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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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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onvergence is the inexorable trend, which has become a fundamental concept to understand the 
industrial dynamics and to develop business strategies.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convergence 
have dealt with the issues at the macro-level (technology- or industry-level),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nalysis of convergence at the micro level (firm-level). Recognizing that firms are the principal agents that 
develop fusion technologies, it is encouraged to help firms to work together for technology convergence.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a collaboration model for SMEs, since SMEs tend to have novel ideas and are 
flexible enough to make fusion-technology. To do this, we conducted a survey for Korean SMEs and analyzed 
their successful cases of collaboration, which was used as a basis to develop the model. The research results will 
help develop strategy or policy to promote the collaboration between SMEs and ultimately to make a fus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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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

구사항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때문에 신제품의 복잡화, 간
소화 등의 새로운 혁신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OECD, 
1993), 이에 따라 산업 간 융합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Rafols and Mayer, 2007). 따라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성장과 생존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hesbrough, 2006). 특히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원과 역

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있어 이는 더욱 중요하

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최근의 

상황에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사업화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 및 융합 기술개발과 이

를 통한 융합 아이템 발굴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량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협력을 통한 융합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산업연구원, 2011). 때문에 중소기업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Yoon and 
Lee, 2010; Lee et al., 2010), 대부분 개념적인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간 협력과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협업 모

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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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째, 국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둘째,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중소

기업의 협력형태, 협력대상 및 협력내용 등 협력현황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모형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지원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술융합과 중

소기업에서의 협력현황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에 대해 서술하

며, 이어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한다. 이어 제 4장에서는 연구 프로세스에 따라 중소

기업의 협업모형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한 논의한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기여, 한계점, 추후 연구 등에 대해 서

술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배경 이론

2.1 기술 융합

기술 융합이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존 기술 간의 결합

을 통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기술 컨버전스를 통한 급진적 혁

신’을 의미한다(Kodama, 1992). 기술 융합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 및 산업 레벨에서 이루어져왔다. 국가 차원에서

는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

어져왔다(MIC, 2005; Chun and Heo, 2006). 산업 레벨에서는 특

허시지사항 분석을 통해 산업 간 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거나(Porter et al., 1985; Morillo et al., 2003), 특허 

인용분석을 활용하여 기술 융합의 진화패턴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No and Park, 2010). 그러나 실제 기술 융합은 

개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기업 레벨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협력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산업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기존의 기업 레벨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대
부분 융합 사례분석이나 기업 간 협력현황분석(Saemundsson, 
2005)등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간 협업모형을 도출하여 기업 

간 협업지원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기술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있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은 기업

의 역량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Zeng et al., 2010). 특히,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혁신 성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Zeng et al., 
2010)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

기업들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기 때문에(KIET, 2011),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

력현황(Narula, 2004)이나 협력효과에 대한 연구(Muscio, 2007) 
등의 실증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협력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모형에 대한 연구(Yoon and Lee, 2010, 2010; 
Lee et al., 2010)와 같이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의 협력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반영한 

지원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협업 모형을 제

안하여 현실적인 협력 지원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첫
째, 국내 517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협력 추진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분

석하여 중소기업의 협업모형을 정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협

업모형을 정의하고, 모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협력현황 설문조사

① 517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

② 설문 내용

∘협력 추진 실태

∘협력 추진시 애로사항

▼
중소기업의 협력현황 분석

① 협력을 통한 혁신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

 → 협력이 가장 활발한 혁신단계 도출

② 협력형태, 협력대상 및 협력내용 분석

 → 협력이 가장 활발한 혁신단계를 중심으로

③ 협력기업들의 사업모형 특성 분석

 → 협업모형 개발에 반영

▼
중소기업의 협업모형 정의

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sses

4. 중소기업의 협업모형 개발

4.1 중소기업의 협력현황 설문조사

중소기업의 협력현황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협업모형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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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종업원 수 10명이상 300명 미만의 국내 517개 기

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달 간 이루어졌다. 기술기반 기업으로 협력대

상을 한정한 것은 협력을 통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로 설문대상을 한정하기 위함이다. 설
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설문을 활용

하였으며, 기업일반사항 및 산업특성,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상 위치와 같은 사업특성 뿐만 아니라 협력형태, 협력대상 및 

내용과 같은 협력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하였다. 

4.2 중소기업의 협력현황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협력현황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
업의 혁신 프로세스를 크게 7단계로 구분하고, 실제 기업에서 

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느 부분인지 알아보

았다. 둘째, 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혁신단계에 초점

을 맞추어 협력 시 주요협력형태, 협력대상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셋째, 협력기업들의 사업모형을 주요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협업모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를 시장조

사, 기획,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 마케팅, 서비스로 구분

하고, 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혁신단계에 대해 분석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분석 결과, 기획,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 단계에서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개발 단

계에서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협력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개발 단계와 함께, 
기술개발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획 단계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1. Cooperation practices at each innovation stage

협력단계
시장

조사
기획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
마케팅 서비스

사례 수(건) 2 17 98 19 12 6 4
비율(%) 1.3 10.8 62.0 12.0 7.6 3.8 2.5

다음으로, 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기

획, 연구개발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시 주요 협력형태 및 

대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획단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중소기업들은 기획단계에서 주로 자사기술 판매, 기술 컨설

팅 등 비교적 소극적 방법으로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업종경쟁자가 주요 협력대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기획단계에서 주로 기술의 판로확

보를 위해 동일업종경쟁사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operation forms : planning stage

협력형태 사례수(건) 비율(%)
기술, 시장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킹 3 17.6

기술컨설팅 4 23.5
자사기술판매 5 29.4
타사기술구매 1 5.9
공동 R&D 2 11.8

합작벤처설립 1 5.9
기타 1 5.9
합계 17 100.0

Table 3. Cooperation objects : planning stage

협력대상 사례수(건) 비율(%)
고객(사용자, 고객사포함) 2 11.8

공급사(원료, 부품, SW, 기계) 1 5.9
동일업종경쟁사 5 29.4

그룹계열사 2 11.8
보완재기업 1 5.9

IT 업체(SW, IT 시스템, IT 장비) 2 11.8
Biz 서비스(법무, 회계, 컨설팅) 1 5.9
국책연구소(출연연/국립연구소) 1 5.9
민간연구소/기술서비스업체 1 5.9

대학(교수, 센터) 1 5.9
합계 17 100.0

이어, 연구개발 단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협력형태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한 뒤 주요 협

력형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협

력대상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주로 

공동 R&D, 기술컨설팅의 형태로 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참조). 공동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주로 

대학, 국책연구소와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able 5> 참
조),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IT 업체, 공급사, 
대학과 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4. Cooperation forms : R&D stage

협력형태 사례수(건) 비율(%)
공동 R&D 37 37.8
기술컨설팅 29 29.6

기술, 시장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킹 12 12.2
아웃소싱 8 8.2

자사기술판매 4 4.1
타사기술구매 2 2.0
합작벤처설립 1 1.0

기타 5 5.1
합계 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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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dea fusion” cooperation model

Table 5. Cooperation objects at R&D stage : Co-R&D

협력대상 사례수(건) 비율(%)

대학(교수, 센터) 14 37.8

국책연구소(출연연/국립연구소) 9 24.3

공급사(원료, 부품, SW, 기계) 6 16.2

고객(사용자, 고객사포함) 2 5.4

동일업종경쟁사 2 5.4

IT 업체(SW, IT 시스템, IT 장비) 2 5.4

보완재기업 1 2.7

민간연구소/기술서비스업체 1 2.7

합계 37 100.0

Table 6. Cooperation objects at R&D stage : Technology 
consulting

협력대상 사례수(건) 비율(%)

고객(사용자, 고객사포함) 3 10.3

공급사(원료, 부품, SW, 기계) 5 17.2

동일업종경쟁사 2 6.9

그룹계열사 2 6.9

IT 업체(SW, IT 시스템, IT 장비) 6 20.7

Biz 서비스(법무, 회계, 컨설팅) 1 3.4

국책연구소(출연연/국립연구소) 1 3.4

민간연구소/기술서비스업체 3 10.3

대학(교수, 센터) 6 20.7

합계 29 100.0

마지막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업모형에 대한 분석은 중소기업의 협력성

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의 주요제품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획단계에서 협력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 부품 

및 모듈 등이 주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 단

계 공동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 부품 및 모

듈 등이 주요 제품이었으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기획단계와 유사하게 대부분 완제품, 부품 및 모듈이 주요제

품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Table 9> 참조).

Table 7. Key products of firms do cooperation at planning stage

협력형태 사례수(건) 비율(%)

원자재 1 5.9

중간재(부품, 모듈) 5 29.4

완제품(최종재) 9 52.9

기술기반서비스 2 11.8

합계 17 100.0

Table 8. Key products of firms do cooperation at R&D stage : 
Co-R&D

협력형태 사례수(건) 비율(%)
완제품(최종재) 13 35.1

중간재(부품, 모듈) 10 27.0
기술기반서비스 8 21.6

서비스(기술기반 제외) 3 8.1
원자재 2 5.4

S/W및H/W 1 2.7
합계 37 100.0

Table 9. Key products of firms do cooperation at R&D stage : 
Technology consulting

협력형태 사례수(건) 비율(%)
완제품(최종재) 16 55.2

중간재(부품, 모듈) 7 24.1
기술기반서비스 3 10.3

서비스(기술기반 제외) 1 3.4
원자재 2 6.9
합계 37 100.0

4.3 중소기업의 협업모형 정의

기획 단계와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력현황에 대한 분석결

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협업모형을 정의하였다. 기획 단계

에서의 협업모형이 1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업모형 4개, 
총 5개의 협업모형을 정의하였다.

(1) 기획단계에서의 협업모형

협력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

획단계에서 다소 소극적인 형태의 기술교류-자사기술 판매 또

는 기술컨설팅-을 통해 협력을 수행하고, 사업아이템을 발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동일업종의 정보기술제공업체, 완제품업체 등과 같은 경쟁업

체와의 협력을 통해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협업아이템을 발굴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의 중소기업 간 협업은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아이디어 

융합형’ 협업모형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구분한 혁신 7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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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아이디어 융합방식 협업모형’을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업모형

기획단계에서의 협업모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단

계에서의 협업모형을 정의하였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대부

분의 기업이 크게 공동 R&D, 기술컨설팅을 목적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여 총 네 가지

의 협업모형을 정의하였다. 
첫째, 공동 R&D를 수행하는 기업 중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융

합기술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협업 모형을 

‘R&D 기술융합형’ 협업모형으로 정의하였다. 이 모형은 공동 

R&D를 통한 기술융합을 추구하는 완제품업체가 다른 완제품

업체 또는 부품업체와 협력하는 경우, 즉 value-chain 상의 동일 

프로세스에 위치한 기업들이 협력하는 경우의 협업모형이라 

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Figure 3. “R&D technology-fusion” cooperation model

둘째, ‘R&D 기술융합형’과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형태이나, 
공동 R&D를 통한 협력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val-
ue-chain 상에 위치하는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주도기업이 부품개발, 또는 제품개발 기업과

의 협력을 통해 융합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형태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협업 모형을 ‘R&D 부품-
기술 융합형’ 협업 모형으로 정의하였다(<Figure 4> 참조).

  Figure 4. “R&D component-technology fusion” cooperation 
model

셋째,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나, 
제품이나 부품개발기업이 아닌 서비스 기업이 주도가 되어 공

동 R&D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서비스기업이 연

구개발을 수행하기에 앞서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아이템을 발

굴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타기업과 공유하여 협력을 통해 필

요한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의 협업 모형을 ‘서비스 주도형’ 협업 모형으로 정의하

였다(<Figure 5> 참조).

Figure 5. “Service-oriented” cooperation model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대학, 연구소 

등과의 기술컨설팅을 통해 외부로부터 기술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신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완제품, 
부품 및 모듈 제조업체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컨설

팅을 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협업 

모형을 ‘R&D 기술지원형’ 협업 모형으로 정의하였다(<Figure 
6> 참조).

Figure 6. “R&D technology support” cooperation model

5.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협력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협업 모형을 정의하였다. 각 협업 모형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Table 10. Characteristics of cooperation models in SMEs

협업모형 혁신단계 협력형태 협력대상

아이디어 융합형 기획
기술판매

기술컨설팅

동일업종

경쟁기업

R&D 기술융합형 연구개발 공동 R&D
동일업종

경쟁기업

R&D 
부품-기술융합형

연구개발 공동 R&D
제품/부품

개발 기업

서비스 주도형 연구개발 공동 R&D
제품/기술

개발 기업

R&D 기술지원형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정보/기술

제공 기업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협업 모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시

사점을 가진다. 첫째, 기획단계에서의 협력이 연구개발 단계

에서의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기획단계에서의 

협력의 경우 기술판매, 기술컨설팅 등 소극적 협력에 국한된 

반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력은 적극적인 공동 R&D를 수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들이 기획 단계부터의 협력보

다는 협력아이템 발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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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협력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실제 본 연구의 설문조

사에서 기업들에게 협력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해 설문

한 결과,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모두 ‘협력아이템 발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Table 11. Success factors and failure factors of cooperation in 
SMEs

성공 실패

협력아이템 발굴 34.9 27.8
협력 파트너 선택 24.1 8.9

수익과 비용의 배분 16.9 17.1
공동 의사 결정 과정 13.3 20.3

지식재산권 공유 6.0 3.2
협력파트너와의 갈등관리 4.8 9.5

둘째, 협력대상 기업이 대부분 동일업종의 기업이거나, 그
렇지 않은 경우 국책연구소, 대학 등 정보 및 기술제공업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일업종 뿐만이 아니라, 타 산업의 기업과의 적극

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위의 두 시사점으로 미루어볼 때,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융합

과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획 단계보다

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융합기술개

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나 정책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타 산업의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 간 융합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및 추후 연구

본 연구는 실증 분석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협업모형을 제안

함으로써 산업융합 및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중소기업의 협력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현황을 반영한 협업모형을 도출

함으로써 추후 중소기업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5가지 형태의 중소기업 협업모형을 도출하였

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 시 주요 협력형태, 협력대상 

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추후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융합 및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후 연구에 참고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획,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력현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본 논문이 제안하는 협

업 모형이 반영하지 못하는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의 단계에서

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둘째, 협력의 형태

는 산업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기획,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

니라 생산, 판매 및 유통 등 기업의 혁신 단계 전반에 대한 고

려를 통해 협업모형을 개발하고, 또한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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