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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시스템 력 네트워크가 기술 신에 미치는 향

주 환
‧ 기업협 재단 거래공 화  과

The Effect of Cooperation Network

in National Innovation System on Technological Innovation

Seong-Hwan,Ju

Large & Small Business Cooperation Foundation

  약 본 연 는 우리 라 가 창 경   산업개혁 책  진하  창 고 도  경  체질  

탈 꿈  시도함에 라 에 맞는 혁신시스  안하고  수행하 다. 에 표  지식 산업 라고 할 수 

는 우리 라 보통신 야 혁신시스  협  트워크  기술 혁신에 미치는 향  알아보았다. 본 연 를 

해 한 기업혁신 사(KIS) 를 사용하 고, OECD NESTI-WPIA  용하여 프 빗  실시하

다. 에  통해 다  연  결과를 도 하 다. 첫째, 보통신업에  혁신 주체 간 협  체  기술

혁신에 긍  향  미친다. 째, 민간기 과  협  기술 혁신에 한 역할  미친다. 째, 다양한 협

 혁신에 긍  향  미치 , 창  수  낮  활용  혁신에 보다 큰 향  미친다.  결과를 통해 향

후, 우리 라 기술혁신 책  협 진, 민간 심  기술혁신, 다양한 견  수립할 수 는 합주 형 시스  

 등  향  아가야 할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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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creative innovation systems. The effect that cooperation 

network factors of innovation system in telecommunications sector called typical knowledge industry hav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was examined. We used the Korea Corporate Innovation Survey (KIS) Data for this 

study, it has to apply the OECD NESTI-WPIA methodology for probit analysis. The analysis deriv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cooperation between the principal innova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genera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Second, cooperation with private institutions have an important 

rol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rd, the various cooperation exerts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and has 

a greater impact on practical innovation in a low creativity level. With this result, it seems that our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should follow a direction of building corporatist-type system to establish 

cooperation promotion, privately led innovation, and a variety of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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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산업개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추진했던 ‘노동, 공공, 융, 교육’ 분야의 4 개

에 더해 산업분야의 개 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언 하고 있는 ‘산업개 ’은 ‘한계에 다다른 산

업을 구조조정하고, 사물인터넷 등 ICT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1]. 2000년 반 디

지털벤처붐이시작된이래로 ICT는여 히 우리 경제의

재이자 미래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표 인 경제정

책으로 창조경제를내세운 바 있다. 경제체질 개선을 장

기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 동안의 추격형 경제에서 벗

어나 선도형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주장하 고[2], 정부의 산업‧경제정책 역량

을 창조경제 정책에 집 하고 있다. 종합하면, 정부는 사

물인터넷 등 ICT신산업 육성을 통한 선도형 창조경제

달성을 산업‧경제 개 의 정책 방향으로 삼은 듯 하다.

다만,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올바른 략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애 등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성공

사례가 세계 인 신 트 드가 되면서, 개 , 신의 방

법도 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신방법은

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목표 기술을 개발하는 폐쇄형‧

자본형 신이라면, 최근의 신방법은 다양한 신 주

체들간의 상호 력‧상호작용을 통해 신역량을 높이는

력형 신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이다[3].

이에 주목받는 것이 신정책의 요한 축 에 하나인

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이다. 신시스템은 신

과정의 모든 결정요소를의미하며, 신의 발달, 확산, 사

용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한경제 , 사회 , 정치 ,

조직 , 제도 그리고 기타 요소들을 포 하는 의미이

다[4]. 그핵심은상호작용을기반으로 하는 신주체 간

네트워크이다[5]. 이미 OECD에서는 1990년 부터

OECD TEP(Technology-Economy Program) 로젝트

에 신시스템을 극 반 하기 시작하 고, 골자는 ‘

신은 상호작용의 과정(interactive process)’이라는 것이

다[6]. 이것은 신이 개별 연구소에서 폐쇄 으로 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공 기업, 학, 수요자 등 다른 신

주체와 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해 지며, 이러한

신 주체의 행태는 법, 제도, 행 등과 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이에 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조직

(organization)과 제도(instititions) 그들 간의 상호작

용이라고 할 수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이 발표하는 국가 과학기술 신역량 평가를 통해

국가 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반의

신역량 평가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신역량은 OECD 30개국

5 를 차지해 매우높은 순 에 치해있다. 한,

력형 신을 평가하는 지표인 네트워크 지수에서도 8

에 치해 비교 상호 력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

지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세부지표에서 산‧

학‧연 력은 2 를 차지한데 반해, 기업 간 력은 22 ,

국제 력은 16 로 하 권에 치해 있어 이 결과에

해 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특히, 높은 순 를차지

한 산‧학‧연 력도 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 지고

있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세가지 문제의식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상호 력‧상호작용 기반 네트워

크라는 에서 우리나라의 신시스템이 제 로 가동

되고 있는가, 즉, 력이실제로 신성과 창출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다. 둘째, 신시스템의 구성

이 진정한 개방형 신의 취지를살리고있는가, 즉,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공 자와 수요자가 직 인 필요에 의

해 신을 함으로써 신역량 투입의 효율을 높이고 있

는가 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인 선도형 창조경

제를 실 하기 해 우리나라 신시스템이 제 로 가동

할 수 있는가, 즉, 개되고 있는 상호 력‧상호작용이

실제로 창의 지식‧기술을 만들어 내는데에 일조하고

있는가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선도형 창조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신시스템이 될 수 있

도록 정책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우리나

라 국가 신시스템의 역량을 나타내는 력 네트워크가

실제로 기업의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시사

을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에 한 실증 측정을 해 과학기술정책연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기업 신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며, 로빗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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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혁신시스  현황

2.1 럽 강  가혁신시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과학기술 신역량 평가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통 인 강국들외에 항상 상 권을 차지

하는 국가들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에

치한 유럽 강소국들이다. 이 국가들은 많지 않은 인구와

풍족하지 않은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신 측면에서

상 를 차지하고 있어 비슷한 여건의우리나라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조합주의형 정

책에 바탕을 둔 신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기업이 국

가 체 연구개발 활동의 주도 치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진자로서의 기능만을

하고있다. 산‧학 력에있어서도정부보다는 학이 주

역할을 담당하고있고, 이를 통해 높은 수 의 산업 장

형 노동인력을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노키아 등 세계 인 기업을 배출하기도 하 다[7]

스웨덴은 정부의 역할이 고 외국기업의 역할이 커 국

제화 수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역시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조합주의형 신시스템이다. 기업이 국가

체 연구개발 활동의 주도 치를 차지하고 있고, 핀

란드와는 달리 자국출신 다국 기업과 외국기업의 역할

이 요하다. 학도 공공연구개발의 요한 역할을 차

지하고 있으나, 산학 력이 활발한 편은 아니며, 주로 국

제 인 공동연구를 통해 신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

계 장비, 자동차, 자, 정보통신산업의 비 이 높은

편이다[7]. 네덜란드는 외국기업의 역할이 크고, 기업활

동의 구제화 수 이 매우 높다. 역시 사회민주주의를 바

탕으로 한 조합주의 형 정책에 바탕을 둔 신시스템이

다. 자국 출신 다국 기업 심의 경제체제이나 그 기업

들이 세계 으로 분산되어 있어 오히려 소기업의 연구

개발 비 이 높아지고 있다. 학과 공공기 이 비

슷한 수 으로 역할 분담하고 있고, 타 국가에 비해 공공

연구소의 연구개발 역할 비 이 높은 편이다. 정부의 자

은 간 조직을 경유해서 간 으로연구수행 기 에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 강소국들의 국가 신시스템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몇가지 공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업 심의 연구개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산학 력에서

학의 역할이 요하며, 이러한 력을 통해 지속 으

로 세계수 의 노동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것은 선순

환 구조가 되어 체 경쟁력을높이고있다. 셋째, 사회민

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조합주의형 정책에 바탕을 둔

신시스템을 운 인데, 이것은 의견수렴을 시하는 정

책으로 공 측면의 신 주체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의

상호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력형 신시스템이라

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유연한노동시장, 안정된노사

계, 개방경제 등 신을 진할 수 있는 경제‧사회 구

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Finland Sweden Nederlands

Type corporatist corporatist corporatist

Leader Company
Company

(miltinationals)

Company

(sme,domestic)

Role of Gov Facilitator small Facilitator

Coop co-univ active Not active -

<Table 1> Country Comparison

2.2 가별 혁신역량 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5년

부터 OECD 30개국을 상으로 과학기술 신역량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본평가는국가 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의기본틀에 기 하여 투입, 활동, 성과에 이르는 주기

활동을 검하는 평가이다. 국가 과학기술의 신역

량이 구성요소 각각의 역량과 요소들 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스템 인 에서 출발하고

있다[8].

2015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0개국 미국

의 19.596 으로 1 를 차지하 는데, 다른 OECD 국가

들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가 시작된 2006

년 이후 미국은 10년재 1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 스, 일본, 독일 등이 꾸 히 상 권을 유지하여 기술

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스웨덴, 네덜란드, 핀

란드 등 북유럽의 강소국형 국가들이 다수 상 권에 포

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조사 결과, 12.531 을 얻어 OECD 30개국 5 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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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우리나라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에 12 에 치

한 이후, 꾸 히 상승하여 상 권까지 오르게 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도 기술 신역량의 측면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세부지

표에서의 보완해야 할 을 악함으로써향후 정책추진

방향의 이론 토 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8].

2.3 트워크 역량  

과학기술 신역량 평가에서 네트워크 부문 지표는 시

스템 내에서 상호교류‧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며, 이

를 통한 지식 흐름, 기술 확산 등의 신이 얼마나 효과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지표이다[8]. 그 상호교

류‧상호작용이 기술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11]. 이

에 한 국가의 신시스템을 평가하는 데에 핵심 지표라

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0개국 룩셈

부르크가 3.048 으로 1 를 차지하 고, 그 뒤를 이어

독일, 터키, 스 스, 네덜란드, 일본, 벨기에 등이 치하

다. 우리나라도 8 를 차지해 비교 높은순 에 치

하 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학․연 력은 터

키, 기업간 력은 핀란드, 국제 력은 룩셈부르크가 각

각 1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8].

주목할 은 네트워크 역량에서 기업의 역할이다. 앞

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유럽 강소국들은 기업 심의 연구개발 체계를 갖고 있

다. 본 평가에서도 이러한 이 나타나는데, 국가들의

네트워크 체 순 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기업간 력

지표에서는 수 를 차지한 핀란드를 비롯하여 상 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스 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

란드 등 유럽의 강소국들이 상 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

제 력 지표에서도 룩셈부르크가 1 를 차지했고, 스

스,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강소국들이 강세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럽 강소국들은 정부 보다 민간 심의 력활동

을 통해 국가 체의 신역량을높이고있는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체 으로 높은 순 에도 불

구하고, 산‧학‧연 력을 제외하면 기업간 력, 국제

력에서 하 권에 치했다. 산․학‧연 력에서도 연

구개발비 기업재원 비 은 11 를 차지하여 다소 처

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체제가 정부 주도형

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산‧학‧연 력의 높은 순

도 정부 지원에 따른 효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

은 자칫 기술 신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경

3.1 혁신시스 (Innovation System)

‘ 신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지식의 생산을 포함하는

신 주체 간 상호작용을 언 하면서, 1985년에 Lundvall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11]. Lundvall이 제시한 주요

논제는 신제품 개발과 연 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작

용이었는데, 신시스템은 많은사람들이 기 연구, 응용

연구, 학교, 산업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해 인식

하도록 하는 데에 목 이 있었다. 이러한 요한 상은

수요측이 신 로세스에 해 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만들게 되었다[11]. Lundvall에 의

하면 신시스템은 신과 련된 자원과 활동을 통해

신 차의 방향과 속도에 향을 끼치는 주체들로 구성

되어 있고, 이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계가 신시스

템을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단, 미국에서는이

러한 Lundvall의 정의에 한 모든 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단지 신 주체 간의 상호작용만에 심

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학, 기업의 연구부서, 기술

정책 간 상호작용에 을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에 지

재산권, 특허법 등의 제도 요인을 시하며, 이러한

기반 하에 미국경제의 역동성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신을 달성하 다[11].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 신시스

템에 한 의의 개념은 신 주체, 제도, 기술 등 신

과 련한 모든 요소 간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3.2 탐색  혁신과 활용  혁신

신에 련한 여러 정의와 분류가 있지만 창의성이

라는 기 에 의해서 탐색 신(exploratory innovation)

과 활용 신(exploitative innov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9]. 탐색 신은 새로운 역량을 발굴하여 기존에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외에 완 히 새로운 기술

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신을 의미한다. 반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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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기존 기술에 기반하여 새로운기술을 목함으로써

개선에 집 하는 신을 의미한다[6]. 활용 신은 수

익이 빨리 발생하고 낮은 불확실성, 안정 성과 보장의

정 인 면이 있다. 그러나 단기 효과에 치 되어 있

어 활용 신에만 치 할 경우장기 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6]. 반면 탐색 신은 장기 으로 미래

를 비하기 해 꼭 필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

서 기업은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활용 신과 새

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탐색 신을균형있게 수행하는

일이 요하다[9]. 탐색 신은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

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한 필수 활동이기도 하

지만 기업은 기본 으로 단기투자에 집 하는경향이 있

다는 을 고려하면 정부가 기업이 탐색 신을 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진하는 정책 역할이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최근 신 정책은 선도형 경

제 체질로 탈바꿈하는데에 집 하고 있다. 주로 선진국

에서 개발한 기술을 모방하며 빠른경제성장을 이룩해온

우리나라는 창의 기술, 탐색 신을 통해 선도형 경

제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에서

단기 성과를 기 할 수 있는 활용 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없는 신기술을 개발, 도입하는 탐색 신에

한 심이 어느 때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3.3 지식  다양

지식의 다양성은기능 으로, 기술 으로 서로다름을

의미하며 근 가능한 지식이 다양할수록다양한 지식을

재구성해 신을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17]. 이것은

Granovetter(1973)의연구에 따라 약한결속력을 가진 네

트워크가 강한 결속력을 가진 네트워크보다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창의 인 결과를 얻어낼것이라는 주

장과 일맥상통한다[12].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력 네트

워크 형성 시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력 트 가

많아지고 다양해 지면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잉탐색

(over-search)”이 발생해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5]. 한, 주성환(2016)은

다양성보다 평소에 알고 있는 주체간긴 한 연결 계가

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도출했다고 언 한 바 있다[16].

이러한기존 연구에 해본 연구는 력 트 의 다

양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이 신의창의성 수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시한다. 왜냐

하면 신의 창의성 수 에따라 요구되는 외부 지식, 정

보의 착성(stickiness)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신시스템에서 력 네트워크가 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4. 연 형  가

4.1 연 형

국가 신시스템에 한 실증 분석은 아직 걸음마 단

계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실증 인 분석보

다 국가 신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인의 속성

황을 밝히고, 이들 간의 계를 주 으로 유추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 신시스템의 실증 연구를

추진할 만한 데이터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도 한 원

인이다. 그러던 , OECD에서는 기술 신조사방법론

지침을 정리한 Oslo Manual을 1992년 발간하고, 이를 토

로 기술 신조사(CIS, Community Innovation Survey)

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도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CIS표 에 맞춰 “한국

의 기술 신조사(KIS)”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내외 으로 기술 신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이를 활용한 표 인 연구가 OECD의 문가 그룹인

NESTI-WPIA의 연구 로젝트이다. 총4단계로 이루어

진 이 로젝트에서 신의 요인들이 신여부에 끼친

향력을 토빗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10]. 이 방법

론을 용하여 김석 (2008)은 우리나라 국가 신시스템

의 특성이 기술 신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KIS2002, KIS2005, KIS2008의 3기에 걸친 자료로 연구

한 이 조사에서 고용규모, 수출여부, 정부지원,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의 요인이 기술 신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밝 냈다[10].

본 연구도 이 방법론을 토 로 세가지 에서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첫째, 신주체 간 력여부가 탐색

신과 활용 신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자 한다. 둘째, 력 트 별로 신에 향을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주도 신주체를 밝히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력의 다양성이 창의 신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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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연구의 방법을

용하되, 신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트 와의 력 여

부에 을 맞춰 연구하 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4.2 가

연구 모형을 토 로 네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첫

째, 신주체 간 력이 탐색 신에 정 인 향을

미칠것이다. 둘째, 신주체 간 력이활용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신에 향을 미치는

력 트 가 신의 유형별로 다를 것이다. 넷째, 다양

한 트 와 력할수록 탐색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네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해 연구를 수

행하 다.

4.3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인

KIS2014를 사용하 다.

Classification

Manufa

cture

261 Semiconductor

262 Electronic Components

263 Coumpuers and Peripheral Equipment

264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pparatuses

265 Electronic Video and Audio Equipment

283
Insulated Wirs and Cables, Including Insulated Code

Sets

Service

582 Software Development and Supply

591
Motion Picture, Video, Broadcasting Programm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601 Radio Broadcasting

602 Television Broadcasting

612 Telecommunications

620
Computer progamming, System Integr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631
Data Processing, Hosing, Portals and Other Internet

Information Media Service Activities

639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693 Renting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951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Table 2> Target Business Sector

KIS2014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한국의 서비

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수행한 기술 신활동을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토 로 정보

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한정하 다. 정보통신산

업 분류체계는 KSIC에서특수목 분류로 지정된 분류안

으로, 정보산업의 분류와는 다른 체계이다. 정보통신산업

분류안은 통계청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통계 작성분

류를 기 으로 한 것이며, 이 분류를 토 로 9차 개정 표

산업분류 16개 분류 업종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4.4 변수

종속변수로 탐색 신과 활용 신을 나 어 변

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시스템이 선

도형 경제 체질로 변화하는 지를 밝히고자 함이다. 김민

정(2011)의 연구를 용하여 자료 , 시장최 제품 신

과 자사최 제품 신을 각각 탐색 신과 활용

신으로 보고자 한다. 시장최 신은 시장에서 최 인

신을 수행한 사례로 신과정의 선도자에 해당한다.

반면 자사최 신은 신의 가장 낮은 단계로 이미 시

장에 도입되고 다른 기업에서 수행한 신을 자사에서

최 로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 신에서 오직 탐색 신

(innoe)과 탐색 신을 포함한 활용 신(innod), 그

리고 오직 활용 신(innou)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게 세가지 종속변수로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신의 선도 혹은 창의 수 을 살펴보기 함인데,

오직 탐색 신, 탐색 신을 포함한활용 신, 오

직 활용 신의 순으로 창의 수 이 높다.

한, 신주체 간 력 변수와 하부시스템으로 반

되어 기술 신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일반특성

변수들을 선정하 다. 우선, 력 변수(coo)는 해당 기업

이 타 기 과 력을 했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표 한

것이며, 력을 했다면 1, 력을 하지 않았다면 0이다.

각 력 트 를 세부 으로 분류하 는데, 계열사 력

변수(coo_a)는 계열사와 력을 했다면, 력을 하지 않

았다면 0으로 하 다. 마찬가지로 공 업체 력 변수

(coo_b), 민간 수요자와 력변수(coo_c), 공공 수요자와

력 변수(coo_d), 경쟁사 타기업과 력 변수(coo_e),

컨설 기 등 민간서비스업체와 력 변수(coo_f),

학/고등교육기 과 력 변수(coo_g), 정부/공공/민간연

구소와 력 변수(coo_h)로 설정하 고, 력을 했다면

1, 력을 하지 않았다면 0인 더미값으로 표 하 다.

일반특성변수는 기존 연구들을 토 로 선정하 는데,

[6][14] KIS2014 데이터셋에서 추출가능한 요인들을 고

려하여 타기업과 독립(con), 소기업 여부(size),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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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여부(size), 이노비즈 인증 여부(vent), 연구 담조직

유무(lab), 정부지원 여부(gov)의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

에 활용하 고, 1과 0의 더미값으로 표 하 다.

단, 많은 신 련 데이터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에는 0으로 처리하 다. 이것은 신을 수행한 기업만이

일반 으로 정으로 답할 것으로 기 되며, 응답하지

않은 기업은 련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14]. 분석도구로는 부분의 자

료가 0과 1로 구성되어 있어, 이항변수를 표 정규분포

로 표 하는 로빗 모델(Probit Model)을 사용한다.

5. 연  결과

5.1 협  탐색  혁신에 미치는 향

<Table 3>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s model1(all) model2(sme)

coo 0.6019923*** (0.001) 0.5444687*** (0.006)

age 0.004487 (0.622) 0.0148045 (0.146)

con 0.0792748 (0.764) 0.3458638 (0.366)

vent 0.1193972 (0.479) 0.1306654 (0.457)

innobiz 0.0822282 (0.631) 0.0949935 (0.591)

lab 0.9256098*** (0.002) 0.8584818*** (0.004)

gov 0.2485709 (0.141) 0.3397989** (0.061)

constant -2.716108*** (0.000) -3.109462*** (0.000)

Log

likelihood
-157.56538 -139.53472

Prob>chi2 0.0000 0.0000

Number 756 705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3> Cooperation and Exploratory Innovation

먼 기업, 소기업을 모두 포함한 체기업 조사

결과인 model1에서 신주체 간 력은 탐색 신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소기업만을 조사

한 model2에서도 model1과 마찬가지로 신주체간 력

은 탐색 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 으로 신주체 간 상호 력은 기술 신을

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더해 연구조직의 존

재가 탐색 신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

기업의 경우 신을 하는데 있어 정부지원과도 한

계를 보이고 있다.

5.2 협  활용  혁신에 미치는 향

<Table 4>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s model3(all) model4(sme)

coo 0.9681218*** (0.000) 0.8937373*** (0.000)

age 0.0069037 (0.363) 0.0064835 (0.462)

con 0.1276604 (0.356) 0.6145011* (0.070)

vent -0.0684726 (0.625) -0.0055078 (0.970)

innobiz 0.1026075 (0.470) 0.1476407 (0.313)

lab 1.48163*** (0.000) 1.38875*** (0.000)

gov 0.1838082 (0.183) 0.1731907 (0.240)

constant -2.750677*** (0.000) -3.197896*** (0.000)

Log

likelihood
-244.04441 -215.23359

Prob>chi2 0.0000 0.0000

Number 756 705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4> Cooperation and Exploitative Innovation

먼 체기업을 조사한 model3에서 신주체 간

력여부는 활용 신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소

기업 만을조사한 model4에서도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타기업과의 독립이활용

신에 다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신주체 간 력은 탐색 신, 활용 신을 포함한

기술 신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탐색

신보다 활용 신에 좀 더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연구소 연구 담부서 등 연구조직의 존재가

신에 요함을 나타냈다. 정부지원의 향은 다소 있

었지만 크지 않았다.

5.3 혁신에 한 협 트 별 향 

<Table 5>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 력 트 별로 탐색 신에 어떤 향을 미

치는 지를 조사한 mode5에서는 컨설 기 등 민간서

비스업체와의 력이 탐색 신에 정 인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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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력 트 별로 활용

신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 model6에서는 민

간 수요자와의 력이 강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 업체와도 약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활용 신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시장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수요기업과

의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기술의 개선에서

수요자의 의견이 요하기 때문이다.

Varibales model5 model6

coo_a 0.0892083 (0.848) -0.0380978 (0.925)

coo_b -0.076078 (0.840) 0.5215598* (0.095)

coo_c 0.30481 (0.322) 0.721158*** (0.006)

coo_d -0.1238241 (0.768) -0.2316515 (0.530)

coo_e -0.4133293 (0.241) -0.1557938 (0.590)

coo_f 0.8881389** (0.041) -0.2814693 (0.489)

coo_g 0.0701837 (0.833) 0.4151865 (0.151)

coo_h 0.1674691 (0.633) 0.4404624 (0.151)

age 0.0056484 (0.540) 0.0077335 (0.314)

con 0.036337 (0.893) 0.1223337 (0.587)

vent 0.0981236 (0.564) -0.0407943 (0.773)

innobiz 0.1053072 (0.539) 0.1044392 (0.466)

lab 0.9834217*** (0.001) 1.505654*** (0.000)

gov 0.3101985* (0.065) 0.1907731 (0.173)

constant -2.698766*** (0.000) -2.76658*** (0.000)

Log likelihood -157.52629 -240.77341

Prob>chi2 0.0000 0.0000

Number 756 756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5> Cooperation Partner and Innovation

5.4 협 트워크  다양  효과 

<Table 6>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바와같이오직탐색 신, 탐색 신

을 포함한 활용 신, 오직활용 신의 순으로 창의

성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6].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

양한 력 트 와 력할수록 오직 활용 신에 해

가장 강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

를 이어 탐색 신을 포함한 활용 신, 오직 탐색

신에 해 간수 의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결과는 다양한 력 트 와의 상호 력은

체 으로 신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탐색

신보다활용 신에 미치는 향이더 큼을알 수있다.

Varialbes
Exploratory

Innovation

Exploitative

innovation

Exploitative

innovation

(only)

coo
0.1024627** 0.1093113** 0.2512313***

(0.036) (0.039) (0.000)

age
0.0063108 -0.0042199 0.0087472

(0.481) (0.705) (0.243)

con
0.0710851 0.1141159 0.1512603

(0.785) (0.714) (0.491)

vent
0.1294113 0.124113 -0.0591596

(0.437) (0.508) (0.670)

innobiz
0.0811479 0.0636252 0.0914817

(0.632) (0.739) (0.517)

lab
0.94759*** 0.9624399*** 1.517304***

(0.001) (0.008) (0.000)

gov
0.3107636* 0.2584198 0.2097963

(0.062) (0.177) (0.126)

constant
-2.714298*** -2.821127 -2.789371

(0.000) (0.000) (0.000)

Log

likelihood
-160.86823 -119.11057 -246.51055

Prob>chi2 0.0000 0.0000 0.0000

Number 756 756 756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6> Diversity and Innovation

5.5 합  시사

본 연구는 첫째, 신주체 간 력여부가 탐색 신

과 활용 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둘째, 수요자를

포함하여 각각의 력 주체들과의 력이 기술 신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력의 다양성이 창의

신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정보통신업에서 신 주

체 간 력은 체 으로 탐색 신과 활용 신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둘째, 탐색 신은 민간 서비

스업체와의 력이, 활용 신은 민간수요자와의 력

에 큰 향을 받았다. 셋째, 력 트 의 다양성은 체

으로 신에 정 인 향을 미쳤고, 창의성 수 이

낮은 활용 신에 해 보다 강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통해 다음의 몇가지 을 악할 수있

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업 신활동에서, 신시스템

을 통한 신주체 간 력이 요하다는 이다. 앞서 기

존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신시스템의 핵심은

상호 력, 상호작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시스템의 필요

성이 실증 으로입증된것으로볼 수있어 향후 정책수

립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 력형 신을 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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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 신을 나타내는 탐색 신

에 있어서 민간 서비스업체와의 력이 요한 것으로

나타난 은 미지의 역을 개척하기 해서는 해당 분

야의 문가를 통한 기술아웃소싱 이를 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한, 연구개발업, 컨설 업, 디자인업

등 련 산업육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창의

성이 비교 낮은 활용 신의 진은 민간수요자와의

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기존 제품

에 한 개선 등의 활동에는 민간수요자의 의견을 극

반 하는 것이 성과 창출에 기여될것이므로 민간수요자

의 역할을 인 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 주목할 은

이러한 결과들 모두 정부‧공공기 ‧ 학이 아닌 민간기

, 민간수요자와의 력이 요하다는 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유럽 강소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업간 력,

즉, 민간분야 간의 력이 기술 신에 요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

간 력을 진할 수있는정책을추진해야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유럽 강소국처럼 다양한 의견을수렴할수 있

는 조합주의형 신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력 트 와의 력이 필요하다는

이다. 이것은 탐색 신, 활용 신 모두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공 자 투입 심의 우리나라 신 정책을

인 으로라도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함께 력할 수

있는방향으로 근해야 할필요가있다. 한, 이를 해

민간의 간조직을 활성화하여 공고한 매개역할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경

제 체질로의 환을 해 여 히 보완해야 할 이 많다

는 것을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체 으로 추격

형 경제의 산물인 활용 신의 향력이 탐색 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탐색 신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탐색 신과 수요자와

의 력은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 으

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해

민간 공공부문 수요자와의 을 많이 만들어 시장

에서 필요로 하는 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것이다. 정

부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 야 할 것이다. 기존 정부의

역할은 기술 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 으나, 본 연

구를 통해 실제로 신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주도자가 아닌 매개자, 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민간이 스스로 기술 신을 할 수 있도록 역

할 재정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결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의 신시스템의

특성 황을 살펴보았다. 산업개 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업의 황을 조사하 다는 에서

향후 정책 수립을 해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한, 문가들을 통한 주 견해 심연구가 아닌 데

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하 다는 에서 정확하고 신

뢰성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유럽 강소국의 국가 신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다음의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 히 정부 심의 신 정책을 민간 트 간의 력

을 진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합주의형 신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이를 해 민간의 간조직을 활성화하여 공

고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

한 시사 은 개별 신 주체들의 속성을 밝히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신시스템의 핵심 분야인 네트워크 특성을

밝힘으로써 정부 심의 신시스템에서 기업 심의

신시스템으로의 체질 개선을 한 시사 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 상, 3년간의 조사 결과만을 상

으로 하여, 모수가 700여개에 그친 은 데이터 여건이

좋아지는 로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 향후연구

에서는 정보통신업, 바이오업 등 새로운 주축 산업과 기

존 제조업과의 비교를 통해 방향성있는 시사 을 도출하

는 것도 향후 정책 수립을 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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