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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의 선행연구 검토  

조사분석틀 분석에 근거하여 융복합 기술이 이라는 개념화와 측정 방법의 틀을 제시하 다. 둘째, 융

복합 기술이 의 분류에 근거하여 기존 기술이  조사틀에서 최근 정책 으로 요하게 부각되고 있

는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을 체 소기업 기술이  황과 비교하 다. 정책 으로 공공부문에서 

소기업 기술이 이 요하며 특히 융복합 기술이 의 건수와 액 비교를 통해 융복합 기술이 이 

진행 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 비교분석을 종합하면 반 으로 소기업에 한 기술이 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융복합 기술이 은 4.4%에 불과하다. 학  정출연이 보유한 융복합 기술에 

한 소기업 기술이 은 상  낮은 수 이다. 산업별로 볼 때 소기업 기술이 이 활성화된 분야는 

자부품, 기계장비, 화학, 음식료, 의료 등이며 이러한 특징은 융복합 기술이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기술생산자별로 보면 소기업 기술이 뿐 아니라 융복합 기술 모두에서 학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 기술이  액 에서 1~5천만원의 건수  액 비 이 높으며 5백만원 미만의 건수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융복합 기술이 도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융복합 기

술이 을 포함한 기술이  체 성과가 서울, , 경기에 집 되어 있다.

주제어 : 융복합, 기술이 , 소기업, 학, 공공기술

* 본 논문은 “창조경제 실 을 한 소기업 융복합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2014)”의 일부 내용을 발 하 고, 2014년

도 정부재원(미래창조과학부 기획연구,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연계  공공기술 활용을 통한 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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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내용

1. 연구 배경

융복합 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인공지능분야에서 우선 으로 발 했다. 디

스 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LCD가 시계와 다양한 기기의 계기 을 체하고 있다. 반도체

와 컴퓨터기술의 발 으로 인해 LCD에서 컴퓨터의 다양한 문자와 그래픽이 선명하고 작게 나

타날 수 있었다. 의료기술은 생명공학, 농학, 화학공학의 융합을 통해 수많은 신약을 개발하

으며 환자를 유 자구조에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 어들었다. 신경공학은 생물학과 컴퓨터

공학이 결합하여 정신이상과 뇌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의 열쇠가 되고 있다(김형태, 2012). 융복합 

기술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극 으로 융복합 기술개발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집  육성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4  분

야 13개 형 융합과제를 발표할 정도로 집 인 심을 받고 있다(배 임 외, 2014). 

본 연구는 정책 으로 집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기술에 해 소기업은 어떤 상황이고, 

소기업은 융복합 기술이 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실제 

소기업은 많은 융복합 신과 창업의 출발 이자 결과이다. 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든

든한 버 목이자 산업의 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은 경제의 하부구조를 형성

하고 있어 기술 신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한 소기업은 기술 신을 통해 히든 챔피

언 는 스몰 자이엔츠 등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신 이며 생산 인 경제주체로서 발 하

거나 모방 불가능한 제품 생산과 비교우  확보가 건이다. 

소기업 기술 신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기술경쟁력(선진국 기술100% 기 )은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2005년 75.8%2013년 77.5%)를 면치 못하고 있다(배 임 외, 2014). 

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소기업은 2만8천개

로 은 상황이며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학  정부출연연구기 (이하  

정출연)으로부터 소기업으로 기술 이 의 요성이 부각된다. 공공부문에서의 기술이 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소기업에 더 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기술을 이

받아 R&D 기 투자 비용을 이고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기업

에게 더욱 요한 공공부문의 기술이 에서 융복합 기술이  역시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기술이 이라는 생소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학  정출

연이 소기업에 한 기술이 과 융복합 기술이 한 성과를 비교분석하며 이를 통해 소

기업 융복합 기술이 을 탐색 으로 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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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융복합 기술이 이라는 생소한 내용

을 개념화하고, 일반 인 기술이 과 융복합 기술이 을 구분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일

반 인 기술이 과 융복합 기술이 의 개념화에 근거하여 탐색 으로 학  정출연이 

소기업에 해 일반  기술이   융복합 기술이 한 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소기업 

융복합 기술 이  황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소기업 기술이  분석을 통해 소기업의 융복합 기술 이 의 장단  

 황을 진단함으로써 정책 안 도출에도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통계  분석은 아쉽게도 모든 형태의 기술이 을 상으로 할 수 없으며 공개된 

데이터를 기 으로 학  정출연 등 공공기술이 소기업에 한 기술이  황을 기반으

로 일반  기술이 과 융복합 기술이 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론

1. 융복합 기술 개념

융복합 기술의 기존 정의는 NT, BT, IT 등의 첨단 신기술간 상승  결합을 통해 미래 사

회  국가 공통의 목표 달성을 한 과학기술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변화

를 주도하는 기술이며 이종기술간 화학  결합이라는 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림 1> 기존 융복합 기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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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은 미래사회의 경제․사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과학, 기술, 문화 등과

의 창조  융합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변천하고 있다. 융합기술은 신기술 창출이라는 목 성

을 가진 이종기술 는 이종분야간 결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CT, ET는 그 자체가 융합

기술로, NBIC(NT, BT, IT 등) 등과의 융합에 의해 생성․활용되는 융합기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융합화의 확산 추세에 따른 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었으며 융합

기술은 이종  동종의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까지를 포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NT, BT, IT 

등의 신기술간 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 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  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재정의할 수 있다. 

           자료 : 국가융합기술 발 기본계획(2008)

<그림 2> 융복합 기술의 정의

이러한 지 에 근거하여 의의 정의는 국가융합기술 발  기본계획(’09~’13)에 따라 NT, 

BT, IT 등의 신기술간 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 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발 을 지속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요약하면 국과심의 융복합 기술은 의의 개념으로 이종  동종의 다양한 기술과 학문, 

산업 등의 결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융복합 기술 측정방법

융합기술의 측정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강희정(2006)은 융합기술은 “서로 다

른 역의 기술들이 결합하여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새로운 요구를 창출하는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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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서로 다른 역의 기술이라 함은 임의의 분류체계 내에서 서로 다

르게 분류된 기술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융합지수를 산출하 다. 이들은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분류를 용하여 IPC분류체계 내에서 IPC 부분류(Subclass)가 다르면 서로 

다른 역의 기술이며 이들의 역 수를 활용하여 융합수 을 측정하 다. 

이를 가장 실용화하여 정책에 반 한 것은 기술융합 지수측정이다. 이들의 융합지수가 특

허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융합지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단하고 기

술을 심으로 기술융합지수를 개발하 다. 즉, 기술 융합지수는 “사업화를 해 개발을 추

진 인 제품이나 서비스구 을 해 용된 기술”의 융복합 수 을 객 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기술 융합지수측정을 한 측정 상은 지원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이들 기술의 

종류를 과학기술분류체계를 따라 정리하고 이들 기술이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기술기

여도로 악하 다. 이에 다각화지수 측정 방법은 Berry-Herfindahl 지수를 용하여 기술융합 

수 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박병무․홍재범, 2011).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은 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서 기술융합지수를 구체화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4). 이는 사업화 가능한 제품(기술, 서비스)을 

창출하는데 용된 기술의 수와 해당 기술이 이러한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통해서 계산한다. 

용되는 기술의 이질성은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를 따르며 계산방법은 다각화 지수로 사용

되는 Berry-Herfindahl 지수를 활용하여 최종 기술융합지수를 산출한다.

   
 






: 특정제품(기술,서비스)의 개발에 기여하는 기술의 기여도

※ 세부 단계별 산출방법

 1단계 : 기술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그 기여도를 산정

 2단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대, 중, 소 기준에 따라 기여도를 합산

 3단계 : 기술집중도(Herfindahl지수) 계산

 4단계 : 융합지수(Berry-herfindahl지수는 1-기술집중도(Herfindahl지수)로 측정

 5단계 : 총 융합지수는 대, 중, 소 분류로 각각 측정한 것을 합산하여 산출

총융합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총융합지수 = 소분류 융합지수 + 중분류 융합지수 + 대분류 융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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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융합정도 정성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조사 추천 상과제를 구분한다. 과

제별 기술융합지수 평가 평 은 원별 총융합지수 수  최고, 최 를 뺀 수합계의 산

술평균 수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문가의 정성  단이 고려되는 것이 재 정책 으로 

운 되고 있다. 

기술융합지수 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조성도 외(2013)도 특허의 IPC 코드를 산업과 매칭하고, 다음의 식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별 기술융합도를 도출하 다. 

기술융합도 =
특정사업의 특정기술분야 IPC수

×100
특정산업 전체 IPC수

배 임 외(2014)도 종합융합도라는 개념을 통해 융합을 통해 개발된 비 의 특허는 얼마나 

되었고, 산업필드 기 으로 얼마나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가를 반 하여 계산하 다. 

특히 기술융합도는 특허융합도(=출원인 유형별 융합특허수/출원인 유형별 특허수)로 측정되

었으며 각 기술별로 인용/피인용 정도를 분석하여 한 기술에 타 기술의 특허가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악하는 형태로 이를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융복합 기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은 다르게 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융복합 기술이 기술이  

행 가 이루어지면 융복합 기술이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이  행 는 이미 기술의 융복

합 행 가 이루어지는 행 라고 할 수 있다. 

3. 기술이전의 개념과 형태

기술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 제 2조 정의에 따르면 "기술이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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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 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기술이  행 를 구체화하면, 매매란 거래당사자의 일방(기술제공자, Licensor)이 거

래 상인 특허, 노하우 등을 이 할 것을 약속하고 거래 상 방(기술도입자, Licensee)이 이

의 가로 지 을 약정하는 거래형태이고, 라이센스란 거래당사자의 일방(기술제공자: 

Licensor)이 거래 상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사용허락을 약속하고 거

래 상 방(기술도입자: Licensee)이 사용허락의 가로 사용료(Royalty) 지 을 약정하는 거래

형태로, 독  사용을 허락하는 용실시권과 비독  사용을 허락하는 통상실시권으로 구

분된다(한국연구재단, 2014). 

한 이 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 , 노하우 기술이 , 산업재산

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 여부에 따라 기

술매각(양도) 는 기술실시,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독 실시

권과 비독 실시권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책 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패키징 형태로 묶어서 이 하는 산업계

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다수의 학‧공공(연)들이 보유한 유사 분야의 특허기술들을 제품별

로 패키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산업계에 이 ·사업화 지원하는 형태가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 ‘대 학 ’이  보 유 한  특 허 기 술  ]

A대 학

복 수  대 학

B대 학

학 -학
연 계

산 -학  연 계

[ ‘기 업 ’이  필 요 한  특 허 기 술  ]

기
소
유

요 소 기 술

요 소 기 술

요 소 기 술

요 소 기 술
기 소 유

공 동 특 허 포 트 폴 리 오
구 축  및  이 전

<그림 3>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모델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패키징형 기술이  방식이 최근 확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

식은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묶어 한 건의 기술이 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하는 행

와 기술이 을 하는 행 는 원칙 으로 다른 형태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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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기술이  하는 것이 반드시 융복합 기술이 이 아닐 수 있다. 여러 기술이 묶여서 기술

이 이 되는 경우도 융복합 기술이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 기술이 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융복합 기술이 은 그 성과와 황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분석틀에 근거하여 공공기 ( 학, 정출연 등)의 민간(특히 소

기업)에 한 융복합 기술이 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에 을 맞추고자 한다. 아래 표

는 학  공공기 에서 기술이 을 했을 때의 조사분석틀을 종합하여 구체화한 표이다. 

학  공공기 에서 민간에 한 기술이  황을 조사한 결과는 매년 학 정보공시  공

공기  기술이  실태조사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한 통계자료는 공공기  홈페이

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한국연구재단, 2014). 

기술이  조사분석틀을 보면 기술도입자인 기업 당사자의 업체명, 기 유형, 업종유형, 소

재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으로 기술  지식재산권의 기술명과 표발명자, 기술유형

(계약서 기술명), 이  기술  권리 황(이 기술수, 지식재산권번호  노하우명), 기술분

야, 기술분류(국가과학기술표 분류) 등을 조사한다. 한 계약의 구체화된 유형, 기간, 액 

등을 조사한다.  

<표 1> 기술이전 현황 조사분석틀 

연

번

기술도입자(업체) 계약내용

업

체

명

기관

유형

업종

유형

소재지 기술 및 지식재산권 계약

국내/

국외
국가

지역

구분
기술명

대표

발명자

기술  

(또는 

권리)

유형

이전기술 및 권리 현황

기술

분야

(6T)

기술

분류

거래

유형

계약

기간

제한

사항

기술료

수취 

유형

정액

기술료

(원)

경상

기술료

(조건)

취득

주식

지식재산권 

등 이전 

기술 수

지식재산권 

번호 및 

노하우 명

주식

수(주)

액면

가액

(원)

1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4) 

융복합 기술이 을 조사하기 해서는 기존의 융복합 기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술이  행 는 하나 이상의 기술  지식재산권이 이 되는 행 이기 때문

에 하나의 융복합 기술이 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이 이 될 수 있

다. 결과 으로 본 조사표와 같이 “이  기술의 권리 황”을 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그간의 기술융합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이 기술이 과 바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융합지수가 기술이 으로 연결되기 해서는 기술이 이라는 복합  매커니즘을 이해해

야 하고, 융복합 기술과 기술이 을 연결하기 해서는 IPC 분류코드에 의해 연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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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강희정 외(2006)  특허청 등에서 논의되었던 IPC 분류코드에 따라 기술이

을 분석할 수 있다. IPC 코드 분류는 기술 분류의 코드에 따라 융복합 기술을 분류하기 

해서는 동종  이종 기술의 결합이 이루어진 기술을 분류하는 것이 요하다. 동종  이종 

기술의 분류는 특허청  지식재산 략원의 기 에 따라 ICT, BT, NT 간 이종기술 융복합과 

ICT 내 범  기술간 동종 기술 융복합 구분할 수 있다. 

ICT 내 통신, 가 , 컴퓨터/사무기기, 기타 ICT 등 동종 기술 간 결합과 ICT, BT, NT 등 이종 

기술 간 결합을 모두 융복합 기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융복합 기술은 의의 개념으로 이종  

동종의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ICT 자체가 단히 넓은 기술 역을 포

하고 있으므로 ICT 내 통신(Telecommunications), 가 (Consumer electronics), 컴퓨터  사무기

기(Computers/office machinery), 기타(Other ICT)간 동종 융복합 포함하고 있다(특허청, 2013). 

ICT, BT, NT 기술 여부는 특허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를 통

해 단할 수 있으며 ICT와 BT 기술 간 공통 역인 G01N 27/327, G01N 33/(53*, 54*, 55*, 

57*, 68, 74, 76, 78, 88, 92)는 ICT와 BT 간 융복합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 IPC 분류코드에 따른 분야별 융복합 기술 범위

분야 IPC 분류코드

ICT

통신

(Telecommunications)

- G01S, G08C, G09C, H01P, H01Q, H01S 3/(063, 067, 0933, 0941,), 

H01S 5, H03B, H03C, H03D, H03H, H03M, H04B, H04J, H04K, 

H04L, H04M, H04Q, H04W

가 (Consumer electronics) - G11B, H03F, H03G, H03J, H04H, H04N, H04R, H04S

컴퓨터/사무기기

(Computers, office machinery)

- B07C, B41J, B41K, G02F, G03G, G05F, G06, G07, G09G, G10L, 

G11C, H03K, H03L

기타 ICT

(Other ICT)

- G01B, G01C, G01D, G01F, G01G, G01H, G01J, G01K, G01L, 

G01M, G01N, G01P, G01R, G01V, G01W, G02B 6, G05B, G08G, 

G09B, H01B 11, H01J(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40, 41, 43, 45), H01L

BT

- A01H 1/00, A01H 4/00, A61K 38/00, A61K 39/00, A61K 48/00

- C02F 3/34, C07G(11/00,13/00,15/00), C07K(4/00, 14/00, 16/00, 

17/00, 19/00), C12M, C12N, C12P, C12Q, C12S

- G01N 27/327, G01N 33/(53*, 54*, 55*, 57*, 68, 74, 76, 78, 88, 92)

NT - 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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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융복합
동종

융복합

통신 | 가

통신 | 가  |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 |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 | 컴퓨터  사무기기 | 기타 ICT

통신 | 기타 ICT

가  | 컴퓨터  사무기기

가  | 기타 ICT

컴퓨터  사무기기 | 기타 ICT

소계

결과 으로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의 다른 형태에 따라 융복합 기술이 의 경우 기

술이  조사분석틀에 근거하여 IPC분류코드에 따라 이  기술된 황에 근거하여 이종과 동종

의 기술이 동시에 결합된 경우 융복합 기술이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

서 우선 으로 탐색 으로 융복합 기술이 이라는 개념화와 측정 방법의 틀을 제시하 다.

4. 연구 방법론

선행 연구를 통해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이 다른 개념화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의 개념을 연계하기 해서는 IPC를 통해 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면 IPC분류코드 기 으로 ICT간 동종 기술 융복합과 ICT와 NT, BT간의 

이종 융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융복합으로 다시 재구분화 할 수 있다. 융복합 기술을 

구분할 때 IPC 기술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며 융복합 기술이 의 경우에는 “이  기술의 지

식재산권 번호와 형태”를 통해 IPC 분류코드가 복합 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

를 통해 융복합 기술이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분류된 융복합 기술이 은 학  정출연의 기술이   사업화 실태조사에 근거

하여 소기업의 기술이  황을 기술분류  지역, 기술료 액, 산업 특성 등에 교차 분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 데이터는 학 산학 력실태조사와 특허청 DB(지식재산 략원)

를 활용하며 최근 3년 내 소기업 기 으로 기술이  성과 련 데이터를 분석하 다. 추가

으로 본 건의 연구데이터는 국내특허에만 한정하 고, IPC 정보가 없는 특허는 ‘기타’로 

구분하 다. 정액기술료(선 기술료 포함)만을 포함하고, 경상기술료는 3개년 내 획정해서 측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데이터에서는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 IPC 분류에 따른 융복합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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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종

융복합

가  | NT

컴퓨터  사무기기 | 기타 ICT | BT

컴퓨터  사무기기 | BT

컴퓨터  사무기기 | NT

기타 ICT | BT

기타 ICT | BT | NT

기타 ICT | NT

BT | NT

소계

소계

비융복합

통신

가

컴퓨터  사무기기

기타 ICT

BT

NT

기타

소계

Ⅲ. 공공부문-중소기업 간 일반 기술 이전 현황 

1. 연도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연도별 소기업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10~12년 소기업은 8,891건으로 체 10,355

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부분의 기술이 이 소기업에게 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기업 기술이 의 연평균 증가율도 15.7%로 계속 신장되고 있다.

<표 4> 기업형태별 기술이전 건수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소기업 2,491 3,064 3,336 8,891 15.7 

기업 206 239 332 777 27.0 

해외 기업  기 41 28 46 115 5.9 

기타( 단체 등) 98 152 322 572 81.3 

합계 2,836 3,483 4,036 10,355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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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32_ 자부품,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618 580 691 1,889 5.7 

29_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288 335 559 1,182 39.3 

01_농업 237 346 134 717 △24.8

72_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  련업 148 222 212 582 19.7 

24_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137 203 205 545 22.3 

15_음식료품 제조업 79 184 200 463 59.1 

33_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121 137 156 414 13.5 

31_기타 기기계  기 변환장치 제조업 102 144 148 394 20.5 

73_연구  개발업 80 65 72 217 △5.1

74_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포함)
63 80 73 216 7.6 

93_기타 서비스업 29 58 115 202 99.1 

연도별 소기업 기술이  액을 보면 10~12년 소기업은 238,665백만원으로 체 비 

76.6%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도 14%로 지속 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표 5> 기업형태별 기술이전 금액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소기업 73,537 69,546 95,582 238,665 14.0 

기업 15,419 20,173 19,332 54,924 12.0 

해외 기업  기 4,794 2,160 3,312 10,266 △16.9

기타( 단체 등) 1,769 970 4,739 7,478 63.7 

합계 95,519 92,849 122,966 311,334 13.5 

* 기술이  액은 계약서 기 이며, 정액기술료(선 기술료 포함)만 고려함

2. 산업업종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산업업종별 소기업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자부품, 상, 음향산업이 가장 많은 기

술이 계약건수 확보되었으며 기계장비, 농업, 정보처리, 화학제품 등 통 인 제조업의 기

술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 으로 의료, 정 , 학기기 등의 융복합 산업의 

기술이 은 상 으로 증가율은 높지만 상 에 치하지 못하고 있다.

<표 6> 산업업종별 기술이전 건수

(단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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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95_가사 서비스업 88 57 4 149 △78.7

51_도매  상품 개업 17 44 83 144 121.0 

05_어업 42 40 52 134 11.3 

46_ 문직별 건설업 22 45 53 120 55.2 

17_섬유제품 제조업; 제의복 제외 28 40 33 101 8.6 

45_종합 건설업 15 40 37 92 57.1 

36_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 50 16 18 84 △40.0

28_조립 속제품; 기계  가구 제외 12 35 32 79 63.3 

90_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련 서비스업 29 28 17 74 △23.4

30_컴퓨터  사무용 기기 제조업 15 33 21 69 18.3 

85_보건업 25 22 18 65 △15.1

25_고무  라스틱제품 제조업 11 18 30 59 65.1 

52_소매업, 자동차 제외 2 17 35 54 318.3 

34_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11 22 18 51 27.9 

27_제1차 속산업 7 12 30 49 107.0 

26_비 속 물제품 제조업 12 17 18 47 22.5 

75_사업지원 서비스업 14 8 17 39 10.2 

02_임업 1 17 13 31 260.6 

40_ 기, 가스  기업 7 15 9 31 13.4 

35_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 10 11 28 25.4 

11_ 속 업 5 16 6 27 9.5 

37_재생용 가공연료 생산업 12 8 6 26 △29.3

71_기계장비  소비용품 임 업 2 5 18 25 200.0 

87_ 화, 방송  공연산업 5 0 19 24 94.9 

64_통신업 9 11 4 24 △33.3

20_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 13 8 23 100.0 

88_기타 오락, 문화  운동 련 산업 4 6 9 19 50.0 

19_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6 3 10 19 29.1 

22_출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5 4 8 17 26.5 

18_ 제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6 4 3 13 △29.3

21_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5 3 3 11 △22.5

76_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 3 6 9 -

12_비 속 물 업; 연료용 제외 2 2 4 8 41.4 

80_교육 서비스업 0 3 4 7 -

70_부동산업 1 3 1 5 0.0 

23_코크스, 석유 정제품  핵연료 제조업 1 1 1 3 0.0 

41_수도사업 2 1 0 3 △100.0

91_회원단체 2 0 0 2 △100.0

92_수리업 0 2 0 2 -

60_육상운동  이 라인 운송업 1 0 1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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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10_석탄, 원유  우라늄 업 0 1 1 2 -

86_사회복지사업 0 1 0 1 -

65_ 융업 1 0 0 1 △100.0

63_여행알선, 창고  운송 련 서비스업 1 0 0 1 △100.0

61_수상운송업 0 1 0 1 -

기타 102 83 110 295 3.8 

합계 2,491 3,064 3,336 8,891 15.7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32_ 자부품,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17,406 20,821 21,917 60,144 12.2 

73_연구  개발업 18,368 2,467 29,646 50,480 27.0 

24_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3,701 14,174 6,027 23,902 27.6 

29_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4,435 4,394 6,870 15,700 24.5 

33_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3,193 4,805 5,062 13,060 25.9 

72_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  련업 2,592 3,649 3,527 9,769 16.7 

31_기타 기기계  기 변환장치 제조업 1,456 1,765 3,317 6,538 50.9 

12_비 속 물 업; 연료용 제외 5,005 1,051 21 6,077 △93.5

93_기타 서비스업 303 693 4,897 5,894 301.8 

74_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포함)
1,130 1,872 1,144 4,146 0.6 

95_가사 서비스업 2,286 1,439 163 3,888 △73.3

01_농업 2,661 231 942 3,833 △40.5

85_보건업 933 1,023 784 2,740 △8.4

28_조립 속제품; 기계  가구 제외 272 1,789 452 2,513 28.8 

51_도매  상품 개업 164 1,448 874 2,487 130.7 

75_사업지원 서비스업 554 1,790 92 2,437 △59.3

46_ 문직별 건설업 217 369 1,706 2,292 180.2 

45_종합 건설업 418 603 1,145 2,166 65.5 

90_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련 서비스업 1,514 374 61 1,950 △79.9

15_음식료품 제조업 341 631 792 1,763 52.4 

27_제1차 속산업 50 75 1,494 1,620 446.4 

산업업종별 소기업 기술이  액을 보면 자부품, 상, 음향산업이 가장 많은 기술이

계약 액 확보하고 있다. 연구개발, 화학제품, 기계장비, 의료 등 융복합 성향이 있는 분야

가 상 로 나타난다. 상 으로 의료, 정 , 학기기와 연구개발업 등의 융복합 산업의 기

술이 은 상 를 차지하고 있어 융복합 산업분야에서도 기술이 이 활발해지고 있다.

<표 7> 산업업종별 기술이전 금액

(단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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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36_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 885 245 140 1,269 △60.3

30_컴퓨터  사무용 기기 제조업 657 257 268 1,181 △36.1

17_섬유제품 제조업; 제의복 제외 409 338 311 1,058 △12.7

35_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71 23 326 919 △24.4

40_ 기, 가스  기업 301 127 472 900 25.3 

34_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46 203 495 744 228.2 

21_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591 55 88 734 △61.5

88_기타 오락, 문화  운동 련 산업 533 149 29 710 △76.9

26_비 속 물제품 제조업 166 262 269 697 27.1 

25_고무  라스틱제품 제조업 79 263 174 516 48.5 

37_재생용 가공연료 생산업 57 81 311 450 133.2 

71_기계장비  소비용품 임 업 8 90 337 435 548.8 

87_ 화, 방송  공연산업 268 0 160 427 △22.8

64_통신업 134 195 22 350 △59.6

22_출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181 80 53 314 △45.8

11_ 속 업 207 89 0 296 △100.0

70_부동산업 100 162 1 263 △92.9

20_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6 183 18 217 6.1 

02_임업 77 2 56 135 △14.7

18_ 제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98 6 16 120 △59.7

80_교육 서비스업 0 66 24 90 -

52_소매업, 자동차 제외 2 41 9 52 113.2 

60_육상운동  이 라인 운송업 30 0 12 42 △36.8

23_코크스, 석유 정제품  핵연료 제조업 20 0 18 38 △4.6

05_어업 9 0 26 35 68.1 

41_수도사업 23 4 0 27 △100.0

61_수상운송업 0 17 0 17 -

86_사회복지사업 0 10 0 10 -

91_회원단체 9 0 0 9 △100.0

19_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4 2 0 6 △100.0

65_ 융업 5 0 0 5 △100.0

63_여행알선, 창고  운송 련 서비스업 5 0 0 5 △100.0

92_수리업 0 5 0 5 -

10_석탄, 원유  우라늄 업 0 0 0 0 -

76_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 0 0 0 -

기타 1,046 1,128 1,018 3,192 △1.4

합계 73,537 69,546 95,582 238,66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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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생산자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기술생산자별 소기업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학과 정출연이 비슷한 수 의 기술이

계약 건수성과를 나타내지만 학이 정출연에 비해 조  많고, 연평균증가율은 정출연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기술생산자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학 1,327 1,605 1,700 4,632 13.2 

정출연 1,164 1,459 1,636 4,259 18.6 

합계 2,491 3,064 3,336 8,891 15.7 

기술생산자별 소기업 기술이  액을 보면 학과 정출연이 비슷한 수 의 기술이 계

약 액성과를 나타내지만 학이 정출연에 비해 좀더 많고, 연평균증가율은 학의 성장세

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기술생산자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금액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학 46,753 45,747 68,330 160,829 20.9  

정출연 26,784 23,799 27,253 77,836 0.9 

합계 73,537 69,546 95,582 238,665 14.0 

* 기술이  액은 계약서 기 이며, 정액기술료(선 기술료 포함)만 고려함

4. 기술이전 금액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  액별 소기업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5백만원 미만의 기술이  계약건수

가 가장 많고, 1~5천만원미만의 기술이  계약건수가 다음순이다. 소액 주의 기술이 은 

아직 소기업의 기술확보 자 역량이 부족함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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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술이전 금액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5백만원 미만 1,173 1,598 1,618 4,389 17.4 

5백만원-1천만원 미만 258 236 356 850 17.5 

1-5천만원 미만 773 937 1,068 2,778 17.5 

5천만원-1억 미만 156 169 164 489 2.5 

1-5억 미만 120 109 113 342 △3.0

5-10억 미만 7 8 10 25 19.5 

10억 이상 4 7 7 18 32.3 

합계 2,491 3,064 3,336 8,891 15.7 

기술이  액별 소기업 기술이  액을 보면 1~5천만원미만의 기술이  계약 액이 

가장 많고, 1~5억미만의 기술이  계약건수가 다음순이다. 형 액의 기술이 이 많아지는 

추세는 소기업의 기술확보 자 역량의 편차가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표 11> 기술이전 금액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금액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5백만원 미만 790 951 1,238 2,979 25.2 

5백만원-1천만원 미만 1,581 1,443 2,246 5,270 19.2 

1-5천만원 미만 16,267 19,298 21,937 57,502 16.1 

5천만원-1억 미만 9,803 10,597 10,277 30,677 2.4 

1-5억 미만 17,693 18,190 19,209 55,092 4.2 

5-10억 미만 4,194 4,865 5,773 14,831 17.3 

10억 이상 23,208 14,204 34,902 72,314 22.6 

합계 73,537 69,546 95,582 238,665 14.0 

5. 지역기준(광역시도)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지역별 소기업 기술이  계약건수을 보면 서울, 경기, 의 기술이  계약이 많다. 서

울, 경기, 의 기술이  계약 액이 많다. 상  수도권  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기

술이  분야 불균형 상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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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술이전 금액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서울 791 739 848 2,378 3.5 

경기 433 600 801 1,834 36.0 

193 246 272 711 18.7 

부산 96 155 133 384 17.7 

주 78 150 138 366 33.0 

경남 90 86 160 336 33.3 

경북 85 109 132 326 24.6 

충남 86 87 148 321 31.2 

충북 72 97 107 276 21.9 

구 68 93 107 268 25.4 

인천 60 78 103 241 31.0 

남 72 85 82 239 6.7 

북 46 83 99 228 46.7 

강원 40 61 77 178 38.7 

울산 32 25 29 86 △4.8

제주 11 21 33 65 73.2 

기타 238 349 67 654 △46.9

합계 2,491 3,064 3,336 8,891 15.7 

<표 13> 기술이전 금액별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서울 20,140 24,175 54,357 98,672 64.3 

경기 25,689 13,239 17,272 56,200 △18.0

7,253 4,993 7,549 19,794 2.0 

부산 922 6,435 1,618 8,975 32.5 

주 2,189 4,534 1,430 8,154 △19.2

경남 2,377 3,115 1,493 6,985 △20.8

경북 5,186 497 427 6,110 △71.3

충남 1,801 1,224 2,478 5,503 17.3 

충북 2,405 1,015 1,502 4,922 △21.0

구 1,414 1,339 1,906 4,658 16.1 

인천 682 2,081 1,621 4,384 54.2 

남 604 2,851 504 3,959 △8.6

북 1,222 1,092 1,566 3,881 13.2 

강원 728 1,105 830 2,662 6.8 

울산 520 664 596 1,780 7.1 

제주 68 82 84 234 11.5 

기타 337 1,104 350 1,791 1.9 

합계 73,537 69,546 95,582 238,66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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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부문-중소기업 간 융복합 기술 이전 현황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이  조사분석틀의 이  기술  지식재산권 황에서 IPC 분류체계

에 따라 이종  동종 융복합 기술로 입력되어 분류될 경우 융복합 기술이 이라고 정의했

을 때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소기업에게 지난 3년내(2010~2012년) 이 된 

건수는 397건으로 체 기술이 건수 8,891건에 비해 4.4%에 불과하다.    

1. 연도별 기업유형별 융복합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현황

좀 더 구체 으로 이를 분류하면 연도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계약건수  액을 

보면 연도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계약건수는 융복합 기술이 의 경우도 소기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고,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은 연평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 연도별 기업유형별 융복합 기술이전 건수 현황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소기업 121 131 145 397 9.5 

기업 10 8 17 35 30.4 

해외 기업  기 0 1 1 2 -

기타( 단체 등) 3 3 6 12 41.4 

합계 134 143 169 446 12.3 

연도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액은 연도별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

평균증가율은 29.2%이다. 

<표 15> 연도별 기업유형별 융복합 기술이전 금액 현황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소기업 5,438 9,381 9,082 23,901 29.2 

기업 1,683 1,912 2,093 5,688 11.5 

해외 기업  기 0 0 15 15 -

기타( 단체 등) 1,060 219 250 1,529 △51.4

합계 8,181 11,511 11,440 31,13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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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업종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산업업종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자부품, 상, 음향산업이 가장 

많은 기술이 계약건수 확보하고 있고, 기계장비, 농업, 정보처리, 화학제품 등 통 인 제

조업의 기술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 으로 의료, 정 , 학기기 등의 융복

합 산업의 기술이 은 상 으로 증가율은 높지만 상 에 치하지 못하고 있다.

<표 16> 산업업종별 융복합 기술이전 건수 현황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32_ 자부품,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76 77 76 229 0.0 

24_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5 7 10 22 41.4 

72_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  련업 4 8 7 19 32.3 

29_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3 6 10 19 82.6 

31_기타 기기계  기 변환장치 제조업 11 3 4 18 △39.7

74_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포함)
2 7 4 13 41.4 

33_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5 2 6 13 9.5 

93_기타 서비스업 0 1 9 10 -

73_연구  개발업 2 2 2 6 0.0 

01_농업 1 2 2 5 41.4 

30_컴퓨터  사무용 기기 제조업 0 3 2 5 -

95_가사 서비스업 2 3 0 5 △100.0

85_보건업 2 1 0 3 △100.0

36_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 3 0 0 3 △100.0

64_통신업 2 0 0 2 △100.0

75_사업지원 서비스업 0 2 0 2 -

21_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1 0 1 2 0.0 

51_도매  상품 개업 0 2 0 2 -

60_육상운동  이 라인 운송업 1 0 0 1 △100.0

11_ 속 업 0 0 1 1 -

40_ 기, 가스  기업 0 1 0 1 -

15_음식료품 제조업 0 1 0 1 -

52_소매업, 자동차 제외 0 0 1 1 -

88_기타 오락, 문화  운동 련 산업 1 0 0 1 △100.0

90_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련 서비스업 0 0 1 1 -

기타 0 3 9 12 -

합계 121 131 145 39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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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업종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액을 보면 자부품, 상, 음향산업이 가장 많은 

기술이 계약 액을 확보하고 있고, 화학제품, 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과학기술서

비스 등 신규 서비스분야의 기술이  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 산업업종별 융복합 기술이전 금액 현황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32_ 자부품,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912 5,231 3,182 11,325 4.5 

24_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165 124 2,378 2,667 279.4 

93_기타 서비스업 0 24 2,532 2,556 -

75_사업지원 서비스업 0 1,510 0 1,510 -

74_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포함)
70 1,055 15 1,140 △53.0

51_도매  상품 개업 0 760 0 760 -

21_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523 0 80 603 △60.9

72_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  련업 310 80 170 560 △25.9

33_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209 108 215 532 1.2 

88_기타 오락, 문화  운동 련 산업 500 0 0 500 △100.0

29_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161 152 177 489 4.9 

31_기타 기기계  기 변환장치 제조업 261 46 160 466 △21.6

73_연구  개발업 110 130 27 267 △50.5

95_가사 서비스업 15 117 0 132 △100.0

85_보건업 110 20 0 130 △100.0

64_통신업 41 0 0 41 △100.0

01_농업 0 0 31 31 -

60_육상운동  이 라인 운송업 30 0 0 30 △100.0

36_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 21 0 0 21 △100.0

30_컴퓨터  사무용 기기 제조업 0 12 3 15 -

40_ 기, 가스  기업 0 3 0 3 -

11_ 속 업 0 0 0 0 -

15_음식료품 제조업 0 0 0 0 -

90_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련 서비스업 0 0 0 0 -

52_소매업, 자동차 제외 0 0 0 0 -

기타 0 10 112 122 -

합계 5,438 9,381 9,082 23,90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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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생산자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기술생산자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정출연의 융복합 기술이  계약

이 많고, 융복합 기술이 에서 정출연의 역할 증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8> 기술생산자별 융복합 기술이전 건수 현황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정출연 79 79 82 240 1.9 

학 42 52 63 157 22.5 

합계 121 131 145 397 9.5 

기술생산자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액을 보면 학의 융복합 기술이  계약 액이 

많으며 융복합 기술이 에서 학과 정출연의 동시 역할 증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9> 기술생산자별 융복합 기술이전 금액 현황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정출연 2,385 4,498 5,827 12,710 56.3 

학 3,053 4,882 3,255 11,191 3.3 

합계 5,438 9,381 9,082 23,901 29.2 

4. 기술이전금액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금액

기술이  액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융복합 기술이 은 체 

소기업 기술이 에 비해 상 으로 액이 높으며 1~5천만원미만의 건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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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기술이전금액별 융복합 기술이전 건수 현황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5백만원 미만 26 37 42 105 27.1 

5백만원-1천만원 미만 6 8 8 22 15.5 

1-5천만원 미만 56 58 70 184 11.8 

5천만원-1억 미만 16 13 12 41 △13.4

1-5억 미만 15 11 10 36 △18.4

5-10억 미만 2 1 0 3 △100.0

10억 이상 0 3 3 6 -

합계 121 131 145 397 9.5 

 기술이  액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액을 보면 융복합 기술이 은 체 소기

업 기술이 에 비해 상 으로 액이 높았으며, 1~5억원미만의 액이 가장 많다. 

<표 21> 기술생산자별 융복합 기술이전 금액 현황 

(단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5백만원 미만 4 20 18 42 116.0 

5백만원-1천만원 미만 46 60 48 154 3.0 

1-5천만원 미만 1,311 1,291 1,692 4,294 13.6 

5천만원-1억 미만 932 842 790 2,564 △7.9

1-5억 미만 2,123 1,916 1,632 5,671 △12.3

5-10억 미만 1,023 750 0 1,773 △100.0

10억 이상 0 4,502 4,901 9,403 -

합계 5,438 9,381 9,082 23,901 29.2 

5. 지역기준(광역시도) 중소기업 융복합 계약건수 및 금액

지역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계약건수를 보면 소기업 체 결과와 동일하게 서울, 

경기, 이 가장 높은 수 이며 소기업 체 결과와 동일한 결과는 지역 비 수도권의 

비가 되는 상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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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서울 2,170 5,778 4,965 12,913 51.3 

699 808 2,398 3,905 85.2 

경기 1,303 996 741 3,041 △24.6

주 210 1,077 7 1,294 △81.7

인천 578 3 579 1,160 0.0 

부산 46 350 73 469 26.5 

충북 215 66 1 282 △92.0

구 60 0 99 159 28.3 

경북 41 40 62 143 23.1 

경남 5 0 130 135 410.2 

(단 : 백만원, %)

<표 22> 지역별 융복합 기술이전 건수 현황 

(단 : 건,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서울 54 45 63 162 8.0 

경기 22 24 24 70 4.4 

15 26 25 66 29.1 

부산 3 5 6 14 41.4 

주 4 8 1 13 △50.0

경남 4 3 4 11 0.0 

인천 3 2 6 11 41.4 

충남 5 3 3 11 △22.5

구 2 1 5 8 58.1 

충북 3 1 2 6 △18.4

강원 1 1 3 5 73.2 

경북 1 1 2 4 41.4 

북 1 2 0 3 △100.0

울산 1 1 0 2 △100.0

남 1 0 1 2 0.0 

기타 1 8 0 9 △100.0

합계 121 131 145 397 9.5 

지역별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액을 보면 소기업 체 결과와 동일하게 서울, 

, 경기가 가장 높은 수 이며 소기업 체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표 23> 지역별 융복합 기술이전 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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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충남 55 29 22 106 △36.7

북 10 40 0 50 △100.0

울산 35 5 0 40 △100.0

남 11 0 0 11 △100.0

강원 0 5 5 10 -

기타 0 183 0 183 -

합계 5,438 9,381 9,082 23,901 29.2 

Ⅴ. 결론 및 정책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의 선행연구 검토 

 조사분석틀 분석에 근거하여 기술개발과 기술의 이  행 가 다르며 이를 측정하는 방식

이 다르기 때문에 융복합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도 다르게 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 이를 통해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 을 구분하고, 융복합 기술이 은 기술이

의 IPC분류코드에 따라 이  기술된 황에 근거하여 이종과 동종의 기술이 동시에 결합

된 경우 융복합 기술이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융복합 기

술이 이라는 개념화와 측정 방법의 틀을 제시하 다.  

둘째, 융복합 기술이 의 분류에 근거하여 기존 기술이  조사틀에서 최근 정책 으로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기업 융복합 기술이 을 체 소기업 기술이  황과 비교하

다. 정책 으로 공공부문에서 소기업 기술이 이 요하며 특히 융복합 기술이 의 건수

와 액 비교를 통해 융복합 기술이 의 진행 형태를 비교할 수 있었다.      

비교분석을 종합하면 반 으로 소기업에 한 기술이 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

고, 융복합 기술이 은 4.4%에 불과하다. 학  정출연이 보유한 융복합 기술에 한 소

기업 기술이 은 상  낮은 수 이며 일반 인 비융복합 기술이 에 비해 융복합 기술이

의 비율이 낮은 것에 한 심도 깊은 인터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소기업 기술이 이  활성화된 분야는 자부품, 기계장비, 화학, 음식료, 

의료 등이며 이러한 특징은 융복합 기술이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소기업 기술이

은 통 인 제조업 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융복합 기술이 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

는데, 이를 통해 융복합 기술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분야보다는 통제조업의 기술 도입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고, 기술생산자별로 보면 소기업 기술이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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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기술 모두에서 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융복합 

기술 동일하게 1~5천만원의 건수  액 비 이 높으며 5백만원 미만의 건수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서울- , 경기의 집 된 기술이  성과를 나타낸다.

소기업 기술이 의 다양한 장애요인은 높은 이 료, 자체 기술사업화 역량 부족, 행정 

차 복잡, 특허 리 한계 등으로 논의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 밝 낸 융복합 기술이 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한 심도 깊은 인터뷰  설문 조사는 부족하다고 단된다. 한 소

기업의 기술이 에 있어 비융복합 특허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기술 정의가 

명확하고, 일반 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이 소기업에게 이 되기 용이하다는 것을 의

미하며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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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for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Park, Mun Su*

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two. First, for convergence technology and convergence technology 

transfer based on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 suggested a framework for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econd, I am compared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to total technology transfer from public research(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e) to SME.

Overall, despite the trend to increase technology transfer to SMEs,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is only 4.4%. Both total technology transfer and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to the Industry is 

active to electronic components, machinery, chemicals, food and beverage, and the medical. The role of 

universities is emphasized in both total technology transfer and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There 

are small transactions of less than 5 million in both total technology transfer and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Both total technology transfer and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to the region are concentrated 

in Seoul, Daejeon and Gyeonggi-do.

Key Words : convergence technology, convergence-type technology transfer, SME, publ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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