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기술가치가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동혁1*, 최성호2, 김석규2, 이현주2
1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숭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 of Public Technology Value on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Dong-Hyuk Jo1*, Sung-Ho Choi2, Suk-Kyu Kim2, Hyun-Joo Lee2

1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Ph.D. Candidate, Soongsi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기술이전 사례에서 수요기업의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제공하는데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문헌연구를통하여이전받은기술의가치를기술의금전적가치를의미

하는기술거래금액과기술의완성도를의미하는기술개발단계(TRL)로 제시하고, 기술이전기업의경영데이터를활용하여

이전받은기술의가치가기업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기업유형및기술이전유형에따른

기술가치및경영성과에대한인식의차이를추가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거래금액이높은기술보다는기술개발

단계가높은기술일수록기업의경영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기업유형및기술이전유형에

따른 기술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기술이전성과향상을위한기술가치의중요성을확인하고, 기술이전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기업의전략적인방향성을제

시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기술이전, 기술가치, 기술개발단계, 기술거래금액, 경영성과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factors effec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firms that 
received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valu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firms using 
the business data of the firms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data. Furthermore, the author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echnology value and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ype of firms  and type of technology transfer.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re advanced technology, the more positive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of the firms, a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erception of business performance whereas there was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echnology value according to the type of firms and technology transf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ha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value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nsfer companies and strategic direc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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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과 같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조 하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확산〮활용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의 경제 성장은 물론 개별

경제주체의경쟁력확보를위한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

있다[1]. 기술의급격한변화와발전은기술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이고유기적인연계를요구하고있으며, 기술혁신

주체 간 연계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있다[2]. 즉 기술혁신주체간의기술이전을통

하여 기술지식의 흐름을 촉진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우

수기술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되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는 외부의 기술을 활발히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정부

R&D 예산중에서 80%이상의절대적인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민간 기업으로

충실히이전되고활용되어경제적으로환원될수있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3].

기술이전활동을특허, 물리적디자인, 프로세스, 노하

우등의기술정보가한조직에서다른조직으로이동하

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4]. 또한 국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르면 "기술이전이란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

분할권한이있는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외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이전에

있어서 기술은 넓은 의미에서 지적재산권 상의 특허, 실

용신안 이외에 노하우(Know-how)까지 포함한다고 보

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및판매에필요한정보까지기술에포함하고있다[3,5].

국내의 경우, 2001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공공연구개발 기술을 기업

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

극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국내 기

술이전건수는 2010년 4,259건에서 2014년 8,524건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은 2010년 1,245억 원에서

2014년 1,40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

전 건당 기술거래금액은 2010년 2,924만원에서 2014년

1,64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동기간 기술이

전받은기술이 기업의경영성과(매출)로 이어지는비율

은 2010년 14.1%에서 2014년 12.4%로 오히려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6].

기술가치평가는기술의화폐적가치를산출하는행위

로서 평가결과로 산출된 기술가치금액은 기술 거래 시

기술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술

거래금액은 기술로 인해서 예측되는 모든 이익을 현재

가치화하여 산정되는데[3], 기술거래금액이 높을수록 기

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거

래금액이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미

치는지에대한의문을갖게된다. 그동안기술이전에관

한선행연구에서는어떠한기술이이전이잘되는지, 기

술 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기술가치의 산

정 방법은 무엇인지 등 기술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고, 기술거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7].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

제는 기술거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과거 사례

부족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던 기술수요자 입장에서의 기

술가치에대한연구가필요한시기이다. 즉기존기술이

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공급자 관점에서 공공 기관의

기술 이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뤄왔다

[7]. 또한 기술 이전에 있어 이전 기술적, 환경적 특성으

로서기술및이전받는기업의유형에따라기술이전에

따른성과가달리나타날수있음에도불구하고[6],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거래된 공공기술이전

사례를통해서기술이전받은기업의경영성과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실제기술이전정보는기업의사업방향과직결되어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기술가치를기술이금전적가치로전환된기술거래

금액과 기술완성도를 나타내는 기술개발단계(TRL)로

제시하고 기술이전 기업의 이전 기술 및 경영성과 데이

터를활용하여기술가치가기업의경영성과에어떠한영

향을 미치는지, 또한, 기업 유형 및 기술 이전 유형에 따

른기술가치및경영성과에차이가있는지를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하여기술이전성

과향상을위한기술가치의중요성과기술이전의성공적

인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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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기술이전의 개념 및 유형 
급격한기술의변화와발전에따라서기업, 연구소, 대

학 등 기술혁신주체들 간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필요

한기술들을모두확보하기에는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

외부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하는 관심이 높아

지고있는반면, 불특정다수를위해개발된대학, 출연연

구소등공공연구기관에서개발된공공기술은기술을활

용하여사업화를추진하려는기업을발굴하여자신이가

진 기술을 이전하고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크다[2,3,8].

기술이전 개념은 우리나라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서 기술이전은 “기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

연구, 합작투자, 인수 합병등의방법을통하여기술보유

자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한다.”라고하

였다[2].

국내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다양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각의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민간 부

문에서는 국내 기술사업화 촉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기술거래기관과사업화전문회사등

을 지정하면서 다양한 기술거래 중개조직들이 등장하면

서 특허 등 기술자산을 거래, 중개하는 기술거래시장이

형성되기에이르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공공기술의

기술이전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2,3].

기술이전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주로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이전은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기술매매와 실시권

허여(라이선스), 노하우전수, 등으로분류하기도하였다

[9].

2014년 국내 기술이전 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특

허가 62.2%(5,298건)로 가장많았으며, 노하우등을포함

하고있는기타가 35.7%(3,044건), 디자인 1.1%(95건), 상

표 0.8%(69건), 실용신안 0.2%(18건)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유형을 기술이전

유형중 대표적인 특허와 노하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2014년 국내의 이전된 기술건수 기준으로 공공

연구기관에서 대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7.0%, 중견기업

2.8%, 중기업 44.2%, 소기업 38.3%로 조사되어중소기업

이 대부분의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6]. 그러나 기업의 유형을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

원 수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이중에는 신기술을 통한 사

업에도전하는기술집약형중소기업으로지정받는벤처

기업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과는달리기술개발에대한도전적인투자로동일한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할지라도 기술을 내부적으로 소화

하고, 사업화를추진하는데일반기업과의차별성이나타

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일

반기업보다벤처기업의수익실현시점이빨라질수있다

[6].

2.2 기술가치의 개념 및 중요성 
기술가치는어떠한입장어떠한목적에서평가되느냐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기술을 상업적 가치의 목적

을 위한 지식 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5,10]. 여기서 말하

는 상업적 가치는 공정 시장가치 또는 금전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경영환경 측면에서 보면 기술은 부를 창

조하는데 필수적인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다른 자원과 함께 기술이 기업의 가치창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1].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기술의가치평가(Valuation)와패키징(Packaging)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12].

기술의금전적기술가치로서의평가는기술의경제성,

권리성, 대체성 등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종합

적으로분석하여기술을통한시장가치를나타내는일련

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를 기술가치평가라고 한다. 기술

가치평가란기술을통해서미래에발생할것으로예측되

는 모든 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현재 가치화된 금

액으로나타내는것을의미한다. “기술그자체만으로경

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기술을이용하여사업화하는주체의영업능력, 재무능력

및보유하고있는다른유형자산이함께어우러질때경

제적이익은창출된다"라고하였다[13]. 또한, 기술의가

치란기술을보유함으로써얻게되는경제적, 기술적, 전

략적 가치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란 전체

경제적가치중에서기술에귀속된가치를측정하는것"

이라 정의하였다[13].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화폐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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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산출하는 행위로서 평가결과로 산출된 기술가치금

액은기술거래시기술거래금액을산정하는데기초자료

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거래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작

업이다.

또한, 기술이전을받은기업은이전받은기술을통해

서 제품이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성과

까지이어져야한다. 공공연구기관에서생산되어공급되

는 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간의 기술 격차

(Technology Gap)가크기때문에기술의이전에는예상

하지 못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14]. 따라서 기

술거래단계에서기술의개발진척도가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한요소로작용되며이를기술개발단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라고 한다. 기술개발단계는 TRL

1에서 TRL 9까지의 9단계로 우주항공분야의 연구개발

진행단계 파악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

되어 제시되었으며[15,16], 국내에서도 연구개발 진행단

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TRL Area
TRL1

Basic
Research

Basic principles / experiments

TRL2
Technology concept formulated for
Application purpose

TRL3 Laboratory
Experiments

Proof of basic concept in Laboratory
TRL4 System validation in Laboratory

TRL5
Prototype
Development

Prototype development and
validation(scale :one to several
number)

TRL6
Prototype development and
validation(scale : beyond percent of
mass-production)

TRL7 Practical
Application

Reliability evaluation
TRL8 Cer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TRL9 Commercialization Commercialization

Table 1. Definition or Description on Technology 
Readiness Levels

국내에서도 기술개발단계에서의 정확한 진단이 기술

개발을 성과인 기술을 사업화하면서 사업의 지연 방지,

예산증가방지, 사업평가점수제고등에유의미한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9]. 미국에서

는에너지및국방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을관리하

는데쓰이고있으며[20,21], 국내에서도항공우주기술외

에 건설교통 기술, 산업원천전략 기술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22,23]. 응용 개발기술의 기술개발단계가 높을수록

상용화로연결될가능성이커진다고밝힌바있다[24-26].

기술개발단계는국내에서기술성숙도, 기술준비도등으

로도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이전 시

기술구매자에게기술의완성도를파악하는용도로도활

용되고 있다[17].

2.3 선행연구 검토 
현재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은 기존 제품만을 가지고 지속적

이익창출및경쟁우위를유지하기어려워졌다[27-29]. 따

라서 기술혁신의 대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외부로부터

의 기술 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국내에서의 기술

거래통계를 보더라고 기술이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6]. 그간의 연구는 기술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

인특허와경영성과간의관련에관한연구가대부분이다

[30-32].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이전의 목적

또한 기술 확보라는 관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2014년도

국내기술 매매를 통한 기술이전건수 중에서 특허가

80.2%로 기업은 주로 특허를 기술이전 받으면서 자체적

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특허

확보에따른재무성과간에는영향을분석한선행연구에

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특허출원건수와특허등록

건수는매출액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33], 특허출

원 건수가 기업성과로 경영성과지표로 매출액을 중심으

로 매출액 성장률, 종업원 1인당 매출액증가율, 상대적

매출액성장률, 상대적종업원 1인당매출액증가율을변

수로 설정하여, 이중에서 매출액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31]. 매출성장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을 활용하였으며, 측정기간을 3년간 평균치를 사

용하였다[34]. 연구개발비 지출(투자)과 특허권 확보, 수

익성간시차가있는지에대한시차관계연구하였다[35].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구개발비 지출과 서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연

구개발비지출사이에서특허권보유수가조절적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권 보유수에 따라

서연구개발활동후몇년의시차를두고기업의수익성

에 조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선행연구에서살펴보았듯이기업의기술확보

가기업경영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선행연구의대부분은기술확보라는관점에서기

업의특허확보가기업경영성과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

한연구가대부분이고외부로부터기술이유입되는기술

이전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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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보호된발명을신제품, 신 공정, 신서비스개발에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 라이선싱하고,

교섭과협상수단으로자금유치의수단등폭넓은범위

에서 활용하고 있다[36]. 기업은 기술거래금액을 지불하

면서 확보한 기술을 이용한 기업의 금전적, 기술적 자본

형성, 라이선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수익 실현

이 가능해야 한다. 즉, 기술거래금액을 높게 지불하였다

는것은기술의가치가높고, 기업의미래수익실현의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단계

가높을수록기업의기술격차해소에따른비용절감, 사

업화 실현 시점이 단축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실현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기술거래금액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 기업은 이전 받은 기술을 통해서 제품

이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성과까지 이

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술거래 단계에서 거래되는 기술

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성과 달성의 중요한 요소

로 작용되며 이는 기술개발단계(TRL)로 측정되는데, 기

술개발단계가 높을수록 상용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

다[24-26]. 황형원 등(2012) [18]은 항공우주개발프로젝

트에서 기술성속도가 개발기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성숙도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개발기

간과 비용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김태영과 송주영(2014)

[37]은 공공기술의사업화성공률을제고하기위한 기술

사업화적합성평가에관한연구에서기술개발단계를기

술의사업화준비도(Commercial readiness)의 세부항목

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Fig.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H2. 기술개발단계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제

시하면 Fig. 1과 같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서 기술가치(Technology Value)

요인은 기술거래금액(Technology Transfer Amount)과

기술개발단계(Technology Readiness Level)의 하위차원

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통상기술거래금액은일시불,

선급금(initial payment)과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

로 구분되는데[6], 경상기술료는 이전 받은 기술이 사업

화에성공되었을때지급하기때문에정량화하기가어려

운 한계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액 형태의 기술료

인 일시불과 선급금을 기술이전 금액 자료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6]. 또한, 기술개발단계의 측정은 선행 연구

를 참고하여 기술이전 당시 인지한 기술완성도 수준 값

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4,16,18].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요인은 수익성(Ratios Of Profitability) 지

표, 성장성(Growth Rates) 지표, 생산성(Ratios of

Productivity) 지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

다.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 순이익율(Net Income To

Sales)로 전년도 당기 순이익(t-1)대비 당기 순이익(t)의

3년 평균, 성장성 지표는매출액 증가율(Growth Rate of

Sales)로 매출액(t-1)대비 매출액(t)의 3개년 평균, 생산

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평균치(3개년)와 분석기간 평

균 종업원(3개년)으로 나누어 종업원당 매출액 증가율

(Growth Rate of Sales Per Capita)을측정지표로설정하

였다. 또한 경영성과는 기술이전 이후의 경영성과를 측

정해야 함으로 기술이전 이후 3개년 평균치를 분석기간

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 유형 및 기술 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및경영성과에대한인식의차이를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 유형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

어를개발하여사업에도전하는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라고불리고있는벤처기업지정유무를벤처확인공시시

스템(www.venturein.or.kr)에서 확인하여 지정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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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1, 지정받지않은기업은 0으로 Dummy 변수화시

켰다. 그리고 기술 이전 유형은 특허(Patent)와 노하우

(Know-How)로 구분하여 Dummy 변수 화시켰다

[38-40]. 본 연구의 변수들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Characteristics Unit Data Selection Criteria

Technology
Value

Technology
Transfer
Amount

2nd Data
(Won)

Technology transfer
amount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1~9 Level)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Ratios of
Profitability

Net Income To
Sales

3-year average after
technology

transfer(t+1~t+3)

Growth Rates
Growth Rate of
Sales

3-year average after
technology

transfer(t+1~t+3)

Ratios of
Productivity

Growth Rate of
Sales Per
Capita

3-year average after
technology

transfer(t+1~t+3)

Firm types Dummy
Whether the firms is
designated as a venture

firms
Technology Transfer

Type
Dummy Type of the technology

Table 2. Definition or Description on Variables

3.2 표본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2008

년~2013년까지국내대학및공공연구기관에서중소기업

으로 기술을 이전한 415개의 기술이전사례를 수집하였

고, 수집된 정보의 기업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

여 기업경영정보시스템(www.cretop.com)에서 각 기업

별로 재무정보를 취합하였다. 연구 시점인 2016년 12월

을기준으로폐업하였거나분석기간동안재무정보가충

실하지않는 96개데이터를제외하고최종 319개 기술이

전 정보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을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Characteristics Unit Min Max Mean SD
Firm Age Year 5 60 16.99 10.13
Employee man 3 1278 95.05 136.453
TRL Step 3 7 4.65 .741

Technology
Transfer Amount

Won 1,000,000
220,000,0
00

39,852,13
2.1

41,464,63
1.0

Firm Types Dummy
Venture-Firm(n=250, 78.4%),
Normal-Firm(n=69, 21.6%)

Technology
Transfer
Type

Dummy
Patent(n=216, 67.7%),
Know-How(n=103, 32.3%)

Table 3. Sample Characteristics (n = 319)

4. 분석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구성개념간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개발단계(TRL)는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인 수익성,

성장성 및 생산성에 모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

(p<0.05)가 나타났으며, 기술거래금액(Technology

Transfer Amount)은 성장성과생산성에부(-)의 상관관

계(p<0.05)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Variable 1 2 3 4 5

1 1.000 　 　 　 　

2 .051 1.000 　 　 　

3 .205** -.146** 1.000 　 　

4 .443** .080 .023 1.000 　

5 .200** -.151** .661** .081 1.000

1 = Technology Readiness Level, 2 = Technology Transfer Amount,
3 = Growth Rates, 4 = Ratios of Profitability, 5= Ratios of Productivity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4.2 기술가치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
4.2.1 기술가치와 수익성 간의 관계
기술가치와 수익성 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9.289의 수치를보이고있으며, 회귀식에대

한 R2=.199으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Durbin-

Watson는 1.43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

형이 적합하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97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술

개발단계는 수익성에 t=8.722(p=.000)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거래금액은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H1a는 채택되고, H2a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atios of
Profitability

TRL 7.553 8.722**

Technology Transfer
Amount

1.759 1.137

R2=.199, F=39.289, p=.000, Durbin-Watson=1.435
*p<.05, **p<.01, ***<.001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Value 
and Ratios of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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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술가치와 성장성 간의 관계
기술가치와 성장성 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1.299의수치를보이고있으며, 회귀식에대한

R2=.067으로설명력을보이고있다. 또한Durbin-Watson는

1.12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하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97로독립변수간다중공

선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술개발단계는

성장성에 t=3.916(p=.000)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거래금액은 성장성에

t=-2.890(p=.004)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나타나가설 H1b, H2b는채택되었다. 이상의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Table 6과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Growth Rates

TRL 8.107 3.916**

Technology Transfer
Amount

-1.069 -2.890**

R2=.067, F=11.299, p=.000, Durbin-Watson=1.122

*p<.05, **p<.01, ***<.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Value 
and Growh Rates

4.2.3 기술가치와 생산성 간의 관계
기술가치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1.132의수치를보이고있으며, 회귀식에대한

R2=.066으로설명력을보이고있다. 또한Durbin-Watson는

1.54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하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97로독립변수간다중공

선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술개발단계는

생산성에 t=3.816(p=.000)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거래금액은 생산성에

t=-2.965(p=.003)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나타나가설 H3a, H3b는채택되었다. 이상의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Table 7과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atios of
Productivity

TRL 1.383 3.816**

Technology Transfer
Amount

-1.921 -2.965**

R2=.066, F=11.132, p=.000, Durbin-Watson=1.542
*p<.05, **p<.01, ***<.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Value 
and Ratios of Productivity

4.3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의 인식 차이
4.3.1 기업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의 인

식 차이
본 연구는 기업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기업 유형을 벤처기업 지정 기

업과일반기업으로분류하고, 기업유형에따른기술가치

및경영성과의인식차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개발단계(TRL) (t=-2.070, p=0.039)에

서유의한차이(p<0.05)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와 같다.

Variables Category Mean t P-value

TRL
(Level)

Venture-Firm 4.60
-2.070 0.039*Normal

-Firm
4.81

Technology
Transfer Amount

(Won)

Venture-Firm 40,246,644
0.323 0.747Normal

-Firm
38,422,740

Ratios of
Profitability
(%)

Venture-Firm 2.899
-0.688 0.492Normal

-Firm
4.092

Growth Rates
(%)

Venture-Firm 8.306
0.719 0.473Normal

-Firm
5.548

Ratios of
Productivity
(%)

Venture-Firm 1.239
0.188 0.851Normal

-Firm
1.112

*p<.05

Table 8. Difference of Technology Value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on the Types of 
Firms

4.3.2 기술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
의 인식 차이

다음으로 기술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

과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기술이전 유형을 특허와

노하우로 분류하고, 기술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이

전유형에따라기술이전금액(t=7.938, p=0.000)에서유의

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9와 같다.

Variables Category Mean t P-value

Patent 4.69TRL 1.593 0.112

Table 9. Difference of Technology Value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on the Types of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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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공공 기술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이전 받은

공공 기술의 가치로서 기술거래금액과 기술개발단계가

기술이전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기업 유형(벤처기업vs일반기업)

과 기술자산유형(특허vs노하우)에 따른기술가치및기

업 경영성과의 인식 차이 검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업 유형에따른기술가치및경영성과에대한

인식차이를분석한결과, 기술개발단계에서유의한차이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기술이전시점에서기술이

전 대상이 되는 기술자산에 대해서 일반기업(TRL =

4.81)이벤처기업(TRL = 4.60)보다기술개발완성도가더

높은 기술자산을 이전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

전 후에 기업경영성과 변화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

는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기업은 벤처기업보다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술개발완성도

가 높은 기술을 선호하지만, 기술이전 후 기업경영성과

에는상대적으로기술개발완성도가낮은기술을이전받은

벤처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에

대한인식차이를분석한결과, 기술이전금액에서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허(평균 51,493,974

원)의 기술이전 금액이 노하우(평균 15,438,172원)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기

술이전 후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이전금액 측면에서 특허가

노하우보다높게측정되고거래되지만, 기업의경영성과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기술가치로서 기술거래금액은 기업 경영성과의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는 기업 경영성과 세부 지표 중에서 수익성과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거래금액이 높은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기업

의경영성과가반드시향상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기업의 특허건수가 기업

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으며, R&D 투자액과순

이익률은 부(-)의 관계라고 제시하였다[41]. 기술거래금

액이 높은 기술은 기술의 혁신성이나 우수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혁신적이거

나 새로운 기술일 경우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높게 나타

나고이를기초로기술거래금액이산정되기때문에기술

거래금액이높다는것은기술이전을받은기업이사업화

하는데 까지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넷째, 기술가치로서 기술개발단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개발단

계(TRL)가 높다는 것은 기술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여 신

제품개발등시장진입이빨리할수있다는것으로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기술개발단계가 높을

수록 상용화로의 연결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24,25,42].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거래금액이 높은 기

술보다는 연구개발단계가 높은 기술일수록 기업 경영성

과를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는것이다. 즉, 기술거래금액

이높은기술이혁신성있는기술일수있으나, 당장의기

업 경영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의미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기술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술의 금전적인 가

치와 기술의 기술개발단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것이다. 기술거래금액은기술의금전적인가치평

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이 혁

신성이 높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통상적으로

높게 측정되고 기술거래금액 또한 높게 형성된다. 그러

나본연구결과에서도보았듯이기업의경영성과를향상

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기술개발단계

가높은기술일수록경영성과의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기업은혁신적인기술을통해

Know-
How

4.55

Technology
Transfer
Amount
(Won)

Patent
51,493,9
74

7.938 0.000**
Know-
How

15,438,1
72

Ratios of
Profitability

Patent 3.953
1.620 0.106Know-

How
1.489

Growth Rates
Patent 8.549

0.770 0.442Know-
How

5.949

Ratios of
Productivity

Patent 1.018
-1.013 0.312Know-

How
1.6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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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에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

려고한다. 따라서기술의가치를측정할때, 금전적인기

술가치금액과 기술개발단계를 고려하여 상호 보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을 이전하는 공공

R&D 기관의 경우 개발된 기술이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

화를통해성과로연결되기위해기술수요자, 즉기술이

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및 환경적 측면을 파악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기

술이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기술거래금액이나

기술개발단계, 그리고기술유형및기업의유형중어느

하나의요인으로단순화할수없다. 따라서기술을이전

하는 공공기관과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역량과환경에맞게전략적으로기술을이전하여기술사

업화의 성공률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 기술가치가 기술이전 기업의 경영성

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검증하고자기술이전기

업의경영데이터를바탕으로실증분석하였으나, 횡단적

연구로이전받은기술의특성및이전기업의특성이경

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한계점이

있음으로, 향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

을보완할필요가있다. 또한본연구는수요기업의관점

에서 공공 기술의 가치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나 수요기업 관점의 기술이전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에 관한

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못하였음으로향후이러한한

계점을보완한다면공공기술이전성과제고를위한기술

가치의중요성을보다폭넓게이해할수있는계기를제

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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