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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추구하지만,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초연결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에 중소기업은 신속
한 정보 확보와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맞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젼스의 경쟁 지능화(competitive intelligence) 기능과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service infrastructure)의 기능을 포함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간접지원의 성과를 확
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
하는 중소기업의 차별적 특징을 파악하고, 인프라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출연(연)이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어떤 차
별적인 특정이 있는가? 라는 연구 질의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선택적 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을 복수 집단의 특징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둘째, 출연(연)이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제품 경
쟁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라는 연구 질의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에 의해서 강화된 외부 네
트워킹 역량이 어떻게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복수의 변수에 대한 매개 및 조
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을 도출하기하기 위해 첫째, 외부 네트워킹이 기술혁신성과에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킹(networking) 전략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정보 획득은 중소 제조기업 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의 규모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외부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술사업화는 생산과 마케팅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
을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 우수한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를 가격, 품질, 신기능 측면에서 신
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그 결과로 높은 재무적 혁신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혁신적인 기업은 생산 역량과 마케팅 역량에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기술혁신성과의 대표 
지표로 제품 경쟁력을 지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새로운 혁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정보지원 인프라가 없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용 정보인프라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전략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해석 기능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대기업, 공급자, 소비자 등)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요구
된다. 종합하면, 연구모형은 외부 네트워킹 역량(독립변수)이 기술혁신성과인 제품 경쟁력(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본 모형에 기술사업화 역량을 매개요인으로 적용하였고, 이들의 관계에 기업의 내부역량(연구원 집중도, 
매출액, 업력)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또한 KISTI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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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기업별 역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효율성)과 관련된 
KISTI 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변수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원천은 2차 정보인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자료와 1차 정보인 KISTI의 
직접 설문 자료다.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매년 실시되
고 있으며, 설문 조사의 모집단은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제조업 및 제조업 외 기업 중에서 기술개발
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43,204개사이다. 이 중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3,300개 중소기업을 표본추출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해 지원받은 290개의 KISTI 패밀리 기업(ASTI)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전자 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송부된 290개의 설문지 중 222개의 기업에서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 중에서 설문 내용이 유효한 설문 
조사는 149건으로 활용율은 51.3%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모면에서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 제조 중소기업(ASTI 설
문 집단)과 R&D 중소기업(KBIZ 설문 집단)의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보다 많은 변수
를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
은 이미 출연(연)과 협업이 가능한 집단을 대표하는 성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네트워킹 역량 강화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기술사업화 역량(마케팅 및 생산 역량)이 
가지는 매개 효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통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외부 네트워크 역량 강화 효과가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는 기술사업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
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과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상호작용항이 혁
신성과(제품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델의 설명력도 증가하여,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된 복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매
개된 조절효과를 검토했다. 분석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면 제품 경쟁력 제고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조절 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
지면 사업화 역량(마케팅과 생산)이 높아져서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며, 조절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지
면 독립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매개변수 생산 역량에 미치는 역량이 작아졌다.

종합하면, 외부 네트워킹 역량의 제고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직접적 기여하지는 않지만 마
케팅과 생산 역량을 높여 간접적으로 기여한다(완전 매개 효과). 또한 이 과정에서 멘토링의 정보적 지원 횟수
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가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매개효과에 영향을 준다(순수 조절 효과). 그러나 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는 마케팅 역량 제고와 제품경쟁력에 별다른 조절 효과를 보이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는 서비스 활용 마케팅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
다는 결론을 이끌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적 기능보다는(열위 기업 지원) 성
과가 잘 도출될 수 있는 집단을 지원해서(의도적 선택적 편의)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가 어떻게 제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확인했는데, 여
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보지원 인프라는 분석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또는 전문가)과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기관을 찾는 역량을 높이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둘째, 공공 정보지원 (온라인) 인프라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면 병행적인 오프라인 지원인 정보 멘토
링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멘토링과 같은 오프라인 병행 지원은 성과 제고보다는 이상징
후 감시에 적절한 장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셋째,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킹 역량 제고와 이
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효과는 특정 중소기업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형태의 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
에, 중소기업이 활용 능력을 제고할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국가출연연구기관, 제조 중소기업, 군집특징, 복수 매개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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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

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

합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Schwab, 2016), 
이것을 구동하는 원천으로 데이터(data)를 주목

하였다(Yin & Kaynak, 2015). 이러한 새로운 패

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주요 선도 국가나 기업들

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거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혁신(Data-driven innovation, 이하 DDI)’을 구현

하려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Lin et 
al., 2017).

현실은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이자 제조업 강

국인 독일에서 조차 제조 중소기업은 4차 산업

혁명의 수혜자가 되기보다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ommer, 2015). Henke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격리된 데이터(data 
silos)의 통합문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국내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대기업간 기술력, 
생산성, 수익률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DDI를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이 농후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Kim, 
2017). 즉, DDI는 공정 혁신에 중점을 두는 대기

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새로

운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경

쟁력을 바탕으로 품질 우위의 제품개발을 통해 

틈새 시장에서 제품 혁신에 집중한다(Larsson & 

Säfsten, 2016). 따라서 제조 중소기업들은 지속

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필

요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추

구하지만,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계점에 봉착하

게 된다(Acs & Audretsch, 1988; Vaona & Pianta, 
2008). 초연결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

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에 

중소기업은 신속한 정보 확보와 네트워킹 문제

를 해결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성장을 위

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식의 

확산 및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통

해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혁신 저해요인을 제거

하고, 촉진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Lin et al., 2017; Kim, 2017).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

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정보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정보비대

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접지원 방식인 공

공 정보지원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Ju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비즈

니스 인텔리젼스의 경쟁 지능화(competitive 
intelligence) 기능과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

한 서비스 인프라(service infrastructure)의 기능을 

포함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간접지원

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



김근환․권태훈․전승표

4

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차

별적 특징을 파악하고, 인프라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의를 도출하

였다. 먼저 출연(연)이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

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어떤 차별적인 특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의 성과 분석에서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나타나진 않는지 

확인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선택적 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을 복수 

집단의 특징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
체적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규모나 업력으로 

특정 집단과 비교해서 선택적 편의 여부를 판단

하기 보다(Lee et al., 2013), 참조가 될 수 있는 

비교 집단을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출연

(연)과 공동연구를 경험한 중소기업, 정보지원관

련 정부 지원 정책을 경험한 중소기업으로 확장

해서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특정 변

수들로 집단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기반 군집분석을 적

용해 출연(연)이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출연

(연)이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제품 경쟁력

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라는 질문이다. 본 연구

가 분석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로 과학-기술-산업관

련 혁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과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조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

와 네트워킹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에 의해서 강화된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어떻게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

하기 위해 복수의 변수에 대한 매개 및 조절 효

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DD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혁신활동의 핵심 주체인 제조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존 정보시스템의 개념을 확장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라는 간접 지원정책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가 집중해야 할 고객을 선

정하고, 그들이 부족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과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제 2장에서는 혁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

할과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의 기능, 그리고 공공 

정보인프라와 중소기업 혁신 역량과 관련된 선

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핵심 개념과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제 3장에서는 대표적인 공공 정보

지원 인프라 구축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이하 KISTI)의 정보시스템과 정보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서론

에서 논의된 연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

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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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search Model

2.1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서 혁신 제조

중소기업의 역할

Schumpeter(1950)에 따르면 대기업은 신기술

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 (대규모 생산 및 역량, 
마케팅, 재무 및 R&D 인프라)을 보유하고 있으

나, 중소기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혁신과 관련한 조직의 융통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일반

적으로 새로운 시장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품질 우위에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niche market)
에서의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에 집중을 

한다(Larsson & Säfsten, 2016). 반면 Cohen & 
Klepper(1994)는 혁신의 이익이 주로 생산량 증

가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고 있는 대기업은 공정 혁신(process innovation)
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정혁신은 제품생

산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와 가격 경쟁력의 기반

이 되는 전략으로 활용되는데(Pianta, 2001), 여기

서 생산성 향상은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새로

운 기계를 구입하거나 대기업 스스로의 비용절

감 구조조정(cost-cutting restructuring)과 같은 자

본 집약적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Vaona & 
Pianta, 2008).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패러다임 시

대에 혁신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

할에 크게 다르다 것을 암시한다(Acs & 
Audretsch, 1988; Nieto et al., 2010). Pennings & 
Gattani (2006)는 디지털 부문의 중소기업이 기존

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결합하여 대기업들과 

함께 시장과 업계의 표준이 되는 지배적 디자인

(Dominant Design)을 만든 것을 통해, 산업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호 작용에 대

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 

중소기업의 역할은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시대

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Hong(2016)에 따

르면,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 신공정개발(12.5%)보다 신제품 개발

(22.3%)을 더욱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DI 시대 제조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이나 빅 데이터보다 신소재 개발이 국가 전략적

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KBIZ, 2016).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DDI과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지원

할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2.2 연구 모형 도출을 위한 문헌검토

2.2.1 외부네트워킹과 기술혁신성과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필요

한 정보로 소비자의 기호, 새로운 기술 동향, 특
허를 통한 새로운 제품 개발, 잠재 경쟁자 및 경

쟁자 관련 정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법 및 제도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Abels and 
Klein, 2008). 이러한 정보 획득은 중소 제조기업 

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

라(Madrid-Guijarro, Garcia and Van Auken, 2009),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Pineda, et al., 1998). 일반적으로 기

업들은 기술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네트

워킹(networking) 전략을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혁신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Utterback, 1994; Littunen & Virtan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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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itaris(2001)은 네트워킹을 통해 제조협력, 
시장 및 기술정보(기획), 제품경쟁력, 신제품개

발 등을 추구하며, Kim et al.(2011)와 Jung(2015)
은 외부와 기술적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기획,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lmore et al.(2006)은 중소기업이 높은 수준의 

네트워킹을 통해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할 수 있게 되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고, Andersson et al.(2002)은 외부 조직

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과 제조 역량을 높여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술기반 벤처기업들에게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은 조직의 성과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역량은 외적 

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Lee 
et al., 2001). 한편 Jung(2015)은 출연(연)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외부네트워크 역

량은 제조역량에는 영향을 미치나, 마케팅역량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의 규모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외부 조직과의 협력관

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만(Caloghirou et 
al., 2004), 경영자의 개인적 외부 네트워크 활동

이 제한되어 혁신활동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Lamprinopoulou & Tregear, 2011). 

2.2.2 기술사업화 역량과 기술혁신성과

기술사업화는 생산과 마케팅을 통합하여 새로

운 기술을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Jolly, 1997; 
Wood et al., 2000). 이러한 기술사업화 역량의 제

고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Gibson et al., 2011).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우

수한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

를 가격, 품질, 신기능 측면에서 신속하게 충족

시킬 수 있어 시장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그 

결과로 높은 재무적 혁신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본다(Stalk et al.,1992; Zahra & Nielsen, 2002). 특
히,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

쟁력과 생존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Wood et 
al., 2000). 따라서 중소 기업이 R&D와 생산 역량

에 집중하게 되면 지속적인 경쟁력과 신규시장 

확보할 수 있게 된다(Becker & Dietz, 2004). Kim 
et al.(2015)의 연구 역시 기술사업화 역량을 생산 

역량과 마케팅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정부의 

R&D 자금지원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생

산 역량과 마케팅 역량 모두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빠르

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R&D 역량 제고

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Becker & Dietz, 2004)
생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생산 시

스템 개선(Yam et al., 2004; Kim et al., 2011; 
Jung 2015), 품질관리(John & Hall, 1991; Yam et 
al., 2004; Kim et al., 2011; Jung, 2015), 생산과정 

개선을 위한 R&D(Yam et al., 2004; Kim et 
al.,2011; Jung, 2015), 공정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John & Hall, 1991; Kim et al., 2011; Jung, 2015), 
생산 인력의 역량(Yam et al., 2004) 등이 도출되

었다. 한편 마케팅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Gilmore et al. (2006)은 영업망 구축, 고객, 가격 

등을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

직의 마케팅 역량, 시장지향적인 제품 판매 전략

을 제시하였고, Kim et al.(2011)은 판매 역량과 

마케팅 역량, Jung(2015)은 영업망 구축, 판매원

의 마케팅 역량, 영업기밀, 신제품 판매 역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헌에

서 도출된 공통 요인인 영업망 구축과 Gilmor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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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4)가 제시한 시장 지향형 마케팅 역량과 

전략적 판매역량으로 판매원의 마케팅 역량, 영
업 기밀, 신제품 판매 역량이라는 결과물로 도출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Chiesa et al.(1996)은 기술혁신성과를 혁신성, 

매출 증가율, 제품 경쟁력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Yam et al.(2004)
의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은 생산 역량과 마

케팅 역량에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

내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제품 경쟁력

이 가장 중요한 성과 측정 지표임을 강조하고 있

으며,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경쟁력과 시장 성장

력, R&D 관점에서 품질, 기술적 차별성, 개발기

간, 재무적관점에서 비용 우위와 가격경쟁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m et al.(2011)
에서 혁신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 도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역량이 정부의 직접 투자보다 가격

경쟁력, 기술 차별성, 시장경쟁력으로 측정한 

제품경쟁력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

혔다.

2.2.3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Hannula & Pirttimaki, 2003; Bogza 
& Zaharie, 2008; Negash & Gray, 2008). 이러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매출, 비용,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 (Pirttimäki et al., 2006; Elbashir et 
al., 2008). Hannula & Pirttimaki (2003)은 비즈니

스 인텔리전스를 고객, 경쟁자, 시장, 기술, 제품,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예측하는 프로세스라고 하였다. 즉,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IT기반 정보 인프라(Informative 
infrastructure)로 인식되어 왔다 (Watson & Wixom, 
2007; Gäre & Melin, 2011). 인프라(Infrastructure)
는 기업 또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

는 기본 물리적 구조물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Stevenson, 2010). Frischmann(2012)은 인프라 자

원(infrastructure resources)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 비경쟁성(non-rivalrous good), 자본(capital good), 
범용(general-purpose input) - 기준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강

조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인프라적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Talaoui et al. (2017)은 개념적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환경 조사(environmental scanning), 
경쟁력 지능화(competitive intelligence), 경영진 

정보 시스템(Executive Information system) 모두

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외부적 지향성

(external orientation)이 높고 분석의 깊이(degree 
of analysis)는 낮은 경향이 환경 조사 영역을 포

함하고 경쟁력 지능화 영역에서 나타난다. 중소

기업은 IT인력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구축에 

대한 비용문제로 통합적 형태의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를 구축하기보다 내부 정보 중심의 시스

템을 구축한다 (이수안 외, 2010). 그렇다면 외부 

비즈니스 환경 조사 등과 같이 외부 지향적이며 

분석의 깊이가 낮은 영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주저할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Gäre & Melin (2011)도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새로운 혁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정보지

원 인프라가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파트

너 및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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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

장에 필요한 영역의 지원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

성을 높여 전체 사회의 후생 증대에 기여할 필요

가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는 역량(competence)과 협력(cooperation)을 증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

제공 기능과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 기능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정보제공 기능은 앞서 기술한 

Talaoui et al. (2017)의 개념에서 환경 조사가 포

함된 경쟁력 지능화(competitive intelligence)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고,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 

기능은 서비스 인프라(service infrastructure)가 요

구된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능화 시스템의 범위

에서 서비스 개념까지 포함된 정보지원 인프라

의 개념적 확대는 2.2.1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규모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

진하거나 (Turban et al, 2008; 권영옥, 2014; 
Brooks et al., 2015),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Melchert et al., 2004), 효율적 시스템의 개발 방

향성(Elbashir et al, 2008; Shollo & Galliers, 2016; 
Yeoh & Popovič, 2016; Larson & Chang, 2016). 
한편 일부 연구자에 의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에 대한 성과 연구가 최근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Choi et al., 2017; Park et 
al., 2019; Jun et al., 2016). Choi et al (2017)는 정

보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정보분석, 시장보고서, 
컨설팅 서비스 등)이 중소 비즈니스 성과(수익, 
고용, 수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Park et al (2019)는 기술과 시장의 역동성을 통제

변수로, 의사결정을 통제변수로 정보 서비스가 

중소기업 성과(매출, 수출, 고용에 미치는 기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연구 모두 

기존 연구(Yam et al., 2004; Kim et al, 2011; Kim 
et al. 2015; Jung 2015)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의 결과인 혁신성과는 생산과 마케팅 역

량이 결합해 나타난다는 연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2.4 연구 모형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제조 중소기업

은 기술혁신성과의 대표 변수인 제품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1) 인력과 자금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 기술사업화 역량(마케팅 역량

과 생산 역량)은 기술혁신성과인 제품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규
모의 원천적 한계성을 지닌 중소기업은 사업 기

회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 확보 기능과 이를 기반

으로 하는 외부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

능이 포함된 정보인프라가 (1)과 (2)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Table 
1>에는 본 연구가 고려한 구성 개념(construct)과 

구체적인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선행 연구와 <Table 1>에서 제시된 연구의 주

요 구성 개념과 변수의 관계가 <Figure 1>에 연

구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외부 네트워

킹 역량(독립변수)이 기술 혁신의 성과인 제품 

경쟁력(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본 모형에 기

술사업화 역량이 매개 효과로 존재할 수 있고

(Kim et al., 2011; Yam et al., 2004; Jung, 2015), 
이들의 관계에 기업의 내부역량(연구원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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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변수 측정 방법 참고 문헌

외부 네트워킹 역량
(외부 교류 역량)

외부 (他 기업, 대학 등)와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을 진출

Yam et al., 2004; Kim et al., 
2011; Souitaris, 2001; Jung 
2015

외부와 협력을 통한 기획(인적네트워크 활동, 시장, 특허 분석 등)

외부와 협력을 통한 신제품 (시제품, 성능테스트 등) 개발

외부와 협력을 통한 제조 (생산시스템, 공정개선 등) 협력

외부와 협력을 통한 마케팅 (신규매출처, 전시회 등) 확대

외부와 협력을 통한 제품경쟁력 (가격, 기술, 품질 등) 제고

기술
사업화
역량

제조
역량

지속적인 생산시스템 개선

John & Hall, 1991; Kim et 
al., 2011; Yam et al., 2004; 
Jung 2015

제품 품질 관리

생산과정 개선을 위한 R&D 수행

공정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마케팅
역량

영업망 구축

Gilmore et al., 2001; Kim et 
al., 2011; Yam et al., 2004; 
Jung 2015

영업인력의 높은 마케팅 능력

차별적 영업노하우(Knowhow) 보유

신제품의 높은 판매역량

제품 경쟁력
(기술혁신성과)

가격 경쟁력 보유

Kim et al., 2011; Yam et al., 
2004; Chiesa et al., 1996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적 경쟁력 보유

경쟁자보다 높은 품질 보유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보

통제 변수

R&D 집중도(연구원 집중도 등)
Yoo and Yang, 2009; Lee, 
2011

매출액

업력(설립 년도 등)

<Table 1> Major Variables and Measurements

매출액, 업력)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의 내부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게 된다

(Yoo & Yang, 2009; Lee, 2011; Jung, 2015). 또한 

KISTI가 제공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기업별 역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지원 인

프라 활용(효율성)과 관련된 KISTI 외부 기술사

업화 전문가(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의 조절 효

과를 <Figure 1>과 같이 고려했다. 즉, 본 연구는 

<Figure 1>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매개효과

와 조절효과 분석은 물론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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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3.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in Korea

KISTI는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

술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정보인프라의 역

할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연구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분석 및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

며(예, Jun et al., 2017; Seung et al., 2018),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그 밖에도 KISTI는 외

부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네

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KISTI는 과학

기술정보협의회(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이하, ASTI)라는 중소

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커뮤

니티도 구축했는데, 일부 중소기업을 핵심고객

으로 정하고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혁신정보와 

전문가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STI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로 정의하였다. 특히 KISTI 정
보 지원의 핵심 대상인 ASTI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의 효과를 

분석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멘토링’ 
지원을 통해서 <Table 2>의 시스템을 통한 과학-
기술-산업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전문가 연계 

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

인 ‘출연(연)이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

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다른가? 
’라는 질문은 ASTI 소속 기업과 같은 공공 정보

지원 인프라 지원 대상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적 편의를 고려한 연구 일반화의 한계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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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지원 인프라(시스템 또는 서비스)

명칭 주요기능

과학기술산업
정보시스템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 학술논문․특허․보고서․동향․표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
로 제공 (논문․특허․보고서․동향․저널/프로시딩․연구자․연
구기관 등 약 1억 건 이상 데이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
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현황
- 협업을 위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
- 연구비지원 기관 및 관련 R&D공고 검색

(국내 정부추진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데이터)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Value 
Chain Network System, VCNS)

-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정보로부터 경쟁사의 판매처를 확인해 
새로운 판매처를 발굴

- 전후방 기업의 품목 정보를 통해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를 포착 등
(기업거래, 기업, 국내 상표권 및 특허권 데이터 등 약 3,000만건)

산업시장분석시스템(KISTI Market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KMAPS)

- 시장분석(시장규모분석, 수요예측, 무역역조분석)
- 산업구조 분석(시장경쟁, 집중도분석, 5FORCE
- 환경 분석(SWOT, PEST)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지원

(시장보고서, 무역, 기업거래 데이터 등)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Business opportunities 
Supporting System, BOSS)

- 신사업 아이템 정보
- 유망아이템에 대한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기술가치평가 시스템(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Analysis for 
R&D(STAR)-Value)

-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평가
-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기술기회발굴 시스템(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TOD)

- 보유제품기반 기회제품 탐색
- 경쟁기업 벤치마킹
- 제품-기술 관계 분석

경쟁정보분석 서비스(COMPetitive 
Analysis Service, COMPAS)

- 핵심경쟁자탐색
- 핵심경쟁자프로파일
- 유사특허탐색을 통한 특허분쟁 전략/잠재적 경쟁자 파악
- 수출입측면에서 시장개척 가능성 파악

(논문, 특허, 무역 데이터 등)

과학기술산업
정보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M&S(모델링 & 
시뮬레이션) 지원

- 가상의 공간에서 제품을 만들고 구동하여 성능을 사전에 미리 검증
/예측해 주는 서비스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 새로운 사업기회의 타당성 분석 서비스

중소기업 신기술아이템 발굴 지원 - 새로운 사업아이템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맞춤형 1:1: 지식멘토링
-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가 매칭 
및 정보지원 서비스

맞춤형 조사 분석 - 새로운 사업관련 논문,특허 동향 분석서비스

ASTI 지식연구회 - 새로운 사업발굴 및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서비스

* 자료: 저자 작성

<Table 2>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of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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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Methodologies and Data

4.1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 질의인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R&D 중소기업과 일반 중

소기업간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사

한 속성을 지닌 대상들끼리 그룹화 하는 탐색적 

다변량 분석기법인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
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분석 대상에서 선택적 편

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으로는 계층적(또는 위계적) 군집분석과 K-means 
군집분석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단계 군

집 분석을 활용했는데, 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는 잘 판단할 수 없는 데이터 세트의 기본 그룹

(또는 군집)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일반적인 군집 분석과 차이점이 있는데 범주

형과 연속형 변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IBM, 2016; Jun et al., 2017).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 질의인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역

량이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은 매개와 조절 회귀분

석이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변수가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절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변수가 조절하는 것을 말하

는데, 이때 조절효과에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조

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매개된 조절효과

(mediated moderation effect)라고 한다(Lee, 2014).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독립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종속변수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의 

효율성에 대한 조절효과와 기술사업화 역량의 복

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들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복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까지 수행한다.

4.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원천은 2차 정보

인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자료와 1차 

정보인 KISTI의 직접 설문 자료다. 먼저 군집분

석에서 활용할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

술통계의 작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

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설문 조사의 모집단은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제조업 및 제조업 외 기업 중에서 기술개

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43,204개사(제조업 

34,745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8,459개사)이다. 
이 중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3,300개 중소기업(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664개사)을 표본추출하

여 방문조사를 통해 기술혁신활동, 투자현황 및 

기술수준, 기업성과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모집단에

서 표본의 추출은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
을 활용했는데, 29개 산업 중분류와 4개 종사자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된 분류 변수에 따라 정렬 

후 계통 추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조사는 2015
년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되었다(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KBIZ, 2015). 다음은 외

부 네트워크 역량, 기술 사업화 역량 및 기술혁

신성과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으로 <Table 1>에 제시된 변수를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했다.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해 지원받은 290개의 KISTI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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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값

종업원 설립연도 매출액

KBIZ ASTI KBIZ ASTI KBIZ ASTI

평균 47.08 66.8 2000.94 2000.3 13,704 28,710

최소값 2 1 1942 1965 250 0

최대값 299 548 2013 2015 188,832 653,620

중간값 23 41 2002 2002 5442 10,34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KBIZ and ASTI
(단위: 명, 년, 백만 원)

기업(ASTI)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전자 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이 제공받은 정보 

서비스는 기술사업화를 기획 및 수행하는 과정

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산업정보 자료와 현장에

서 직면한 기술사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KISTI 내․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출연(연) 연
구원 포함) 연계 서비스다. 송부된 290개의 설문

지 중 222개의 기업에서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 

중에서 설문 내용이 유효한(결측치 제외 등) 설
문 조사는 149건으로 활용율은 51.3%였다. 설문

의 회수율은 76.6%로 비교적 높았지만, 결측치 

등으로 활용율은 51.%에 그쳤는데, 본 연구가 활

용한 독립변수의 숫자에 비해서 절대적 활용 건

수(149건)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인 연구 모형을 위계적 그리고 단계적 입

력 회귀 분석으로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가 활용한 두 가지 설문 대상의 주요 

분포가 <Table 3>에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기

술통계조사 설문은 중소기업중앙회(KBIZ, Korea 
Federation of SMEs)가 조사한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의 결과이며, ASTI 설문은 KISTI
가 조사한 설문 응답 집단의 분포다. 기술통계조

사 설문은 2014년 말 기준이며, ASTI 설문은 

2016년 말(매출액은 2015년 말) 기준인데, 두 설

문의 기준연도 차이를 감안해도, ASTI 설문 대

상 기업이 보다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연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기술통

계조사 설문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며(상시 종업원 300명 이하), ASTI 설문에

는 일부 중견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출액과 종업원의 차이로 볼 

때 ASTI 기업은 일반적(평균적)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다고(규모가 우월함) 볼 수 있으며, 이
런 차이는 연구결과 5.1절에서 구체적으로 규명

하게 된다.

4.3 변수 설정과 변환

본 연구는 <Figure 1>과 <Table 1>에서 제시된 

모형과 설문에 기초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를 설정했는데, 독립변수는 외

부 네트워킹 역량 관련 6개 설문을, 종속변수는 

제품경쟁력과 관련된 4개 설문을, 매개변수는 마

케팅 역량과 생산 역량 각각 두 가지 변수에 대

한 4개씩의 설문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독립

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가 모두 동일한 방법

(동일인 설문)에 의해 조사된 만큼 단일방법 편

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

했다. 단일방법 편의 검토를 위해서 Harman’s 
single factor test를 수행했는데, 설명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서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8개 이상 도출되었으

며, 1개 요인의 최대 분산설명력(회전전 최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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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

149 0.00 22.00 8.01 3.30  1.049 0.199 1.877 0.395

연구원 집중도 149 0.00 1.00 0.27 0.25  1.558 0.199 1.959 0.395

업력 149 3.00 53.00 17.97 9.81  1.250 0.199 1.994 0.395

종업원 149 1.00 548.00 68.72 90.99  2.859 0.199 9.183 0.395

ln 종업원 149 0.00 6.31 3.55 1.27 -0.464 0.199 0.393 0.395

매출액(2015) 149 0.00 665,500.00 29,405.34 66,345.57  6.799 0.199 58.895 0.395

ln 매출액(2015) 147 3.91 13.41 9.15 1.73 -0.668 0.200 0.695 0.397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trol and moderating variables

출 제곱합 적재량, 31.3%)이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방법 편의는 크기 않은 것으로 판단

했으며, Min-max scaling 과 같은 추가적 처치 방

법은 사용하지 않았다(Podsakoff et al., 2003; Lee 
et al. 2014).

독립, 매개, 종속 변수는 각각의 하위 설문을 

바탕으로 잠재변수화 했는데, 그 값은 주요인분

석의 베리멕스 회전으로 산출했다. 요인 분석 결

과에 따라서 독립변수 외부 네트워크 역량은 2
개 변수로 차원이 축소되었고, 매개변수 2종과 

종속변수는 모두 단일 변수로 축소되었다. 외부 

네트워크 역량의 요인1은 외부(他 기업, 대학 등)
와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을 진출과 외부와 협력

을 통한 기획(인적네트워크 활동, 시장, 특허 분

석 등)의 두 개 하위 설문으로 구성되었고, 요인2
는 나머지 4개 하위 설문에서 도출되었다.

통제변수는 선택적 편의와 관련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고려하고, 앞서 선행 연구 분석에서 설명

한 중소기업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규모 요인인 

매출액(2015년)과 종업원 수, 혁신 활동 요인인 

R&D 집중도(연구원 집중도) 그리고 성숙도 요

인인 업력(2016-설립년도)을 고려했다. 지원받은 

사업의 성격과 유관한 지원사업의 형태와 지원 

형태의 효율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했다. 지원 사

업의 형태는 상시 지원과 집중 지원으로 구분했

는데, 상시 지원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상시적으

로 특정 정보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서비스이

며, 집중 지원은 기업의 특정에 맞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집중 연계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집중 지원(51%)과 상시 지원

(49%)의 구분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서 유의미한 영향(t-test)이 나타나지 않아서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지원받은 공공 정보 서비

스의 효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멘토링 정보지

원 횟수를 고려했는데, 정보지원 횟수는 KISTI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해 정보 지원할 내․외부 

전문가와 수혜 제조 중소기업간 접촉한 이력의 

횟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가용

성과 정확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주요 통제 및 조절변수의 기술적 통계

량은 다음 <Table 4>와 같았다. <Table 4>에 따

르면 매출액과 종업원은 왜도와 첨도가 매우 높

아서 정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함수 

변환했으며, 변환된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매우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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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평균±표준편차

1 연구원 집중도 1 0.27±0.25

2 ln 종업원 -0.604** 1 3.55±1.27

3 ln 매출액
2015

-0.543** 0.889** 1 9.15±1.73

4 업력 -0.367** 0.531** 0.524** 1 17.97±9.81

5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

0.177* -0.103 -0.062 -0.186* 1 8.01±3.30

6
외부네트워킹 

요인1 0.029 -0.208* -0.175* -0.117 0.132 1 0.00±1.00

7 외부네트워킹 
요인2 -0.017 -0.029 -0.034 -0.009 -0.022 0.000 1 0.00±1.00

8 마케팅 0.087 -0.158 -0.142 -0.129 0.175* 0.654** 0.100 1 0.00±1.00

9 생산 -0.060 -0.198* -0.136 -0.096 0.073 0.676** 0.063 0.555** 1 0.00±1.00

10 제품경쟁력 -0.083 -0.081 -0.051 0.000 0.082 0.611** 0.133 0.647** 0.716** 1 0.00±1.00

*: p(유의수준, 양측)<0.05, **: p<0.01

<Table 5> Pearson correlation among variables

다음으로 독립, 종속, 매개, 조절, 통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Table 5>에 제시

되어 있는데, 먼저 통제변수 4개 사이에는 상관관

계가 매우 높은데, 특히 매출액과 종업원은 양의 

관계로 상관관계도 매우 높고(상관계수=0.889), 
다른 변수들과의 통계적 유의미성도 동일해서 

다중공선성까지 의심되었다. 그런데 종업원과 

관련된 연구원 집중도는 오히려 모든 통제변수

와 음의 관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는 

종업원은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대신 연구

원 집중도를 다른 두 가지 통제변수와 같이 검토

했다. 다음으로 조절변수 멘토링 지원 횟수를 보

면 통제, 매개,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일부 나

타나 조절효과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독립

변수 중에서 요인1은 많은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요인2는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대조를 이루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서 역시 매개효과 분석도 필요

함을 확인했다.

5. Research Results

5.1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집단이 

국내 R&D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연구결

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할 때 선택적 편의를 피하

거나 일반화의 한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Table 3>에서 두 설문

의 규모와 업력과 관련된 변수의 비교를 보면 

KISTI의 ASTI 기업은 보통의 R&D 중소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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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독립표본 검정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 유의확률

설립
연도

ASTI 2000.03±9.8

참조 
집단

R&D SME 2000.94±9.4 0.824 0.249

출연(연) 공동연구 경험기업 1999.13±10.8 0.718 0.921

정보지원 경험기업 2000.45±9.1 0.447 0.667

LN 
매출액

ASTI 9.00±1.9

참조 
집단

R&D SME 8.67±1.3 0.000 0.033

출연(연) 공동연구 경험기업 9.07±1.4 0.002 0.683

정보지원 경험기업 8.77±1.3 0.000 0.170

LN 
종업원

ASTI 3.70±1.2

참조 
집단

R&D SME 3.29±1.1 0.098 0.000

출연(연) 공동연구 경험기업 3.68±1.1 0.286 0.407

정보지원 경험기업 3.42±1.1 0.402 0.015

<Table 6> Independent sample t-test

다는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된다. 이런 분석

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술통계조사 설문 결과를 

다시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구분된 4가지 집단(ASTI 포함)에 대한 평균과 표

준편차 비교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중소

기업중앙회 설문에서 ‘R&D SME’는 설문대상 

전체 기업(3,300개)의 통계값이며, ‘출연(연) 공
동연구 경험 기업’ 집단은 설문 대상 중에서 최

근 1년간 출연(연)과 공동연구를 경험한 기업

(253개)의 통계값이고, ‘정보지원 경험기업’ 집단

은 설문 대상 중에서 최근 1년간 외부에서 기술

이나 시장 정보를 지원 받는 정책 지원을 경험한 

기업(325개)의 통계값이다. 그리고 <Table 4>에
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매출액과 종업원은 분포의 

정규성이 크게 벗어나 있어서 자연로그로 변환

한 값의 평균을 <Table 6>에서는 비교하고 ASTI
와 3개 참조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Table 6>에 따르면 설립연도는 ASTI 집단과 

다른 세 가지 참조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은 일부 참

조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는데, ASTI 설문 대상은 기술통계조사 설문 

대상 전체(R&D SME)와 비교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두 가지 참조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종업원 규모에서는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ASTI 설문 대상은 참조 집

단 중에서 출연(연) 공동연구 경험기업 집단과만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종합하면, ASTI 설문 집

단은 일반적인 R&D 중소기업 집단을 대표하기 

보다는 출연(연) 공동연구 경험 기업 집단을 대

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able 6>은 단지 업력과 규모만 비교한 

결과로 다른 관점은 비교되지 못한 한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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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합계R&D중심

기술협력집단

성숙단계

정체집단

성장단계

신생집단

잠재중견

기업집단

高경쟁기업

(기타)

대기업

수직협력

R&D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

999
(30.3%)

798
(24.2%)

706
(21.4%)

345
(10.5%)

318
(9.6%)

111
(3.4%)

3,300
(100%)

정보 지원 인프라 
활용 기업 

(ASTI 설문)

45
(30.2%)

3
(2.0%)

35
(23.5%)

13
(8.7%)

5
(3.4%)

48
(32.2%)

149
(100%)

<Table 7> Ratio Comparison by Clusters 
단위: 개

<Table 6>에서 비교한 3가지 변수가 정보지원 

효과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분석되었을 때 유의

미한 영향까지 없다면 이런 집단의 비교는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

는 군집분석을 활용해 분석대상 집단의 특징을 

추가로 분석했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Jun et 
al.(2017)는 계층별 군집 분석에서 도출된 군집 

수(6개)를 조건으로, 앞서 설명한 이단계 군집분

석을 수행했는데, 3개의 변수보다 훨씬 많은 89
개를 대상으로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나

누어 6개 군집을 도출했다.Jun et al.(2017)에 따

르면 군집의 순서는 군집의 크기 순서로 정했는

데, 각각의 군집명은 <Table 7>과 같다. 군집1은 

기업부설연구소 비중이 높고, 기술의 신규성이 

크며, 개발단계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R&D 중심 기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 기술협력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기

술협력 대안에서 다른 집단보다 非경험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서 R&D 개발 방법으로 기술협력

을 주로하고 하고 있는 집단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군집6으로 군집1보다 오히려 기술개발 추진방법

에서 공동연구 비중이 월등히 높고(83.29%), 기
술협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도 군집1

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 집단은 매출비중에서 대

기업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un et al.(2017)는 이런 결과를 군집6은 수

평적 기술협력보다는 대기업에 제품판매를 위한 

수직적 기술협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

했다. 따라서 이 집단은 대기업 수직(기술)협력

으로 명명했다(Jun et al., 2017) . 
본 연구에서는 <Table 7>에서 제시된 상위 15

개 변수를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수혜기업(ASTI)
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포함해

서 이단계 군집분석을 다시 진행했다. <Table 7>
에는 ASTI 집단과 기술통계조사 집단의 구성 비

율이 비교되어 있는데, 다수의 군집에서 두 개 

집단의 구성 비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군집2(성
숙단계 정체집단)과 군집6(대기업 수직협력) 집
단에서만 차이가 컸다. 주목할 것은 Jun et 
al.(2017)에서 중소기업 협력 유력 대상으로 제안

했던, 군집1과 군집3의 비중이 거의 같았고, 협
력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군집2의 비중은 낮은 

대신 전체 R&D 중소기업에서 비중이 낮았던 군

집6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KISTI가 지

원하는 집단은 <Table 3>에서도 확인 바와 상대

적으로 규모가 있는 집단이 많으며, 선행연구에

서 출연(연) 협력대상으로 제안된 군집들을 대상

으로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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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β p-value Adj R2 F-value 종속변수 매개조건

1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654** 0.000
0.430 56.834** 마케팅 역량

유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2 0.100 0.110 비유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676** 0.000
0.453 62.362** 생산 역량

유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2 0.063 0.303 비유의

2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611** 0.000

0.383 46.929** 제품 경쟁력
유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2 0.133* 0.042 유의

3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073 0.359

0.478 46.169** 제품 경쟁력

완전매개

외부 네트워킹 역량2 0.070 0.187 매개없음

마케팅 역량 0.487** 0.000 유의

생산 역량 0.325** 0.000 유의

*: p(유의수준, 양측)<0.05, **:p<0.01

<Table 8>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city(Marketing + Manufacturing)

<Table 7>에서 제시된 두 가지 설문 집단이 서

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

는데, 대응 t-test 결과에 따르면, 유의수준 0.05%
에서 두 개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없

었다(p=0.987). 비록 대응 표본이 6개로 상대적

으로 부족했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은 
군집2와 군집6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만 다른 군

집의 분포가 거의 같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6>과 <Table 7>의 결과를 종합하면, 규

모면에서는 본 연구가 활용한 공공 정보지원 인

프라 활용 제조 중소기업(ASTI 설문 집단)과 

R&D 중소기업(KBIZ 설문 집단)의 성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보다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

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Table 6>과 <Table 7>의 

결과를 통해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 제조 중

소기업은 이미 출연(연)과 협업이 가능한 집단을 

대표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 이어질 정보지원 인프라 효과 분

석 결과를 일반 R&D 중소기업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출연(연)과 기술협력하고 있는 제조 중

소기업집단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2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의 효과

5.2.1 기술사업화 역량의 복수 매개 효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 강화가 제품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기술사업화 역량(마케팅 

및 생산 역량)이 가지는 매개 효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통제 변수는 고려하지 않

고,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수

행했다. <Table 8>에는 복수 매개 효과 분석 결

과가 나타나 있는데, 2단계 보다 3단계의 설명력

이 높아졌고,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베타) 계
수도 낮아져서 외부 네트워킹 역량1 변수는 완

전(indirect-only)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 네트워킹 역량2 변수는 매개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외부 네트워킹 

역량1 변수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과 생산 역량

의 강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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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Z 값 P 값

외부 네트워킹 역량1 → 마케팅 역량 0.654 0.062

2.355 0.009
외부 네트워킹 역량1 → 생산 역량 0.676 0.061

마케팅 역량 → 제품 경쟁력 0.361 0.063

생산 역량 → 제품 경쟁력 0.515 0.063

<Table 9> Multiple mediating effects using Sobel test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품 경쟁력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 0.062 0.032 0.007

연구원 집중도 -0.330 -0.344 -0.342

LN 매출액 -0.004 -0.006 -0.008

업력 0.004 0.004 0.004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622** 0.620** 0.988**

멘토링 정보 지원 0.005 0.014

멘토링 정보 지원 ×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045*

R2 0.387 0.387 0.411

ΔR2 0.000 0.023

F 22.777** 18.116** 16.426**

*: p(유의수준, 양측)<0.05, **:p<0.01

<Table 10> Moderating effects of the number of information support activity (Mentoring)

트워크 역량 강화 효과는 언뜻 보면 제품 경쟁력

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2단계), 실
제는 기술사업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

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1과 3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과 관련한 마케팅과 생산 

역량의 복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가 <Table 9>에 제시되어 있는데, 통
계적으로도 사업화(마케팅 및 생산) 역량이 외부 

네트워킹 역량에서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복수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2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효과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의 효과성을 판단

하기 위한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효과 분

석을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
절변수)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 증가분(△R 제
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

과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상호작용항이 혁신

성과(제품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델의 설명력도 증가하여, 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2단
계에서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 자체는 설명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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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지 못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이 없었던 만큼 순수 조절 효과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0>의 조절 효과 분석은 앞

서 언급된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했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 변

수의 VIF가 각각 7.327과 7.201로 나타나서 별도

의 평균 중심화 처리는 하지 않았다.

5.2.3 복수 매개된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된 복수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

기 위해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토했다. <Table 8>
의 복수 매개효과 분석에 통제 변수와 조절 효과 

변수를 모두 고려한 결과가 <Table 11>에 제시

되어 있다.
<Table 11>에서 먼저 2단계의 결과를 보면, 독

립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종속변수 제품 경

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멘토링 지원 횟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효

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회귀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는데(조절효과의 회귀계수

가 음의 값), 이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

면 제품 경쟁력 제고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조
절 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영

향은 오히려 약화됨을 알 수 있다. 
<Table 11>에서 1과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복

수의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복수의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부호

는 양수로 동일하다. 또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미치는 영향 분석(1단계)에 따르면 조절변수 

멘토링 지원 횟수의 조절효과가 매개변수 생산 

역량에 대해서 역시 회귀계수가 음수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단

계적 입력 조건으로 수행된 3단계에서 보면 독

립변수와 조절효과는 종속변수 제품 경쟁력에 

유의미하지 않고 복수 매개변수만 양수의 회귀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완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독립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면 사업화 역량(마케팅

과 생산)이 높아져서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며, 
조절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지면 독립

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매개변수 생산 역량

에 미치는 역량이 작아진다. <Table 11> 에서 모

든 통제 변수는 1~3단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수

들의 정규성도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등분산성 

검토를 위한 표준화된 잔차와 예상된 잔차의 분

석 결과는 대부분 ±3에 위치에서 등분산성도 안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회귀식은 유의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Figure 2>에 제

시되어 있는데, <Figure 1>에서 제시된 연구모형

에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했다. 
<Figure 2>에서 보면, 외부 네트워킹 역량의 제

고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직접

적 기여하지는 않지만 마케팅과 생산 역량을 높

여 간접적으로 기여한다(완전 매개 효과). 또한 

이 과정에서 멘토링의 정보적 지원 횟수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가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매

개효과에 영향을 준다(순수 조절 효과). 그러나 

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는 마케팅 역량 제고와 제

품경쟁력에 별다른 조절 효과를 보이진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Figure 2>와 같이 외부 네트워킹 역량은 제품경

쟁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술사업화 역량에 의

해 복수 매개된 조절효과(멘토링 정보지원 횟수)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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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β p- value Adj R2 F-value 종속변수
매개/조절

조건

1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743** 0.000

0.415 18.258**  마케팅 
역량

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0.084 0.212 비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111 0.517 조절없음

연구원 집중도 0.053 0.492 비유의

LN 매출액 0.016 0.850 비유의

설립연도 -0.026 0.733 비유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1 1.064** 0.000

0.478 23.258**  생산 역량

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0.018 0.770 비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432** 0.009 순수조절

연구원 집중도 -0.120 0.103 비유의

LN 매출액 -0.075 0.354 비유의

업력 -0.028 0.696 비유의

2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987** 0.000

0.388 16.426** 제품경쟁력

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0.045 0.514 비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401* 0.023 순수조절

연구원 집중도 -0.085 0.283 비유의

LN 매출액 -0.013 0.877 비유의

업력 0.039 0.613 비유의

3단계
(입력)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162 0.475

0.597 22.636** 제품경쟁력

비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0.008 0.886 비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099 0.637 조절없음

연구원 집중도 -0.057 0.392 비유의

LN 매출액 0.008 0.917 비유의

업력 0.067 0.290 비유의

마케팅 역량 0.342 0.163 매개없음

멘토링 정보 지원 × 마케팅 역량 0.012 0.956 매개된 
조절없음

생산 역량 0.624** 0.009 완전매개

멘토링 정보 지원 × 생산 역량 -0.163 0.445
매개된 
조절없음

3단계
(위계 및 
단계)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248 0.131

0.602 56.260** 제품경쟁력

비유의

멘토링 정보 지원 ×
외부 네트워킹 역량1 -0.180 0.207 비유의

마케팅 역량 0.460** 0.000 완전매개

생산 역량 0.342** 0.000 완전매개

*: p(유의수준, 양측)<0.05, **:p<0.01

<Table 11> Meditated Moderating Effect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city and
the Number of Information Support Activities (Men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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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유의수준, 양측)<0.05, **:p<0.01

<Figure 2>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6. Discussion and Conclusion

6.1 토의 및 시사점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2017.7.25)’
을 살펴보면 저성장과 양극화를 불러온 대기업 

․제조업․수출 중심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분

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경제 ‘구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

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과제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프라 및 협력생태계를 구축하여 생

산성 중심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7). 국가는 과학기술분

야 출연(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

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출연(연)은 다양한 중소

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했는데(Jun et al., 2016), 
이들 사업에 대한 수요와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고,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연(연)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

라의 활용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미래에 나아갈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

구는 출연(연)의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집

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Table 6>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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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업력은 국내에서 R&D를 수행하는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 보면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

는 중소기업의 규모(매출액 또는 종업원)는 국내

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보

다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인프라

를 활용한 기업은 출연(연)과 기술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과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확장적 해석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KISTI가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

의 활용 집단이 이미 출연(연)과 협력이 적절한 

중소(중견)기업들 잘 구성되었다는 시사점도 도

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Table 7>에서 제시

된 설문대상별 군집 비교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데, 이미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 중소기

업은 선행연구(Jun et al., 2017)에서 출연(연)의 

핵심 고객은 물론 잠재적 고객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역량

이 우수한 기업 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는 KISTI의 서비스 활용 마케팅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적 

기능보다는(열위 기업 지원)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는 집단을 지원해서(의도적 선택적 편의)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으

로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출연(연)에 열

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성과도 잘 나타나

게 하라는 이중적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기 보다

는 공공성인지 투자 효율성인지 분명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

사점도 도출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가 

어떻게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같은 혁신 성

과에 기여하는지를 외부 네트워크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했다. <Figure 2>와 <Table 11>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로 제

고된 외부 네트워킹 역량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

는데 기여하는데, 이것은 마케팅과 생산 역량 제

고를 통해서 기여하는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가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데,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가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매개효과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복수 매개된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의 연구 결

과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가 어

떻게 제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확인했는

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병행되는 KISTI 

정보지원 인프라는 분석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또는 전문가)과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기관을 찾는 역량을 높임으로써 혁

신 성과 제고에 기여한다. <Table 8>과 <Table 
11>에 따르면 외부 네트워킹 역량은 직접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술사업화(마케팅

과 생산) 역량을 통해서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복수 완전 매개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Jung, 2015)와 다른 

결론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Jung(2015)은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에서 기업외부역량(외
부교류역량)은 제조역량에는 영향을 미치나, 마
케팅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한 바 있다. 본 연구가 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인 것은 출연(연)의 일반적 중소기업 지원 인프

라와 KISTI 정보지원 인프라가 가지는 온오프라

인 병행지원의 서비스의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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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앞서 Gäre & Melin (2011)이 강조했

던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정보 시스템 개발의 범

위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외부 지식

전문가들과의 연결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야만 

다각적인 측면 (기획, 인력, 지식 등)에서 역량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다. 따라서 혁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공

공기관들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서비스 인프라 기능을 정보시스템에 포함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공공 정보지원 (온라인) 인프라의 활용

이 효과적이라면 병행적인 오프라인 지원인 정

보 멘토링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멘토링과 같은 오프라인 병행 지원은 성

과 제고보다는 이상징후 감시에 적절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Figure 2>와 <Table 11>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는 매개 효

과를 조절하는데, 오히려 부(-)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분석 인프

라의 활용지원에서 후속 지원의 강화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개선이나 활용에 적

절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멘토링 정보 지

원을 권장하기 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정

보지원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킹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효과는 

특정 중소기업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형

태의 기업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는 기업

내부역량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Yoo & Yang, 
2009), 본 연구에서는 <Table 4>, <Table 5> 그리

고 <Table 1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비스의 

강도(상시 또는 집중)는 물론 중소기업의 내부역

량(규모, 연구원 집중도, 업력)까지 연구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심지어 다

양한 특징을 고려한 <Table 7>의 군집까지 무관

했다. 여기서 우리는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

가 가지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공유하는 수단’
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활용 능

력만 있다면 규모나 여러 가지 특징과 무관한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KISTI가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

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중에서 일부만 제품 경쟁

력에 기여했다. <Table 5>에서 보면 외부 네트워

킹 역량도 2가지 요인으로 축소되었는데, 다른 4
가지 요인은 제품경쟁력 제고에도 유의미한 영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KISTI가 

제공하는 정보지원이 생산, 마케팅, 제품 개발과 

관련한 정보지원보다는 신규시장이나 R&D 기
획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 횟수의 부정적 조절효과도 

생산 역량에만 한정되어 나타났다. 그 만큼 

KISTI 서비스는 생산 역량의 매개효과도 제한적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보지원 인프라 개

발 방안 기획에서는 현재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외부 인프라를 연계해서 다른 영역의 외부역량

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6.2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출연(연)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공

하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

업의 특징과 인프라가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출연(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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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가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

조 중소기업은 국내 일반 R&D 중소기업에 비해

서 규모에서는 우월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군집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
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군집에는 대기업과 

거래가 많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보인프라를 지원 받는 기

업은 출연(연)과 협업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

들로 잘 구성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ISTI의 정보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 수 있지만, 출연연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정

보지원보다는 정보 활용의 비대칭성 해소라는 

공공적 기여에 대한 출연연 역할에 대해서 외부

적 도전이 가능함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에서 

외부 네트워킹 역량의 제고는 제품 경쟁력을 높

이는데 기여하는데, 직접적 기여보다는 마케팅 

역량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기여하는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 활용과 관련된 멘토링의 정보지원 횟수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가 제품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매개된 조절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출연(연)의 정보지

원 인프라 기획과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인 요인들을 찾아 관련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출연(연)이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의 주요 

고객이 이미 성과지향적인 집단으로 잘 구성되

었음을 실증했고, 관련 정부 정책이 공공성과 투

자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

함을 주장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정보지원 인

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군집을 비교 분석해서 대

기업 관련 중소기업도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

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특징적 집단임을 밝혔고,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가 가지는 ‘다양한 목

적을 위해 공유하는 수단’의 특징도 밝혀서 정책

적으로도 기여했다. 실무적으로는 정보지원 인

프라 활용을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주

는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인프

라 기획과 운영에서 집중 해야할 변수를 제시했

고,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가 기여하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 영역을 규명해서 출연(연)의 

정보지원 인프라 구축의 성과 측정이라는 측면

에서 기여했다. 나아가 실험집단에 대한 선택적 

편의 검토에 대해서 기존의 규모나 역량 중심의 

소수 변수에 대한 검토는 물론 대량의 변수를 종

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군집분석을 병행함으

로써 학문적으로도 기여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출연(연)의 정책적, 

행정적 또는 혁신론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인 역

할이나 주요변수에 대한 고찰이 일부 부족하고, 
실증 중심 또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했다

는 점이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 차원에서는 선택

적 편의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ASTI 설문의 분

석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여 군집간 크기

의 균형을 맞추어 분석 대상의 성향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출

연(연)과 관련한 정책적 역할에 대한 연계 연구

가 필요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 평가와 일반화를 

위해서 성향 점수 맞추기(propensity score matching)
나 Heckman의 선택 모형 분석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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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Manufacturing SMEs that Utilize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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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s) are already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d when compared to large companies with more abundant resources. Manufacturing SMEs not 
only need a lot of information needed for new product develop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survival, 
but also seek network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sources, but they are faced with limitations due 
to their size limitations. In a new era in which connectivity increases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SMEs are increasingly urged to find information and solve networking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plays an important role and 
duty to 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of S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SMEs that utilize the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provided by 
SMEs to enhance the innovation capacity of SMEs, and how they contribute to corporate performance.

We argue that we need an infrastructure for providing information support to SMEs as part of this 
effort to strengthen of the role of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s; in this study, we specifically identify 
the target of such a policy and furthermore empirically demonstrate the effects of such policy-based efforts. 
Our goal is to help establish the strategies for building the information supporting infrastructure.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classified the characteristics of SMEs that have been found to utilize the information 
supporting infrastructure provided by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s. This allows us to verify whether 
selection bias appears in the analyzed group, which helps us clarify the interpretative limits of our study 
results. Next, we performed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 analysis for multiple variables to analyz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use of information supporting infrastructure led to an improvement in external 
networking capabilities and resulted in enhancing product competitiveness. This analysis helps identify the 
key factors we should focus on when offering indirect support to SMEs through the information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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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which in turn helps us more efficiently manage research related to SME supporting policies 
implemented by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First, SMEs that used the information supporting 
infrastructur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ize in comparison to domestic R&D SM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luster analysis that considered various 
variabl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firmed that SMEs that use the information supporting 
infrastructure are superior in size, and had a relatively higher distribution of companies that transact to a 
greater degree with large companies, when compared to the SMEs composing the general group of SMEs. 
Also, we found that companies that already receive support from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have a high 
concentration of companies that need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 Secondly, among 
the SMEs that use the information supporting infrastructure, we found that increasing external networking 
capabilities contributed to enhancing product competitiveness, and while this was no the effect of direct 
assistance, we also found that indirect contributions were made by increasing the open marketing 
capabilities: in other words, this was the result of an indirect-only mediator effect. Also, the number of 
times the company received additional support in this process through mentoring related to information 
utilization was found to have a mediated moderator effect on improving external networking capabilities 
and in turn strengthening product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everal insights that will help establish policies. KISTI's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m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marketing is already well underway, but it 
intentionally supports groups that enable to achieve good performance. As a resul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clear priorities whether to support the companies in the underdevelopment or to aid better 
performance. Through our research, we have identified how publ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ntributes to 
product competitiveness. Here, we can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should have the capability to enhance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or to find the expert that 
provides required information. Second, if the utilization of public information support (online) infrastructure 
is effective, it is not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vide informational mentoring, which is a parallel offline 
support. Rather, offline support such as mentoring should be used as an appropriate device for abnormal 
symptom monitoring. Third, it is required that SMEs should improve their ability to utilize, because the 
effect of enhancing networking capacity through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product competitiveness through such infrastructure appears in most types of companies rather than in 
specific SMEs.

Key Words :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iscriminant group characteristics, Multiple mediated 
mode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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