance

services as the effective and useful short-to-long-term measures, only six
out

of

ten

contrast,

governments

longer-term

in

Southeast

stimulus

measures

Asia
are

adopted
still

these

lacking

measures.

and

shallow

In
in

many countries in which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s are
the most utilised policy measures. Policy measures regarding formalisation,
systematic consultancy, and business development programmes were barely
observed

during

the

crisis

period.

Regarding

the

policies

related

to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les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Business impacts and government support for firms’ upgrading and innovation under COVID-19 in Southeast Asia ∙

Cambodia,

Lao

PDR,

insufficient

levels

of

Myanmar,

the

engagement

as

Philippines,

no

explicit

and

policy

Vietna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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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in

this

area have been initiated. On the contrary,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to some extent, have explicitly adopted
policy measures to promote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upgrading among
enterprises and enhanced digital and technological skills among workers.
In

conclusion,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ll

countries

have been heavily focusing only on the short-term policy issues, such as
economic

lifelines

and

short-term

recovery,

while

the

longer-term

and

structural issues have not been paid enough atten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hort-term policy measures

businesses.

Nevertheless,

without

the

initially to ensure
structural

the survival

adjustment

of

of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to the new normal, enterprises are vulnerable and
less resilient to future risks. The new normal in business behaviour can be
seen from the embracement
services
people

or

information-sharing

connected

necessity,

of digital technology, either through online

rather

around
than

the

an

platforms
world.

like

Digital

alternative,

for

Zoom,

which

savviness
schools,

have

will

kept

become

businesses,

a

and

healthcare providers. Hence, it is imperative for policymakers to develop
and

improve

longer-term

policy

measures

that

potentially

reform

the

structure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fit the new normal.
Even though half of th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have started a few
initiatives regarding technological upgrading and innovation, the depth and
dimension of the policy measures are still limited. Most countries except
Singapore
measures
under

and
on

and

Malaysia,

innovation
after

for
and

instance,
upgrading

COVID-19.

In

do
in

not

have

response

addition,

only

to

concrete
the

new

sporadic

policy
normal

incentive

programmes (rather than holistic measures),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rather

than

economy-wide

targeted
innovation

innovation
policy

capability

measures

(rather

sector-specific measures) are observed in most cases.

development),
than

industry

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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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few policy recommendations.
Firstly, it is reasonable to have short-term policy measures to guarantee
the survival of firms during the pandemic. However, it is also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more

resources

and

time

to

formulate

long-term

policies for the post COVID-19 era and the “new normal”, as firms will be
more

digitalized

and

new

business

activities

and

business

models

will

emerge.
Secondly,

to

help

firms

to

seize

new

opportunities

under

the

post

COVID-19 era,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provide holistic measures
to support innovation. Targeted financial incentives, especially in the form
of grants to encourage firms to develop and deepen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underpinning several types of innovations (new products, new
processes,

new

incentives

business

like

models)

should

government-subsidised

be

encouraged.

training

Non-financial

programmes,

digital

infrastructure (like 5-G telecommunication networks), consultancy /guidance
services,

conducive

government
‘first

regulation,

and

market-creation

measures

like

procurements for innovative products/services (i.e., providing

market’

for

innov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simultaneously initiated.
Last

but

not

least,

apart

from

economy-wide

or

generic

innovation

policy measur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specific
policy measures. Though the impact of changes derived from COVID-19
encompasses

most,

opportunities

and

industries.
happen

It

or

is
will

if

not

all,

industries,

concomitant

imperative
happen

in

for

innovation
governments

different

the

nature

processes
to

industries

study
(both

of

business

differs
how

across

innovation

traditional

and

emerging), and later devise appropriate policy measures to promote and
facilitate innovation processes in those industries. The priorities of each
country to develop industry-specific policy measures will vary. In general,
countries

should

develop

strategic

policies

for

their

important

existing

industrial sectors first. To some extent, they can spend time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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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velop strategic policies for their future industries, especially emerging
ones, as a result of the arrival of Industry 4.0-related technologies. For
example, the electronics industry is very important for Singapore, Malay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Vietnam. Mean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is a prioritised sector for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Cambodia is a
significant
Thailand

production
are

relatively

base

for

the

performing

garment

well

in

industry.

Singapore

and

research

and

biotechnology

tourism.
Finally, there is a limitation to this study. As the pandemic is not over,
it is too early to thoroughly and systemically assess the business impacts
from the pandemic and government-supporting policies. The evaluation of
policies
countries

for

industrial

requires

sectors

in-depth

should be encouraged.

whose

surveys

specialization

and

field

may

research.

vary

across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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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의 특성과 시사점*
- 한국 경기도를 중심으로 박현준**, 임륭혁***, 조용래****
초록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전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MERS 이후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확진자 유형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COVID-19 확진자 237명의 이동경로 자료에 기초하여 이동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KSIC(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확진자 이동경로의 특성과 향후 제도적 보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분석결과 가정과 지역사회, 의료환경, 기타유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WHO 가이드라인의 장기 보호시설, 감옥 등과 교통수단 유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 현행 WHO 가이드라인의 ‘기타’의 예시 유형들이 오히려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은
바 예배당, 직장 , 사적모임 등의 유형을 주 유형으로 개발하여 향후 감염병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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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공동기획한 ‘Korea Report II’의 원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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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부터 발발하기 시작한 COVID-19는 2020년 1월부터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2020년 1월 중순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거의 매일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초기
에는 해외 입국자가 능동감시 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격리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이었으며,
가족 중 환자가발생하여 가족 간 전파, 또는 동거인 간 전파가 나타났으나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월로 넘어가면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으로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자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쏟아졌다. COVID-19와 관련한 임상적 특성
(Ahn,et. al., 2020; Lee and Na, 2020; Jung, 2020)이 가장 먼저 논의되었으며, 차
단을 위한 개인수칙(고광욱, 2020; 박은철, 2020; 이무식, 2020a; Sun and Jin, 2020;
이무식, 2020b), 설비기준(조진균, 2020), 개인의 건강문제(남은우, 2020), 치료에 대한 사
회적 문제(손미아, 2020)가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동향(박환일, 2020;, Chen et.
al., 2020)과 과거 논의되었던 미래예측(윤정현, 2020), COVID-19 극복을 위한 정책
(이명화, 2020; 이도연 외, 2020; 이상민, 2020; 장철훈, 2020, 한웅규, 2020; 허중연,
2020), 통계(강희종, 2020), 지역의 사례(신상영, 2020; 이은환, 2020; 지상훈,
2020), 산업·경제(신기동과 유민지, 2020; 이대진, 2020; 주원 외, 2020)에 대한 영향 등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COVID-19가 첫 감염병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급성호흡기증후군), MERS 등 대형 감염병
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처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COVID-19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병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제도를 이해하고, 다음
감염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다시 보완하는 일일 것이다.
MERS를 겪은 이후 한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의 보호 와 관련된 법의 예외로 적용될 만큼 매우 강력한 조치로
가 고 있다. 이 제도는 현 의 COVID-19 국면에서 국가적 대응에 과적으로 작동하
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COVID-19로 확진을 게 되면 확진자가 과
거에 방문 던 장소와 시간, 이동수단, 방문 적 등에 대한 정보를 파 하고 그 정보를 국
민에 전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한 의심환자의 체( )를 지역 사시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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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감염병의 확인과 대응이 시간 에 가능하
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개, 유형 역 조사, 대응방 등을 규정한 「 로
나바이 감염증-19 대응 지 (지자체용)」을 통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차단을 위한 행정력
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 로나바이 감염증-19 대응 지 (지자체용)」에서는
확진자와 자를 식 하기 위한 O( orld ealth Organi ation, 계보건기구)의
가이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가이 라인을 기준으로 감염병에 대응
하고 있다.
그 에도 구하고, O의 가이 라인은 한국적 상황과 에 거한 것이 아니라 전
계 통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다시 한국적 특성에 어 개 될 필요가 있다.
만 아니라, 감염병과 관련된 제도를 개 하는 과정에서 어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된다고 하 라도 확산지역이 타 지역으로
부터 성이 어지거나 인구가 매우 적어 지역적 특수성으로 한정되는 경우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어 기 때문이다. 라서 후 감염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적인
경우 대 성을 가지는 지역의 정이 중요하다. 사례 지역에 있어서, 간적으로 수도 인
경기도는 COVID-19의 발원지인 중국과 인 한 지역임과 동시에, 수도인 서 의 후지역
으로 주요 기업의 사, 지사, 사무소, 연구시설 및 산업기반과 주거 지역이 되어
있다. 또한, 서 및 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 만, 철도 등 통 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발 한 지역이라는 특 이 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다수가 된 수도 의
특성을 고 하면, 발 된 통 이 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어 게 할 것이다. 향후 감염병으
로 인한 사회적 과 경제 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염병 대
응을 위한 방역 정책 수 단계에서 반 시 보아 하는 지역이다.
이 한 경하에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들을 설정하였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어 특성을 보이는가
O의 가이 라인은 한국의 상황에 적절하게 부
하는가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확진자 이동경로 이터를 용하여 함으로 그
특성을 파 하고 O가이 라인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 하는 그 적이 있다.
연구는 에서 COVID-19 확산초기 경기도의 확진자 현황을 고 하고, 에서 연구
의 적을 위한 연구방법 을 제시한다. 에서 결과를 바 으로 에서 결 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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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OVID-19 발생현황
1. 경기도 COVID-19 발생현황

연구의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월 0일 지 경기도 COVID-19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다. 초확진자가 발생한 1월부터 중 방역대책 부가 감염병위기단계를 심 으로
격상한 2월 2 일 지는 중 방역대책 부가 전국의 확진자의 현황을 일 적으로 관리·발
함에 라 경기도 확진자는 1월 29일부터 적 발 되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전국
확진자 동향을 발 하였다.
경기도 초확진자는 1월 19일 인
역에서 발 된 중국 국적자( )이며,
2번 확진자는
역에서 발 되어 1월 2 일에 격리된 서 시민이다. 제 경기도
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는 번과 번 확진자로 고양시와 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고,
명지병원과 서 대병원으로 격리조치되었다. 이후 12번 확진환자가 경기도
확진환자로 되었고, 중국국적의 부 거주 주민인 것으로 발 되었다.1) 2월 2일 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확진자 1 번(중국국적 여성, 부 )과 1 번(수원)이 경기도민으로 나타
났다.
경기도는 감염병위기단계 ‘심 으로 격상되기 이전인 2월 22일 지 확진환자 수가 19명
에 그치고 있었으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 던 대구, 경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2월 2 일부터는 지역 전파가 시작되는 조 이 나타
났으며, 확진환자와 , 같은 장소에 무 , 확진환자의 가족 등의 경위로 확산이 시작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지역 전파가 진전되면서 월 0일 지 경기도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가장 은 확진자가 나타 지역은 성남시로 12 명이며, 부 시 명, 용인시 명, 수원
시 2명, 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 군, 양 군, 여주시 등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고 있었으며, 가 군과 성시는 확진자가 1명과 2명으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
는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 일간 경기도 확진자가 발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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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기도 내 COVID-19 확진현황(2020.4.30. 0시 기준)

자료: 경기도 코로나19 상황판(gg.go.kr)

시기 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1월에는 확진자가 소수였으나 신 지, 회 등 종
단체, 장 감염 등이 부 된 2월과 월에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월 1 일
이후에는 거의 매일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기 등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월은 확 자가 매일 10명 이하로 어지면서 통제가 되어가는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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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0년 4월 30일까지 경기도 내 확진자 발생 추이

(단위: 명)

자료: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2020)
2. COVID-19 대응 정책

확진자의 동 파 은 MERS(Middle East repiratory Syndrme coronavirus, 중동호
흡기증후군) 이후 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거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 개) 제1 2)에서는 제 조제2 3)에
위기경보 발 시 정보를 개할 수 있도 하고 있다. 행정 전부 장관의 위기경보 발 에
라 병관리 장은 확진자의 정보를 개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로나
바이 감염증-19 대응 지 (지자체용)」에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수 및 개하게 된다.
확진자의 이동동 과 그 자에 대한 사 및 정보는 O는 「Contact racing in
the Conte t o COVID-19 Interim uidance」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
현장에서는 O의 가이 라인을 기준으로 고 하되, 방역관 및 역 조사관의 단에
라 자 위를 결정하게 된다. 확진자의 동 은 면 조사를 통해 우 적으로 파 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S, D R(Drug tili ation Revie , 의 전사용서비
), 사용 역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단에 라 필요시에만 시행한다. 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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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3)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 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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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염병환자로 한정하며, 증상발생 2일전부터 격리일 지 정보를 개하게 된다. 시 간
적으로 감염을 우 할 만큼 확진환자의 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 함)나 역 조사
결과에 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 크 용 여부, 체 기간, 상황 및 시기 등을 종
적으로 고 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의 개 위를 결정하게 된다. 확진자의 동 파 및
정보를 개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의료기관, 이동수단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아 할 정보를 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감염병
발생상황, 역 조사, 방문지역 소 , 감염자 니터 등 상황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구 할
수 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에서는 자가·시설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의사의 단하에 자가·시설치료를 허용할 수 있도 제도 개 될 예정
이며, 감염병 환자 대 발생 등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 경우 법 제 조
제1 제2호4)에 라 설치· 영하는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 치료를 허용하게 된다.
현상이 나타나고, 확진자가 대 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역 병상확보 및 가용자
원의 파 , 적절한 의료자원 치가 요하게 되었다. 의심환자의 사 및 확진자의 치료에
원이 입되 로 확진자의 동 을 파 하여 적절하고 과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O의 가이 라인에 의하면, 체 시간 1 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단되고, 반복적 지역은 특 한 관리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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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의 접촉자 범위 예시
구분
가정,
지역사회

y
y
y
y

장기 생활
시설, 감옥,
보호소,
호스텔 등

y
y
y
y
y

상황별 접촉자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돌본 자
동거인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한 자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돌본 자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자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넓은 정의를 적용하여 모든 거주자, 특히 고위험
거주자와 직원 대상 관리

4)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2020. 8. 11.>
1. 제 36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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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별 접촉자
y 의료종사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직원
y 입원 중 접촉자: 환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욕실(화장실)을 사용한 모든 환자,
의료환경 y 방문객
외래 방문 시 노출된 접촉자: 환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
무른 자
y 병원의 어느 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y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교통수단 yy 환자와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기타(예배당, yy 환자와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직장, 학교, y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사적모임 등) 접촉자로 관리
자료: WHO(2020),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연구는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하기 위하여, 확진자 이동경로를 수 하였다.
COVID-19의 확진자 이동경로 자료는 차례의 변화과정이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2월
22일 지는 중 방역대책 부에서 이동경로를 수 ·발 하였으나, 감염병위기단계가 ‘심
으로 격상된 이후(2월 2 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확진자와 이동경로를 수 ·발
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라 지역 상 의 경제적 어 , 개인정보보
호 등을 이유로 월 일을 기준으로 월 2일 지의 발 자료를 제하는 정부지 이 발
되어, 월 2일 이전의 자료는 에 제한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확진자 및 이동경로의 수 ·발 는 가지 특 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첫 , A시에 거주하는 사 이라도 시의 보건소에서 확진을 게 되면 확진자정보는 시
확진자로 되며, 확진자 또한 시 확진자 가 부여된다. , 확진자가 이동한
이동경로는 관 이동경로만 수 ·발 하게 된다. 시의 확진자가 A시로 이동한 경우 시
는 시 관 에서 이동한 경로만 수 ·발 하며, A시의 이동경로는 A시에서 수 ·발 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로 확진자의 이동경로 자료를 발 하는 수준에 차이점이 있다.
C시의 경우 확진자가 이동한 상점의 상호, 이동시간이 비 적 상 하게 개되는 반면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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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어져 지역민간 정보 유가 정확한 경우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앞서 서 한 지방자치단체 COVID-19 확진자 정보 발 특성을 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정보제 게시 에 속하여 확진자의 정보를 수 하였다.
수 된 정보는 2 와 같다.
<표 2> 이동경로 수
떨

본

공

술

각

별

별

집

<표

더

공

표

판

려

접

집

>

거주지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합계

경기도 내 이동동선수
15
2,563
26
7
2,611

비중
0.6
98.2
1.0
0.3
100.0

(단위: 개, %)

확진자의 정보를 수 하는 과정에서 자 에 고 있어 이동경로가 나타나지 는
확진자는 수 에서 제외하였으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 이동경로가 거나 타 지역에
서 거주하고 있는 확진자는 정보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로 개하고 있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는 와 시간, 방문장소가
주요 정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라 이동수단, 방문 적, 자와의 관계가 산발적으로 발
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주요 정보 중심으로 자료를 수 하였으며, 2, 11개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였다. 수 된 자료에서 경기도 진입하여 이동경로가 파 된 서 , 강원,
인 거주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2 개, 1 개, 개의 이동경로가 수 되었다. 제 경기도
주민의 이동동 은 2, 개로 전체 수 된 자료의 9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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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않

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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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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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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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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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악

7

울

집

집

8

실

%

2. 연구방법론

연구는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하기 위하여, 확진자 이동경로를 병관리 부
확진자동 이터를 통해 수 하였다. 에 사용된 은 소 IS 인
- IS( uantum IS)로, IS는 지리적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체(Spatial data)와 속
성자료(Attribute data)를 통 ·관리하여 제 계의 현상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COVID-19의 확진자 이동경로 자료를 IS를 통해 하기 위해 차례의 변화과정이 있
었다. 먼저, 방문지 및 이동경로를 IS 이터로 시 화하고 하기 위해
과 같이
이터 이 을 구성하였다.
본

분석

선

Q G

데

Q

각

집

G

분석

실

G

블

오픈

스

G

객

G

테

질

툴

G

합

데

별

데

세

분석

분석

각

3

분석

<표 3>

본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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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진자 데이터 테이블 구성요소 및 예시
광역시도 시군구 확진자코드
경기도 구리시

구리◯

경기도 광명시

광명△

경기도 수원시

수원□

⋮

⋮

방문시간
2020-02-03
20:15
2020-03-03
11:40:00
2020-03-08
17:00:00

⋮

방문지명 이동수단
광나루역

도보

□□내과

도보

방문지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37
광나루역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항공기
(귀국)

⋮

⋮

⋮

⋮

자료: 저자작성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월 0일 지 2 명의 수도 확진자의 동 정보를
수 하였으며, 수 된 이터의 주소정보를
이터로 변환하는 지 ( eocoding)
방법을 통해 IS 인 이터를 생성하였다. 지 이
정보로 이루어진 주소
정보를 지리적 위치정보인 위경도 은 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변환된 IS 인
이터(Spatial data)는 확진자 방문지와 방문시간에 대한 정보(Attribute data)를 고 있
다. 다음으로는, 확진자 시간에 이동경로를 나타 기 위해 인 를 라인으로 변환
( oints to Line(s))하는 작업을 거
확진자의 경로를 라인으로 나타 었다. 이동
에 라 화 로 라인을 현하였으며, 확진자 로 상을 리하여 확진자 이동
경로를 시 적으로 구 하여 확인할 수 있도 하였다. 마지 으로, 확진자 이동경로는
O(2020)의 Contact tracing in the conte t o COVID-19 Interim guidance
유형에 라 이동경로 이터를 유형화하였다.
확진자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 로, 확진자의 동 에서 특성을 발 하기에 한계가 있다.
라서 연구에서는 확진자가 방문 장소의 특성을 파 하기 위해 준화를 진행하였으며,
준화의 방법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SIC( orea Standard Industry Code)
ver.10
( digit)로
하였다.
로 전환한 이유는 방문장소를 대한 자
하게 보기 위함이며,
나 소 수준으로 제시할 경우 방문하지 은 업종 지
해 이 확대되는 것을 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미용 은 발 미용
업(9 112), ◯◯마 는 SIC 10에서 퍼마 ( 102)으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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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이동경로 분석

2020년 1월부터 월 지 경기도 확진자 이동경로는 그 과 같다. 확진자의 대부
은 서 과 경기도를 함한 수도 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가장 초기
소수의 인원이 대구와 경상북도를 방문 던 경 이 있는 것으로 파 되었다.
그 외에 서 , 인 , 강원도 거주자가 경기도를 방문하여 경기도 이동동 이 나
타났다.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을 SIC 10로 준화하면, 109개 업종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되었다. 확진자가 가장 이 방문한 장소는 인의 또는 가족의 으로
회의 방문 기 이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1명 균적인 이동경로는 11개로 나타났
다. 동 시기에는 COVID-19의 확산을 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동 자제 고를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 기 인 등을 시행하면서 에 거주하는 경우가 다. 이로 인해 비 적
에서 거리에 있는 업종인 퍼마 ( ), 의점( 0), 전문점( 0) 등에 방문하는 경
우가 이 나타났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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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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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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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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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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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6

커피

교

4

많

[그림 3] 경기도 확진자 이동경로(전체)

이외에 이 방문한 은 의료시설로 종 병원(2 ), 중 보건 영업(1 9), 일반
의원( ). 국( ), 일반병원(2 ), 한의원( ) 등 22회의 방문기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의료시설에 방문 도가 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지로, COVID-19에 대한
확진 이전에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기 위한 적이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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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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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적이다. 경기도 의료시설인 제생병원, 사
요양병원에서 환자, 의사, 간호사의 단감염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COVID-19
확진과 확진 이후 격리병원으로 후송되기 때문이다.
목

③

내

집

<표 4>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빈도

업종
집
종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도시철도 운송업
일반의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공항 운영업
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업
버스정류장
기독교 단체
일반 병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손해 보험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대형 마트
보육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주점업
공영 우편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국내은행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지상파 방송업
두발 미용업
기타
알 수 없음
Total
주: 10회 미만 방문업종은 기타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분당

효

④

빈도
835
247
179
98
86
77
64
60
44
40
37
36
30
27
25
21
20
19
18
17
16
16
15
14
12
12
12
11
10
232
282
2,611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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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확진자의 방문장소가 은 것은 이동수단이다. 지하철(9 ), ( ), 정
장( )으로 기차역( ), 터미 ( )로 1 9회의 방문 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통수단을
통해 COVID-19가 확산된 경우는 기 에서 한 무원과 사례만 하며,
연구의 자료 에서 다 사례는 하지 는다. 기 확진사례 이외에 통수
단 다 확진사례가 는 것은 대중 통의 이용 시간이 지 고, 확진자가 장시간 대
중 통을 이용하 라도 확진자와 타인이 하는 시간이 지 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확진자의 대다수가 인 소유의 차 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기 때문에 대중 통을 이용한 수와 전염사례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기도 에 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서 시 구로구에 위치한 터에서 발
생한 것과 종 단체인 신 지, 회(은 의 강 회) 감염이 대 적이다. 이 사례는
O의 기타(예 , 장, , 사적 임 등)에 해 하는 유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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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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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류

2. 방문장소 분석

확진자 전체 이동경로를
을 때 용한 방문장소 정보를 SIC-10의 업종 로
준화한 후 O 가이 라인과 매 하였을 때 가족 및 지역사회, 의료환경, 기타(예 ,
장 등)의 사례로 요 된다. 절에서는 개 유형 특 을 하였다.
분석했

표

WH

직

드

약

활

K

코드

칭

본

배당

세

별

징

분석

1) 가족, 지역사회

COVID-19의 전염성이 매우 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1 이 의 비 적
은 에 타인으로부터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하지 라도 같은 간 에
장기간 체 하는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아 수 있다. COVID-19가 가지는 이 한
특성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가장 위 으로 작용하였다.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은 이유는
‘ 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대화, 식사 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지기 때문이다.
가족 간 전파된 사례와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그 와 같이 나타 다. 가족 간 전파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월 지는 대구와 경
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COVID-19가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시기로, 이 시기에 대구
에 거주하던 확진자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의 에 방문하면서 경기도에 COVID-19가
확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나 COVID-19의 감염이 가족 간의 전파로 명확하게 구
되는 것은 아니며, 장 동료에게서 감염이 되었 라도 다시 가족에게 전파, 종 시설에
서 감염되어 가족에게 전파하는 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

짧

5분

접촉

직접 접촉

류

더 높

큰

않더

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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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족 간 감염 확진자 동선(전국)과 경기도 내 이동동선

이동동 상의 특성으로 보면 가족 간 전파사례에서는 이동거리가 매우 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이것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 방 , ‘ 방문 등을 이유로
생 반경을 크게 어나는 이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정된다.
가족 간 전파로 확인된 사례는 명으로
개의 이동경로가 파 되었다. 이 유형에
해 하는 확진자는 격리병원으로 후송될 때 지 균 10. 회의 이동경로가 파 된다. 을
제외하면 개의 업종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진자가 가장 이 방문 또는 체 한
장소는 이며, 110건의 동 이 확인되었고, 의료시설인 종 병원( 0), 중 보건 의료업
(2 ), 일반 의원(1 ), 의 및 의료용 소매업(1 ), 일반 병원(11) 등에 다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전파에서는 통수단 유형에 해 하는 도시철도 송업(1 ),
영업( ), 정 장(2), 여 자동차 터미 영업(1)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
는 , 가족 간 전파에서는 대부 주거지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기 소유 차 을 이용하고,
도 한 이후에는 도보로 거리만 이동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선

길

겨울

활

벗

학’

총 384

당

까

악

평

4

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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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

4

집

많

집

항 운

’

추

37

4

친척

당

버스

운

널 운

분

근

3

량

했

<표 5> 참

<표 5> 가족 간 전파 유형의 확진자 방문장소와 빈도
업종
집
종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슈퍼마켓

빈도
110
30
24
2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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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독교 단체
일반 의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도시철도 운송업
일반 병원
노래방 운영업
기타
알 수 없음
Total
주: 10회 미만 방문업종은 기타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록 2 참조

빈도
17
16
14
13
11
10
98
21
384

2) 의료환경

의료환경 유형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제생병원 사례가 대 적이다. 제생병원 사
례는 COVID-19 확진환자가 제생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이 단감염된 사례이다. 또한 병원 병동 이동으로
위가 어지면서 단감염의
위가 확산된 사례이다.
의료환경 유형은 주로 병원 건 이동이 기 때문에 병원 외부의 동 이 거의 는
것이 특 이며, 증상발현 전 전원이 자가격리를 시하여 증상발현 2일 전부터 동 이 개
되는 현 의 제도에서 확진자 이동경로가 파 되지 는다는 특성이 있다.
연구의 자료로 구 된 의료환경 사례에서 동 이 파 된 확진자는 명으로, 병원
의 단순 반복적인 이동경로가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 국, 병원 인
전문점
방문이 1회 수준으로 극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 통수단 측면에서는 병원이 위치한 인
지역에 지하철 서현역이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 되지만 지하철을
매개로 한 감염사례는 는 것으로 보인다( 그
조).
분당

표

분당

집

분당

내

내

접촉 범

넓

집

범

물 내

많

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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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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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료환경 유형 확진자 이동경로

3) 기타(예배당, 직장)

기타 유형으로 된 예 과 장은 신 지 및 회와 장으로 COVID-19가 전파
되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 의 은 신 지와 회에 관련된 확진자의 이
동경로이다. 여기서 특 적인 것은 그 부 에 경로가 게 나타나는 부 이며, 이 경로
는 신 지 관련 확진자의 경로이다. 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역 은 간 에서
이는 것에 비해 신 지 인은 상대적으로 이동경로가 게 나타났다.
다음은 장과 관련된 COVID-19 확진자의 이동경로이다. 그 의
은 장
감염 사례이나 그
의 신 지 관련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 이는 종 단체 관련 확
진자(그 우 파 경로)가 이동하면서 장에 무하는 다수의 원(
그
의연 ,
과 자주 경로)에게 감염병을 확산한 사례이다. 신 지 관련 확진자가
화성시 소 A기업에 방문하여 COVID-19를 확산하고, 화성시 A기업에서 감염된 확진자
가 화성시와 용인시로 이동하는 으로 나타났다. 동 사례에서는 종 단체 관련 확진자가
장으로의 전파를 명확하게 식 할 수 있는 사례로 나타났다.
분류

배당

직

[

천

림 6]

징

림 윗

천

교

왼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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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교

길

분

교

직

천

내 좁

교

림 좌

[

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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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노란색

림 6]

오른쪽

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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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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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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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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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예배당(좌) 및 직장 관련 확진자의 이동경로

을 제외하는 경우 체인화 의점(1 )이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은 방문 도가 나타
났다. 또한 기타(예 , 장)에 해 하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 업(9), 기 단체
( )가 은 도로 나타나고 있다. 통수단인 지하철( ), 정 장( ) 역시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유형은 증상이 나타나지 은 상 에서 특정인의 감염사 이 확인
되고, 자로 되는 사 이 동시에 COVID-19 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발현에
병원 방문이 상대적으로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라 일상생 과 관련이 있
는 시설과 업종의 방문 도가 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된다(
조).
집

편

배당

8

높

직

8

많

당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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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8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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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

실

검

낮

빈

빈

높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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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표 6> 참

<표 6> 기타(예배당, 직장) 유형의 확진자 방문장소와 빈도
업종

집
체인화 편의점
종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알 수 없음
Total
주: 10회 미만 방문업종은 기타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록 3 참조

빈도
57
18
15
14
75
1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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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에서 COVID-19가 확산된 원인은 예 에 가지
라도 예 이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종 행사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종 행사(신 지)에 한 확진
자가 종 행사 사 을 기고 A기업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직접

배당

않았더

교

교

참석

실

교

배당

천

참석

숨

3. 시사점

결과, 다음의 시사점들이 도 된다. 첫 , O 가이 라인이 제시하는 가지 유형
들이 한국에서의 확진자 방문장소 및 이동동 에서도 발 되는 바, 에서는 가이 라인
용이 적절한 것으로 단한다. 가정, 지역사회, 의료환경, 기타에 해 하는 유형이 나타났
으며, 장기 생 시설, 감 , 보호소 유형과 통수단에 대한 유형은 나타나지 다. 특히
통수단은 가이 라인의 예시되어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
기 무원이 아 경
우 확산이 나타나지 고 있다는 점을 고 할 필요가 있다. 통수단의 경우 확진자가 대체
로 자기 소유 차 을 이용하는 경우가 고, 대중 통을 이용하 라도 동 자의 체 시간
이 1 미만일 가능성이 다는 점을 고 하면 한국의 상황에서 통수단을 통한 확산이
게 나타나지 을 가능성이 다. 또한 장기 생 시설, 감 , 보호소 등의 경우
COVID-19 초기라는 시기적 제한성이 나타 것이 원인일 수 있으나 외부와 차단된 시설
이라는 것을 고 할 때, O 가이 라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 할 수 있다.
, O 가이 라인에서 ‘기타 유형을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하여 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O 가이 라인에서 기타 유형은 과도하게 은 상황을 하고
있다. 예 , 장, , 사적 임 등을
하고 있으며, 의 유형이
단
감염으로 이어 수 있는 상황임을 고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가장 이 가 되었던 신 지
(예 ) 사례와 의 주점(사적 임), 구로 소
터( 장)는
단감염으로 대대
적인 보도가 이어졌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 한 점에서 때 다양한 유형
을 기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를 화하여 지 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
하다.
, 단감염을 소화하기 위한 력이 필요하다. COVID-19의 단감염사례가 나타
성남시의 경우에 제생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인력의 단감염이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의료시설 감염은 의료인력이 장시간 병원 에 체 한다는 것을 고 할 때, 장기간
감염의 가능성에 된 환경에 상주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외에도
병원 에는 입원 환자의 간병인, 간병을 위한 가족 등 비의료인력도 함되어 있으며 이들
또한 특 한 이동 이 병원에 체 하는 경우가 이 나타나 의료시설 감염병이 발생하
는 경우 단감염의 가능성이 상 하는 상황이 되 로, 비의료인력의 병원 체 시간의
소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 이동으로 이동경로 이 가능한 경우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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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자 간
크 등으로 병의 파급경로를 보완적으로 파 하는 방 을
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제 하고, 방역대책을 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시기에
COVID-19로 인한 점 등으로 은 상인이 해를 보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상호를 명확하게 개하여 시민의 감을 사례가 나타나
업종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제 이 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체인화 의점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 방문하는 장소이며, 일반 국민도 번하게 방문하는 장소이나 의
점에 체 하는 시간은 균적으로 2 이 로 O에서 가이 라인으로 제시하는 1 에
크게 미치는 시간이며, 의점
으로 COVID-19가 전파된 사례는 아 보고되지
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지 인이었던 과 시 확진자는 의점에서 장시간 무하였
으나 그로 인한 확진자는 나타나지 다는 점을 고 하면 방문 장소의 특수성을 이해하
고 적절한 방역조치 및 정보 개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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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않

내

WH

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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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직

교

천

않았

편

근

려

공

야

Ⅴ. 결론

경기도는 도로, 철도, 만,
등 다양한 통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
외 지역의 이 용이함과 동시에 병의 확산 또한 게 퍼 수 있는 단점도 상
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이 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지역이다. 연
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월 지 경기도 COVID-19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기초하여
확진자의 유형과 이동 특성에 대해 하고 그 시사점을 제 하는 적을 었다. 2
명의 확진자로부터 파 된 이동경로는 2, 11건이며, COVID-19 확진 이후 격리병원으로
후송될 때 지 균 11건의 이동경로가 파 되었다.
연구에서 구 한 자료에 기초하여 한 결과, O 가이 라인의 가족, 지역사
회, 장기 생 시설, 감 , 보호소, 호 등, 의료환경, 통수단, 기타(예 ,
장, , 사적 임 등) 유형에 해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연구에서는 이 유형들
중 가족, 지역사회, 의료환경, 기타(예 , 장, , 사적 임 등)가 부 되었다.
가지 유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 되었다. 먼저 O 가이 라인에서 제시
된 유형 중 국 에서 나타나지 는 장기 보호시설, 감 등의 유형과 통수단 유형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들의 예시가 은 유형을 하고 있는 , 이것이
히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증되는 바, 이를 주 유형으로 아 대응 지
항

내

항공

접근

교

질

존

빠르

질

폭

4

갖춘

까

내

분석

악

까

②

학교

분석

활

①

옥

스텔

모든

③

WH

③

두

당

⑤

내

37

①

⑤

배당

직

본

배당

직

학교

모

WH

않

옥

’ 항목

잘

드

④교

출

려

데 목

악

축

모

공

6

평

본

본

많

실

각

3

드

교

포괄

데

삼

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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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확진자 방문장소의 특수성을 파 하고 그에 적 한 대응
을 하는 것이 사회적 을 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심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로 확진
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로 상 의 해예방, 확진자
의 개인정보 등의 개 수준이 상이하여, 지역 이터의 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동경로 개의 정확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확진자의 동 (자 등)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거주지로 정되는 지역의 주민 터로 치환하여 연구에서 한 일
부 경로에 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월 일부터 이터가 제되어, 부 시와 광명
시의 확진자 정보는 함하고 있지 아 경기도 전체를 파 하지는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은 건
이동경로와 확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파 에 한
계가 있으 로, 후에는 확진자 간
크 등을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 필요가 있다.
악

혼란

합

줄

본

각

각

각

별

공

별 데

별

권

피

질

각

공

선

추

센

오

5

포

않

분석

므

질

추

3

데

분석

삭

악

물 내

네트워

본

택

천

못

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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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확진자 방문장소와 빈도(전체)
업종
집
종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도시철도 운송업
일반의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공항 운영업
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업
버스정류장
기독교 단체
일반 병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손해 보험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대형 마트
보육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주점업
공영 우편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국내은행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지상파 방송업
두발 미용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도료 도매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백화점
서양식 음식점업
한의원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연마재 제조업
․

빈도
835
247
179
98
86
77
64
60
44
40
37
36
30
27
25
21
20
19
18
17
16
16
15
14
12
12
12
11
10
9
9
9
8
7
7
7
6
6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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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철도 여객 운송업
영화관 운영업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수의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지방행정 집행기관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여관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일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가정용 세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가정용 세탁업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건강 보험업
고속도로휴게소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법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치킨 전문점
기타 미용업
육류 소매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한식 면요리 전문점
가전제품 소매업
경영 컨설팅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빈도
5
5
5
4
4
4
4
4
4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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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 일반 공공 행정
노래연습장 운영업
마사지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온라인 교육 학원
욕탕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일반 교과 학원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조리 반찬류 소매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중학교
초등학교
치과의원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통신기기 소매업
화초 및 식물소매업
알 수 없음
Total

<부록 2> 가족 간 전파 유형의 확진자 방문장소와 빈도
업종
집
종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슈퍼마켓
기독교 단체
일반 의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도시철도 운송업
일반 병원
노래방 운영업
체인화 편의점
커피 전문점
도료 도매업
보육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한식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빈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82
2,611

빈도
110
30
24
20
17
16
14
13
11
10
9
9
8
5
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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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공항 운영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서양식 음식점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두발 미용업
버스정류장
수의업
온라인 교육 학원
자동차 전문 수리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국내은행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백화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일반 교과 학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중식 음식점업
지방행정 집행기관
알 수 없음
Total

빈도
4
4
4
3
2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2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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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타(예배당, 직장) 유형의 확진자 방문장소와 빈도
업종
집
체인화 편의점
종합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산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슈퍼마켓
기독교 단체
도시철도 운송업
버스정류장
한식 일반 음식점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일반 병원
일반 의원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독서실 운영업
커피 전문점
가정용 세탁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고속도로휴게소
육류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알 수 없음
Total

빈도
57
18
15
14
9
9
8
8
8
4
3
3
3
3
3
2
2
2
2
1
1
1
1
1
1
1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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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cal Issues to Analyze the Disseminating
Patterns of COVID-19
: Focusing on Gyonggi Province in Korea
Park Hyunjun, Im Ryunghyeok, Cho Yongrae

Abstract

COVID-19, which started in Wuhan, China,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and spreading
to local communities is progressing at a rapid pace throughout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jointly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laws
enacted after the MERS in Korea. In particular, they are used for classification of
confirmed cas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suggested by WHO. This study conducted
a migration path analysis based on the migration path data of 237 COVID-19 confirmed
patients in Gyeonggi-do from January to April 2020, and classified the confirmed
patients by type according to WHO guidelines. By standardizing the places visited by
the confirmed patient based on the KSIC,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ute of movement of the confirmed patient and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n the future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ath of movement of the confirmed patients, Household
and community, Healthcare settings, and other types are concentrated, and long-term
protection facilities, prisons, and other types of Public or shared transport according
to the WHO guidelines have not been found. the example types of'other' in the current
WHO guidelines rather correspond to the situation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ypes of place of worship, workplaces, and private social events as the main types
and use them for futur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Key words :

COVID-19.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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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
정도범*
초록

오늘날 ,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창업보다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술기반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기술기반창업 여부가 창업자의 인식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금 및 교육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기반창업에 속하는 창업자가 생계형 창업에 비해
직업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직 의사도 낮았다. 그리고 기술기반창업이 생계형 창업보다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창업기업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활용한 기업들은 대체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공한 창업 교육의 경우에도 창업자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기술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해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기술기반창업 직업 만족도 이직 의사 고용 창출 정부의 창업 지원
:

,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dbchung@kisti.re.kr

98 ∙ 과학기술정책 | 제3권 제2호(2020.12.)
Ⅰ. 서론

오늘날, 대기업의 고용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써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정도범 외, 2019).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업
과 신산업·시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창조경제’를 강조하였으며, 2017년 문
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26일에 중소기
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창업 육성과 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으며, 창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안태욱 외, 2019).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의 창업기
업은 2016년 119만 177개에서 2018년 134만 4,366개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 다
소 감소한 128만 5,259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기업이 증가하여 창업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창업의 유형을 고려했을 경우 여전히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
다. 생계형 창업은 보통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하는 비자발적인 창업으로, 주로 저개발 국가
에서 관찰되고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윤숙 외, 2018).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창업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25.9%(33만 3,246개), 부동산업이 21.8%(27만 9,797
개),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4%(18만 5,116개) 등 생계형 창업이 약 82.8%를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생계형 창업과 비교되는 기술기반창업의 경우 [그림 1]에서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체 창업기업 대비 약 17.2%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창업을 기반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이루어지는
창업 생태계가 아직까지 원활하게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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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6~2019년 창업기업 동향

(단위: 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기반창업은 OECD와 EU의 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창업을 통
해 변화·혁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식(기술)
을 강조하는 기술기반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배창환·김병근, 2017; Bailetti, 2012). 물
론, 기술기반창업도 실패할 위험이 크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
만,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 진출에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강경남·이
윤식, 2006; 이윤숙 외, 2018). 따라서 생계형 창업보다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
술기반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아
직까지도 대부분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
업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기반창업에 대해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계형 창업과 기술
기반창업으로 구분하였고, 기술기반창업 여부가 창업자의 인식(직업 만족도, 취업희망 여부)
및 고용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기반창업을 촉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창업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금 및 교육 지원 등을 받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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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
였고, 기술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창업에 관한 연구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창업 활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창업을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고용 및 경제적 부가가치 등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창업은 단순히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 경제의 발전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구정화·한진수, 2016). 이와 같이 창업 활동의 중요성
이 강조됨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창업 의도나 의지 등을 살펴보는 다양한 연
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자의 특성 중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
해 주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였지만, Schumpeter(1934)가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를 제시한 이후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었다. Miller(1983)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이란 3가지 개념을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Covin and Slevin(1989)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
보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
하였다. 또한 Shane and Venkataraman(2000)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
는 능력을 기업가정신의 필수적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잠재적 기업가는 이 기회를 잘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Bruyat and Julien(2001)은 불확실한 환경
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등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연관하여 많은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실증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 시발점이 되는 단계인 창
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김재형, 2018; 배병윤·이주헌, 2018; 윤
남수, 2012; Kropp et al., 2008). 최근에는 기업가정신과 함께 개인적 특성과 역량, 사회
적 환경, 창업 교육 및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창업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구정화·한진수, 2016; 배병윤·이주헌, 2018; 이준범, 2019; 정유선·
정화영, 2018; Wyrwich et al., 2016; Zhang et al., 2014).
그리고 적극적인 창업 육성을 위해 실제 창업 후 기업의 성장이나 성공요인, 성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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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역량은 창업을 준비
하는 단계부터 기업의 성공 및 실패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용희 외, 2015). Chandler and Jansen(1992) 및 안태욱 외(2019)는 창업자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창업기업의 성과와 큰 관련이 있
다고 설명하였고, 심용호 외(2018)는 창업자의 역량과 창업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 경쟁
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은 창업 의도부터 창업기
업의 성장 등 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Zahra and
Covin, 1995). 하지만 창업은 직접 실현하여 성공하기까지 많은 난관에 직면하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현호 외(2017)는 창업기업의
초기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금을 언급하였고, 빈봉식·박정기(2002)는 창업자의
특성과 함께 사업아이템 선정, 자금조달 및 경영관리(생산관리, 마케팅 등)가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Box(2008)는 창업기업의 규모 및 업력이 생존과 크
게 관련이 있고 경제적 위기 등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가 기업의 생존율을 감소시킨다고 주
장하였으며, Acs et al.(2007)은 창업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인적 자본이 기업의 생존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 창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보통 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도 한다(이윤숙 외, 2018; 조태현, 2004; Andersson and
Noseleit, 2011). 반면, 창업기업의 고용률은 매우 낮으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효과
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Fairlie and Miranda, 2017). Fritsch(1997)는 창
업기업 설립 시 고용 창출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고용 변화에 부정적이라고 제시하였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Wagner(1997)는 소규모의
창업기업은 대기업보다 보수나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교육훈련의 기회도 적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Shane(2009)은 전형적인 창업기업은 혁신적이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거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됨에 따라, 창업기업
의 유형을 구분해 고용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Schoar(2010)은 생계형
창업(subsistence entrepreneurship)과 변혁적 창업(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
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Baptista and Preto(2011)는 기술기반창업
이 다른 유형의 창업보다 미래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김정홍 외(2015)
의 경우에도 기술기반창업 여부, 수도권 소재 여부 등이 고용 창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정해준 외(2019) 역시 지식재산기반창업을 증진시키는 것이 고용 창출을 위
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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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전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생계형 창업, 기술기반창업과 같이 창업기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술기반창업

기술기반창업(technology-based startup)이란 기술이나 지식의 집약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을 의미하며, 기술과 혁신, 창업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명
종·주영진, 2019). 이와 비슷하게, Cooper and Bruno(1977)는 과학자나 엔지니어에 의
해 설립되어 연구개발(R&D)을 강조하고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중점을 두는 창업으로
언급하였으며, 양수희 외(2011)도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혁
신 활동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기
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을 기술기반창업으로 정의하였고, 기술기반업종에는 제조업
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해당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술기반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달
리, 기업에서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혁신성이 높은 창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술기반창업과 관련하여 신기술기반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s), 벤처기
업, 지식재산기반창업 등과 같이 일부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김정홍 외, 2015; 이명종·주영진, 2019; Almus and Nerlinger, 1999).
기술기반창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관점에서 기
술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체
에 관심을 가졌다(정두희 외, 2019; Barney, 1991). 즉, 기술기반창업의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자원과 역량의 축적 및 활용을 계획하는 기술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을 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Zahra, 1996). 정병옥·서영호(2017)는 초기 창업 단계에
서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강조하였으며, Mann and Sager(2007)도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
술) 여부가 기술기반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기반창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보유
하고 있어도 실제 사업화되어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병옥·서영호(2017)는 경영관리 역량이 창업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기술 역량과 함께 관리 역량까지 고려하는 기업가 역량이 점차 강조
되고 있다(이창영 외, 2016; Chandler and Jansen, 1992). 황정미·김병근(2018)도 새롭
게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사업화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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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젝트 관리 등의 관리 역량이 기술기반창업의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주요한 동인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권미영·정해주(2012)는 기업가 역량과 기술 역량뿐만 아니
라, 기업의 상황에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술기반창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창업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고, 창업자가 창업에 대해 실제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부
족하였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창업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응답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권미영·정해주, 2012; 최종열, 2013; 황정미·
김병근, 2018; Stam and Elfring, 2008). 따라서 기술기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 만
족도나 이직 의사 등과 같은 창업자의 인식을 살펴보거나 창업기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
으로 측정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3. 정부의 창업 지원

우리나라는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를 활용하여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
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지속적
으로 창업률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19년 8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 7(기
술창업 활성화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97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법이 존재한다. 하
지만 이러한 창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기반창업이 여전히 미흡하여, 제4차 과학기
술기본계획에서는 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술기반창업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고급인력을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재직자, 일반인 등
으로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업 이후 성장에 어려움
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투자 강화, 민간자본 유입 등을 통해 창업
환경을 개선 중에 있다.
주요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창업 단계에 따라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가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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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내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연계·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등 다양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행사·네트워크 등과 같은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신생 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고, 기존의 기업들과 경
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기술)들도 모두 보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이문성 외, 2015;
Kaufmann and Todtling, 2002). 그리고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을 살펴봤을 때 창업 초기
에 폐업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또 다시 폐업 위험이 높아
지기 때문에, 창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창업 지원 정책 및 전략이 요구된다(정영순·송영경,
2008).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안태욱 외(2019)는 창업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창
업지원제도의 활용이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창업기업은
창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경희(2020)도 창업지원제도가 창업 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창업 준비 단계에서 창업자의 부족한 경
험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 멘토링 지원이 필요하고 성장 단계에서 창업 자금 지원이 중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우수한 내부 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윤정 외(2018)
의 결과도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남표·권
영주(2018)는 정부의 창업 컨설팅 지원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과에 효과가 없다고 제시하였
고, Svensson(2007)도 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한 벤처기업의 특허가 사업화될 확률이 낮
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정부의 창업 지원이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나 우수한 기업보다는 생
존이 절실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역선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김근희·곽기호, 2018).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원) 등의 창업 교육과 관련해서도 일
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 프
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 의도를 높이는 등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
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박광오, 2014; 정덕화, 2018; 정유선·정화영, 2018;
Souitaris et al., 2007). 김선우 외(2015)도 기술기반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이공계 대상
의 창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창업 교육이 창업자의 창업 역량
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창업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Oosterbeek et al., 2010). 일부 연구들은 창업 교육이 아직까지 창업 전반에 대
한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 문제해결 역량 등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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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김지영 외, 2017; 정도범 외, 2019; 허선영 외,
2017). 특히, 정도범 외(2019)는 창업 교육이 창업에 필요한 역량 등을 체험하기보다 단지
창업 관련 이론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창업 교육의 실효성을 지적하였다. 창업은 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양 수준이 아닌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이처럼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창업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인식(직업 만족도, 취업희망
여부)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
의 연구들은 창업을 크게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업으로 구분하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구분된 창업의 유형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기반창업이 생계형
창업에 비해 미래의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창업
자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반창업 여
부가 창업자의 인식과 고용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들
이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실제 창업자를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나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희망 여부 등과 같은
창업자의 인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도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응답이 아닌, ‘종업원 수’를 측정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기술기반창업이 생계형 창업보다 창업자의 인식(직업 만족도, 취업희망 여
부)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자금이나 교육 등 창업 지원의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실제 창업자 중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창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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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구방
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이하 ‘YP’)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YP 데이터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고용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고,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15~29세의 청년 표본(10,206개)을 구성하여 추적 조
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2013년부터 가장 최근 공개된 2018년까지의 데이터(61,236개)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실제 창업자이기 때문에, 61,236개의 데이터 중에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 사업체를 보유한 비임금근로자를 선택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가업이어서 처음부터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졌을 경우에는 제외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이 ‘무응답’과 ‘모름’, ‘응답거절’ 등과 같이 결측값인
경우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증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1,316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그림 2] 연도별 창업기업(전체 vs. 신규) 수

[전체 창업기업 수]

자료: 청년패널조사 데이터 활용

(단위: 개)

[신규 창업기업 수]

참고로 [그림 2]는 1,316개 데이터의 대략적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창업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전체 창업기업(기존+신규)을 살펴보면 2013년 168개에서 2018년 2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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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술기반창업도 2013년 36개에서 2018년 71개로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연도별 신규로 창업한 기업 수를 살펴봤을 때 2016년 43개에
서 2017년 26개로 크게 감소하였고, 신규 기술기반창업의 경우에도 2016년 11개에서
2017년 3개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창업기업 수는 폐업 등으로
인해 신규 창업기업 수를 더한 값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2017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262개로 2016년 전체 창업기업 229개와 2017년 신규 창업기업 26개를 더한 값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는 추적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응답거절’ 등과 같이
결측값으로 제외되었던 창업자가 다시 응답하는 등 데이터가 일부 불균형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변수 구성

먼저, 본 연구는 기술기반창업 여부가 창업자의 인식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변수를 구성하였다. 창업자의 인식은 크게 창업기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희망 여부(이직 의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직업 만족도’와 ‘취업희망 여부’, ‘종업원 수’로 설정하였다. ‘직업 만족도’는 “현재 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란 문항에 대해 1점(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취업희망 여부’는 “앞으로 다른 직장에 임금근
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합니까?”란 문항에 대해 일자리가 있으면 취직하거나 일정 금액 이
상의 월급을 준다면 취직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1, 전혀 취직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수’는 고용 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을 제외
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된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다. 즉, ‘종업원 수’는 종업원이 없을 경우 0
으로 측정하여 0 이상의 정수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업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기술기반창업 여부’로
설정하였다. ‘기술기반창업 여부’는 창업기업이 기술기반창업일 경우 1, 생계형 창업일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기술기반창업은 OECD와 EU의 기준에 따라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대분류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중분류에서 사
업 지원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을 기술기반창업으로, 나
머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하였다(박대한 외, 2019).
그리고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연령’, ‘최종학력’, ‘업력’, ‘근무환경’, ‘주당 근무시간’,
‘연간 매출액’, ‘년도 더미’ 및 ‘지역 더미’로 설정하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별’은 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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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1, 여자일 경우 0으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조사년도 출생년도 + 1”로 측정하
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학위 이상으로 구분하여 1점(고졸
미만)부터 5점(석사학위 이상)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업 측면과 관련하여 ‘업력’은
“조사년도 창립년도”로 측정하였으며, ‘근무환경’은 근무하는 주된 장소가 나의 사업장일
경우 1, 거리, 야외, 운송수단 등의 기타 장소일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정규와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고, ‘연간 매출액’
은 연간 매출액(만원)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참고로, 적은 금액이라도 매출이 발생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0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년도 및 지역의 차이가 분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년도 더미’와 ‘지역 더
미’를 포함하였다. ‘년도 더미’는 2013년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으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대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지역 더미’는
창업자의 거주 지역을 크게 16개 시도로 구분하였으며, 서울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1>은 기술기반창업 여부가 창업자의 인식 및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였다.
–

–

<표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직업 만족도
1,316
3.679
0.618
1
취업희망 여부
1,316
0.134
0.341
0
종업원 수
1,313
1.283
2.584
0
성별
1,316
0.620
0.486
0
연령
1,316
34.489
3.825
24
최종학력
1,316
3.050
0.877
1
업력
1,316
3.639
3.419
0
근무환경
1,316
0.838
0.368
0
주당 근무시간
1,316
51.757 13.088
4
연간 매출액
1,316
8.801
0.963
5.521
기술기반창업 여부
1,316
0.239
0.427
0
주: ‘년도 더미’와 ‘지역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지만, 표시하지 않음

최대값
5
1
40
1
41
5
24
1
112
16.118
1

그 다음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문항을
살펴보았다. 자본금 조달과 관련하여 정부 보조에 관한 문항을 통해 ‘정부의 자금 지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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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 1,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여 연도별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부의 창업 교육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객관식으로 측
정된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 방법’에
관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추적 조사가 진행된 YP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즉,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
행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YP 데이터는 개체별 추적 기간이 매우 다른 불균
형(unbalanced) 패널이기 때문에, 먼저 Pooled OLS 분석과 패널 데이터 분석 중 어느 것
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양오석, 2013). 이에 따라 Breusch-Pagan 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Pooled OLS 분석보다 패널의 개체 특성을 고려한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추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 분석은 오차항의 추정 방법에 따라 고정효
과(fixed-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effects) 모형 등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YP 데이터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고, 확률효
과 모형의 경우 성별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의 추정 계수를 식별할 수 있
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19). 또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서도 고정효
과 모형보다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패
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술기반창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직업 만족도’, ‘취업희망 여부’
및 ‘종업원 수’와 같이 3가지이다. 종속변수 중에서 ‘직업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확률효과 모형을
OLS로 추정하게 되면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패널 GLS
회귀분석은 그룹 간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추정량
을 구하는데 사용된다(민인식최필선, 2019). 또한 0과 1로 구성된 이진 변수인 ‘취업희망
여부’는 비선형 회귀분석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 잘 알려진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업원 수’의 경우 0 이상의 정수 형태로 측정되어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표 1>과 같이 포아송 분포에 내재된 ‘평균=분산’이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과잉 분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종속변수의 분산이 매우 큰 경우에는
포아송 회귀분석보다 음이항 회귀분석이 더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므로(정도범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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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패널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
지 연도별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 방법’에 대해서는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빈도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빈도 분석만을 수행한 이유는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빈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Ⅳ. 분석 결과

먼저, 기술기반창업 여부가 창업자의 인식(직업 만족도, 취업희망 여부)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변수들에 대해 <표 2>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업원 수’와 ‘연간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령’과 ‘업력’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37, ‘주당 근무
시간’과 ‘기술기반창업 여부’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33로 나타났다. 즉, 모든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 계수가 전체적으로 0.4 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을 살펴봤을 때에도
모든 변수들의 VIF가 10 미만으로 매우 작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Cohen et al., 2003). 또한 패널 데이터 분석 시 오차항에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Woodridge test를 통해 1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Woodridge, 2002), 본 연구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
여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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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1
1
2 -0.31 1
3 0.11 -0.08 1
4 0.01 -0.02 0.11 1
5 0.06 -0.10 0.04 0.09 1
6 0.12 -0.03 0.14 0.02 -0.05
7 -0.01 -0.02 0.03 0.12 0.37
8 0.04 -0.07 0.10 -0.03 0.03
9 -0.04 -0.09 0.01 0.02 0.03
10 0.15 -0.13 0.40 0.28 0.16
11 0.14 -0.05 0.16 0.04 0.02

6

1
-0.14
0.10
-0.05
0.06
0.23

7

8

9

10

1
-0.01 1
-0.05 0.13 1
0.14 0.14 0.06 1
-0.02 0.03 -0.33 -0.01

11

1

주1) 1: 직업 만족도, 2: 취업희망 여부, 3: 종업원 수, 4: 성별, 5: 연령, 6: 최종학력, 7: 업력, 8:
근무환경, 9: 주당 근무시간, 10: 연간 매출액, 11: 기술기반창업 여부
주2) ‘년도 더미’와 ‘지역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지만, 표시하지 않음

<표 3>은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델 1-2는 ‘직업 만족도’에
대해 GLS 회귀분석을, 모델 3-4는 ‘취업희망 여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그리고
모델 5-6은 ‘종업원 수’에 대해 음이항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참고로, 모델 3-4에서
는 표본 수가 1,301개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더미’까지 포함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
업희망 여부’가 모두 0이나 1인 일부 지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델 1, 3, 5는
통제변수만을 분석하였고 모델 2, 4, 6에서는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기술기반창업
여부’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생계형 창업 대비 기술기반창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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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패널 데이터 분석

구분
(상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업력
근무환경
주당 근무시간
연간 매출액
기술기반창업 여부
표본 수
그룹 수
R-square
Log likelihood
Wald chi2

직업 만족도
취업희망 여부
종업원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2.665*** 2.610*** 5.433** 5.535** -0.962 -0.904
(0.287) (0.284) (2.018) (2.005) (2.133) (2.379)
-0.011 -0.013
0.352
0.334
0.428** 0.449**
(0.053) (0.052) (0.364) (0.360) (0.139) (0.138)
0.001
-0.001 -0.085† -0.080† 0.004
0.006
(0.007) (0.007) (0.046) (0.046) (0.018) (0.018)
0.054†
0.028
-0.169 -0.074 0.222** 0.171*
(0.028) (0.028) (0.190) (0.195) (0.075) (0.077)
-0.009 -0.009
0.029
0.030
0.020
0.009
(0.007) (0.007) (0.048) (0.047) (0.016) (0.016)
0.066
0.061
-0.484 -0.448 0.219† 0.205†
(0.051) (0.051) (0.369) (0.367) (0.121) (0.120)
0.001
0.003† -0.031* -0.036** 0.004
0.008†
(0.002) (0.002) (0.012) (0.012) (0.004) (0.004)
0.075*** 0.076*** -0.509** -0.514** 0.457*** 0.443***
(0.020) (0.019) (0.164) (0.163) (0.039) (0.040)
0.229***
-0.746†
0.547***
(0.061)
(0.431)
(0.153)
1,316
1,316
1,301
1,301
1,313
1,313
464
464
459
459
461
461
0.096
0.118
-433.79 -432.26 -1631.15 -1624.53
79.82*** 95.54*** 45.56* 47.86** 205.35*** 216.41***

주1) 변수의 계수(coefficient) 값을 제시하였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임
주2) ‘년도 더미’와 ‘지역 더미’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였지만, 표시하지 않음
주3) † p<0.1, * p<0.05, ** p<0.01, *** p<0.001

분석 결과, 모델 2에서 기술기반창업 여부는 직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또한 모델 4에서 기술기반창업 여부는 취업희망 여부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모델 6에서 기술기반창업 여부는 종업원 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를 통해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창
업에 속하는 창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훨씬 높고, 적합한 일자리가 생길 경우에도 이직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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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얻거나 원하는 결과
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정대용·한관섭, 2012; Vroom,
1964).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창업에 비해 기술기반창업에 속하는 창업자는 자신
이 보유한 기술을 실제 활용하여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및 동기부여로
인해 직업 만족도가 높고 이직 의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술기반창업이 생계
형 창업에 비해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김정홍 외, 2015; 정해준 외, 2019; Baptista and Preto, 2011).
다음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에서 연도별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은
2017년 6개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개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
원을 활용하였다. 즉,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을 약 1.4%로 매우 낮게
나타나, 창업기업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을 크게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6년간 생계형 창업은 10개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기술기반창업
은 9개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생계형 창업이 기술
기반창업보다 기업 수가 훨씬 많으므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생계형 창업(약 1.0%)보다 기술기반창업이 약 2.9%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적은 표본 수로 인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전체 창업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
봤을 경우 6년간 17개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
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주로 정부의 자금 지원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창업 초기에 자금 및 역량이 부족하여 폐업 위험이 높기 때문에(정영순·송영경, 2008;
Barr et al., 2009),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역시 적은 표본 수로 인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많은 데이터
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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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
구분
전체
창업기업

생계형
창업

기술기반
창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수
정부의
자금 지원
활용
비율
기업 수
정부의
자금 지원
활용
비율
기업 수
정부의
자금 지원
활용
비율
기업 수
정부의
자금 지원
활용
비율

(단위: 개,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68
176
190
229
262
290 1,315
3

1

0

4

6

5

19

1.8
132

0.6
139

0.0
142

1.7
168

2.3
200

1.7
219

1.4
1,000

1

0

0

2

4

3

10

0.8
36

0.0
37

0.0
48

1.2
61

2.0
62

1.4
71

1.0
315

2

1

0

2

2

2

9

5.6
108

2.7
105

0.0
107

3.3
143

3.2
166

2.8
161

2.9
790

2

0

0

4

6

5

17

1.9

0.0

0.0

2.8

3.6

3.1

2.2

주) 전체 자본금 중 일부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자금 지원 활용에 포함하였음 (응답거절,
모름 등 제외)

<표 5> 및 <표 6>은 2018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각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 방법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5>를
살펴봤을 때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창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창업자가 11명(3.8%)으
로 매우 적었다. 즉, 창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
다. 또한 <표 6>의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 방법에 대한 객관식 응답에서도 공공창업 교
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은 경우가 11명(3.8%)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을 위해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이 88명(30.5%), 혼자서가 88명(30.5%),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이 68명(23.5%)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을 거의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을 위해서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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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교육센터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 향후 정부의 창업 교육 지
원과 관련하여 창업자들이 왜 활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창업 교육의 실효성(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5>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수 여부
구분
창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창업훈련을 받지 않았다.
합 계

빈도
11
279
290

<표 6>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 방법
구분
공공창업 교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음
민간 컨설팅회사(프랜차이즈 등)에서 창업 교육을 받음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을 받음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
혼자서
합 계
주) 2018년 290명의 응답자 중 응답을 거절한 1명 제외

빈도
11
13
21
68
88
88
289

(단위: 명, %)

퍼센트
3.8
96.2
100.0

(단위: 명, %)

퍼센트
3.8
4.5
7.2
23.5
30.5
30.5
100.0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생계형 창업과 비교하여 기술기반창업의 효과 및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
련된 실태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기업 중에서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기반창업에 속하는 창업자의 인식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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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반창업에 속하는 창업자가 생계형 창업보다 직업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의 이직 의사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계형 창업이 고용 악화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하는 비자발적인 창업이므로, 직업 만족도가 낮고 적합한
일자리가 생기면 취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술기반창업은 생계형 창업보
다 창업자가 자발적인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혁신 추구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활동을 하므로, 직업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연
구들이 주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의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업을 구분하여 직업 만족도 등 실제 창업자의 인식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술기반창업은 생계형 창업보다 종업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창업은 개인 차원의 만족과 국가 차원의 고용 창출에 모두 기여하므로,
기술기반창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 악화와 청년 실업을 위한 방
안으로 창업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기반창업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단지 창업 촉진을 강조하기보다 기술기반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술기반창업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창업 후 창업자의 인식이나 창업기
업의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기
반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창업기업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활용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대체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활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초기나 중기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으므로(김근희·곽기호, 2018),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정부의 자금 지원
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을 위해 정부의 창업 교육 등을 활
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지식)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공공창업 교육센터의 창업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
는 창업 교육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창업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의 창업 교육이 아직까지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 머무
르고 있어 전문성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김지영 외, 2017; 정도범 외,
2019; 허선영 외, 2017).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업 자금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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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수집한 61,236개 데이터 중에서 선별을 거쳐 총 1,316개 데이터만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특히,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빈도는 20 미만으로, 그 표본 수가 매우 적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의 연령을 살펴봤을 때 24~41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구
성된 청년 표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 중반
부터 40대 초반까지 일부 연령에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을 명확히 청
년층으로 제한하거나 20대, 30대, 40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정부의 창업 지원만을 살펴보았는데, 향후 정부와 민간의 창업 지원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창업 정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YP 데이터
라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제약으로 인해 창업 관련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
했는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인식(직업 만족도, 취업
희망 여부)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업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창업 활성화를 위
해 개선 방향 및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
해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2. 향후 연구방향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등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업 의도가 있어야 하고 창업 의도는 창
업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지만(배병윤이주헌, 2018; Krueger et
al., 2000), 실제 창업 활동은 결코 쉽지 않으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한다.
즉, 이용 의도나 구매 의도 등과 달리, 창업 의도는 창업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에 관한 연구들도 필요하지만, 실제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기술기반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창업자의 인식
이나 고용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반창업에 관한 기존
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의 성장 및 성과 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기술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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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기반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기술의 우월성과 전문성, 노하우가 기술기반창업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신동평 외, 2018), 의사결정나무, 머신러닝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생계형 창업과 기술기반창업에 속한 창업자들의 특성이나 기타 요인
등을 분류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기술기반창업에 속하는 창업
자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요인들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창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창업 시 고려(애로)사항 및 과거의 실패 원인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제 창업자의 특성
과 노하우 등 간접적인 경험의 공유를 통해 기술기반창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 실태조사’,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
업정밀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꾸준한 추적 조사를 통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생존율 및 성과를 분
석하여 자금 지원의 실효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우수한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실한 창업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의 영
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대부분 예비·초기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김근희·곽기호, 2018; 신동평 외, 2018), 창업 후 3년이 지나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
는 기업들의 생존율과 자금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창업 지원을 비교·분석하여 정부
의 창업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
부의 창업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제공한 창업 교육을 활용한 창업자의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의 창업 교육을 강조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창업자보다는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를 연구 대상으
로 선택하였으며, 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호의
적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 교육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자들
․

기술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 ∙ 119

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방향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기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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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based Startup,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Chung Dobum

Abstract

Today,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startups, but when looking at the type of
startups, the proportion of necessity-driven (subsistence) startup is still high.
Accordingly, efforts are needed to support and foster technology-based startups that
drive future economic growth rather than necessity-driven startup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echnology-based startup on entrepreneurs’ awareness and job creation,
and examined the status of entrepreneurs who received funding and education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I collected Youth Panel data fro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used the data from 2013 to 2018. As a
result of analysis, entrepreneurs belonging to technology-based startup not only had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necessity-driven startup, but also had low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echnology-based startup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creation than necessity-driven startup.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startups rarely utilized the government’s fund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startups used were mostly within three years of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startup
educ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frequency of use by entrepreneurs was
very low. Theref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actual entrepreneur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echnology-based startup and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Key words :

Technology-based startup,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Job
creation, Government’s startup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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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스템 지체분석에 따른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융합방안 연구
김상광*
초록

국가혁신체제(NIS)의 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특허와 기술이전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R&D
의 기술사업화 지연, 특구내 네트워킹 부족, 유니콘 기업 부재로 대전 지역혁신체제(RIS)와 괴리되는
‘시스템 지체(System Lag)’를 겪고 있다. 시스템 지체 분석결과, 우선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과
입지규제로 ‘제도 지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처 중심의 조직·인력·예산 배분체계로 수직적인 위계가
강하고 , 기술공급자 주도의 기술사업화로 ‘거버넌스 지체 ’를 겪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부족, 앵커기업 부재 등 ’파괴적 혁신’이 촉발되지 못하는 ‘경영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 시사점으
로 NIS와 RIS의 융합모델로서 코로나 PCR 분자진단 등 K-바이오 모델과 AI 융합 클러스터 모델,
기술수요자 기반 유니콘 기업육성 , 중앙부처와 대전시의 협력거버넌스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혁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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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는 2005년에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를 구성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에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개발의 중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대덕특구는
2018년 기준으로 면적 67.4㎢, 26개 정부출연연구소, KAIST, 충남대 등 7개 대학,
연구인력 약 75,000명,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충남대 등 7개 대학, 약
2,000개의 벤처기업, 중이온가속기가 입주하는 둔곡신동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허 약 95,000건, 기술이전 1,600여건 등 국내 R&D의 메카를 형성하고 있다(연구
개발특구진흥재단, 2020).
대덕특구는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입국을 목표로 컬러TV 수상기 개발, 전자교환기
TDX 개발, 인공위성 우리별 발사, 하나로 원자로 등 핵연료 국산화, 16M DRAM 개발,
CDMA 상용화 및 WIBRO 개발 등 이정표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 2018년 IMD 국가경쟁력에서 과학인프
라는 7위, 기술인프라는 14위 등을 차지하는 등 개도국의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선진
국의 창조적 기술개발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권성훈, 2018; KISTEP, 2019).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대덕특구는 약 8.3조 원의 정부 R&D 예산(출연연 5.4조 원, 기업
1.8조 원)이 집중되었다1).
그러나 그동안 대덕특구는 세계적 수준의 GDP 대비 R&D 예산의 집중으로 국내
특허와 기술이전 등 양적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
파괴적 혁신의 성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문창용, 2013; 이민화,
2018; 정경석, 2018; 최인호 2020).
또 다른 문제로서는 대덕특구는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가 분리되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이 부족하여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지 못하는 ‘시스템 지체(System Lag)’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황
혜란, 2012; 이장재·안승구, 2019; 신동호, 2019). 혁신 클러스터로의 시스템 지체 원
인은 대덕특구가 격리된 섬과 같이 국가 R&D 체제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시장형 클
‧

․

1) 한국의 2018년 총 연구개발비 지출은 약 87.7조 원 규모로 GDP 대비 4.53%(세계 2위)이며, 이 중 정부
R&D 예산은 21.4% 인 약 19.7조 원으로 세계 1 위이고 , 민간 R&D 지출은 78.6%인 약 66조 원 규모
이다 . 2020 년 기준으로 R&D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8조 2,597억 원이 대덕특구의 정부출연연구소
에 배정되었다. 연구분야는 기초연구가 32.7%, 응용연구는 21.5%, 개발연구는 45.8% 수준이다 (KIST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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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로 진화하지 못하고, 대전과 세종 등 지역의 RIS와 상호작용이 부족하였기 때문
이다.
그동안 대덕특구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혁신클러스의 유형과 진화단계 분류(기영석,
2004; 강병수, 2004; 강현수, 2006), 혁신클러스터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탐색(정영
철·정선양, 2015; 신동호, 2019), 국가 R&D성과의 기술사업화 연구(조현정, 2019; 안
승구 외, 2020), 대덕특구 시스템 전환(황혜란, 2016; 박한오, 2020) 등이 다수 논의되
었다. 그러나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에 따른 시스템 지체의 원인과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덕특구가 추격형 R&D 시스템에서 First Mover형 혁신클러스
터로 전환시 장애가 되는 시스템 지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NIS와 대전의 RIS의 상호
연계의 분절화가 시스템 지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또한, 시스템 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덕특구의 NIS와 RIS 융합모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
고자 한다.
Ⅱ. 혁신체제론과 시스템 지체
1. NIS, RIS와 혁신 클러스터의 관계

대덕특구는 국가혁신체제(NIS)의 집적지로서 기술사업화 등 지역혁신체제(RIS)와 연계
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다.
먼저,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는 Porter(1998)가 개념을 창안하여 ‘특정한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과 기관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정의하였다.
혁신클러스터는 NIS와 RIS로 이어지는 혁신체제론에서 RIS의 하부구조로서 RIS보다
‘작은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정선양, 2018;
임재빈, 2020). 혁신클러스터 주체는 기업 이외에 창업보육컨설팅자본조달 등을 수행
하는 지원기관, 재화와 서비스 수요에 반응하는 소비자 집단, 교육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으로 구성된다(강병수, 2004; 강현수, 2006).
Bekar & Lipsey(2002)와 Porter는 클러스터의 핵심요소로서 경제활동의 국지화, 지역
산업 전문화,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사회적 하부구조의 존재,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이 공존으로 집단학습의 혁신활동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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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기술혁신의 경쟁은 다름 아닌 클러스터간 경쟁으로 환원되고
있다(Lagendijk, 1997; 강현수, 2006). 한편, 국내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
의 연구개발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지원센터, 국토교통부의 혁
신도시, 산업부의 혁신 산업단지가 있다(이민화, 2018; 권성훈, 2018).
다음으로 혁신체제론(Innovation System)은 지역적 구분에 따라 NIS와 RIS로 나
뉜다. Feeman(1987)은 NIS를 ‘신기술을 창출·도입·확산시키는 활동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공과 민간의 제도의 네트워크(the network of institutions)’로 정의하
였다. 또한 Lundvall(1992)은 NIS를 ‘탐색과 탐험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
조와 제도적 구성의 모든 요소와 측면’으로 개념정의 하였다. 종합하면, NIS는 ‘특수한
국가내에서 작동하는 과학기술적 지식의 창출과 확산 그리고 활용에 관계되는 모든
조직, 제도 그리고 연계의 집합’이다(Basak, 2011). 한편 RIS는 1990년대 이래로 경
제지리학적 관점에서 혁신의 지리적 불균등한 분포 및 지식생산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형성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존의 NIS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경도되어 실질적
인 경쟁력의 강화단위인 지역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강현수,
2006; 임재빈, 2020)2). Cooke(2003)는 RIS를 ‘한정된 면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동
종성을 갖고 인접지역과 구별되어 혁신주체간 유대감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주체간 긴밀한 고밀도 네트워크’라고 개념화하였다. Cooke는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존재, 긴밀한 수평적 협력, 수준 높은 노동인력과 유연성, 강력한 법
적 지원제도와 물적인프라, 혁신적 문화, 능동적 지방정부를 필수요소로 보았다. 또한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RIS
의 혁신주체간 상호작용은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학습과정
이며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비전에 대한 공유, 리더십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 RIS의 구성요소는 역량, 형태의 다양성, 규모와 수 등 주체(Actor), 지역 외부와
내부의 글로벌 관계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정책목표,
거버넌스 과정, 기업가적 문화 등 제도(Institution)로 나뉜다. NIS와 RIS의 역할과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NIS는 국가차원에서 정책과 제도적 전략적 결정을 수행하고,
RIS는 NIS와 관계를 맺으며 협업과 학습에 필요한 혁신주체의 관계규명, 기반구축 등
지역적 차원에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이장재·안승구, 2019).
2) NIS와 RIS의 대안으로 대학의 역할과 주체간 네트워크의 탈공간성을 강조하는 트리플헬릭스(Triple
Helix)이론이 대두되었다 . 그러나 대덕특구는 과학기술공원 , 기술거점으로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혁신 클러스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크다(기영석, 2004; 송성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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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IS, RIS와 혁신클러스터의 관계

자료: 정선양(2018), 임종빈 외(2016)
2. NIS와 RIS의 분절화와 시스템 지체

혁신체계의 위계적 관계에서 보듯이 NIS와 RIS는 상호보완적이다(이장재·안승구,
2019). 그러나 대덕특구의 기존 R&D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시스템 전환과정
에서는 NIS와 RIS의 괴리와 분절화가 발생하는 ‘시스템 지체’가 문제가 된다(이선제·
정선양, 2014; 황혜란, 2016).
그러면 NIS와 RIS의 단절이 어떻게 시스템 지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
으로 시스템 지체는 시장실패, 구조적 시스템 실패, 전환적 시스템 실패 등이 있으나,
대덕특구는 연구개발 추격형 시스템에서 기술사업화 선도자 시스템의 전환이 문제가
되는 ‘구조적 시스템 실패’와 ‘전환적 시스템 실패’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홍
성주 외, 2014; 황혜란, 2014; Woolthius et al., 2005). 첫째, NIS와 RIS의 분리는
제도와 문화, 제도와 성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제도 지제(Institution Lag)를 낳는다. 즉
NIS 차원의 법령 등 제도와 규칙이 지역에서의 규범과 문화와 생활양식, 성과창출의
괴리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 중심의 PBS와 같은 성과주의 제도가 지역수요자
의 협업문화 또는 산업별 기능적 분담방식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NIS와
RIS의 괴리는 혁신주체의 분리, 부처 등 중앙정부와 대전시 등 지역의 혁신주체의 분
절화를 낳고 거버넌스 지체(Governance Lag)에 이른다. 즉 NIS를 구성하는 국가차
원의 R&D 산학연 주체와 지역혁신을 담당하는 지역전통산업의 RIS 산학연 주체와의
분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중심의 R&D 혁신주체가 지역의 명망가 또는
지방의회 중심의 지역 RIS협의회의 구성원과 다를 수 있다. 셋째, NIS와 RIS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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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개발과 생산기능의 분리, 즉 R&D와 기술사업화의 괴리를 야기하고 (기술)경
영 지체(Technology Management Lag)를 만든다. NIS의 국가 R&D 체제와 지역
차원의 RIS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분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NIS 차원의 국가
R&D의 성과물이 독자적으로 유통되고, 지역차원의 앵커기업, 중소기업에 연계되지
못해 총비용과 매출액과 수익률과 괴리가 될 수 있다.
[그림 2] NIS와 RIS의 분리와 시스템 지체

자료: 저자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혁신체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실패’, ‘시스템 실패’ 그리고 ‘사회기술 시스
템 전환론’의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고전경제학의 ‘시장실패’ 이론에 의하
면 국가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및 외
부성(Extenality)으로 혁신성과과 인프라의 과소생산이 이루어져 국가의 개입이 요구
된다.
다음으로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이론은 제도학파의 관점에서 혁신체제의 시
스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는 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진화의 시스템 실패를 규명하고 있다. Smith(1996)는 시스템
실패의 영역으로 ①하부구조 구축의 실패 ②신기술 패러다임 이행실패 ③기존체제에
고착되는 실패 ④제도적 실패를 구분하고 있다. Carlsson & Jacobson(1997)은 네트
워크 실패와 제도기관 실패의 시스템 실패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Malerba
(1996)은 진화론적 시각에서 비혁신 함정의 시스템 실패로서 학습실패, 탐색과 활용,
다양성과 선택의 상충관계, 전유성 함정, 동태적 보완성 실패로 구분하였다.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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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Woolthius et al.(2005)는 시스템 실패를 ①인프라 지체(Infrastructure):
기업활동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과학기술, 기술이전, 교육훈련의 미흡 ②제도 지체
(Institution):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법령, 문화, 규범 미흡 ③상호작용 지체(Interaction):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간 상호교류 부족과 정보의 균형 상실 ④역량 지체(Capability):
혁신주체의 유연성, 학습역량, 신기술 역량 등 경쟁력 부족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Ediquist et al(1998)는 시스템 실패로 공식적 제도인 법제도와 같은 강한 제도실패
와 규범과 문화 등 약한 제도실패를 언급하였다.
특히, 황혜란·정재용(2014)은 대덕특구의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실패를 지식개발과
확산, 탐색 방향에의 영향, 기업가적 활동, 시장형성, 정당성 창출, 자원동원, 긍정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대덕특구는 시스템 전환을 추동할 새로운 주
체로서 벤처기업과 대전시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체간 협력관계를 통한 외부
효과 창출이나 새로운 시장 창출, 정당성 확보 및 지식확산과 혁신 주체 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네트워크 외부성 창출이 제약되었다. 또한 시스템 전환의 정당성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실패의 원인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주도 거버넌스를 지목하였다.3)
이어서 ‘시스템 전환론(System Transition Theory)’은 기술환경 변화는 혁신시스
템의 적절한 개혁이 요청되지만, 시스템 자체의 자기조직화와 복잡화로 인해 시스템
고착화가 일러나는 전환실패에 직면한다. Weber & Rochracher(2012)는 전환실패
의 유형으로 ①방향성 실패: 목표와 비전에 대한 공유가 부재하여 시스템 전환의 방
향성이 저해되는 경우 ②수용창출 실패: 사용자 수요의 학습공간의 부족과 수요창출
역량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용자 유형이나 시장창출에 실패하는 경우 ③정책조정 실패:
지역과 국가의 조정거버넌스가 결여되거나 수평적 협력이 부족한 경우의 실패 ④환류
실패: 모니터링, 학습, 개방형 토론 등 시스템 전환과정의 방향과 속도를 검토하는 환
류가 고장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시스템 전환론의 일환으로 사회기술 시
스템 전환론이 등장하여 혁신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즉 혁신체
제론이 전통적인 기술혁신 체계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기술
시스템론은 혁신을 사용하는 수요자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사회이동성, 자
원순환, 예방과 돌봄의 보건의료 서비스 등 기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
다. 최지선(2004)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NIS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3) 황혜란 (2016)은 대만의 신죽단지는 대덕과 달리 시장형 클러스터의 경로를 걷고 있다. 즉 대덕특구와 신
죽단지는 발전국가가 과학기술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했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덕이 NIS 중심의 과학기술연구단지로 정체성을 형성해 간 것과 달리, 신죽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형 클러스터를 지향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탈추격형 RIS 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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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구축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조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송
위진·성지은(2019)은 기존 혁신체제론이 경제중심 측면을 강조한 것에 비해, 사회와
기술은 분리가 불가능한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지역맞춤형 R&D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

<표 1> 시스템 지체 선행연구
분야

연구자
Smith(1996)
Woolthius et al.
시스템
(2005)
지체
황혜란·정재용
일반
(2014)
송위진·성지은
(2019)
제도
Ediquist et
지체
al(1998)
Carlsson &
거버 Jacobsson(1997)
넌스
지체
황혜란(2012)
경영
지체

Malerba(1997)
Weber &
Rochracher(2012)

‧

‧

‧

‧

‧
‧

‧
‧

‧

‧

‧

내용
시스템 실패를 하부구조 구축 실패, 신기술 이행실패,
기존체제 고착 실패, 제도 실패로 구분
시스템 지체요인으로 인프라지체, 제도지체, 상호작
용지체, 역량지체로 구분
대덕특구의 탈추격형 시스템 전환실패 원인분석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지역혁신론 개
념화 및 사례분석
강한 제도실패(법제도)
약한 제도실패(규범, 문화)
강한 네트워크 실패(정보균형과 관심)
약한 네트워크 실패(혁신교류 미흡)
대덕특구의 시스템 전환의 정당성 위기는 중앙부처
의 공급주도형 거버넌스 실패로 야기
기존기술 개량 및 신기술 학습역량 실패
시스템 전환실패로 방향성 실패, 수요창출 실패, 정책
조정 실패, 환류실패 구분

연구주제
시스템
실패
시스템
실패
시스템
실패
사회기술
시스템론
제도
실패론
상호작용
실패
네트워크
실패
역량실패
시스템
전환론
‧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덕특구의 시스템 지체’라는 핵심적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학술
지 및 학회발표 논문,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4개 요인, 17개 변수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 및 변수들은 연구분석틀로 전환되어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
층 인터뷰조사 시 활용되었으며, 조사결과는 대덕특구의 시스템 지체의 현황과 문제점(시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스템 지체분석에 따른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융합방안 연구 ∙ 135

템 지체 일반, 제도, 거버넌스, 경영요인) 분석과 NIS와 RIS 융합방안으로 연결되었다. 다
시 말해, 연구의 분석틀은 대덕특구의 혁신체제와 클러스터의 성공을 이끌어온 요인이 무엇
인지,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 클러스터의 시스템
지체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요인 및 변수들로 구성된 연구분석틀
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분석틀
요인

시스템
지체
일반

제도
지체

거번
너스
지체

경영
지체

변수(주요 내용)
특구 지정 효과성 및 성과(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후 정
책의 효과성 여부, 특구의 성공요인과 성과, 대덕특구의 기업과의
협력, R&D, 기술사업화 등이 성공적인지 여부)
대덕특구 발전단계와 변화 필요성(대덕특구의 수명주기 진화단계
및 새로운 위상 및 역할 변화 필요성 여부)
혁신 클러스터 전환의 미흡원인(대덕특구가 판교밸리에 비하여 기
업매출 및 일자리 창출 등 미흡한 원인과 대안)
대덕특구와 RIS 협력부재(대덕특구가 대전의 지역혁신체제(RIS)와
단절 또는 협력이 부재한 원인 및 문제점)
혁신체계 분절화 영향(NIS인 대덕특구와 대전지역 RIS 간 분절화가
특구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NIS 중심의 특구 육성 법제도(연구개발특구법, 입지규제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 형성의 타당성)
대덕특구 토지이용 및 정주환경(특구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교통
문화환경 등 주거환경의 적합도 등)
특구에 대한 지자체 지원정책(특구 소재 지자체인 대전, 세종의 대
덕특구 지원성과와 문제점)
NIS와 RIS 융합 제도정비(국가혁신체제(NIS)인 대덕특구와 지역
혁신체제(NIS) 간 분리가 법제도 기반 미흡원인과 대책)
대덕특구 내 인적교류 및 상호작용(대덕특구 내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간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상호작용 정도)
NIS와 RIS 간 협력(국가혁신체제인 대덕특구와 지역혁신체제간
일자리 창출, 연구협력, 기업육성 등 협력 현황)
특구진흥재단의 역할과 성과(관리 및 혁신 중개기관으로서 연구개
발특구진흥재단의 역할과 성과 현황)
추진체계 간 협력(대전시와 과기부,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연구개
발특구진흥재단 간 협력 및 역할분담 방안)
기술사업화 문제점과 대안(대덕특구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앵커기업 스케일업 방안(특구내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집약 유니콘
기업 성장지원방안과 문제점)

문헌 출처
이장재·안승구(2019),
특구진흥재단(2020)
이선제·정선양(2014),
과학기술부(2005)
황혜란·정재용(2014)
이민화(2018),
문창용(2013)
황혜란(2016),
임재빈(2020)
신동호(2019),
최인호(2019)
정경석(2018),
국토연구원(2020)
강병수(2004),
기영석(2004)
이민화(2018),
권성훈(2018)
이민형(2016),
서지영 외(2018)
김영모·박찬인(2020),
정영철·정선양(2015)
최인호(2019),
특구진흥재단(2020)
대전테크노파크(2017),
신동호(2019)
조현정(2019),
손수정(2020)
김선우·진우석(2020),
남승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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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분야 성공요인(IT분야와는 다르게, 기술사업화 등 성과를 나 박한오(2020)
타내고 있는 Bio 분야의 성공요인)
자금생태계 조성방안(특구내 펀딩의 문제점과 민간 벤처케티털과 최종인·백강(2018),
엔젤 등 단계별 자금생태계 조성방안)
KDB(2020)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등 두 가지 질적 연
구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대덕특구 시스템 지체’ 현상을 기존 문헌
리뷰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구체적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사례분석의 경우 시간적인 범위에서는 정부가 “대덕연구단지는 왜 실리콘밸리와
같이 연구성과를 사업으로 연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시장형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덕연구단지를 ‘대덕특구’로 지정한
2005년부터 오늘날인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대상의 범위에서
는 대덕특구의 성과·현황·문제점, NIS와 RIS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시스템 지체문제와
개선방안 등을 다루고 있는 과기부 등의 육성계획 및 변경안 등 내부문서, 국책연구
기관 보고서, 관련 기관이 발행한 통계집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사례분석 이외에도 동일한 분석틀을 가지고 기업, 출연연구소,
정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앞서 연구분석틀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체계와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클러스터의 시
스템 지체요인 등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조사의
대상은 대덕특구에 소재하는 기술집약 중소벤처기업 임원 4명, ETRI 등 정부출연연
구소와 대학 관계자 4명,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공무원 2명이다. 심층
인터뷰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전염병 발생 사태를 고려하여 2020년 8월에 전화통화,
서면조사 등 비대면 인터뷰 방식과 불가피한 경우 대면 1:1 인터뷰 방식 등으로 수행
하였다.
<표 3> 심층인터뷰 인구통계
구분
전문가

정부
2명(2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4명(40%)

중소기업
4명(40%)

합계
10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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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덕특구 시스템 지체 분석
1. 대덕특구의 시스템 지체 현황

대덕특구는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18조 원, 연구개발비 예산은 약 8.3조억 원,
특허건수는 95,099건, 기술이전 1,603건에 기술료는 약 642억 원 규모이다. 입주기관
은 정부출연연 26개소, 대학 7개소,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 12개소, 비연
구기관 53개소, 기술형 중소기업 1,948개 등 약 2,00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코스
닥 기업은 45개, 연구소 기업은 263개, 첨단기술기업은 117개 설립되어 있다. 또한 연
구인력은 박사급 15,519명, 석사이하 20,370명, 생산직 39,802명 등 약 7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혁신클러스터의 수명주기 이론에 의하면 대덕특구는 연구단지 인프라 조성의 잠재
기(1973~1993), 연구개발 견인형 클러스터 구축의 출현기(1994~2004)를 거쳐 생산
기능의 시장중심 혁신클러스터 전환기에 해당하는 성장기(2005~현재)를 맞이하고 있
다(이선제·정선양, 2014; 황두희 외, 2018). 구체적으로 잠재기는 1973년 대덕연구단
지 건설계획 수립, 1980년초 표준과학연구원, ETRI 등 정부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민
간연구소, 충남대, KAIST 등 50여개 기관이 93년까지 입주하였다.「대덕연구단지관리
법」에 의해 연구단지관리본부가 설립되어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시행되었고 산업단
지와 상호작용도 거의 없었다. 다음으로 출현기는 1990년 후반에 IMF사태로 800여
개의 벤처기업의 창업과 민간연구소의 입주도 본격화되었다. 또한 대전의 산업단지와
의 공동연구, 벤처협동화단지, 창업보육센터 설립, 기술이전과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
성장기에는 2000년 대덕밸리 선포,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으로 본격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2005년 특구 지정 이후에 출연연과 대학 그리
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특히 1,000여개의 연구소 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혁
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이 지체되어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기업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은 연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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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기(1973~1993)

‧
‧

대덕연구단지 조성
출연연 입주(’80~)

<표 4> 대덕특구 클러스터 진화단계
출현기(1994~2004)

‧
‧

민간연구소 입주 본격화
출연연 연구성과물 창출

‧
‧

성장기(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05)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특구
및 강소특구지정(’11~’15)

특히, 대덕특구의 혁신클러스터 전환과정에서 기존 R&D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
델로 시스템 전환이 지체되는 NIS와 RIS의 분절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대덕특구는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대전 RIS와의 연계가 분리되는 ‘시스템
실패 또는 지체(System Failure or Lag)’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 대덕특구가 소재한 대전은 17개 시도
중 1위 경기도, 2위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세부적으로
연구인력과 조직 등 인적자원과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프라 수준은 전국 1위이지만,
기업과 정부간 협력 17위, 지식창출 10위, 교육문화 9위, 산학연 협력이 8위 등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간 시장형 네트워킹과 민간협력 수준은 최하위이다.
[그림 3] 대전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KIST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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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덕특구 제도지체 분석
1)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개발특구법 규제

(정부 A) 대덕특구 활성화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
능과 연계가 핵심이다. 특구법에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특구지정 및 개발사업, 기술사
업화, 연구소기업 창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책수단은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급, 토
지이용 규제완화 등이다. 문제점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 특구개발에 대전 RIS의 참
여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와 국가과학벨트의 추진체계도 과기부 내부에
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 (출연연구소 A) 연구개발특구법에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출연연 26개 중에서 일부만이 연구원의 휴직과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연구소 기업은
기술을 출자하는 것이므로 연구원의 겸직을 허용해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

•

기존 추격형(Fast Follower) 기술정책이 특구 지정 이래로 선도형(First Mover) 과학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으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기술개
발과 사업화에 치중하여 ‘제도 지체’를 낳았다(최인호, 2019). 구체적으로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해제, 5년 단위 특구 종합계획 수립 등 기획·조
정·평가, 첨단기술연구소와 연구소 기업 설립, 특구 기술사업화, 세제감면, 보조금지급,
건축행위 규제, 입주승인등 관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 등을
전담하고, 대전시 등의 권한은 특구 지정건의 등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대덕특구에
소재하는 중이온 가속기 설치와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벨트는 특구사업과
설치목적·지정개념·업무범위 등이 유사중복되어 과기정통부 내부통합이 필요하다(권성
훈, 2018).
한편 특구법에서 출연연 연구원의 휴직(3년 휴직 후 3년 추가 가능)과 겸직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26개의 출연연 중 6개소가 소속 연구원의 창업휴직을 허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연구소는 기관 연구과제를 소홀히 할 우려로 연구소창업을 꺼려하는 분
위기이다.(권성훈, 2018).
‧

‧

2) 특구내 토지이용과 정주환경 입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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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구소 B) 대덕특구는 교육연구시설 이외에는 단지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
하고 있다. 그리고 출연연은 보안등급 가/나 등급지역이라서 높은 담으로 서로 격리되어
있어 기관간 네트워킹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 과도한 입지규제를 줄이고 대전시민과 기업,
대학이 상호작용하는 상업지역 개발, 교통과 주거 등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판교밸리와 같이 고밀도개발과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구밀도와 네트워킹 밀도를
높여야 한다.

대덕특구 지정으로 특구의 입지규모는 67.4 ㎢로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시와는 섬과 같이 토지이용과 효용이 제약되었고 대규모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도보가 없는 단지형 개발로 혁신주체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발생하기 어
려운 입지구조를 보이고 있다(정경석, 2018). 특히 대덕특구는 면적의 대부분이 교육
연구 등 사업시설 구역(총면적의 47%), 녹지구역(총면적의 39%)으로 지정4)되어 있는
데 반해, 상업 및 업무용지 등 지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과 연구자와의
연계성이 매우 낮은 정주환경의 불만족을 낳고 있다(정경석, 2018).
[그림 4] 대덕특구(Ⅰ지구) 토지이용 및 정주환경 만족도
구분
면적(㎢)
구성비(%)

교육·연구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주거구역 상업구역 산업시설구역 조성지
원형지
27.781 2.723 426
749 7,754 5,298 10,831
100
9.8
1.5
2.7
27.9
19.1
39.0

자료: 정경석(2018), 국토연구원(2019)
4) 대덕특구는 일반토지에 비해 50%의 혜택을 보는 특구법 적용으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 까지 활용가능
하고, 용적률은 150% 이하로 층고는 최대 7층까지 관리되고 있다 . 한편 성공적인 토지이용의 사례로 언
급되는 판교밸리는 민간기업 위주로 입지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구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률은 300% 까지 적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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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덕특구는 90% 이상이 연구시설 위주로 토지이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기업입주공간은 2.6%에 불과하며, 창업보육기관의 97%도 입주가 완료되었다. 또한
연구기관 종사자의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거, 교육, 문화, 상업, 체육, 공원,
도로, 교통수단 등 도시인프라가 취약하다. 특히 넓은 특구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하여 도보나 대중교통이 가능한 판교밸리와 테헤란밸리와는 다르게 대부분 자가
용을 이용한다(2019년 국토연구원 조사, 대중교통 만족도 2.2점/5점만점, 문화 2.6점,
상업, 2.7점, 공공주차장 2.7점). 한편 대덕특구의 출연연구소는 대부분 보안 가 또는
나등급으로 지정되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기관별로 높은 담이 둘러친 섬과 같이
네트워킹이 단절되어 있어 협력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3) 대전 RIS의 혁신 클러스터 비전 미흡
•

(기업 A) 대덕특구가 한단계 도약하려면 중앙부처의 연구개발에 특화된 집적지에서 벗어나
대전의 지역기업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장형 클러스터로 발전해야
하다. 무엇보다 대전시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 대전시가 벤처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에 보다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 못지 않게 대덕특구의 실리콘밸리화에 기여하고 토지이용규
제도 완화해야 한다.

대덕특구와 대전 RIS가 격리된 섬처럼 상호작용이 미흡한 근본이유는 대덕특구가
중앙정부 중심의 NIS 집적지로 출발한 역사적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 크다.
또한 대전에서 자생하는 서비스업과 2차 제조업 등은 대덕특구의 R&D에 기반한
IT, BT 등 첨단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괴리는
대덕특구에서 생산되는 R&D와 기술사업화 서비스의 약 60%만이 대전 역내에서 유
출입 되고 나머지 40%는 대전 역외로 유출입 되고 있다(이선제정선양, 2014; 국토
연구원, 2020).
한편,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2018년 기준 과기정통부의 대덕특구 육성사업 384억
원을 포함하여, 매년 500억 원 이상 집행이 되고 있으며, 대전시의 예산은 국비에 대
한 매칭비의 성격으로 연간 30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다5). 대전시 전체예산의 약
‧

5) 대전시는 2008년부터 매년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
을 위해 대전 테크노파그 출연, 연구개발특구 국비 매칭 등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문창용, 2013). 그리고
2020년 예산 6조 7,827억 원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506억 원(0.9%)과 산업‧중소기업 1,801억 원
(3.3%)을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0). 전국 평균 과학기술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

142 ∙ 과학기술정책 | 제3권 제2호(2020.12.)

0.9%에 이르는 저조한 예산투입과 지방비 매칭규모는 과학기술도시라는 도시 정체성
과는 거리가 멀다.
3. 대덕특구 거버넌스 지체 분석
1) 중앙부처 중심의 위계적 거버넌스
•

(기업 B)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등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위계
적 연구비 배분에 익숙하다 보니 출연연도 안정적인 연구만 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
R&D는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지역산업 육성차원에서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를 기업이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는 대전시가 주도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전 RIS가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대전의 RIS가 기술을 공부하면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다수 배출해야 한다. 대전의 전통산업과 특구의 첨단산업을 연계하
는 RIS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NIS 집적지로 출발하여 부처 중심의 위계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
는 특구에 대한 중앙부처의 압도적인 조직인력예산배분이 수직적인 위계를 강화시켰
고, 대전 지역의 산학연 거버넌스 주체와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문창용,
2013; 신동호, 2019; 최인호, 2020). 먼저, 대덕특구의 관리주체는 1973년 대덕연구
단지 조성부터 과학기술처의 ‘대덕단지관리사무소’가 담당하였고, 이어서 1994년에는
과기부의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로, 2012년에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어 과기
정통부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담당해 오고 있다. 지역 RIS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대덕특구가 기존의 추격형 혁신시스템에서 선진국의 탈추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주도적 거버넌스가 지역수요와 수요기반의 거버
넌스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 장애요인이다. 즉 2005년 대덕특구 지정이후,
2,000여개가 넘는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대전시가 RIS 기반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기획을 투입하는 등 혁신주체의 성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형
성장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정
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전환의 추동이 추격단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에 의해 주어지다 보니 이전단계의 추격형 시스템의 제도와 관행이 ’경로의존성‘에 의
해 고착된다고 비판한다(황혜란·정재용, 2014; 황혜란, 2016).
‧

‧

원배분은 4차산업혁명 특별시에 걸맞지 않게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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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수요와 괴리된 기술공급 거버넌스
•

(기업 C)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의 대상을 기존 ‘대학연구기관
‧
’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성과가 매출액 등
수익창출에 연동되어야 한다. 기술사업화 방식은 수요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아
이템 선정, 응용기술 개발 등 패키지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
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형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전문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2000년 기술이전법 제정 이후 세계최고수준의 과학기술 R&D 예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2018년 공공연구기관의
R&D 예산이 19.7조 원 규모에 비해 기술 이전률은 약 34%이고 기술료는 1,900억
수준으로 기술무역수지는 약 38억 달러 규모의 적자이다(손수정, 2020). 또한 대덕특
구의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출연연과 대학 등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 기획
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주도형 사업화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
해 정작 기술이전을 받는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과 양산단계에서 기술사업화가 결실
을 보지 못하고 있다(황혜란·정재용, 2014). 즉 실용화 대상 기술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기술성숙도에 미달하고, 기술수요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을 선호하여 외부기술
도입에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시장수요 개발에 맞는 추가 R&D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사업화의 중점을 기존의 출연연과 대학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바
꾸고, 기업연구소에 기술사업화를 민간위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안승구 외,
2020). 아울러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시하기 전에 수요처인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
는 시장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조현정, 2019).
3) 단기성과 위주의 국가 R&D 거버넌스
•

(대학 C) 지금까지 개선기술에 치중해 온 것과는 달리, 출연연의 원천기술 개발역량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First mover형 와해적 기술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대덕특구와 출연연은 안정적이고 단기성과 위주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혁신연구
가 취약하다. 출연연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부담이 높은 미래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 이스라엘 와이즈만과 같이 도전성이 높은 10년 단위
빅리서치가 허용되어야 하고 한국형 노벨상 프로젝트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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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거버넌스가 단기 성과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파괴적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특정분야에서 글로벌 연구를 리드하는 파괴적 연구개발
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 국내 출연연의 연구역량은 평균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70%
연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이민형 외, 2018). 또한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1년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크지만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연구과제가 수행
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80%에 이를 만큼 안정적 연구를 수
행하다 보니 더욱더 와해적 혁신연구나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현정, 2019).
4. 대덕특구 경영 지체 분석
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미흡
•

(기업 D) 대덕특구에 2,000여개 벤처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B2B형 기술벤처기업으로 코
스닥 상장기업은 40~50여개에 불과하고 카카오나 쿠팡, 위메프 등과 같은 시장서비스형
유니콘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 가능성
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히든챔피언이 안 나오는 근본이유는 출연연의 R&D성과가 기술형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기술공급하는
연구소의 기획에 맞추어 사업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덕특구는 기초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R&D 역량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어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부진
하다(정경석, 20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의 조사에 의하면 공공분야 R&D 성과의
기업이전 실적은 일본 35.3%, 미국 44.7%, EU 76%와 비교하여 한국은 17.6%로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기술사업화 실적은 기술을 공급받는 기술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낮은 것도 이유이겠지만, 대덕특구에 소재한 출연연구소가 기술의 수요가 있는 지역수
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조현정, 2019).
또한 벤처기업, 중소기술기업은 기술의 획득방식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획득
또는 공동연구보다는 ‘기업자체 단독개발’이 1.92배 성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안승구 외, 2020). 또한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y)’과 시장의 무한경
쟁인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를 건너는 기술사업화 지원이 미흡하다.
한편 기술사업화가 부진한 이유로는 기술자체의 문제점 외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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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와 국내시장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술 제품의 시장성숙도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아베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출규
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장벽이 새롭게 설정되는 경우에 국내 기술집약형 산업의
육성이라는 우회적 전략이 기술 시장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인이 될 수 있다.
․

주체
기술공급
(출연연, 대학)
기술수요
(중소기업)
기술중개(TLO 등)
정부정책
자료: 조현정(2019)

‧
‧

‧
‧

‧

‧
‧

․

<표 5>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문제점
문제점
공공연구 중심의 기술주도형(Technology Push)
기술완성도 미흡으로 사업성 부족 연구자 기술창업 저해
이전기술 사후관리 미흡
기술적용능력 부족으로 사업화 미흡 낮은 지적재산권 보호
불편한 기술정보 획득 플랫폼 취약한 기술중개조직
PBS 기반으로 연속 R&D 취약, 국내외 시장확보 미흡
낮은 기술가치 평가 수요자 지향 부족한 협력네트워크
‧

‧

‧

‧

2) 스타트업 창업에 집중하여 앵커기업 부재
•

(대학 D) 대덕특구는 중소기업의 납품과 마케팅을 연결해주는 모태기업 또는 대기업이 없
다. 포항(포항제철), 울산(현대자동차), 수원(삼성전자)과 같은 앵커기업이 없으니 원천기술
을 응용하여 제품화는 제조기반의 벤처기업이 다수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
터를 만들었는데 대전은 SK가 지역벤처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이 거의 없고, 기술벤처가
생산한 부품구매가 적어 수익창출에 별 도움이 안된다. 중기부와 대전시 등 기업지원이 거
의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중복지원이 많다. 반면에 창업한지 3년 이상
되는 중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책은 부족하다. 스타트업이 3년 이상이 되면 2회 이상 자금
지원과 마케팅 성과를 받아야 1,000억 원대 매출의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데 성장사다리가 매우
취약하다.

기존의 벤처기업 생태계 지원의 70%는 대학과 출연연에서 스핀오프 된 스타트업의
창업 및 자금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에 집중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30%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이민화, 2018). 그러
므로 스케일업을 통해 50개 이상의 가젤형 기업(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과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육성하여야 대기업에 버금가는 앵커기업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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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니콘 기업을 집단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기술기반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연구개발 수주 및 마케팅
시장을 확보하여야 한다(손석호, 2019). 현재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기업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창업이후 스케일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
족한 편이다. 심지어 창업 후 3년 이후 1,000억 원대의 유니콘 예비기업마저 수도권
의 시장과 고급인력, 자금지원을 위해 본사를 서울 인근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
기도 했다.
3) 성장기업 자금투자 벤처생태계 미흡
•

(정부 B) 대전의 자금생태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며, 현재 6곳의 엑셀러레이터가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 자금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전시가 주도적
으로 지역펀드 결성에 앞장서야 한다. 대덕특구에는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특허 등 지식
재산(IP)을 회수하는 마켓이 없으므로 한국형 투자금 회수와 M&A 모델이 나와야 한다.

대덕특구는 벤처창업을 위한 자금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 먼저, 자금생태계는 기술
창업을 위한 초기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지원 구조가 열
악하다(최종인·백강, 2018). 대전지역은 2017년 기준, 10여개의 창업투자회사, 엔젤
투자자 270여명, 벤처캐피털(대덕인베스트먼트) 1개의 투자금액 1,633억 원, 창업보
육센터 14개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큰 수준이다.
2005년 특구 출범이후, 특구진흥재단은 3차례 특구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자금지
원에 기여하였고6), (재) 카이트 재단,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ETRI 홀딩스, KST, 미래
과학 기술지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 투자조합이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적극 투자하
였다. 그러나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시드(Seed) 단계의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결성되어 있으나, 이후 스케일 업 단계의 자금공급 수단이 없으며 벤처캐
피털,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클럽 등 민간의 투자기반이 취약하다(대전테크노파크,
2017).

6) 특구진흥재단은 기업 성장단계별 1,400억 원 규모의 특구기업펀드를 조성하였다. 세부내용은 ① 스타트업형:
마이크로 VC 펀드(188억 원),②시장검증형: 공공기술기반 펀드(501억 원) ③도약형:특구벤처펀드(700억 원)이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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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스템 지체 극복을 위한 NIS와 RIS 융합방안
1. 지역기반의 NIS+RIS 융합모델 개발

첫째, 대전에 뿌리를 둔 NIS-NIS 융합모델로서 K-Bio 기술사업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K-바이오 클러스터의 코로나 19 진단키트 개발 및 PCR 분자진단 기술의
세계 수출과 같은 신성장모델이 나와야 한다. 대덕특구는 인접한 생명공학연구원, 한
의학연구원, 충남대, 카이스트 등 300여개의 민간의 자생적인 Bio 클러스터가 작동하
고 있으며, 오송과 청주, 세종에 이르는 광역권 클러스터와 연합하여 코로나 진단과
치료제 및 예방 등 기초원재료와 핵심특허 등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통합체
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로 지정되어 바이오 기업
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필요한 검체를 지역의 충남대 병원, 을지대 병원, 오송 바
이오단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절차 간소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덕 Bio 클러스터는 솔젠트, 수젠택, 지노믹트리, 바이오
니아 등 주식가치가 30조 원에 버금가며, RIS와 NIS 기반의 종합적 연계와 통합생산
을 통한 신성장전략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헬스 등 바이오 세계시장의 규모는 2019
년 100경으로 IT 시장규모의 2배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2025년경에는 산업구조가 바
이오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박한오, 2020).
둘째, NIS와 RIS의 융합모델로서 ‘AI 기반 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최근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K-뉴딜)에 75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뉴딜이 포함되
었고, 대전시는 「AI 기반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핵심과제로 발표하였다
(2020.10.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기반의 스마트도
시 등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연구의 꽃이자 핵심활동이다. 그러므로 NIS 기
반이 탄탄한 대덕특구가 최적의 융합 적합지이다. 최근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계획’에
서도 AI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전시와 연구개
발진흥재단 등은 대전 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의 기술벤처기업, 전통기업과
의 AI 융합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S-RIS 융합모델은 벤처기업의 Start-up과 Scale-up 연계전략이다. 기술형
중소기업의 스타트업(스타트업 파크)과 스케일업(대전 TIPS 타운)을 연계하여 대전형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7). 우선, 2022년까지 스타트업 파크가 충남대와 KAIST
화한다. 한국은 스타트업에 70%의 과도한 정책지원과
어 양자의 균형이 요구된다(이민화, 2018). MIT대학의

7) 벤처기업은 스타트업 단계를 거쳐 스케일업으로 진

책

스케일업에 30%의 과소의 정 지원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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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유성구 궁동에 마련된다(사업비 250억 원).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시작점-디브릿지’로 정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10개 이상의 민간 엑
셀러레이터를 유치한다. 대전시는 신한금융이 1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600억 원 규
모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전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타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사업비 110억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완
공예정이다.
넷째,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엇보
다 대전의 RIS가 중심이 되어 기술사업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대전시의 공식적 참여와 발언
권 확대가 필요하다(최인호, 2019). 예를 들어, 2022년 대전 개최가 예정된 세계지방
정부연합총회(UCLG)을 통해 140여개 국가간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와 해외 마케팅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8). 대덕특구에서 은퇴한 1만 여명의 고경력 과학자를 과학 홍보
대사로 위촉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헬로디디, 2020.10.29.).
<표 6>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계획
구분
① 융합연구, 혁신창업 환경
조성

내용
공동 R&D 캠퍼스 구축(실험실 창업): Bio, ICT
스마트 원 캠퍼스(R&D 센터)
관리아파트 부지 개발: 연구소 혁신파크 조성
② 오픈 이노베인션 공간
하수처리장 이전부지: Post-BI, 주거단지 건설
R&D 플랫폼 강화: AI 코어, 빅데이터 허브, 기술거래 마켓
③ 연구혁신 플랫폼 구축
테마형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스마트 기술 테스트베드
Ⅰ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및 시민참여 리빙랩
④ 미개발지 활용
대동·금탄(스마트융복합)
탑립·전민(연구사업화)
DISTEP(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과학부시장 도입
스타트업 파크와 TIPS타운 조성
대전 RIS 계획(안)
AI 기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지역균형뉴딜)
혁신도시(대전역, 연축지구):도심융합특구와 연계
자료: 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2020) 등
∙

∙

∙
∙

∙

∙

∙

∙

∙

∙
∙

∙

∙

uzman 교수(2017)의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스케일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립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이 연회비 문제, 사무국 경비 등 무용론이 대두
되어 해산하고, 대신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UCLG)과 국제협력 플랫폼
을 구축할 계획이다. UCLG는 140개국 1,000여 개 도시와 112개 지 방정부연합 체 , 다수의 비정부기구
(NGO)를 회원으로 UN 이 유 일하게 인정한 세계최대의 지 방 자치단체간 국제 협력기구다.
G

8) 1998년 대전시는 1998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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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특구법 정비, 입지규제 등 제도개혁

첫째, 연구개발특구법을 ‘혁신클러스터 촉진법’으로 정체성을 전환해야 한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을 대전시와 부처 공무원 뿐만 아
니라 대덕특구의 산학연 기관장이 참여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구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최인호,
2019). 또한 장기적으로 유휴지로 남아있는 출연연 등 부지를 특구 지정요건에서 해제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한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등 세제감면보다는 혁
신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소준영·송헌재, 2020).
둘째, 대덕특구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환경에 친화적인 교통, 주택, 환경, 과학문화
등 정주환경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덕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대덕특구 스마트 순환버스 운영, 특구내 WiFi Zone 설치, 대덕앱 개발, 은퇴 고경력 과학
기술인 자원봉사 시스템 개발, 세종국책기관과 대덕특구 기관의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
체화하여야 한다. 최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은 판교밸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판교 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입지하며, 면적이 66만 1,000㎡ 규모로 수도권의
거대 소비시장을 타겟으로 SK 케미칼, 포스코 ICT, 카카오, NHN 등 기술혁신 기업이 집
적해 있다. 2005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조성하여 2019년 현재 입주기업 1,270여개,
매출액은 79.3조 원, 약 10만 명의 종사자가 IT, BT CT, NT를 중심으로 한 융합클러스터
를 운영하고 있다. 조성 후 15년이 지난 판교밸리는 45년이 지난 대덕밸리의 약 3배에 가
까운 기업 매출액을 달성하여 시장형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덕특구
는 판교밸리가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요인과 용적률 상향 등 정주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장형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는 모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면적
입주기관
매출액
종사자수
주요기관
관리기관

<표 7> 대덕특구와 판교밸리 비교(2018)
구분
대덕특구
판교밸리
R&D 견인형
시장수요형
67.4㎢
6.6㎢
총계
2,046개
1,270개
기업/공공기관 1,948개/98개
1,228개/42개
18.4조 원
79.3조 원
76천명
73천명
정부출연연
IT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료: 이코노미조선,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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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자체, 기술수요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첫째, 대덕특구의 상생적 발전을 위해 가칭 ‘특구개발협의회’를 신설하여 과기부, 산
업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대전시와 구청, 대전 산학연 대표자가 모여 협력적 거버
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9). 이선제정선양(2018)은 혁신중
개인이 기업의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NIS와 RIS차원에서 혁신주체간 활발
한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혁신성과의 요체임을 주장하
고 있다. 즉 NIS 또는 RIS 차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혁신중개기관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한편, 중앙과 지방
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서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클러스터는 중앙정부와 지
자체가 협업하여 광역도시협의체(CASA)가 단지를 협동관리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해 나가고 있다. CASA 거버넌스는 NIS와 RIS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의 성공모델이다
(김영모박찬인, 2020).
둘째, 기술수요 기반의 R&D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차원
에서 출연연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정책기획 전담조직과 정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융합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서지영 외, 2018). 한편, 현재의 국가연구개발 거버넌
스를 민간주도의 R&D 친화적 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즉 현재의 과기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의 수직적위계적 거버넌스를 대통령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또는 국무총리실)-과학기술연구회(또는 국가과학기술개발원)-출연연
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황유수, 2020; 장문영, 2018).
‧

‧

‧

4.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등 경영 지체 극복

첫째,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는 부처의 Top-down식 지원 이외에도, 지역수요기반
의 대전 RIS가 핵심주체가 되어 중점 수행해야 한다(황혜란, 2012). DISTEP은 대전
테크노파크(TP)와 더불어 지역의 기술벤처기업과 전통 제조업 등의 기술사업화 수요
를 파악하고 대덕특구내 기술공급 주체와의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 기술사업화를 기획
하고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술사업화의 대상을 ‘대학연구기관’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여야 한
다, 중소기업 지원방식은 기존의 직접지원방식 보다는 투융자 지원방식 및 기술개발의
‧

9) 최

근

욕적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을 설립하였고, 초대원장은 화학연구원 출신의 고
선임하였다. 또한 대전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과학특보에 이어 과학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김
前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임명(2020.9)하는 등 과학계를 중시하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의

영주 원장을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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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선정단계부터 신제품 사업화까지 연관산업 패키지 지원방식 등 민간투자 방
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공공기술 기반의 실험실 창업기업 중 민간투자유치로 사업
성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연구소
보유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신기술 상용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
해야 한다(안승구 외, 2020). 해외 우수사례로서 민간수탁 등 R&D 성과로 유명한 독
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시장수요에 민
감한 출연연의 기술공급자 역할을 재설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조현정, 2019).
둘째, 특구내 가치사슬의 보완을 통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유니
콘기업의 집단적인 출현이 필요하다(이선제·정선양, 2014)10). 대전시와 특구진흥재단
이 협력하여 NIS와 RIS 연계에 의한 기술사업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DISTEP
의 설립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기획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가는 ‘다윈의
바다’를 건너 스케일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김선우·진우석, 2020; KDB, 2020).
[그림 5]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균형

<스타트업>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자금배분)
‧

자료: 이민화(2018)

10)

<스케일업>
※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창업 3-7년차 고성장기업,
비중은 3:7에서 5:5 유니콘기업 육성, 창업도약
균형
패키지
➡

‧

남승우(2019)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작은 단위의 도전과 실험을 거듭하면서 실패와
험을 축적하는 ‘Small Betting, Scale Up’의 강소기업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iscal Note(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 분석)’, ‘Halcyon House(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Misfit
Food(음식물 쓰레기 퇴치)와 같이 작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

성공의 경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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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간 중심의 자금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종인(2018)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과 더불어 성장단계에 맞는 공공형 투자펀드와 민간 엔젤투자 및
창업보육센터에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대전시가 출연하는 대학창업펀드 결성
등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걸맞는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제안한다.
5. 연구의 한계 및 방향

본 연구는 NIS-RIS 연계와 시스템 지체 이론을 대덕특구 사례에 적용하여 시스템
지체의 분야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의 특성상 다른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분
석이라기보다는 대덕특구에 한정된 정태적 분석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
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본 수가 부족하
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의 방향으로 첫째, 실제적인 시스템 지체의 현황을 진단하는 추
세분석이 필요하다. 대덕특구의 인적·물적자원, 시스템과 인프라, 문화적 요인 등 다
양한 요인에 있어서 시간의 변화와 단계에 따라 시스템 지체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추세의 변화와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총생산(GRDP)에서 대덕특구의 기술상업화 또는 R&D 부가가치가 차치하는 비율
을 측정하여 특구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측정한다든지, 특구의 부가가치 생산액의 지역
내외 유출입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혁신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스템 지체의 구체적 양태와 인과관계
를 분석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재빈(2020)은 대전시 3.176개소의
등록공장과 대덕특구Ⅰ지구 내 92개소의 연구교육기관간의 공간입지를 분석하여 대전
의 전통산업인 화학, 기계, 경공업이 대덕특구의 전기전자, 첨단기계, 의료정밀산업을
매개로 산업생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특구 입주기관은 대전 소재 공장과
의 네트워크상 높은 근접접근성을 보이며, 전통 비제조업 공장은 연구 관련 서비스업
종이 주류를 형성하며, NIS와 RIS의 융합이 공간입지상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실증하
였다. 그러므로 결론에서 제시한 시스템 지체의 극복방안으로 제도, 거버넌스, 경영요
인간 NIS-RIS 융합의 실태와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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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vergence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based on
the Analysis of System Lag in Daedeok R&D Special Zone
Kim Sanggwang

Abstract

The Daedeok R&D Special Zone, which is the center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is separated from the Daeje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due to the lag
in R&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lack of networking in the special zone, and the
absence of unicorn companies despite achievements such as patent and technology
transfer. It is experiencing a 'System Lag'. As a result of system lag analysis, first of
all, Daedeok Special Zone is facing 'Institutional Lag' due to the R&D Special Zone Act
and location regulation, and the vertical hierarchy is strong due to the department-centered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allocation system of ‘Governance
Lag’. In addition, there is a “Management Lag” that does not trigger “disruptive innovation” such as lack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f SMEs and absence
of anchor companies. As an implication, the K-Bio model and AI fusion cluster model,
such as corona PCR molecular diagnosis, as a fusion model of NIS and RIS, cultivation
of technology consumer-based unicorn companies, and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Daejeon City were presented.
Key words :

Daedeok R&D Special Zone,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System Lag,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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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한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및 패턴 분석
: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특허를 중심으로
김경수*
초록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은 국가, 산업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지능화 기술과 각 분야의 기반기술 간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ICT를 기반으로 성장이
둔화된 해양수산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과 결합되는 다학제적인 특징과 타 분야와 결합되는 융합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융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분류 분석(Co-Classification Analysis), 사회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
융합 연결망 구조 및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융합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해양수산 R&D 정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가
:

R&D,

기술융합 특허 사회연결망 분석 연관규칙 분석
,

,

,

본 연구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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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하 ICT)은 국가, 산업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초연결 사
회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지능화 기술과 각
분야의 기반기술 간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으며(해양수산부, 2018), 전 세계적으로 원천·핵
심 기술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ICT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융·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하 국가 R&D)을 통해 과학기술 융합 분야에 최근 5년(’14~’18) 동안 약 11조 8,092억 원
의 예산을 집행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정부는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
년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008년 『제1차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09~’13)』, 2014년 『제2차 융합기술 발전전략(’14~’18)』, 2018년 『제3차 융합연
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등 융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융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을
통해 융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를 기반으로 성장이 둔화된 해양수산 산업
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해양수산부, 2018). 해양수산 분야는 다
양한 분야의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과 결합되는 다학제적인 특징이 있으며, 해양수산과학기
술은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공간 또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등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정의
되고 있어, 타 분야와 결합되는 융합적 특성이 강한 분야이다(서경석·최정민, 2016 ; 해양
수산부, 2018). 최근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는 2020년 6,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 분야와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수산실용화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투
자를 추진 중이다(해양수산부, 2019).
융합에 관한 연구는 ICT 분야(배영림·신혜리, 2017 ; 문진희·권의준·금영정, 2017 ; 이
민정·송창현·김연배, 2018 ; 심재륜, 2019 ; 김규남, 2019)를 중심으로 항공 분야(주성현·
하성호·박상현, 2016), 자동차 분야(유다혜·이보경·손소영, 2019), 반도체 분야(윤석훈·지일
용, 2019), 바이오 분야(황성현, 2018)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시도되어 왔다. 해양수산
분야는 타 분야와 결합되는 융합적 특성 강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양수산 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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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융합에 관한 연구(황순욱·
천동필, 2020)가 추진된 바 있으나, 특정 분야로 국한되어 추진됨에 따라 해양수산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융합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 R&D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와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융합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수행된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 R&D 사업의 출원 및 등록 특허 성과
1,018개를 대상으로 동시분류 분석(Co-Classification Analysis),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된 국가 R&D 성과물의 기술융합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추후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연
구에 대한 결론 및 의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세계 주요국들은 해양수산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다시 설치되면서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 R&D는 공공기술적인 특성이 강하여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며(해양수산부, 2016), ICT, BT, N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
을 통해 기술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그간 해양수산 분야 기술동향에 관한 연구는 해양과학기술 활성화 연구(강길모 et
al., 2006)가 추진된 이래 해양에너지(나도백·길상철·오민수, 2009), 수산양식(오정한·김민
주,2014)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일부 연구만이 추진되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타
분야와 결합되는 융합적 특성 강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융합에 관한 연구는 수산양식
분야의 기술융합 특성을 분석한 연구(황순욱·천동필, 2020)가 유일한 상황이다.
기술융합이란 2개 이상의 분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하나
의 분야로 병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Curran and Leker, 2011 ; Geum et al.,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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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vonen and Kassi, 2013). 기술융합은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융합기술 조기 선점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하였다(Athreye and Keeble, 2000 ; Roco
& Bainbridge, 2002).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A
ICBMB)의 등장으로 산업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융합에 관한 연구는 기술 간 융
합뿐만 아니라 산업(황성현, 2018 ; 김규웅 외, 2018), 학문(정보권·이학연, 2016), 연구
분야(김홍영·정선양, 2015), 제조·서비스 간 융합(서한빈·이학연, 2018) 등 다양한 관점에
서 시도되었다. 특히, 기술융합은 과학기술 관점에서 기술혁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유용하다(Kodama, 1992 ; 김윤종·정욱·정상기,
2009 ; 김홍영·정선양, 2015). 또한, 기업 관점에서는 산업계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을 제공하고, 지식 혹은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
로 활용되었다(Yoffie, 1996 ; Wolbring, 2008 ; Jeong et al., 2015).
기술융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술 간
융합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기술융합의 흐름이나 특징을 분석예측하려는 다수의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분석 방법이 대부분 전문가의 직관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가
정성적이고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강희종·엄미정·김동명, 2006).
기술 간 융합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기법, 계층화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분석 과정이 직관적이지 못 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이 부족하였다(한장협·나중규·김채복, 2016). 특허 정보는 기술을 대용하는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었다(Grilliches, 1990). 특허 정보는 R&D 자원 배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
보이다(황순욱·천동필, 2020). 또한, 특허는 논문과 더불어 R&D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인 결과물로서 R&D 트렌드 분석에 적합한 지표이다. 특히, 특허 정보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
(OECD, 1994 ; Ernst, 2003), 동시분류 분석, SNA, 연관규칙 분석, 토픽모델링 등 다양
한 데이터마이닝 방법론과 함께 기술동향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동시분류 분석은 특허의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를 토대로 기술융합을 판단
하기 용이하다는 방법론의 특성 상 SNA, 연관규칙 분석 등과 함께 기술융합 연구(박현석·
서원철·윤장혁, 2012 ; 백현미·김명숙, 2013 ; 조용래·김의석, 2014 ; 한장협·나중규·김채
복, 2016 ; 안재형 외, 2016)에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반면, 토픽모델링은 특허의 서지정
보를 토대로 주요 토픽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픽만으로 기술
융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술융합 연구보다는 기술개발 동향 연구에 주
로 활용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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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분류 분석(Co-Classification Analysis)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논문이나 특허 등 서지정보가 가진 정보 중 저자, 인용, 키워
드, 분류코드 등의 동시발생(co-occurrence)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김민지 외,
2011). 동시발생을 기초로 하는 분석기법은 공동집필(co-authorship) 분석, 동시단어
(co-word) 분석, 동시분류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 동시분류 분석은 논문, 특허 등의
서지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야 혹은 영역 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방법
으로(Todorov, 1989), 특정하게 설정된 분류를 통해 분류체계 간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ngelsman and Van Raan, 1991). 동시분류 분석
은 거시적인 융합에 관한 연구(Van Raan and Peters, 1989), 기술융합에 관한 연
구(Verspagen, 1997 ; Park and Yoon, 2014) 등 다양한 융합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동시분류 분석은 하나의 IPC가 부여된 특허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
나(김규웅 외, 2018), 하나의 특허가 다수의 IPC를 가지면서 동시에 발생한 분류를
바탕으로 특허 간 유사성 및 연관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문진희·권
의준·금영정, 2017). 여러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는 다수의 IPC가 부여되기 때문
에, 다수의 IPC가 부여된 특허는 기술융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Tijssen,
1992 ; Curran and Leker, 2011). 다수의 IPC가 부여된 특허를 기초로 SNA를 실
시하면 기술융합 연결망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고, 시각화가 용이하다
(Mizruchi, 1994).
3.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는 사람, 조직, 텍스트 등 다양한 개체들 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연계적인 속성을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분석 틀로서, 개체 간 관계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어 왔다(Scott, 1988 ; Hanneman, 2005). 일반적으로 연결망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며, 노드는 사람, 조직,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개체로 정의된다(B rner and
Boyack, 2003). 링크는 개체 간 관계를 의미하며, 동시발생을 기초로 인용 관계, 공동집필,
동시단어, 동시분류 등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White and McCain, 1997). SNA에서는 연
결망의 단위와 단위 내 노드와 링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설계하는지에 따라 연결망의 의미
와 해석이 달라지므로(김홍영·정선양, 2015), 분석 시 연결망의 노드와 링크를 정의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NA는 관계성을 기초로 연결망의 구조 및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연결망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김용학, 2011).
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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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에서 연결망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앙성은 기술융
합 연구에서 특정 기술 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김
홍영·정선양, 2015). 밀도는 노드 간 다양한 교류를 의미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 간
융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균 경로거리가 긴 연결망은 노드 간 관계를 맺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석된 바(박철순·김성학, 2017) 있어, 기술융합
관점에서 기술 간 융합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
히, 연결정도 중앙성 분석은 연결망 내 노드의 상대적 위치를 지도화(mapping)하고,
노드 간 연결빈도와 거리를 분석하는 방법(허정은·양창훈, 2013)으로, SNA 지표 중
상대적으로 분석 결과의 해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그간 SNA를 활용한 기술융합 연
구(배영림·신혜리, 2017 ; 권의준·금영정, 2018 ; 김준한·금영정, 2019)에서 주로 활
용되어 왔다.
4.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

Agrawal et al.(1993)이 제시한 연관규칙 분석은 대량의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연
관성을 찾아내고 자주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데이터마이닝 기
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Zhao and Bhowmick,
2003). 장바구니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방법은 분석 대상이 되는 아이템 간의
동시 발생 빈도수를 기초로 상호 연관성이 높은 아이템 집합을 형성하게 된다(강지호
외, 2015). 연관규칙이란 임의의 트랜잭션에서 한 아이템이 발생할 때 다른 아이템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시에 발생한 아이템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서로 연관
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Han and Kamber, 2001).
연관규칙은 X→Y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X가 있으면 Y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임의의 연관규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템 간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장
영재·김현중·조형준, 2016). 연관성은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
(lift)로 확인할 수 있다. 지지도는 X와 Y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의미하며, 데이터
의 발생 빈도를 말한다. 신뢰도는 X가 발생할 때 Y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
며, 아이템 간의 연관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지도와 신뢰도는 연관규
칙에 포함된 선후행 아이템 간 연관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이동원,
2017). 향상도는 X와 Y의 신뢰도와 Y가 발생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 향상도 값
이 1인 경우 두 아이템이 서로 독립적인 것을 의미하며 연관성이 없다고 해석되며, 1
보다 큰 경우 양의 상관관계, 1보다 작은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장영재·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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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형준, 2016). 연관규칙 분석은 기술융합 패턴 및 융합 정도를 확률적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아이템 간 선후행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기술융합 순서를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용윤, 2017). 최근 특허 정보와 연관규칙을 활용한
기술융합 연구(서용윤, 2017 ; 심재륜, 2019 ; 황순욱·천동필, 2020)가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1.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 사업의 범위

해양수산부는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된 이후 해양수산과학기술
R&D 및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14~’20)』,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16)』 등을 중장기 계
획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통합·폐지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제1
차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분야 및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R&D는
해양수산부 산하 KIMST에서 관리하고 있다. KIMST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분야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사업은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14~’17년)』을 기준으로 ‘해양수산 산업진흥 부문(’14년)’, ‘창조형 해양수산 산
업 육성(’15~’17년)’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되어 온 5개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에는 ‘인프
라 구축 부문’에 해당하여 본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5개 사업의 지원 과제 수
및 예산 현황은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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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업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사업명
첨단항만물류
기술개발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미래해양자원
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자료: NTIS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2011년
9
83
17
491.6
17
491.6
17
261.9
59
108.7

2012년
39
99.6
30
382.5
30
382.5
60
258.9
155
127.7

2013년
33
85.9
19
160.0
19
238.0
48
230.3
153
135.7

2014년
34
107.5
25
186.0
16
220.2
40
194.6
102
113.2

2015년
31
127.5
22
104.1
20
233.3
61
228.7
130
192.8

(단위: 건, 억원)

2016년
39
105.9
18
96.9
15
126.0
66
252.9
156
221.6

2017년
22
73.4
20
122.9
16
81.0
117
305.6
155
231.0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은 2011년과 2012년에는 물류 분야와 항만건설 분야로 구분
하여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항만물류 분야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2011년부
터 2017년까지의 성과를 통합하여 ‘스마트항만’ 분야로 정의하였다.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청정에너지 분야와 미
래해양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나, 2011년과 2012년에는 해양에너지 및 자원
이용기술개발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이에 두 사업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
과를 통합하여 ‘해양에너지’ 분야로 정의하였다.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은 2014년 이후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이를 통합하여 ‘해양바이오’ 분야로
정의하였으며, 수산실용화기술개발은 ‘수산실용화’ 분야로 정의하였다. 해양산업 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의 연도별 흐름도는 <표 2>과 같다.
분야
스마트항만

<표 3> 분야별 사업 흐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첨단물류기술개발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및자원이용
기술개발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바이오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수산실용화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자료: NTIS,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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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융합 정의

우리나라는 융합기술을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07)』을 통해 정의하였으나, 미래사
회의 경제·사회적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1차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09~’13)』을 통해 다시 정의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산업 간 결합뿐만 아니라 이종 및 동종의 다양한 기술 간 결합까지 포괄하는 개
념으로 기술융합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특허의 IPC는 계층을 기준으로 융합 수준을 정의할 수 있다(최재영·조윤애·정성균,
2013; 서용윤, 2017). IPC는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등 5개 계층으
로 구성되며,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하나의 특허에 섹션이
서로 다른 IPC가 존재한다면 이종 기술 간 융합을 추정해볼 수 있다(Choi et al., 2015).
앞서 살펴본 특허 정보를 활용한 기술융합 선행연구(박현석·서원철·윤장혁, 2012 ; 백현미·
김명숙, 2013 ; 안재형 외, 2016 ; 배영림·신혜리, 2017 ; 김규웅 외, 2018 ; 심재륜,
2019 ; 황순욱·천동필, 2020)에서는 IPC의 서브클래스를 기준으로 기술융합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허에 IPC 서브클래스 기준으로 2개 이상의 IPC가 존재하는 경
우를 기술융합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융합의 유형은 <표 3>와 같이 이종 기술융합과 동종
기술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종 기술융합은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가 모두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동종 기술융합은 섹션은 동일하나 클래스와 서브클래스가 다른 경우와 섹션과 클
래스는 동일하나 서브클래스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표 4> 본 연구의 기술융합 유형
기술융합 유형
이종 기술융합
기술융합
동종 기술융합

섹션
다름
같음
같음

IPC 계층
클래스
다름
다름
같음

서브클래스
다름
다름
다름

자료: 저자 작성
3.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KIMST의 사업 중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첨단항만물류기
술개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수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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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기술개발 등 5개 사업에서 발생한 출원 및 등록 특허 성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성과 목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에서 수집하였으며, 성과 목록의 특허
상세정보는 ㈜윕스의 ‘WINTELIPS’ 서비스에서 수집하였다. 2020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NTIS에 공개된 최근 데이터는 2018년까지 조사된 성과 데이터이다. 분석 대상 DB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된 특허 성과를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재정리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허 성과는 총 1,554개이나, 2018년에 발
생한 특허 성과는 7개에 불과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표 4>과 같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1,547개 특허
중 기술융합에 해당하는 1,018개의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5> 분석 대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융합 특허
35
38 114
91
63
57 131
스마트항만
6
4
35
7
9
18
4
융 해양에너지
13
7
45
25
14
20
30
합 해양바이오
57
32
108
35
53
71
87
특
수산실용화
16
21
59
55
53
49
85
허
소계
92
64
247
122
129
158
206
합계
127 102 361 213 192 215 337
자료: NTIS, WINTELIPS

(단위: 개)

합계
529

83
154
443
338
1018

1,547

4. 분석 방법
1) 연구의 프레임 워크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프레임 워크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 R&D 특허 정보를 수집
하고, 수집된 특허의 IPC를 기준으로 IPC 동시발생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기술융합 연결
망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SNA의 응집성 지표와 연결성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연관규칙 분석과 SNA의 중앙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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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프레임 워크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절차

본 연구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 관점에서 국가 R&D 기술융합 연결망의 구조와 기
술융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SNA를 위해 특허가 가진 IPC를 노드로 정의하였으며, 하나의 특허에서 IPC가 동
시 발생하는 것을 링크로 정의하였다. 노드와 링크는 [그림 2]과 같이 정의된다.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분야별로 응집성 지표와 연결성 지표 값을 도출하였
다. 연결망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SNA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균 연결정도, 중심화, 밀도, 컴
포넌트 등 응집성 지표와 평균 경로거리와 같은 연결성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연결망 분석을 위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표 값을 도출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연결망의 구
조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야별 연결망 분석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표 값을
도출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분야별 연결망 구조의 유사성을 도출하였다. 응집성 및 연결성
지표 도출을 위해 UCINET을 활용하였으며, 상관분석은 통계패키지 R을 활용하였다.
[그림 2] 노드와 링크의 정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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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 도출한 밀도와 평균 경로
거리를 기준으로 ‘밀도-평균 경로거리 매트릭스(Density-Avg. Distance Matrix)’를 구성하
였다. 매트릭스를 통한 분석 방법은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이
개발한 분석 도구로서,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포트폴리오(Business
Portfolio)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밀도가 높다는 것은 기술 간 융합 다양성이 높다고
해석하였으며, 평균 경로거리가 길다는 것은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낮다고 해석하였다. 밀
도-평균 경로거리 매트릭스의 각 분면의 경계는 지표의 평균이며, 사분면의 의미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 밀도-평균 경로거리 매트릭스
높음

(2사분면)
기술 간 융합 용이성 낮음
기술 간 융합 다양성 낮음

(1사분면)
기술 간 융합 용이성 낮음
기술 간 융합 다양성 높음

(3사분면)
기술 간 융합 용이성 높음
기술 간 융합 다양성 낮음

(4사분면)
기술 간 융합 용이성 높음
기술 간 융합 다양성 높음

<평균
경로거리>

낮음

낮음

<밀도>

높음

셋째,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관규칙 분석을 통
해 IPC 간 연관성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 기반으로 SNA를 통해 연관성 연결망을 시각화하
여 기술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와 연관기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관규칙 분석
시 아이템은 특허의 IPC를 의미한다. 기술융합이 활발한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연결정도
중앙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연관규칙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R의 arules 패키지와 apriori
함수를 활용하였으며, 연결정도 중앙성 분석을 위해 UCINET을 활용하였다.

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한 가술융합 연결망 구조 및 패턴 분석 ∙ 171
Ⅳ. 연구 결과
1.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분석
1) 연도별 분석

전체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경로거리, 중심화, 밀도, 컴포넌트, 평
균 경로거리를 도출하였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표 값을 도출함으로써 기술융합 연결
망 구조의 동태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연도별로 2017년은 중
심화와 밀도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포넌트, 평균 경로거리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연결망이 2017년에 가장 파
편화되고 분절적인 구조인 것을 의미한다.
<표 6> 연도별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분석
구분
Avg. Degree Deg Cen1) Density
Compo2)
2011년
2.4186
0.1643
0.0576
10
2012년
1.7436
0.2013
0.0459
14
2013년
2.2857
0.2209
0.0416
14
2014년
2.6818
0.1783
0.0624
7
2015년
2.4000
0.1268
0.0444
9
2016년
3.0400
0.1244
0.0411
11
2017년
2.4211
0.1038
0.0323
13
평균
2.4273
0.1600
0.0465
11.143
주: 1) Degree Centralization, 2) Components, 3) Average Distance

Avg. Dist3)
2.8283
2.0741
2.7230
2.2769
3.2760
3.3950
3.5400
2.8733

연도별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
과 같다. 중심화 지표와 평균 경로거리 지표 간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전체 연결망
은 중앙 집중식 구조를 보일수록 기술 간 융합 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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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표 간 상관분석

구분
Avg. Degree Deg Cen1) Density
Compo2)
Avg Degree
1
-0.516
1
Deg Cent1)
Density
0.078
0.401
1
2)
Compo
-0.546
0.263
-0.699
1
3)
Avg Dist
0.543
-0.838***
-0.630
0.012
주1: 1) Degree Centralization, 2) Components, 3) Average Distance
주2: *** p<0.01, ** p<0.05, * p<0.1

Avg. Dist3)

1

밀도와 평균 경로거리 사분면을 토대로 연도별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3사분면과 4사분면에 걸쳐 위치한 것으
로 보아,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
사분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것으로 보아,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낮고, 기술 간 융합 다양
성도 낮은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 간
융합의 활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밀도-평균 경로거리 매트릭스(연도별)

2) 분야별 분석

분야별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경로거리, 중심화, 밀도, 컴포넌트,
평균 경로거리를 도출하였다.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표 값을 도출함으로써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의 분야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해양바이오와 수산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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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평균 연결정도, 중심화 지표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분야
가 중앙 집중식 연결망 구조인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기술 간 융합이 존재하는 분야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항만과 해양에너지 분야는 평균 연결정도, 중심화 지표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분야가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연결망 구조
인 것을 의미하며, 특히 스마트항만 분야의 평균 경로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기술 간 융합
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의 평균 경로거
리가 가장 긴 것은 기술 간 융합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분야별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분석

구분
Avg. Degree Deg Cen1) Density
Compo2)
스마트항만
2.2500
0.1282
0.0577
11
해양에너지
2.4590
0.1816
0.0410
4
해양바이오
4.3000
0.2402
0.0729
9
수산실용화
3.4324
0.2333
0.0470
6
평균
3.1104
0.1958
0.0546
7.5
주: 1) Degree Centralization, 2) Components, 3) Average Distance

Avg. Dist3)
1.8583
3.3388
2.9443
3.1837
2.8313

밀도와 평균 경로거리 사분면을 토대로 분야별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1사분면에 위치하여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은 낮
으나, 기술 간 융합 다양성은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낮은 것은 R&D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오은주·오승훈·유재성, 2019)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 간 융합 다양성
이 높은 것은 신약 개발, 기능성 소재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해양바이오 분야가 해
양생물 기반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 응용 분야가 다각화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항만 분야는 4사분면에 위치하여 기술 간 융합 용이성과 기술 간 융합 다
양성 모두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반시설인 항만의 특성 상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적용을 위한 융·복합 R&D 추진과 항만운영 효율화 및 안전사고 방지, 컨
테이너 보안강화 등을 위한 첨단 ICT 적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있다. 반면, 해양에너
지 분야와 수산실용화 분야는 2사분면에 위치하여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낮고, 기술 간
융합 다양성도 낮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에너지 분야의 기술 간 융합 용이성
이 낮은 것은 해양에너지원별 복합발전 시스템 개발 등 그간 추진된 과제들의 초기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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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장비 비중이 높은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산실용화 분야의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이 낮은 것은 신품종 및 수산생물 유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등 전통수산
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진된 과제들이 바이오 산업과 연관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산실용화 분야에 해당하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수산생물자원 유래
기능성소재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분야의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4년
에는 수산물 질병원인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 개발 등이 추진(해양수산부, 2014)된 것으
로 보아 바이오 산업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밀도-평균 경로거리 매트릭스(분야별)

2. 기술융합 패턴 분석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하였다. 지지도와 향상도를 기준으
로 상위 10개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IPC 계층을 기준으로 기술융합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
야별 연관규칙 분석 결과는 <표 8, 9>과 같다. 스마트항만 분야는 동종 기술융합의 지지도
가 높고, 이종 기술융합의 향상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H(전기), G(물리학) 중심으로 동종
기술 간 융합이 나타났으며, B(처리조작), F(기계공학), G(물리학) 등 다양한 이종의 기술들
이 E(고정구조물)과 융합되고 있었다. G(물리학)와 H(전기) 간 이종 기술 간 융합도 나타났
다. G06K(데이터 인식)→G06Q(데이터 처리 시스템), G08G(교통제어시스템)→G06Q(데이
터 처리 시스템), B25J(메니플레이터)→G01B(길이 측정)은 앞서 향상도가 높게 나타난 패턴
으로 스마트항만 분야의 중요한 기술융합 패턴으로 판단된다. 해양에너지 분야는 이종 기술
융합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C(화학), F(기계공학) 중심으로 동종 기술 간 융합이 나타
났으며, B(처리조작), E(고정구조물), G(물리학), H(전기), 등 다양한 이종의 기술들이 F(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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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학)과 융합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B(처리조작)과 C(화학), G(물리학)과 H(전기)가 융합
되는 양상을 보였다. 향상도가 높게 나타난 F01K(증기기관설비)→F03G(스프링), C12P(발
효)→C12N(효소)은 해양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기술융합 패턴으로 판단된다.
<표 9> 스마트항만 및 해양에너지 분야 기술융합 패턴
No
1
2
3
4
5
6
7
8
9
10

X→Y

H04W H04L
G06K G06Q
B25J G01B
H04B H04W
G08G G06Q
H04B H04L
B28B E02B
F03D E02D
F03D E02B
G01S H04L

스마트항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0.054
0.029
0.025
0.025
0.021
0.021
0.013
0.013
0.013
0.013

0.619
0.875
0.857
0.375
0.833
0.313
0.750
0.375
0.375
0.429

7.075
17.500
29.388
4.286
16.667
3.571
15.000
10.000
7.500
4.898

X→Y

B01D
C12P
F03D
E02B
H02K
B63B
F01K
G05F
G05F
E02D

C02F
C12N
F03B
F03B
F03B
F03B
F03G
H02K
F03B
F03B

해양에너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0.051
0.045
0.039
0.029
0.029
0.029
0.019
0.016
0.016
0.016

0.889 9.533
0.933 16.126
0.923 6.835
0.900 6.664
0.750 5.554
0.450 3.332
0.667 15.949
1.000 25.917
1.000 7.405
0.833 6.171

해양바이오 분야는 동종 기술융합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C(화학), A(생활필수품)
중심으로 동종 기술 간 융합이 나타났으며, C(화학)와 A(생활필수품)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
였다. 향상도가 높게 나타난 A61Q(화장품 제제의 용도)→A61K(의약용 제제), A61P(의약품
제제의 효과)→A61K(의약용 제제)는 해양바이오 분야의 중요한 기술융합 패턴으로 판단된
다. 수산실용화 분야 또한 동종 기술융합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A(생활필수품) 중심
으로 동종 기술 간 융합이 나타났으며, C(화학)와 A(생활필수품), A(생활필수품)와 C(화학)
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향상도가 높게 나타난 A23B(어류의 보존)→A23L(식품), C02F
(슬러지 처리)→A01K(어류 사육)는 수산실용화 분야의 중요한 기술융합 패턴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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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해양바이오 및 수산실용화 기술융합 패턴
No
1
2
3
4
5
6
7
8
9
10

X→Y

C12P
A23L
A61P
A61Q
C12M
C07K
C07K
C07D
C12M
C12R

C12N
A61K
A61K
A61K
C12N
A61K
C12N
A61K
C12P
C12N

해양바이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0.192
0.075
0.052
0.050
0.043
0.038
0.038
0.037
0.035
0.033

0.804
0.833
0.912
0.968
0.491
0.365
0.365
0.710
0.396
0.870

2.449
3.623
3.964
4.208
1.494
1.587
1.112
3.086
1.662
2.648

X→Y

A61P
A61Q
C12N
A23K
A23L
A23K
C02F
C12R
A23B
A61Q

A61K
A61K
A61K
C12N
A61K
A61K
A01K
C12N
A23L
A23L

수산실용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0.101
0.069
0.063
0.061
0.061
0.057
0.036
0.030
0.028
0.028

0.926
0.971
0.326
0.536
0.500
0.500
0.621
0.938
0.933
0.400

3.370
3.536
1.188
2.791
1.820
1.820
5.037
4.885
7.700
3.300

생성된 분야별 연관규칙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결망을 시각화하여 IPC 간의 전반적인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는 [그림 6, 7]과 같다. 스마트항만 분야는 3개의 이종 기술융합 연결
망과 1개의 동종 기술융합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가장 큰 연결망은 H04(전기통신기술)와
G01(측정)이 중앙성이 높은 H04L(디지털정보의 전송)과 융합되는 연결망과 B28(시멘트)와
F03(원동기)이 E02(수공)와 융합되는 연결망이다. H04L의 중앙성이 높은 것은 혁신기술 기
반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 ICT가 접목됨에 따라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
서 기술융합이 활발히 추진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 E02B의 중앙성이 높은 것은 해양기후
재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해양 구조물 분야에서도
기술융합이 활발히 추진된 것을 의미한다. 해양에너지 분야는 2개의 이종 기술융합 연결망
과 2개의 동종 기술융합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가장 큰 연결망은 B63(선박 구조물), E02
(수공), F03(원동기)이 F03B(유체용 기계)와 융합되는 연결망과 G05(제어), H02(배전)이
F03B(유체용 기계)와 융합되는 연결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F03B의 중앙성이 높은 것은
조류, 파력 등 상용화에 가까운 분야의 조기 상용화 추진을 위해 조류, 파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시험 검증 장비 개발을 위해 기술융합이 활발히 추진된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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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야별 연관규칙 기반 네트워크(좌: 스마트항만, 우: 해양에너지)

<스마트항만 분야>
주: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앙성 값임

<해양에너지 분야>

해양바이오 분야 C07K(펩티드)를 매개로 2개의 이종 기술융합 연결망이 통합된 하나의
이종 기술융합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2개의 연결망은 각각 A61(의학) 중심으로 C07(유기화
학), A23(식품) 기술군이 중앙성이 높은 A61K(의약용 제제)와 융합되는 연결망과 C12(생화
학) 중심으로 중앙성이 높은 C12N(효소)과 융합되는 연결망이다. A61K의 중앙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해양바이오 분야 시장 개척을 위해 융합연구를 확대함에 따라 바이오 소재 분
야에서 기술융합을 활발히 추진된 것을 의미하며, C12N의 중앙성이 높은 것은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양생물 기반의 바이오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도 기술
융합을 활발히 추진된 것을 의미한다. 수산실용화 분야는 2개의 이종 기술융합 연결망이 형
성되었다. 가장 큰 연결망은 C12(생화학), A61(의학), A23(식품) 등의 기술군이 중앙성이
높은 A61K(의약용 제제)와 융합되는 연결망이다. A61K의 중앙성이 높은 것은 수산물을 이
용한 기능성 소재 및 신소재 실용화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을 위한 기술융합이
활발히 추진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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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분야별 연관규칙 기반 네트워크(좌: 해양바이오, 우: 수산실용화)

<해양바이오 분야>
주: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앙성 값임

<수산실용화 분야>

Ⅴ. 결론

본 연구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및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
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R&D 특허를 대상으로 동시분류 분석, SNA,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
하였다.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전체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연결망이 중앙
집중식 구조를 보일수록 기술 간 융합이 용이한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연도별 연결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망 구조가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구조가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 간
융합 활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별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해양바이오 분야는 기술 간 융합 용이성은 낮고 다양성은 높은 특성이
나타났으며, 스마트항만 분야는 기술 간 융합 용이성과 다양성 모두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해양에너지 분야와 수산실용화 분야는 기술 간 융합 용이성과 다양성 모두 낮은 특성
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타 분야와 결합되는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
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 간 융합 활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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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 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술융합 활동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항만 분야는 항만건설, 해운물류체계 구
축을 위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상용 통신 네트워크와 해양 구조물 관련 분야에서 기술
융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에너지 분야는 해양에너지원별 발전시스템 및 복합
발전 기술개발, 해양광물 및 수자원 탐사·이용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조류, 파력 등
의 조기 상용화 추진을 위한 복합발전 시스템과 관련 시험 검증 장비 관련 분야를 중심으
로 기술융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해양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
해양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위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 개척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
와 해양생물 기반의 바이오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기술융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실용화 분야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분야, 수산생물자원 유래 기능성소재 및 신소재
개발, 에너지 절약형 어선 설비 및 어구어업 개발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신소재 실용화 분야를 중심으로 기
술융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해양수산 분야는 ICT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ICT 기반으로 기술융합이 추진된 분야는 스마트항만 분야로 나타났으며, 해양바이오
와 수산실용화 분야는 의학 및 화학 분야, 해양에너지 분야는 기계 분야 중심으로 기술융합
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스마트항만, 해양에너지 분야의
기술융합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바이오, 수산실
용화 분야는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의 지속 성장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관련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술융합이 활발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정책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물이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 성과물이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경우, 회수기간이 길
어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경우,
초기 투자비가 높고, 장비 비중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물이 적용되는 분야가 정부 정책에 영향이 큰 분야인지 혹은 시장 환경
변화에 영향이 큰 분야인지를 구분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려한다면 기술
융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IPC를 기초로 동시분류 분석, SNA, 연관규칙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 R&D 중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기술융합 연결망의 구조와 기술융합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SNA와 사업포트폴리오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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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정책
적 관점에서는 그간 융합연구가 미흡했던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기술융합 특성 및 동
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양수산 R&D 기
획 단계에서 기술융합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해양수산 R&D를 스마트
항만,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수산실용화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분야별 특성을 확인하였
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해당 분야에 지원된 과제에서 발생된 특허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 R&D 성과조
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
여연구원이 성과를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성과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성과가 입력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매년 공개되는 국가 R&D 성과조사 데
이터는 조사, 검증, 분석 등 일련을 과정을 거쳐 조사 결과가 NTIS에 공개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최근 동향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분석은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 모두를 분석하였으나, 기술융합 패턴 분석의 경우,
연도구간을 분리하지 않고 정태적 측면만을 분석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실제 현상을 반영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분석 단위를 논문, 특허 등 R&D
관련 다양한 서지정보 중 특허로 설정함으로써 국가 R&D의 기술적 성과 관점에서 분석 결
과를 도출했으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출(output) 관점의
논문·특허 성과 정보뿐만 아니라, 투입(input) 관점의 연구 과제 정보를 기초로 토픽모델링
과 같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융합 특성을 분석한다면,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
한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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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Pattern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Network Using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Focused on the Patents of Industry Nurture for
Oceans and Fisheries
Kim Kyungsoo

Abstr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promoting innovation throughout the
country and industry. Major countries have expanded their investment in convergence
technology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Ocean and science technology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easy to integrate with other field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study on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ocean and science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pattern of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network. In this paper, Data mining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As a result,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ocean
and science technology by field were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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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연구*
- 국내 하이테크산업 사례 분석 이철행**
초록

하이테크산업은 지식기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8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하이테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다.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와 상근상당연구원수를, 산출변수는 특허등록건수와 매출액을 설정한다. 자료
포락분석 모형으로 하이테크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집단 간 효율성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토빗회귀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효율성 분석결과 전체기간 동안 기술효율성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약 19.0%
정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약 11.2%로 규모의 비효율성
8.3%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 집단 간 효율성 차이 검정결과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규모효율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R&D인력 비중은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신제품투자 비중은 순수기술효율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규모효율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 하이테크산업의 R&D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하이테크산업 자료포락분석
,

,

,

*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작성되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chlee@khidi.or.kr

｢각 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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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시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고객니즈, 경쟁자와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바
뀌고 있고, 새로운 지식이 발전되어 제품이나 서비스에 빠르게 사용되고 제품의 수명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Lazzarotti, Manzini and Mari, 2011; Wu et al.,
2019).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적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진보나 혁신을 야기함으
로써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으로 인식되어 왔다(Romer, 1994;
Stokey, 1995; Shefer and Frenkel, 2005). R&D 활동을 통해 더 가치 있고, 독창
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의 혁신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경제적 성과와 전략적 경쟁우위
로 이어진다. 기업의 R&D투자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연구를 보면 이들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iffith, Redding and Reenen, 2004;
Doraszelski and Jaumandreu, 2013; 하정훈·이동욱, 2009; 김민정, 2020).
2017년 기준 국내 R&D투자는 697.0억 달러로 미국 5,432.5억 달러, 중국
2,604.9억 달러, 일본 1,561.3억 달러, 독일 1,121.9억 달러에 이어 OECD 국가 중
5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본 3.2%, 독일 3.0%, 미국
2.8%, 중국 2.2% 보다 높은 4.6% 수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2020). 그러나 R&D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경제적 성과가 항상 높아지는 것
은 아니다(Jaruzelski, Loehr and Holman, 2012). R&D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
하게 되면 R&D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자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R&D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
되면서 많은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R&D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
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R&D 효율성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hen et al., 2004; Cullmann, Schmidt-Ehmcke and Zloczysti, 2012).
하이테크산업1)은 지식기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R&D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Chen et al., 2004; Wu et al., 2019).
국내의 경우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하이테크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16년
1) OECD(2003)는 기술집약도 즉, 총생산과 부가가치를 고려한 R&D집약도를 기준으로 제조업을 하이테크
(high

tech),

미드하이테크 (medium-high

tech) 등 4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tech),

미드로우테크(medium-low

tech),

로우테크(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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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대비 하이테크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53.5%로 미국
45.0%, 일본 30.5%, 독일 22.2%, 중국 20.5% 등 주요 국가와 비교 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또한 하이테크산
업의 글로벌 부가가치는 2016년 1.6조 달러로 글로벌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14.2%를 차지하고, 국내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는 2016년 688억 달러로 국내 제
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21.0%를 차지할 만큼 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8). 그러나 하이테크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R&D 효율성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하이테크산업
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투자 현황 분석과 더불어 효율성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효율성 분석의 대표적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활용하여 하이테크산업의 R&D투자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 R&D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투입 및 산출변
수를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집단 간 효율성 차이 비교와 효율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여 하이테크산업의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DEA 모형을 이용하여 하이테크산업의
R&D 효율성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DEA 모형과 투입 및 산출변수, 분석대상 자료 등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하이테크산업의 R&D투자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
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DEA를 이용한 R&D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터 산업, 기업, 사업, 과제 단위와 같은 미시적인 측면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Lee and Park, 2005; Wang and Huang, 2007; Hashimoto and Haneda,
2008; Zhong et al., 2011; Lee, Park and Choi, 2009; Hsu and Hsueh,
2009). 본 연구와 관련하여 DEA를 이용하여 하이테크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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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et al.(2004)은 1997년 대만의 31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R&D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 R&D종사자수, 기업연령, 그리고
자본을, 산출변수는 매출액과 특허등록건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기업들
이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주로 상대적 효율성 향
상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ashimoto and Haneda(2008)는 1983~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10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DEA와 맘퀴스트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를, 산출변수는 특허출원, 의
약품판매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용하였고, 시차는 8년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일
본 제약산업의 R&D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Lee and Suh(2016)는 글로벌 49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2007~2013년
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R&D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와 R&D종
사자수를, 산출변수는 논문건수, 특허등록건수, 그리고 매출액을 이용하였고, 투입과
산출 간의 시차는 3년으로 하였다. DEA 모형으로 49개 기업의 연도별 상대적 효율
성을 분석하고 맘퀴스트(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생산성변화, 효율성변화, 기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기간 동안 효율성변화는 평균적으로 다소 상승하고
기술변화는 하락하여 전체 생산성변화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17)은 1995~2009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5개 하이테크산업
을 대상으로 R&D투자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 상근
상당 R&D인력, 그리고 특허스톡을, 산출변수는 신제품 부가가치와 신제품 매출액을
이용하였다. 투입과 산출 간의 시차는 특허는 2년, 부가가치와 매출액은 3년을 적용
하였다. 전반적인 R&D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증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하이테크산업들에서 효율성에 변동을 보였는데 기술의 상업화 과정의 비효율성이 원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Wu et al.(2019)은 최근 4년간 대만의 42개 상장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점에서 반도체산업의 R&D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는 총자산, 종업원수, 그
리고 연구개발비를, 산출변수는 총자산순이익률(ROA), 주당순이익(EPS), 그리고 특허
건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효율성은 낮게 나타났고, 순수기술효율성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규모의 비효율성 보다는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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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표 1> DEA 이용한 하이테크산업 관련 R&D 효율성 연구
분석대상

기간

투입변수

산출변수

Chen et al.
(2004)

대만의 31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업

1997

연구개발비,
R&D종사자수,
기업연령, 자본

매출액,
특허등록건수

Hashimoto &
Haneda
(2008)

일본의 10개
제약기업

1983~
1992

연구개발비

특허출원건수,
의약품판매액,
영업이익

Jang, Lee &
Suh(2016)

글로벌 49개
R&D 기업

2007~
2013

Han et al.
(2017)

중국의 5개
하이테크산업

1995~
2009

연구개발비,
R&D종사자수
연구개발비,
상근상당 R&D인력,
특허스톡

Wu et al.
(2019)

42개 상장
반도체 기업

Y1~Y4

총자산, 종업원수,
연구개발비

논문건수, 특허등록건수,
매출액
신제품 부가가치, 신제품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ROA),
주당순이익(EPS),
특허건수

Ⅲ. 연구방법
1. DEA 모형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자원을 투입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같은
성과를 얻는데 더 적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주요 관심대상이므로 통상적으로 상대적 효율성(relative
efficiency)의 개념이 사용된다(이정동·오동현, 2012).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은 유사한 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DEA는
Shephard(1953)의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 개념과 Farrell(1957)의 효율성 측
정방법을 기초로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에 의해 제안되고 발전되어
왔다. DEA는 투입과 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상태 즉,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생산변경(production frontier)을 구성한 후 비효율 정도를 생산변
경과의 거리(distance)로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사전에 구체적인 함수형태에
대해 가정을 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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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투입과 산출의 생산관계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다
수의 투입(multiple inputs)과 산출(multiple outputs)의 생산구조 하에서 상대적 효
율성에 관한 단일 측정지표를 도출할 수 있고, 측정단위가 상이한 여러 가지 투입과
산출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비효율의 원인 파악이 가능하고, 분석에 이용되
는 자료의 수가 작아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
에서 미시적, 거시적 효율성 평가까지 DEA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Zhong et al., 2011; Han et al., 2017; Hong et al., 2016; An et al., 2020;
Haschka and Herwartz, 2020; Oh, 2011; De la Fuente-Mella, Rojas Fuentes
and Leiva, 2020)를 바탕으로 하이테크산업을 대상으로 R&D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
하는데 DEA를 적용한다.
DEA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CCR 모
형과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의 BCC 모형이다. CCR 모형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동일한 불변규모수익(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을 가정한 모형이고, BCC 모형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규모에 따라
변하는 가변규모수익(variable return to scale: VRS)을 가정한 모형이다. 불변규모
수익을 가정한 CCR 모형은 모든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들이
최적의 규모로 운영될 때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규모로 인한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다. BCC 모형은 이러한 CCR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모형이다. CCR 모형으로 도
출된 효율성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TE)이라고 부르며, BCC 모형으로
도출된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 PTE)이라고 하여 규모
로 인한 비효율성을 배제한 효율성을 의미하고 있다.
각각의 모형은 투입을 최소화 하는지, 산출을 최대화 하는지에 따라 투입기준
(input-based) 모형, 산출기준(output-based) 모형으로 구분된다. 투입기준 모형은
산출의 수준을 고정한 상태에서 투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비율을 도출하는 모형으로
효율성 척도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효율성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생산변경에 가
까워 효율적이고, 0에 가까울수록 생산변경으로부터 멀어져 비효율적이다. 반면 산출
기준 모형은 투입의 수준을 고정한 상태에서 산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비율을 도
출하는 모형으로 효율성 척도는 1보다 큰 값을 갖는데, 1보다 클수록 생산변경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다. 이 경우 흔히 의사결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기준 모형으로 측정된 효율성 값을 역수로 변환하여 1에 가까울
수록 더 효율적이고 0에 가까울수록 비효율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이정동·오동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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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산업 차원의 R&D 활동은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이정동·오동현, 2012; Jang, Lee and Suh, 2016)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준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하이테크산업의 R&D투자 효율성을 분석한다. 만약,
J개의 DMU가 있고, M개의 투입요소와 N개의 산출요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k번
째 DMU의 효율성에 대해 산출기준 CCR 모형을 수식화하면 식 (1)과 같은 선형계획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k번째 관측치의 산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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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번째 관측치의 효율성에 대해 산출기준 BCC 모형을 수식화하면 식 (2)와 같다.
아래 식 (2)의 BCC 모형에서는 CCR 모형과는 다르게     이라는 볼록성 조건
(convexity condition)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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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규모수익 하에서의 생산변경이 가변규모수익 하에서의 생산변경을 포함하기 때
문에 가변규모수익 하에서 효율성은 불변규모수익 하일 때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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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두 모형에서의 효율성 차이를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SE)이라 하며 이는
규모의 최적성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산출기준 규모효율성은 식 (3)과 같이 CCR 모
형에서 얻어지는 기술효율성(TE) 값을 BCC 모형에 의한 순수기술효율성(PTE) 값으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 있다. 규모효율성(SE)의 경우에도 효율성 척도가 1보다 작으면
현재의 투입과 산출 조합이 규모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을 통해 비효율적인 DMU의 비효율성이
주로 어떤 요인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순수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 보다 작을 경우 비효율성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며, 규모
효율성이 순수기술효율성보다 작을 경우 비효율성은 주로 규모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DEA 분석의 판별력은 DMU의 수와 투입 및 산출변수의 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요구하는데, DMU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투입 및 산출요소의 수와는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DMU의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효율적인 DMU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판별력이 떨어진다. DMU의 수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
되고 있는데, 투입과 산출요소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 할 때,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는 3×(M+N) 보다 많아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Dyson et.
al.(2001)은 최소 2×(M×N)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경험법칙을 제안하였다.
2.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 하이테크산업 R&D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
는 각 연도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이다. 이 자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산업별 R&D 활동 즉, 연구개발비, 연구원수, 특허건수 등 다양한 R&D투자 관
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이테크산업은 OECD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제조업 중
다른 산업에 비해 R&D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산업을 선정하였다. 의료용 물
질 및 의약품(C2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C27000),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C313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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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되고, <표 2>와 같다. 이들 4개 국내 하이테크산업의 연구개발비(민간, 정
부·공공, 외국 재원 포함)는 2018년 37조 9,411억 원까지 증가하여 제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62.0%를 차지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R&D집약도)은 8.9%
로 제조업 전체 R&D집약도 4.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No
1
2
3
4

<표 2> 국내 하이테크산업 분류

하이테크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

분류코드

C21000
C26000
C27000
C31300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변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하이테크산업의 R&D투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혁신활동에서 주요 투입요소는 물
적자원과 인력이다(Wang and Huang, 2007).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원수를
선정하였다. 연구개발비는 R&D 활동을 평가할 때 주요한 투입변수로 주로 사용된다
(Bloom and Griffith, 2001; Griffith et al., 2006). 연구원수는 선행연구(Zhong
et al., 2011; Han et al., 2017)를 반영하여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
원수로 하였다. 산출변수는 특허등록건수와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R&D 활동의 성과는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수익으로 나타난다(Han et al., 2017).
특허는 R&D 활동의 직접적 성과로 기술적 진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이고, 기업
전략의 수단으로서 하이테크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Guan and
Chen, 2010; Wang and Huang, 2007; Wu et al., 2019). 특허는 해당 발명이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갖추었을 때에만 등록될 수 있으므로, 등록특허는 출원특허보다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등록특허를 고려할 경우 특허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rnst, 1995). 기업에서 경제적 수익은 R&D
투자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Han et al., 2017). 매출액은 R&D투자 외에도
기업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R&D
활동의 주요한 경제적 성과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Chen et al., 2004; Jang, Lee
and Suh, 20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입 및 산출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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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입
산출

변수

EXP
RES
PAT
SALES

<표 3> 투입 및 산출변수 설명
변수 정의

연구개발비
상근상당연구원수
특허등록건수
매출액

단위

억원
명
건
억원

R&D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R&D 효율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투입과 산출 간에 시차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차는 없고, R&D 활동의 시차는 산업 또는 기술 분야,
R&D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이테크산업별로도 시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표준화된 시차를 적용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두 동일한 시차를 적용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하이테크 산업의 R&D 투자
와 산출 간의 시차는 특허등록에 대해서는 2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시차 3년을 적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R&D 투입과 산출 간의 시차효과를 고려하여 투입변수는 모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시계열 자료를, 산출자료 중 특허등록건수는 2010~
2017년까지의 8개년 시계열 자료, 그리고 매출액은 2011~2018년까지의 8개년 시계
열 자료를 사용한다. 투입 및 산출변수 중에서 단위가 금액인 경우에는 가격에 따른
오차를 통제하고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불변가격
(2015=100)으로 변환하였다. DEA와 통계분석은 공개 프로그램 R ver. 4.0.3을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경우 DEA 분석은 윈도우 분석(window analysis)을 이용하여 몇 개의
연도를 묶어 분석하거나 모든 연도의 자료를 하나의 풀링자료(pooled sample)로 만
들어 분석하면 다른 연도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다(이정동·오동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산업별로 각 연도를 하나의 DMU로 보고 총 32(4×8)개의 DMU
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투입 및 산출변수의 수가 각각 2개 이므로 최소
권장 기준 이상의 DMU 수(32 > 2×(2×2) 혹은 3×(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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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하이테크산업 전체 연평균 연구개발
비는 5조 5,647.66억 원, 연구원수는 연평균 24,652.81명, 특허등록은 연평균 10,436.97
건, 그리고 매출액은 연평균 90조 6,542.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 산업(C21000) 또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C27000), 항공기, 우주선 및 부
품 산업(C31300)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자는 시장주도 산업으로 산업의
규모가 큰 반면 후자의 3개 산업은 공공 투자와 규제 등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8).
산업
C21000

C26000

C27000

C31300

하이테크산업
전체

<표 4> 분석대상 및 변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EXP

RES

PAT

SALES

9,929.50

5,204.00

4,600.50

194,920.50

2,241.06

751.22

1,447.07

33,197.80

13,516.00

6,273.00

6,507.00

249,887.00

7,285.00

4,253.00

1,998.00

148,861.00

202,747.75

85,208.00

26,283.13

3,254,561.13

49,523.89

9,496.47

3,457.22

247,056.41

266,740.00

96,079.00

31,181.00

3,592,763.00

138,706.00

71,048.00

21,425.00

2,841,985.00

8,816.13

7,231.75

10,662.88

141,059.13

844.69

1,281.48

2,455.12

26,778.48

10,288.00

8,993.00

13,534.00

187,475.00

7,693.00

5,685.00

6,015.00

106,541.00

1,097.25

967.50

201.38

35,628.13

648.74

269.02

134.37

15,694.30

2,359.00

1,162.00

477.00

63,984.00

328.00

335.00

59.00

16,750.00

55,647.66

24,652.81

10,436.97

906,542.22

89,513.31

35,887.20

10,255.62

1,383,708.77

266,740.00

96,079.00

31,181.00

3,592,763.00

328.00

335.00

59.00

1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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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투입과 산출변수
간에 모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원수와의 상
관관계는 0.98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특허등록건수와의 상관관계는 0.877, 매출
액과의 상관관계는 0.970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수와 특허등록건수의 상관관계는 0.921,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는 0.992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허등록건수와 매출액과의 상
관관계도 0.917로 높게 나타났다.
변수
EXP
RES
PAT
SALES
주:

**

<표 5> 투입-산출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EXP

1.000
0.988**
0.877**
0.970**

RES

PAT

SALES

1.000
0.921**
0.992**

1.000
0.917**

1.000

p<0.01.

2. 하이테크산업의 효율성 분석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
(PTE) 및 규모효율성(SE)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기술효율성(TE)은 전반적인
R&D투자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기술효율성(TE)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순수기술효율성(PTE)과 규모효율
성(SE)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효율성(TE)은 평균적으로 약
19.0% 정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수기술효율성(PTE)은 약 11.2%,
규모효율성(SE)은 8.3%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표 6> 전체 하이테크산업의 평균 효율성 분석결과
TE

0.758
0.777
0.811
0.828
0.749
0.825
0.861
0.868
0.810

PTE

0.830
0.824
0.880
0.905
0.853
0.902
0.955
0.953
0.888

SE

0.911
0.952
0.930
0.922
0.894
0.912
0.903
0.9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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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산업별 기술효율성(TE)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하이테크
산업은 전체 기간 동안 상당한 기술효율성(TE)의 변동을 보였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
업(C21000)의 기술효율성(TE)이 평균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의료, 정밀, 광
학기기 및 시계 산업(C27000)이 평균 88.3%로 나타났고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
(C31300)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이 각각 평균 76.0%,
70.8%로 다른 2개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 하이테크산업별 기술효율성(TE) 분석결과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순위

C21000

0.671
0.888
0.917
0.941
0.909
0.867
0.923
0.984
0.888
1

C26000

0.714
0.876
0.763
0.705
0.672
0.603
0.647
0.682
0.708
4

C27000

0.670
0.875
0.932
1.000
0.885
0.831
0.872
1.000
0.883
2

C31300

0.975
0.468
0.632
0.667
0.529
1.000
1.000
0.805
0.760
3

하이테크산업별 규모효과를 제외한 순수기술효율성(PTE)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이 평균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C21000)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
(C27000)은 각각 평균 92.7%, 8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C31300)은 76.4%로 가장 낮고 23.6%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순위

<표 8> 하이테크산업별 순수기술효율성(PTE) 분석결과
C21000

0.751
0.941
0.957
0.970
0.934
0.902
0.959
1.000
0.927
2

C26000

0.870
1.000
0.993
0.981
1.000
0.860
0.977
1.000
0.960
1

C27000

0.701
0.884
0.935
1.000
0.949
0.843
0.883
1.000
0.899
3

C31300

1.000
0.469
0.634
0.667
0.529
1.000
1.000
0.814
0.76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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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산업별 규모효율성(SE)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규모효율성(SE)은
순수기술효율성(PTE)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C31300)이
평균 99.5%로 가장 높았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C27000)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C21000)이 각각 평균 98.1%, 95.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은 평균 73.8%로 가장 낮고 평균 26.2%의 규모의
비효율성을 보였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순위

<표 9> 하이테크산업별 규모효율성(SE) 분석결과
C21000

0.894
0.943
0.958
0.970
0.974
0.961
0.963
0.984
0.956
3

C26000

0.821
0.876
0.768
0.719
0.672
0.701
0.663
0.682
0.738
4

C27000

0.955
0.990
0.997
1.000
0.933
0.985
0.988
1.000
0.981
2

C31300

0.975
0.998
0.997
0.999
0.999
1.000
1.000
0.990
0.995
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하이테크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효율성(TE)은 다소 증가 추세로 나타났지만 최고치 대비 평균 19.0%의 비효율성을 보
였다. 특히 순수기술효율성(PTE)이 규모효율성(SE) 보다 작아 비효율성은 주로 기술적인 측
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
업(C26000)의 경우 순수기술효율성(PTE)은 평균 96.0%로 가장 높으나 규모효율성(SE)은
평균 73.8%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C31300)은 순수기술효
율성(PTE)은 평균 76.4%로 가장 낮으나 규모효율성(SE)은 평균 9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3. 집단 간 효율성 차이 검정결과

DEA의 분석대상(DMU)이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집단 간 효율성
차이 비교는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원인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이정동·오동현,
2012). 효율성 값은 특정한 통계적 분포로부터 추출된 값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로부
터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법을 이용하여 집단 간 효율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연구 -국내 하이테크산업 사례 분석- ∙ 201

여기서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은 순위합 검정으로 3개 이상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표 10>은 하이테크산업의 집단 간 효율성 차이 비교를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수
행한 결과이다. 기술효율성(TE)과 순수기술효율성(PTE)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규모효율성(SE)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의 규모
효율성(SE)이 다른 3개 산업의 규모효율성(SE)과 큰 차이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표 10> 하이테크산업의 집단 간 효율성 차이 검정결과
효율성
TE

PTE

SE

집단 구분
C21000
C26000
C27000
C31300
C21000
C26000
C27000
C31300
C21000
C26000
C27000
C31300

N
8
8
8
8
8
8
8
8
8
8
8
8

평균

순위합 평균

0.888

21.00

0.708
0.883
0.760
0.927
0.960
0.899
0.764
0.956
0.738
0.981
0.995

10.25
20.38
14.38
16.75
21.13
15.50
12.63
14.25
4.50
21.38
25.88

KWT 통계량
(p-value)
7.181
(0.066)

3.483
(0.323)

23.758
(0.000)

주: KWT(Kruskal-Wallis Test)

4. 효율성 향상 전략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이테크산업의 평균 효율성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순수
기술효율성(PTE)과 규모효율성(SE) 각각에 대해 4개 산업의 평균 효율성 값을 기준으로 고
(high), 저(low)로 구분하였다. 1사분면은 상대적으로 순수기술효율성(PTE)과 규모효율성
(SE)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산업이 위치한다. 2사분면은 순수기술효율성(PTE)은 상
대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지만 규모효율성(SE)이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난 산업이 위치한
다. 3사분면은 순수기술효율성(PTE)과 규모효율성(SE) 모두 상대적으로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난 산업이 위치한다. 4사분면은 규모효율성(SE)은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PTE)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난 산업이 위치한다.
분석결과, 1사분면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C21000)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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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산업(C27000), 2사분면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
4사분면은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C31300)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규모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4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1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
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 하이테크산업의 평균 효율성 분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은 DEA를 통해 측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사이의 관
계를 회귀 분석하는 것이다.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방법 중 토빗회귀(Tobit regression) 분
석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효율성 척도와 같이 특정한
값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산업에서 R&D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R&D투자가 효율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R&D투자 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 R&D인력 비중(상근상당연
구원수/종업원수), 신제품투자 비중(신제품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각 효율성 척도로 설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의 VIF 값은 모두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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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빗회귀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
다. 분석결과, R&D투자 비중(EXPI)은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
(SE)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인력 비중(RESI)은 기술효율성(TE)
과 순수기술효율성(PT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효율성(S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제품투자 비중(NPEXPI)은 순수기술효율성(PTE)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모효율성(SE)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제품투자 비중이 규모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향
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하이테크산업
의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R&D인력의 확보와 육성, 특화된 신기술·제
품에 대한 투자 등 R&D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
상수
EXPI
RESI
NPEXPI
로그(척도)
주:

***

p<0.001,

계수

TE

<표 11> 토빗회귀 분석결과
z value

계수

PTE

z value

계수

SE

z value

1.1401***
5.648
1.5628***
6.457
0.6956***
5.917
0.8649
0.529
-0.3658
-0.184
0.3976
0.414
-2.0460*** -3.412
-1.5460*
-2.173
-0.5466
-1.568
-0.0789
-0.424 -0.6281** -2.866 0.4921***
4.537
-2.0119*** -14.492 -1.8677*** -11.955 -2.5574*** -18.752
**

p<0.01,

*

p<0.05.

Ⅴ. 결론

하이테크산업은 지식기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R&D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하이테크산업을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
인 DEA 모형을 이용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투입변수는 연구개발비와
상근상당연구원수를, 산출변수는 특허등록건수와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산출기준 DEA 모형
으로 하이테크산업의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을 분석한 후,
집단 간 효율성 평균 차이 비교를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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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토빗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기술효율성(TE)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약 19.0% 정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
은 약 11.2%로 규모의 비효율성 8.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 분석결과 의료
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C21000)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C27000)은 기술효
율성(TE) 평균이 각각 88.8%, 88.3%, 순수기술효율성(PTE) 평균이 각각 92.7%, 89.9%,
규모효율성(SE) 평균이 각각 95.6%, 9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과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C31300)은
기술효율성(TE) 평균이 각각 70.8%, 7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의 경우 순수기술효율성(PTE)은 평균 96.0%로
가장 높고 규모효율성(SE)는 평균 73.8%로 가장 낮은 반면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산업
(C31300)은 순수기술효율성(PTE)은 평균 76.4%로 가장 낮고 규모효율성(SE)는 평균
9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집단 간 효율성 차이 검정결과
기술효율성(TE)과 순수기술효율성(PTE)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규모
효율성(SE)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C26000)의 규모효율성(SE)이 다른 3개 산업의 규모효율성(SE)과 많은 차
이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R&D인력 비중은 기술효율성
(TE)과 순수기술효율성(PT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신제품투자 비중
은 순수기술효율성(PTE)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규모효율성(SE)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하이테크산업의 중요
성에 따른 성장과 함께 하이테크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R&D투자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하이테크산업은 그동안 R&D투자 확대에 따른 지식·노하우 축적
과 학습효과로 기술효율성이 다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 효율성에는 미치
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 비효율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고급 R&D인력의 확보와 육성, 특화된 신기술·제품에 대한 투자 등 R&D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국내 하이테크산업을 대상으로 R&D 효
율성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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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 이외에도 집단 간 효율성 차이 검정과 효율성 영향요인 분
석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국내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분석대상을 하위 수준까지 세분화
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DEA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은 적용하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어 추가적인 변수(예: 지식스톡 등)를 고려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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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Efficienc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 Case of Korean High-Tech Industries
Lee Cheolhaeng

Abstract

High-tech industry is a knowledge-based,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nd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R&D(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s very important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is study analyses empirically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using data of Korean high-tech industries over a 8-year period from 2008
to 2015. Input variables are R&D expenditure,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researchers and output variables are the number of patent granted and sales. Data envelope analysis(DEA), a nonparametric method, is used. DEA model is applied to analyze
the R&D investment efficiency of high-tech industries, and Kruskal-Wallis test is then
run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average efficiency scores among groups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is run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First, over
the entire period overall technical efficiency was increasing slightly, indicating a inefficiency of 19.0%. Pure technical inefficiency was about 11.2%, which was higher
than the 8.3% inefficiency of scale on averag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n technical efficiency(TE)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PT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ale efficiency(SE) among groups. Third, the ratio
of R&D personnel had a negative effect on technical efficiency(TE)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PTE), and the ratio of new product invest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pure
technical efficiency(PTE) but a positive effect on scale efficiency(SE). This result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n the Korean high-tech industries.
Key words :

R&D Investment, Efficiency, High-Tech Industry,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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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저자명 외’로 표시한다.
•논문제목과 기사명에는 낫표(「 )를 표시한다.

•단행본, 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의 명칭은 겹낫표(『 』)로 표시한다.
•정기간행물은 ‘권’과 ‘호’는 권(호) 형태로 표시한다.

저자명(발행연도), 「논문・기사명」, 『간행물명』, 권(호), 발행처, 수록면수.
예) 장훈(2017),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27(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0~13.

▶

영문 기본형식
•저자가 2인이면 and로, 3인이면 반점(,)과 and로, 4인 이상이면 ‘첫 번째 저자명 et al.’로 표시
한다.
•저자명 표기는 성, 이름순으로 쓴다. 이름이 약자로 되어 있으면 이름 뒤에 온점(.)을 붙여 쓴다.
•논문제목과 기사명에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단행본, 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의 명칭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정기간행물은 Volume과 Number를 밝히고 Vol. 1, No. 2인 경우 1(2)의 형태로 표시한다.
•논문명과 책명은 전치사와 접속, 관사를 제외하고 각 단어 머리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한다.

저자명(발행연도), “논문・기사명”, 간행물명 , Volume(Number), 발행지: 발행처, 수록면수.
예) Henderson R. and I. Cockburn(1996), "Scale, Scope, and Spillover: the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in Drug Discovery", RAND Journal of Economics , 27(1), pp. 32-59.

② 자료유형별 표기법

저자 1인

•
•‐ 박
 병원(2018),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이해」, 『Future
Horizon』, Spring 2018(3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4~5.
•
• ‐ Uzzi, B.(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42(1), pp. 35-67.

저자 2인

•
• 오
 승환・김선우(2018),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와 방향」, 『STEPI Insight』, 224,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
• A
 nsell, C. and A. Gash(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 18(4), pp. 543-571.

저자 3인

•이윤준・장훈・이원철(2017),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p. 50.
•Yong-duck Jung, Daniel Mazmanian and Shui-Yan Tang(2009),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ases in negotiated policymaking and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 13(3), pp. 1-11.

저자 4인
이상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81.
•Vinturella, J. B. et al.(2004), Raising Entrepreneurial Capital , Elsevier Academic
Press.

번역서

☞ 원저자명, 번역서명, 번역자 역(역서 발행연도), 발행사, 인용면수
•Hernon, Peter,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론: 고객 만족을 위한 도서관 경영」, 이은철 역
(1998), 한국도서관협회.
•Laplace, P,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1951), New York: Dover.

편집자/
편찬자

•한국수출입은행 편(2010), 「독일통일백서 2009」, 한국수출입은행.
•Leiner, R. ed.(1998), “Auslädische Investoren im Privatisierungsprozess”, In:
Schmude, J.: Neue Unternehmen in Ostdeutschland , Heidelberg: Physika-Verlag,
pp. 69-109. (※ 편저자가 2명 이상 : eds.)

초판이후
발행

•홍정선(2012), 「행정법 특강」, 제11판, 박영사.
•Katona, Steven, Valerie Rough, and David T. Richardson(1993), A Field Guide
to Whales, Porpoises and Seals from Cape Cod to Newfoundland , 4th ed.,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학술지/
저널

•양정승(2018),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18(1),
한국노동연구원, pp. 103~133.
•Pitt et al.(2013), “Transforming Big Data into Collective Awareness”, Computer ,
46(6), pp. 40-45.

학위논문

•고인석(2010),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Yoon, L. L(1992), “The Performance of Cited References as an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 박사학위논문: Ph. D.
diss. /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신문/잡지

•(지면) 머니투데이(2017. 6. 5.),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국가에서 기업가적 국가로!」.
•(온라인) 머니투데이(2017. 6. 5.),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국가에서 기업가적 국가로!」,
http://news.mt.co.kr/ mtview.php?no=2017060213171948560&type=1(2017. 7.
25.)
•Buckley, C.(2014. July 9), “New York Plans Surveillance Veil for Downtown”, New
York Times .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 저자를 알 수 없을 때) “£600 million investment in the eight great
technologies”(2014. July 24), BIS.

온라인
자료

☞ 기관명・저자명(발행연도), 「자료명」, URL주소(검색연월일)
•김태성(2002), 「중국사 뒷이야기」, http://www.barobook.com/book/book_detail
(2005. 4. 16.)

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 발표자(개최일), 「발표 제목」, 『학회/세미나명』, 개최기관, 페이지.
•홍성범(2014. 3. 5.), 「중국 저탄소경제 기술발전전략과 한・중협력」, 『2014년 중국전략세
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4~10.
•Endsley, M. R.(1988), “Design and Evaluation for Situation Awareness
Enhancement”,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Society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 32(2), Human Factors Society and Ergonomics Society,
Santa Monica, CA, pp. 97-101.

단체/기관이 저자인
경우

•과학기술심의운영위원회(2013),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
계획(안)」, pp. 30~42.
•World Bank(1992), “Governance and Government , Washington, D.C.: World
Bank”, pp. 30-35.

법률/판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74호
(2014. 5. 28.)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0305 판결, “손해배상(기)”.
•Mental Health System Act, 42 U.S.C., No. 9401(1988).

재인용

☞ 원문의 서지사항. 2차문헌의 서지사항에서 재인용
•IDC(2011), “Worldwide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2012~2015 Forecast”,
pp. 10-15., 송민정(2013),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ISSUE & TREND』, KT경제경영연구소, p. 5에서 재인용.
•Hacking Ian(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03. quoted in Manuel DeLanda(2006), A New Philosophy of
Society , NY: Continuum, p. 2.
 ※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부득
이한 경우에만 표시함

팸플릿/유인물

정부/기업보도자료

인터뷰

웹진/
e-journal

TV 방송

특허

내부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2016 연차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 7. 28.), 「전국과학관 ‘과학전문 해설사’ 시대 본격
시작되다.」
☞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시행일), 전화/탐방인터뷰.
•홍길동(2015. 8. 14.), 전화인터뷰. (※ interviewer는 본문내용에 기술)
☞ 발행처(발행일), 「자료제목」, 『웹진명,저널명』, 권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7. 28.), 「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의 기본」, 『MSIT』, 49호.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2014. 9. 27.), 박상일(기획), 민운기(책임 프로듀서), 서울:
MBC.
☞ 특허권자(공개/공고일자), KR-A-공개번호(공고번호일 경우: KR-B-공고번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4. 2. 5.), KR-A-2014-0013205.
(※ 미국 특허 표시: 특허권자(연도, 날짜), U.S. Patent 고유번호.)
☞ 저자명(작성연도), 「자료명」(내부자료), 인용면수.
•○○연구원 ○○센터(2015. 9. 10.), 「○○○회의 결과」(내부자료). (※ 내부자료는 정보공
개허락을 받아 인용)

▶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본문에서 직・간접 인용된 자료는 보고서 말미의 참고문헌에 모두 수록하며, 인용면수까지 정
확히 밝힌다.
•동일 저자의 여러 저작물을 참고하였을 경우 두 번째부터는 저자명 자리에 줄표(‘______’ ;
국/영문 모두 스페이스 6칸 길이)로 저자명을 대체하고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 중 발행연도가 동일한 경우는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넣어 ‘2010a, 2010b,
2010c’와 같이 표시한다.
•표제에 부제가 있는 경우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김석현 외(2010a),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재무와 특허데이터를 기초로」,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분책 제2권, pp. 50~67.
______(2010b), 「고성장기업의 전략과 혁신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책 제4권, p. 10.
______(2010c), 「기업혁신지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책 제3권, p. 12.

저자명이 위에 나열한 자료와 같을 경우
______ (⋎ ⋎ 스페이스 6칸)로 표시

동일한 저자의 문헌 중 발행연도가 같은 경우
연도 뒤에 a, b, c를 붙여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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