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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소기업 R&D지원은 정책 으로 매우 요하며 산 한 매년 증가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R&D지원에 한 성과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

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소기업청의 표 인 R&D지원

사업에 하여 실증분석하 다.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

생하는데 이때, 단기 인 성과를 효율성, ․장기 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 다. 효율

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 상 사업별 사

업목 ,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 하기 해 지표별 가 치를 도출하 다. 이 게 효율성

과 효과성의 최종 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 다.

분석 결과, 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효과성은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수는 반 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 을 보 다. 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체로 단기 인 

  * 본 논문은 필자의 소기업연구원 보고서 ‘ 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2013)’의 일부분을 발

췌하여 수정  보완하 으며, 2013년도 소기업청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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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장기

인 효과성에 한 기 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상된

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 인 성과를 기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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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s very important and the R&D budget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for analyzing a performance of 

R&D programs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s funded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using the method. We discuss new measures "efficiency" 

that means short-term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that means long-term 

performance. Weights based on the R&D programs' characteristics among the various 

sub-indicators of two measures were derived, and then the final scores were calculated 

by combining the weights with the responses on the indicators. Finally, this study tests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R&D programs statistically. 

As a results, efficiency of R&D program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D programs, while effectiveness does not. Most of the efficiency scores are low, 

whereas the effectiveness scores are high.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R&D programs 

are managed inefficiently. However, most SMEs predict a positiv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s on effectiveness in the long term. Government needs to t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D supports because SMEs cannot expect sustainable performance with 

no improvement i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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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우리나라 소기업 지원 산을 보면, R&D지원분야에 1.74조원으로 체 산

의 16.0%를 차지하고 기술 신역량 강화, 사업화 진, 장애로해소기술, 부품소재 육

성, 녹색성장, 지역산업/집 지 기술 신, 에 지자원기술, 신산업 육성, R&D지원 효율

화, 정보화 등 총 38개 사업을 운 하고 있다. 소기업 R&D지원 산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3.6%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세부 으로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234억원→782억

원)과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950억원→1,314억원)이 크게 증가했다( 소기업연구원, 

2013). 소기업 R&D에 한 정책  지원은 소기업의 R&D활동에 있어서의 정보 비

칭과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한다는 측

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Hall, 2002). 

소기업R&D지원 산 뿐 아니라 정부의 R&D 산 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R&D성과평가의 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과학기

술 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R&D사업의 성과평가를 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 으며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을 공포하여 2006년부터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가 연구개발사

업에 한 조사․분석․평가를 시행 이다. 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성과계획서에는 각 사업

별로 지향하는 목표치를 반 한 성과지표와 성과지표별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사업

의 성과를 검하도록 하고 있다. 소기업청의 표 인 R&D지원사업인 기술 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는 과제당 발생 매출액과 고용창출효과, 기술자립도 등의 항목을 선정하

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년도 비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국회 산정책처, 200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는 여러 문제 을 갖는

다. 우선 성과지표가 사업별 목 과 취지, 특성을 반 한 차별화된 지표가 아닌 매출액

과 고용창출 등 매우 단편 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이다. 그러므로 사업참여를 통

한 소기업의 성과향상을 종합 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게 정부R&D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에서 나타난 문제 은, 향후 어떠한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합한 성과분석 방법을 용하기 한 논의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지표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정부R&D사업에 한 

보다 종합 이고 과학 인 성과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소기업청 주요 R&D사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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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사업, 산학연 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

화기술개발사업)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각각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분석한다. 이는 기존에 R&D지원사업에 해 측정해 온 성과지표

(특허건수, 기술개발건수, 논문건수, 매출액 등)와 같이 단순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단기 으로 얼마나 효율 으로 집행되고 리되어 성과로 연계되는지, ․장기

으로 얼마나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종합 으로 분석하기 한 성과분석방법이다. 분

석결과를 통해 각 R&D지원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 수가 도출되며 각 사업별 효율성

과 효과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 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 효

율성과 효과성 분석 방법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이론  배경을 설명하고, 제 III장에

서는 연구문제와 분석방법을 살펴본다. 제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  시사   연구의 한계를 설명한다.

Ⅱ. 이론  고찰

1.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한 연구

본 연구는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와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에서

는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한 련 연구에 해 정리한다. 그리고 이때, 정

부 R&D지원사업의 경우 수혜기업은 부분 소기업이므로 소기업 R&D지원사업에 

한 성과지표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R&D지원사업에 한 성과지표 연구로 확장한다.

1.1 국외연구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한 연구는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요한 이슈이며 구체 으로, 정부의 R&D지원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직  효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다른기업 는 소비자에게 어떤 정 인 향을 

미쳤나?(간  효과, 스필오버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Busom, 2000). 한 개별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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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목 을 제시하며 각 목 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Ruegg & Feller, 2003; Sohn et al., 2007).

Revillaet al.(2003)은 가장 통 인 성과분석 방법인 단기, 장기의 정량 성과지표의 

측정을 통해 R&D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단기 성과지표는 기업의 생산성으로 

측정하고 장기 성과지표는 일반 으로 에 보이지 않고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학습효

과로 측정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DEA방법을 사용하여 민간과 공공분야의 연구 력의 

성과를 분석하 으며 이때 투입지표는 기업의 매출액, 총 R&D지원 산, 종업원 수로, 

산출지표로는 특허건수, 고용창출, 총 수입액으로 측정하 다. 

Ruegg & Feller(2003)는 미국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에 한 45개 

연구를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 는데, 성과항목을 크게 1차 산출물(output), 경제성

과(outcome), 효과(impact)로 구분하 다. 생산성 분석을 한 투입지표(input)는 정

부의 지원 산으로, 1차 산출물은 특허, 논문, 모델, 알고리즘, 로토타입으로, 경제성과

는 신제품( 로세스) 매출액, 생산성으로, 장기 인 효과는 사회  목표달성을 의미

하는 GDP증가, 고용창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측정하 다.

Georghiou(1999)는 정부R&D지원사업의 성과를 1차 산출물(output)을 논문으로, 간 

산출물(intermediate output)을 특허와 로토타입으로, 최종 산출물(final output)을 새

로운 제품과 로세스  서비스로, 효과(long-term impact)를 간, 최종 산출물과 

경제 는 사회간의 상호교류에 의한 성과지표로 보았다.

Sohn et al.(2007)은 정부R&D지원사업의 산출물(output)을 기술  성과로, 경제성과

(outcome)를 사업성과, 경 성과, 생산성과로, 장기  성과인 효과(impact)를 국가경

쟁력 향상과 다양한 간 인 성과로 측정하 다.

Kemp et al. (2003)은 정부R&D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성과를 매출액 수익률, 투자

수익률, 종업원당 매출액, 고용 증가, 이익증가, 비용 감 등으로 측정하 다.

Klette et al. (2000)은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다양한 성과에 향을 미치는데 를 들

어 매출액 증가, 유형자산에 한 투자, 자산수익률, 매출액수익률, 노동생산성, 고용 증

가, 생산성 증가 등이 있다고 설명하 다.

Bayona-Sάez & Garcia-Marco(2010)는 유럽의 Eureka 로그램을 상으로 1994년부

터 2003년간의 284개의 유럽국가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자산수익률을 측정하

다. 회귀분석결과, 로젝트 완료 시 부터 1년후 기업의 자산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R&D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황을 살펴보면,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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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와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경우 매출액, 고용증가와 같은 경

제  성과에 집 하는 경향이 있다(Lerner. 1999; Wallsten, 2000).

Brown & Svenson(1998)의 성과평가 모형에 따르면, R&D활동을 통한 결과물은 특허, 

신제품  공정, 논문, 지식 등의 지  산출물이며 성과는 비용 감, 매출증 와 같이 구

체 인 경제  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

선행연구 성과지표

Revillaet al.(2003)
▪Input: 매출액, 총R&D지원 산, 종업원수

▪Output: 특허건수, 고용창출, 총 수입액

Ruegg & Feller(2003)

▪Input: 정부지원 산

▪Output: 특허, 논문, 모델, 알고리즘, 로토타입

▪Outcome: 신제품( 로세스) 매출액, 생산성

▪Impact: GDP증가, 고용창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Georghiou(1999)

▪Input: 논문

▪Intermediate output: 특허, 로토타입

▪Final output: 새로운 제품과 로세스, 서비스

▪Long-term impact: 간, 최종 산출물과 경제 는 사회간의 상호

교류에 의한 산출물

Sohn et al.(2007)

▪Output: 기술  성과

▪Outcome: 사업성과, 경 성과, 생산성과

▪Impact: 국가경쟁력 향상과 다양한 간 인 성과

Kemp et al.(2003)
▪매출액 수익률, 투자수익률, 종업원당 매출액, 고용 증가, 이익증가, 

비용 감

Klette et al.(2000)
▪매출액증가, 유형자산에 한 투자, 자산수익률, 매출액수익률, 노

동생산성, 고용증가, 생산성증가

Brown & Svenson(1998)

▪R&D활동을 통한 결과물: 특허, 신제품  공정, 논문, 지식 등의 

지  산출물

▪성과: 비용 감, 매출증 와 같이 구체 인 경제  가치의 창출

<표 1> 정부 R&D지원사업 성과지표에 한 선행연구

1.2 국내연구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한 국내연구는 크게 성과체계  성과지표 개발

연구와 R&D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요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에

서는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체계  성과지표 개발연구에 해 정리한다.

장 순(2010)은 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BSC(Balanced 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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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도출하고 각 성과간 인과 계를 분석하여 R&D사업의 목 에 따라 최

종 성과목표와 직․간 인 계를 악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R&D성과를 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다. 이때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역을 재무, 사업화, 기술, 생산성, 

조직, 로세스,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하 으며 각 역별 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 다. 

한 각 성과 역간의 인과 계를 인지지도를 통해 나타냈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은 기

존의 소기업 R&D지원사업에 한 성과평가 방법에 비해 보다 체계 인 근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 할 수 있으나 사업별 성과지표의 차별화, 인과 계의 변화 등 여

러 가변 인 요소로 인해 강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종 과 장 순(2009)은 소기업 R&D성과평가 체계를 수립하 는데 개별 사업의 

유형과 목 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도출하 다. 이때 문가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복합 으로 선정하 으며 이들 지표에 해 

단기, 기, 장기성과로 구분하고 지표간 인과 계를 측하 다. 이 연구는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에 한 차별화를 인정하여 성과지표를 구체화하 으며 성과지표를 시차별로 

구분하여 지표간 연계모델을 구축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성민 외(2009)는 력산업 R&D 로젝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 는데 이때 

효율성은 투입지표(지원 액, 기간, 인력)와 산출지표(논문게재, 지 재산권, 시제품 실

험)로 선정하 으며 효과성은 기술지원, 기술이 , 타과제 응용 등의 3개 설문항목 조사

를 통해 측정하 다. 이러한 시도는 성과분석에 있어서 과학 이고 통합 인 새로운 

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민(2011)은 R&D 로젝트의 성과평가를 해 DEA기법을 사용하 는데 이때 투

입지표로는 정부지원 액, 민간부담사업기 , 연구기간을, 산출지표로 특허성과, 논문성

과, 기술수 , 매출액  비용 감액, 신규고용인원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이때 산출지

표는 산출(output), 결과(outcome), 효과(impact) 등으로 구분하여 R&D 각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직 이거나 간 인 성과물을 정량, 정성 으로 측정하 다.

정부R&D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에 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성과지표는 

R&D활동을 통한 1차  성과물(output: 특허, 논문, 신제품 개발건수 등), 경제  성과

(outcome: 매출액, 업이익, 생산성 증가 등), 효과(impact: 고용창출효과, 경쟁력 

향상 등)로 종합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정부R&D사업에 한 성과지표는 충

분히 제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의 요도

는 차이가 있으며 성과평가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  우리나라 소기업 R&D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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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단기, ․장기 성과분석에 합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며,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

하기 해 사업별 개별 지표간 가 치를 도출한다. 그리고 단편 인 성과지표의 측정

과 인과 계 분석에서 벗어나 정부R&D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의 경 성과를 통합 으

로 악할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방법을 제안한다.

2. 효율성(efficiency)와 효과성(effectiveness) 분석에 한 연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의 연구에서 정부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특허, 논문, 

신제품/서비스, 매출액, 수익성 등의 정량 지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개별 인 

지표의 측정에 을 맞추고, 종합 이고 체계 인 성과모형의 설계에 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측정하는데, 본 에서는 R&D 는 신활동에 한 성과를 효율

성과 효과성으로 제안한 선행연구에 하여 정리한다. 

Codero(1990)는 신활동의 성과로 효율성(efficiency)와 효과성(effectiveness)를 제안

했는데 효율성은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해내기 해 사용된 최소한의 자원을 의미하며 

효과성은 목표달성여부에 한 성과를 의미한다. 즉, 기업은 략목표달성을 해 신

활동을 하며 이때 개별 활동을 한 자원의 배분을 해 성과분석을 수행한다.

Fey & Birkinshaw(2005)는 R&D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은 단기 인 성과를, 효과성은 

장기 인 성과를 의미한다고 제안했으며 R&D효과성에 을 맞추고 이를 세부 으로 

‘신제품을 얼마나 시장에 빨리 출시했는가?’, ‘ 진 인 신성과인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만한 기술개발인가?’에 한 응답을 통해 측정하 다.

Bae & Chang(2012)은 개방형 신 기업과 그 지 않은 기업간의 신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측정하 으며 이때 효율성은 DEA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효과성은 Fuzzy 

set theory를 사용하여 각 지표별 가 치를 도출, 반 하여 최종 수를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R&D 로젝트의 효율성은 기업의 단기 인 지속성을 의미하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는 R&D활동의 비용에 의해서 설명되고(Weelwright & Clark, 1992) 최소의 노력

과 비용으로 이상 인 산출물을 획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Reed, 1991). 효과성은 

기업의 장기 인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로 궁극 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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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는지를 의미한다(Fink et al., 1983). 다시 말해, R&D 로젝트의 효과성은 신활동

의 목표와 하게 연 되어 있다. STEPI(2008)는 효율성이란 투입자원의 에서 바

라본 상 인 산출물의 규모를 의미하며 효과성이란 결과 에서 궁극 으로 달성하

고자 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 다.  다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1단계 투입자원 규모 비 기술  산출물(특허, 논문)의 비율로, 효과성을 2단계 

기술  산출물 비 경제  성과(매출액, 기술료)의 비율로 제시한 바 있다(황용수와 황

석원, 2005; 황석원 2006).

효율성과 효과성은 기업과 같은 략조직의 성과를 종합 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략  제휴, 조인트 벤처, 외부자원의 유입, 아웃소싱 등의 이론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의 크기에 따라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측하 다(Mouzas, 2006). 효율

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장기 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을 상할 수 있고 효율

성은 낮고 효과성은 높은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 모두 수익성이 매우 악화될 수 있으며 

효과성은 낮고 효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단기 인 수익성은 양호할 수 있으나 장기 으

로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림 1> Mouzas(2006)의 효율성과 효과성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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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 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상으로 R&D지원사업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소기업의 단기, ․장기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효율성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사용하고 효과성은 경제  성과(outcome)과 효과(impact)를 나타내

는 지표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각 지표별 가 치를 fuzzy set theory를 통해 반

하여 최종 인 효과성 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5개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를 통계 으로 검증하고 사업별 수 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소기업R&D지원사업별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가설 2: 소기업R&D지원사업별 효과성의 차이가 있다.

<그림 2> 분석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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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분석 방법론

2.1 효율성 분석: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는 Charnes, Cooper and Rhodes (1978)에 의해 개발된 효율성 측정 기법으로 선

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  근방법이다. 투입과 산출요소의 가격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기업과 비 리조직과 같은 의사결정단 (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의 

상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개발된 방법이다. DEA 모형은 요소의 에 따라 투입

지향모형과 산출지향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수익에 한 가정에 따라 CCR모형

과 BCC모형으로 나  수 있다(Cooper et al., 2000).

DEA는 비모수  근방법으로 특정 함수형태를 가정하는 회귀식과 달라 특정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개별 DMU(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들의 상  효율

을 계산한다.

DEA분석을 한 가정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떠한 DMU도 효율성 1을 넘

을 수 없다. 둘째, 효율성이 1이면 효율 인 집단이고 1미만이면 비효율 인 집단이다. 셋

째, 투입변수를 1로 표 화할 수 있다. 넷째, 투입과 산출변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어떤 DMU의 효율성 모형을 간단히 표 하면 식 (1)과 같다. 투입과 산출요소를 각각 

, 라고 하고 투입요소의 가 치 벡터를 , 산출요소의 가 치 벡터를 라고 하면 DMU

의 효율성은 투입요소의 가 합으로 산출요소의 가 합을 나 어  값이 된다. 가 치 벡

터 값은 사 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계획문제를 풀면서 최 해를 찾게 된다.

효율성 = 


 






 





(1)

본 연구에서는 DMUo의 효율성을 식 (2)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DMUo는 다른 DMU

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효율성을 최 로 하는 가 치 벡터 와 를 구하게 되며 

이때 의 값이 효율성 값이다. DEA를 통해 계산된 효율성 값은 다른 DMU들에 한 상

인 효율성을 나타내므로 그 최 값이 정해져 있다. 식 (2)의 첫 번째 제약식에서 모

든 DMU들의 효율성은 최  1을 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투입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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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가 치 벡터는 0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하므로 결국 효율성은 최소 0에서 최  

1사이의 값에서 정해진다. 

max  
정부지원금

매출액증가  영업이익증가
(2)

subject to 
정부지원금

매출액증가  영업이익증가
≤         ⋯ 

             ≥ 
 ≥ 

2.2 효과성 분석을 한 가 치 도출: Fuzzy set theory

Fuzzy set theory는 의사결정기법  하나로 다양한 측정치를 하나로 통합할 때 사용

되는 방법론이며 Zadeh(1965)에 의해 최 로 소개되었다. 이 방법은 목 에 따라 다양한 

지표에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수로 통합하는 이론이다. 

여러 지표에 한 의견을 하나의 수로 통합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순한 평균값으로 등 를 표시하는 방법(Wheeler et al., 1989), 베이지안 방식의 통합기법

(Bonano and Apostolakis, 1991),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Zio, 1996),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방법(Keeney, 1992)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다양한 지표에 한 개인의 평가 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의 

내재 험이 항상 존재한다. Fuzzy set theory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선한 기법으로 각 

개인의 응답을 퍼지넘버(fuzzy numbers)로 변환하고 이를 총량화하는 차를 통해 결과

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Sohn et el., 2001).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효과성 지표에 해 상 인 가 치를 도출하기 해 

Fuzzy set theory를 사용하 으며 소기업 R&D지원사업 련 연구자 20명1)에 한 

추가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문가들은 각 효과성 지표에 해 요도와 요도 응답

에 한 확신도를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이 응답결과에 Fuzzy set theory를 

용하여 최종 인 지표별 가 치를 도출하 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Fuzzy set theory를 용하기 해서 우선 연구조사의 목표에 합한 명의 조사 상

과 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1) 소기업연구원의 정책평가센터( 소기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담당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를 

심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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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여기서 는 응답자를 가리키며 는 응답자들의 집합이다. 는 평가지표를 가리키고 

는 평가지표들의 집합이다. 응답자들은 각 평가지표에 하여 요도와 확신도를 표

한다. 이때 요도는 ‘매우 요하다’, ‘ 요하다’, ‘보통이다’, ‘ 요하지 않다’, ‘  요

하지 않다’로 나타내고() 확신도는 ‘매우 확실하다’, ‘확실하다’, ‘보통이다’, ‘불확실하

다’, ‘매우 불확실하다’로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퍼지넘버를 설정하고 퍼지신뢰지수(fuzzy confidence index)를 계

산한다. 응답자들의 의견인 요도와 확신도 각각에 한 퍼지넘버는 다음 표와 같다.

  fuzzy numbers

 요하지 않다 매우 불확실하다 (0, 0, 0.25)

요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0, 0.25, 0.5)

보통이다 보통이다 (0.25, 0.5, 0.75)

요하다 확실하다 (0.5, 0.75, 1)

매우 요하다 매우 확실하다 (0.75, 1, 1)

<표 2> 언어값들에 응한 퍼지넘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총합산값(total integral values)을 계산하고 각 응답자에 한 가

치(weights)를 도출한다. 퍼지신뢰지수 ()에 한 총합산값은 식(3)의 과정으로 구한

다(Liou and Wang, 1992). 여기서 통상 으로 α = 0.5가 가정된다. 이는 의사결정자가 

립 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각 조사 상의 가 치를 구하기 

해서 식(4)에 의해 총합산값을 정규화(normalize)한다.


  

     (3)

  
단  ≥ 



   (4)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 치를 이용하여 각 평가지표별로 체 응답자의 의견을 통합

한다. n명의 의견을 통합하기 해 가 합산값을 구한다. 여기서  는 주어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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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에 한 각 개인의 추정량을 의미한다.

  


  (5)

3. 분석 상 사업  성과지표

본 연구에서는 앙부처 소기업 지원 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청 지

원사업을 심으로 분석 상 사업을 선정하 으며 이때, 지원 사업, 자료수집 가능

성, 분석결과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 다.

2013년 소기업청의 R&D분야 산은 8,090억원이며 이  지원 산규모가 큰 사업

을 심으로(최소 781억원～최  2,448억원) 5개 사업을 선정하 다. 이는, 소기업청 

총 R&D 산의 87.7%에 해당한다.

사업명 산(억원) 세부분야 회계유형 지원형태

소기업기술 신개발 2,448 기술 신역량강화 일반회계 출연

산학연 력기술개발 1,389 기술 신역량강화 특별회계 출연

창업성장기술개발 1,314 기술 신역량강화 일반회계 출연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781 기술 신역량강화 일반회계 출연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165 기술 신역량강화 일반회계 출연

<표 3> 분석 상 사업의 개요

분석 상 5개 사업은 기업의 신역량과 기술수 /난이도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분포하는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 력기술개발사업은 R&D 변확 를 해 

창업 기이거나 기술 신 역량이 낮은 소기업을 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며, 융복합

기술개발과 기술 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선택과 집 형으로 기술 신역량

이 높은 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융복합 략기술 개발을 한 지원사업으로 그 특성

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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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기업R&D사업의 특성별 분포

2012년에 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모집단(2,226개사)을 상으로 설

문조사2)를 실시하 으며 응답이 회수된 기업(회수율 23.4%)으로 유효표본은 5개 사업 

총 521개사이다.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81.2%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이 12.4%이며 기타(건설업 등) 6.4%로 나

타난다. 평균 종업원수는 37명이며 평균 매출액은 95억원이다. 사업별 평균 매출액과 종

업원수는 <표 4>와 같다.

사업명 표본수(응답기업수) 평균 매출액(백만원) 평균 종업원수(명)

소기업기술 신개발 122 15,026 56

산학연 력기술개발 145 3,590 19

창업성장기술개발 103 2,506 16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70 11,849 38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81 19,049 64

합계 521 9,585 37

<표 4> 사업별 유효표본 수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해 사업별 목 과 취지를 분석하 다. 소기업R&D사업은 모

2) 설문조사는 문조사기 인 (주)포커스리서치에서 수행했으며 소기업청과 리기 의 조

로 R&D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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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기업의 기술 신역량을 제고하고 개방형 신활동을 진, R&D수행을 통해 소

기업의 경제  성과를 강화하여 생존과 성장률을 제고하는 공통 인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 을 반 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 는데, 효율성 분석을 한 투입지표(2012년 

정부지원 )  산출지표(사업 종료 1년 후 상되는 매출액과 업이익 증가분)와 효과

성 분석을 한 ․장기 성과지표(매출액 증가, 업이익 증가, 기술료 수입, 기술료 지

출 감소, 원가 감, 수출증   수입 체, 산업 애로기술의 해결, 기술경쟁력 확보, R&D

네트워크 강화, 고용창출 효과)가 선정되었다.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사업의 참여주체인 소기업 입장에서 정부R&D지원을 통한 궁

극 인 성과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경제  성과에 비 을 두었다. R&D지원사업의 경우 

1차 산출물인 특허 는 논문성과를 분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소

기업)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심으로 효율성을 분석하 으며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도 장기 인 효과 뿐 아니라 경제  성과지표를 포함하 다. 소기업R&D사

업이 가지는 성과특성을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 R&D사업을 통해 기 할 수 있는 성과

지표는 5개 사업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다고 단하 다. 사업별 특성을 반 하기 해

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별 성과지표별 가 치( 요도)를 도출하 다.

<그림 4> 사업별 사업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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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시 에서 경제  성과와 효과를 정확히 측

정하기 어려우므로 응답자(과제책임자 는 표자)의 주 인 단에 의해 향후 3년

간의 효과의 크기를 측하여 5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하 다.

성과항목 세부항목 성과지표

효율성

투입지표 ▪2012년 정부지원

산출지표
▪사업종료 1년 후 매출액 증가분

▪사업종료 1년 후 업이익 증가분

효과성

경제  성과

▪매출액 증가에 기여

▪ 업이익증가에 기여

▪기술이 을 통한 기술료 수입 창출

▪기술의 내부화를 통한 기술료 지출 감소

▪R&D효율성 증가를 통한 원가 감

▪수출증   수입 체 효과

효과

▪산업 반의 애로기술 해결

▪기업의 기술경쟁력  기술수 의 확보

▪R&D, 생산 네트워크 강화

▪우수인력의 확보 등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

<표 5>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을 한 성과지표

Ⅳ. 분석결과

1. 효율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을 해 DEA Solver 소 트웨어를 사용했다. DEA를 통한 

효율성 수는 최소 0부터 최  1까지 계산되며 효율성 수가 1인 DMU(Decision 

Making Unit)가 정부지원 산 비 최 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분석 상 5

개 사업에 한 효율성 평균 수를 비교하면,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이 0.184로 가장 

높고 소기업기술 신개발이 0.175,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이 0.130, 창업성장기술개

발이 0.093, 산학연 력기술개발이 0.090순으로 나타났다. 체 표본기업 521개사의 효율

성 평균 수는 0.130으로 반 으로 효율성이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기술 신개발, 융복합기술개발의 효율성 수가 산학연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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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창업성장기술개발보다 상 으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역량

이 높은 소기업의 첨단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선택과 집 형 지원 사업이 R&D 변확

를 한 지원사업보다 단기 인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 이블 N 효율성 평균

소기업기술 신개발 122 0.175 

산학연 력기술개발 145 0.090 

창업성장기술개발 103 0.093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70 0.130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81 0.184 

총합계 521 0.130 

<표 6> 사업별 효율성 평균 수

2. 효과성 분석

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장기 인 성과인 효과성을 보다 정 하게 분

석하기 하여 효과성 개별 지표의 상  가 치를 도출하 다. 이때 가 치 도출 방법

은 앞서 설명한 Fuzzy set theory이며 이를 용하기 해 문가3) 상 추가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사업별 효과성 지표의 가 치는 <표 7>과 같다. 부분의 사업에서(5개 사

업 평균) 기업의 기술경쟁력  기술수 의 확보가 가장 높은 요도를 나타냈으며 다음

으로 산업 반의 애로기술의 해결, R&D  생산효율성 증가를 통한 원가 감이 높은 

요도를 나타냈다. 창업성장기술개발과 융복합기술개발의 경우에는 기업의 R&D, 생산 

등 네트워크 강화의 요도가 높았으며,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 매출액증가에 기여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게 도출된 사업별 성과지표별 가 치 수를 개별 기업의 응답 결과에 반 하여 

최종 인 효과성 수를 계산한다. 

3) 가 치 도출을 한 추가 설문조사 응답자는 소기업연구원의 정책평가센터 소속 연구자와 

소기업 R&D지원사업에 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기 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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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분석 지표 1 2 3 4 5

매출액 증가에 기여 0.106 0.106 0.095 0.076 0.111 

업이익 증가에 기여 0.091 0.091 0.084 0.070 0.087 

기술이 을 통한 기술료 수입 창출 0.050 0.050 0.065 0.075 0.091 

기술의 내부화를 통한 기술료 지출 감소 0.079 0.079 0.059 0.074 0.091 

R&D효율성 증가를 통한 원가 감 0.127 0.127 0.115 0.108 0.107 

수출증   수입 체 효과 0.099 0.099 0.100 0.085 0.095 

산업 반의 애로기술 해결 0.126 0.126 0.121 0.123 0.117 

기업의 기술경쟁력  기술수 의 확보 0.142 0.142 0.133 0.158 0.107 

R&D, 생산 네트워크 강화 0.103 0.103 0.119 0.133 0.097 

우수인력의 확보 등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 0.076 0.076 0.110 0.099 0.0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사업별 효과성 분석 지표별 가 치

주) 1: 소기업기술 신개발, 2: 산학연 력기술개발, 3: 창업성장기술개발, 4: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5: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효과성 수 계산 결과, 수는 1～5  사이에 분포하며 체 평균 3.673으로 보통이

상 수 을 나타냈다. 분석 상 5개 사업의 효과성 평균 수를 비교하면, 소기업상용

화기술개발이 3.7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 3.744, 산학연 력기술개발 

3.658,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3.627, 소기업기술 신개발 3.586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성 수는 앞에서 분석한 효율성 수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 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을 제외하면 R&D 변확 를 목 으로 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과 산학연 력기

술개발이, 선택과 집 형 지원사업인 융복합기술개발과 기술 신개발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효과성은 효율성보다는 ․장기 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R&D 변

확 형 사업은 단기 으로 효율성을 크게 기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 으로 경제  

성과와 효과의 창출이 기 된다고 할 수 있다.

행 이블 N 효과성 평균

소기업기술 신개발 122 3.658

산학연 력기술개발 145 3.586

창업성장기술개발 103 3.744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70 3.627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81 3.749 

총합계 521 3.673

<표 8> 사업별 효과성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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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 차이 분석

소기업 R&D지원사업간 효율성과 효과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하

여 우선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 다. 검정결과,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정규성 분포를 따

른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가설검증을 해서는 모수  통계기법이 아닌 비모수  통

계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구분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효율성 0.239 521 0.000 0.664 521 0.000 

효과성 0.050 521 0.003 0.990 521 0.001 

<표 9> 정규성 검정

분석 상 5개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비모수  통계기법

인 Kruskal Wallis4)를 사용했으며 이때 소 트웨어는 SPSS 15.0을 사용하 다.

Kruskal Wallis 결과, R&D지원사업 5개 사업별 효율성은 유의수  p<0.001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사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기업기술 신개발, 소기업융복합기술개

발, 산학연 력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성은 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이 가장 높은 수 이고 다음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 력기술개발, 소

기업융복합기술개발, 소기업기술 신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 가장 높은 수 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동 사업의 목 이 사업화가 용이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기업의 

매출액 증   수입품의 국산화를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5개 사업 모두 소기

업의 R&D역량을 제고하고, 개발기술을 이   사업화하여 기업의 경제  성과로 연계

하려는 목 은 공통 이지만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상 으로 

기술의 사업화와 경제  성과창출에 더욱 집 하고 있어 보다 가시 인 성과로 나타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Kruskal Wallis는 3개 이상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통계기법으로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체 측값들의 순 를 사용하여 검정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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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효율성 평균순 효과성 평균순

소기업기술 신개발 122 291.50 241.44

산학연 력기술개발 145 232.01 260.37

창업성장기술개발 103 228.60 278.28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70 263.98 247.56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81 305.59 280.60

총합계 521

<표 10> Kruskal Wallis 검정 결과

 구분 효율성 효과성

카이제곱 22.292 5.434

자유도 4 4

근사 유의확률 0.000* 0.246

<표 11> Kruskal Wallis 검정 통계량

* p<0.001

Mouzas(2006)는 효율성이 낮고 효과성이 높은 경우 실제로 수익을 기 하기 어렵고, 

효과성이 낮고 효율성이 높은 경우 단기 인 수익성으로 미래 기 수익을 창출하기 어

렵다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사업의 효율성이 모두 낮은 수 이며 효과성은 

사업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상 으로 비교해 볼 때, 산학연 력기술개발

과 창업성장기술개발은 매우 낮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상용화기술개발과 기술 신개발은 

상 으로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다. Mouzas(2006)의 이론에 의하면, 소기업 R&D

변확 를 한 R&D지원사업의 경우 미래 효과는 기 되지만 실제로 수익을 창출

하기 어려우며 반면, 선택과 집 형 R&D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상 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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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 분포

<그림 6>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에 따른 참여기업 분포

Ⅴ. 결론

우리나라 소기업 R&D지원사업의 산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 리의 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성과체계의 수립, 성과지표의 선

정, 성과분석 방법의 채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단기와 ․장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 체계의 수립, 사업별 특성을 반 한 성과지표간 가 치의 도출  반 에 한 새

로운 제안을 하 다. 

소기업청은 R&D지원사업의 성과를 리하기 해 사업별 특성을 반 한 성과지표

를 정하고 이에 한 달성률을 평가하여 향후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100  기술 신연구 22권 2호

사업에 한 특성을 반 한 성과지표의 선정, 단순한 측정방법이라는 장 을 갖지만 한

편으로는 체 사업에 한 통합 인 성과분석체계는 아니라는 단 을 갖는다. 개별 사

업에 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지식재산권, 사업화성공률, 고용창출효과 등 선

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성과지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분 성과지표

소기업기술 신개발

▪과제당 발생 매출액

▪지식재산권 발생효과

▪사업화성공률

산학연 력기술개발
▪정부지원 1억원당 기업의 매출증 액

▪사업화성공률

창업성장기술개발

▪고용창출효과

▪지원업체 만족도

▪매출액증가율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제품출시시기 단축 효과

▪상용화 성공률

▪지식재산권 확보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처의 구매발생비율

▪정부투자액 비 구매발생효과

▪이 기술개발사업 시제품 출시비율

<표 12> 분석 상 R&D지원사업별 성과지표와 달성률(2012)

자료: 소기업청,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2.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R&D지원사업에 한 공통 인 성과지표를 선정하 다. 각 

사업의 목 , 취지, 내용을 반 하여 종합 인 성과지표를 정했으며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은 성과지표별 가 치를 통해 반 하 다. 한 단기 인 성과를 효율성으

로, ․장기 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하여 단기 인 정부 R&D 산의 집행과 리상의 

효율성과 ․장기 인 경제  성과  사회  효과를 모두 포 할 수 있도록 하

다. 결과 으로 소기업 R&D지원사업별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통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사업별 특성분석을 통해 선정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소기업 R&D지원

사업  소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5개 사업을 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증분

석하 다. 2012년 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참여한 521개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분석결과 첫 번째 가설 ‘ 소기업 R&D지원사업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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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차이가 있다’는 채택되었고 두 번째 가설 ‘ 소기업 R&D지원사업별 효과성은 차이

가 있다’는 기각되었다. 다시말해, 분석 상 5개 사업의 효율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개별 사업

에 한 효율성과 효과성 수를 통해 사업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데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 가장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사업에 한 성과분석 이슈는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성과

지표를 나열하고 종합하는데 그칠 뿐 종합 인 성과분석 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소기업 R&D지원사업은 소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  산업과 국가에 한 정 인 

효과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R&D수행의 과정상의 성과  목표달성에 한 성

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 상 5개 사업의 효과성은 모두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 인 반면, 

효율성은 부분 매우 낮은 수 을 나타낸다. 이는 R&D수행 과정상의 비효율이 래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응답자를 

상으로 지원사업에 한 만족도와 개선안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기업R&D

사업의 행정 차의 간소화에 한 요구가 많았으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도 성과 리 등

을 포함한 사업의 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이 크다고 응답하 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성과발생 시 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2012년 소기업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상으로 각 효과성 지표에 한 주  

단을 요구하 다. 사업종료 시 에 ․장기 인 성과에 한 단을 한 것으로 응답

결과가 주 이고 실 가능성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성과분석을 통한 구

체 인 개선안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개별 사업의 성

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나 성과를 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악하여 개선안을 도

출하기는 어렵다. 이는 성과분석보다는 정책에 한 만족도와 개선안에 한 구체 인 

조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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