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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국 80여 소기업 리자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 어 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안을 분석하 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 임 ’ ‘ 기업과의

임 격차’로 나타났다. 임 지원정책과 련,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

원에 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 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극 지원하여 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 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 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 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 다. 셋째, 기업과

소기업 력사업 시, “상호 정이익 명시제”이다.

주제어 : 일자리 정책, 소기업, 인력, 기술, 정부 지원

Abstract  This paper understan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with the lenses of ‘labors’ and 

‘technology’ and analyzes possible alternatives for creating jobs in Korea. Interviews with eighty CEOs, directors, 

managers are conducted during the summer in 2017. In terms of ‘labors,’ critical issues were ‘low income’ and 

‘income gap from conglomerates.’ When it comes to ‘technology,’ support for R&D was critically presented.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ies for creating jobs: 1) National Management for Good Technicians, 2) Technical Bidding 

System, and 3) Mutual benefit disclosure System. Implications for the employment policy ar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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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부터 가을에 걸쳐 국

약 80여 소기업 사장, 기업부설연구소장, 기업기술책임

자(CTO) 등 리직 임원을 상으로 소기업 “일자리”

문제와 련하여 인터뷰1)한 결과를 스토리 개(Story

telling) 형식으로 분석한다. 정부 혹은 공공기 의 출

된 기 보고서와 첩되는 부문도 있는 반면, 새롭게 국가

정책 으로 ‘형성(developing)’할 수있는 부분도 담고 있

다. 어떤 제안은 주목을 끌 만하고, 그 정책 구 가능

성을 고려해 직하다.

필자는 ‘일자리 정책(고용 정책)’은 황(통계) 숫자에

기반을 두어 세울 수 없음을 주장한다. 통계 숫자는 큰

상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참고할 만하나, 어도 ‘일자

리 정책’과 같이 매우 복잡한 이슈들이 얽 있는 정책2)

의 경우, 정책이 구 되는 “ 장”의 맥락에 한 ‘ 상학

(現象學, phenomenology) ’ 이해가 요하다고 생각한

다[14].3) 물론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고, 기업들의 노력과 희생도 필요하다.

본 의 논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할 수 있

는 “정책형성”의가능성 탐구에두고있다. 이가능성 탐

구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한 많은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

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다른 정책을 시

도해보자는 근이 아니다. 본 연구의 근은 ‘원 ’에서

기업 장의 ‘느낌’과 ‘생각’을 꺼내어 보고 복 으로

(redundancy) 강조할 정부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 ALMP(Active Labour Market Policy)와

같은 이론 논의[1,8,13]는 되도록 배제하고, 장( 소

기업 경 자들)의 “말”을 그 로 옮기면서 본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을 끌어내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질 인 구조를 탐구하기 해, 인터뷰 분

석 이해 과정에서 Edmund Husserl이 강조한 본질직

(Wesensschau)의 방법을 견지하고자 노력하 다. 유

1) 40여개 기업은 장 방문을 통한 면 인터뷰를 수행하 고,

40여개 기업은 화통화 인터뷰방식을 취하 다. 모든 인터

뷰는 녹음되어 스크립트(Script)로 작성되었다.

2) 일자리 정책은과학기술, 산업, 고용, 복지, 규제 정책등이 맞

물려 있다.

3) 상학 탐구는 i) 인터뷰등을 통해연구 참여자(피연구자)

의 체험을 채집하는 연구자료수집과정, ii) 이처럼수집된연

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iii) 이러한 연구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

의해야 할 은 인터뷰에서 나오는 내용이 모두 정책

시사 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이다. 즉, 일부 인터뷰

에서는 장의 하소연을 한 푸념의 성격을 지닌 문제

제안도 없지 않았다.4)

일자리 정책혹은 고용 망에 한 최근의 선행연구

(보고서)들은[4,9,11,12,15] 체로 최신 정책 흐름에

을 맞추거나 설문 심의 분석으로, 장으로부터의

정책 시사 도출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는 단한다.5) 본 연구의 장 맥락 심의 진행 배

경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돕는 입장에서 소기업의 일

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술’과 ‘인력’ 부

문에 심을 갖는다. 그이유로 첫째, 후술하 듯, 인터뷰

결과를내용분석(content analysis)6)하여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도출한 결과, 분류 단계별 최상 범주로 기술

과 인력이 도출되었다. 둘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함께 기술은 요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 된다.

사 인터뷰에서도 다수의 소기업 사장, 기업부설연구

소장, 기업기술책임자(CTO) 등이 기술과 인력의 정부지

원의 요성을 역설하 고, 실제 인터뷰 내용도 이 부문

에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궁극 으로 논의를 통해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

가 리”제도, “기술입찰제”, “상호 정이익 명시제”이

다. 각 정책 제언에 한 구체성이 약한 것은 연구의 한

계이면서, “정책 수립”으로 이끌려질 만한 내용을 조사하

고 탐색 차원에서 제시하 다는 을 본 연구의 기여

로 삼고자 한다. 일자리 정책에 한 많은 논의가진행되

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가 체 일부분에 한 논의발

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리 정책과 기업

2.1 리 정책

4)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은 주 성과 객 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주 성이 있다는 것은 연구자의 단이 개입된

다는 것이고, 객 성이 있다는 것은 체 인터뷰 스크립트에

한분석은상향식으로 “분리(category)”화된다는 에있다.

5) 외로,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보고서(일자리 정

책의새로운모색-고용크 디트거래제도의 구상)는 구체

인 방안을 담고 있다[10].

6) 내용분석의 차는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하 범부 구성

->상 범주 구성->논리화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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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가 Jonathan Franzen의 소설 「Purity」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로 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

앗으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유토피아가 올것이라는 이

야기다. 그 논리는 이 다. 기술 발 으로 생산성이 높아

질수록 자본가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비자들 주머니는 비게 된다. 그러

면 자본가들은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게 된다. 꾸 히

돈을 벌기 해서는 백수들에게 돈을뿌려서라도 물건을

사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조업 일자리가 마르면 되

부의 분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다. 논리의 정확성은

차치하고, 기술의 발 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고스란

히 보여 다.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근으로 가능하다. 이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채용 확 와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시 상황인 ‘고용 없는 성

장’에서는 스타업(창업) 지원 정책이 요하다는 것은 학

계 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다. 한 인터뷰 상자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산업의 특징이며, 주로 설비산업

에서의 붕어빵을 찍어내는 듯한 량 양산 체제에서

나타난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다고 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자(기존 기업들의 채용 확 )에 보다

심을 두고 인터뷰 분석을 진행하 다. 스타트업 지원

이 요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을 살리는 데에

국가 정책이 소홀하다는 인터뷰를 마친 후의 필자의 통

찰 때문이다.

“스타트업 기업에 한 투자도 요하지만기존의 7년 이

상 된 살아있으나 자 , 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한 실질 이고 다각 인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장기 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기까지 오랜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유지되기 어렵다. 유지되는것

은 기 투자를 받는 소수의 기업뿐이다. 이들 소수 기업

은투자 의 80% 이상을인건비로지출할 것이며, 기술개

발은 정부지원 으로 조달한다. 이마 도 IT분야에 집

된다. 제조업은 투자받을 곳이 거의 없다. 일자리창출-유

지가 어려운 이유로 생각됩니다.”

Shane[16]은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은 의도했던 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산업

기업의 질 구조의 향상에 집 해야 한다고 지 한다.

창업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내지 않는 것에는 의

구심이 있지만, 일자리 정책이 산업 기업의 질 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에 본 연구자는 동의한다.

2.2 기업 리 

소기업의 산업에서의 요성은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 수 구성비로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규모에 걸

맞은 정부의 지원책 규모도 지 않다. 2017년 기 으로

소기업 육성사업7)은 16.6조원(융자 8.5조원)으로 18개

앙부처 288개 사업의 형태로 14.3조원(융자 7.3조원),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으로 2.3조원(융자 1.2조원)이

사용되고 있다. 분야별 소기업 지원사업은 융이 146

개 사업 9.4조원(56.6%), 기술이 295개 사업 2.9조원

(17.3%), 인력이 84개 사업 1.5조원(9.1%) 순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4차산업 시 에 긴요한 신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과 소기

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본

연구가 기업을 포한한 체 기업을 상으로 하지 않

고, 소기업에 집 하는 것은 다음의 사 인터뷰 내용

에 기인하기도 한다.

“생각해보세요. 기업의 규모 모집은 에 잘 띄고 많

아 보이죠. 허나 소기업을 육성하여 국의 모든 소

기업이 한 명씩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으면 체 으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 기업 주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소기업이 신성장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일자리

증가는 기업보다 효과가 반드시 클 것입니다.

소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 주십시오. 일

자리 정책의 해답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기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은 커진데 반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온 까닭이다[7]. 경제성장에 따

른 고용창출 능력을 악할 수 있는 가장 표 인 수치

7) 소기업 육성사업 : 소기업 지원이 주목 이거나, 소기

업 지원비 이 30% 이상인 사업 (부처 사업설명자료 지

자체 세출 산서 참고, 본 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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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가 있다.8) 우리나라 취업계

수는 1990년 56.4, 2000년 36.6에 이어 최근인 2017년에는

17.2로 지속 으로 낮아지고 있고, 고용탄성치의 경우

1990년 0.33에서 2000년 0.50으로 다소 높아졌고, 2014년

0.70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낮아져 2017년에는 0.39을

나타내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흡수력은 지속 으로 낮

아지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7

Coefficient of
employment

18.1 17.8 17.5 17.2

Elasticity of
employment

0.707 0.388 0.302 0.390

Source: Bank of Korea and Minister of Labor

Table 1. Employment Data

“ 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기술 심의 기업

들에게 국처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인 지원

법안개편( . 소기업에 직 투자 시 격 인 세 감

면, 기술 심 기업의 융권 출심사시 재무 인

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가능성, 시장잠재력 등 핵심 인

평가9)[ 재 기보나 진공도 매출액 비 미미한 일정

액만 여러 기업에 나 어 주는 구조다 보니 실질 으로

자 수 이 원할치 않다])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기업  ‘ 력’과 ‘기술’에 

대한 터뷰 결과

본연구는 기존 기업들의 채용 확 에 심을 두되,

소기업에 을 맞춘다. 인터뷰를 국 약 80명의 소

8)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란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실질 GDP로 나 수치로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 필요한 취업자수로 나타내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란 취업자증가율을 실질 GDP 증

가율로 나 어 산출한 수치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

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화의 정도

를 악할 수 있다.

9) 소기업의 융 출 심사 시, 재무심사 기술평가가 이루

어지는데, 일부 소기업 연구소장들은 실질 으로 출의

안정화 문제로 기술평가보다는 재무심사에 보이지 않는 무

게가 더 실려 있다는 을 지 하 다.

기업 사장, 기업부설연구소장, 기업기술책임자(CTO) 등

리직 임원을 상으로 진행하 다. 서론에서 내용분석

의 차를 설명한 바 있다. 분석은다음의과정을거쳤다.

첫째 인터뷰 녹음을 스크립트로 정리하 다. 둘째 정리

된 스크립트에서 주요 내용을 그룹화(category)하 다.

이 작업은 2명의 연구보조자가 동시에 작업하여 상호 검

증을 거쳤다. 즉, 세 연구자가각자의 그룹화 안을가지

고 비교검토를 통하여 무엇이 가장주요 화두(최상 범

주)로제시되는지 토론하고 수정하여 확정한 후, 이 화두

에 맞는 주요 정책 제언을분류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인

터뷰에 따른 정성 내용을 타당화하는 방법이다. 셋째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필요 정책에 하여 논

의하고, 정책 문가로부터 사후검토 자문을 청하 다.

이 자문을 통해 정책 제언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수정하

여 제시하 다. 국 80여 개 기업의인터뷰 상자의 주

요 특성은Table 2와 같다. 업종은 바이오, 기/ 자, 태

양 , 자동차부품, IT, 무선통신, 산업기계, 섬유, 화학 등

다양하다.

Everage Features

sales 15.7 billion

Number of years of company 15 yrs

employees 58 people

R&D researchers 10 people

R&D investment per sales 4 %

Table 2. Who are interviewees

약 5개월여에 걸친 국 80여개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

해 내린 결론은 일자리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는 모든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

책 문가들도 주장해 왔던 부문이다. 신규 고용은 기업

의 고용창출 필요성에서 나오는데, 이 필요성은 기업의

신역량, 즉 경쟁력에서 나온다. 한 소기업 기술책임

자의 말을 옮긴다.

“ 소기업은 기업 비하여 자 여력이 많지 않고 기

술경쟁력 한낮지만 신기술개발사업 개 등 새로운 도

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정말 성장을 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한 지원책이

확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 어 장 이해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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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자리 창출 안을 분석한다. 이 인력과 기술 두 부

문은 인터뷰 체 스크립트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도출된, 분류 단계별

최상 범주다.

“ 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려면양질의 소

기업이 많아져야할 텐데 실은 소기업들이 계속 어려

워지니 생각 로 안 되는 것이겠지요. 소기업으로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아이템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생산인력

리인력에 한 일자리가 생겼으며 수출을 비하고

있는 시 에서 해외 문인력에 한 일자리까지 생길

정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근원을 인지하기 해, 기업에서 말하

는 일자리의 원천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매출”

이다. 구나 다 아는 원론임에도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

는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들이 다시 상기해야 할 내용

이다. 소기업 임원들은 ‘인력’과 ‘기술’의 어떤 부분을

통해 매출을 올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지 구체 으로 분석해 보았다.

3.1 ‘ 력’ 련 리 창출방안 논

가. 력 문제  논

인력 혹은 인재 논의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 임 ’

‘ 기업과의 임 격차’ 다. 소기업 평균임 이

기업 평균임 의 약 62% 수 으로 보고되고 있다[7]. 임

격차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국회 사회경제정책 노동

분야 포럼10)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 원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조업의 반 정도가 원·하청 계에 포섭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통계는 없다. 서비스업도 체인 , 리 ,

탁가맹 등 다양한 형태로 원·하청 계에 있다. 그래

서 실제로 원청은 돈 버는데 하청은 돈 못 벌고 있다. 삼

성도 2차 력업체는 최 임 을 지 하는 업체가 수도

없이 많다. 기업은 이러한 원·하청 계를 이용해서 이

익을 극 화하고 있다. 주식시장 논리 자체가 반기별, 분

기별로 이익을 내게 되어 있고, 기업 주주들도 요구하

고 있기 때문에 쥐어짠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

서 고용에 나타나고 있다[3].”

10) 2017. 1. 24(화)

소, 견기업의 경우, 기업과의 임 격차 복지

격차 등의 이유로 지속 이고 한 인력의 충원이 쉽

지 않은 상황이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

은 정책성 공제사업이 진행되는 배경이다. 최근 정부에

서는 ‘ 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 소기업이 청년 3

명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한 명분임 을 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내일채

움공제’를 매칭할 정이다[2].

정부에서 소기업에게 일자리 장려 지원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인재들은 안정 인 직장 즉

공무원, 공기업, 기업 같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하며

소기업에 일하기를 꺼려하는 ‘ 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에서는 인력 수 이 어렵

습니다. 소기업은 직원들에 한 여, 복지가 미흡하

고, 미래에 한 비 제시가 불투명하기에 일자리는 있

으나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니다. 소기업이 기업과

비교하여 각자가 강 을 찾아내고 그것을 직원들에 한

비 으로 제시해야 일자리 창출과원활한 인력 수 이 가

능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인터뷰 상자들은 신규인력 채용 시 단기

인 임 지원 정책은 정책 실효성이 지속 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기업이 수행한 업무에 한 정

한 개발 비용을 지불하거나, 단순히 연구개발기간동안의

인건비 지원이 아닌 연구 후 몇 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장에서는 바라고 있다.

“단기 인 인력에 한 임 지원보다는 기업 혹은 공

공기 등 소기업이 수행한 업무에 한 정한 개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소기업의 자생력과 일자리 창출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원책에 한 장의 목소리는

하다고 사료된다. 한시 지원책(임 보 )보다

기업 소 력 환경개선을 한 법 제도화를 하거나,

공정거래 상생 방법을 모색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겐 인력 유지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인터뷰를 통하여 밝 낼 수 있었다. 소기업 임

원 , 한 인터뷰 상자의 설명은 함축 이다.

“정부과제로 개발하면서 인력을 채용하지만 1년 과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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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후 인력유지가 매우힘들다. 왜냐하면, 이미 몇년간 채

무 체가 있는데다 실 으로 1차 시제품이 곧 상품화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기 창업자가

착각한다. 왜냐하면, 기술/제품개선 는 추가 기술개발

에 3차-7차 시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기간이 1-2년 이상

추가되고 상품화되는 것이 일반 인데, 스타트업은 개발

자 과 인건비 유지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제조업

이냐 IT분야에 따라 다르고, 내구성이 요한 기계 제

품이냐, 아이디어 제품이냐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상품화

기간과 비용은 차이가 많을 것이다. 이를 한 진공 기

업 출제도가 있지만, 경험상으로는 기업과 개인 신용이

이미 험 가능수 이고 형 생산 계약서등 바로매

출가능한 단계 수 의 조건이 아니면 출 받을 수 없다.

성공과제라도 추가 개발자 용도는 출 상이 아니다.

스타트업에겐 인건비 4 보험도소기업에겐 상황에따라

큰압박이다. 이 게 정부과제 종료 후 보완-추가개발-상

품화를 못하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어 ( 기)기술이 사

장되고 정부과제로 겨우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된다. 물론,

이를 악용하거나 상품성이 없어 포기하거나 상품화 의지

가 없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기업의 상품개발에서 시장 진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인력 지원은 단기 이어서

반에는 힘이 되지만, 지속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 소기업 임원 리자들은 소기업

의 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소기업의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일할 맛 나는회사가 되어야 직원들이 만족

하고다닐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즉, 소기업근무

여건, 의욕, 복지, 의식 등이 요한 변화 포인트라고 지

한다. 임 (연 )도 요하지만 일에 한 성취도, 만

족도,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근무 환경의 요성이 두

되어 이에 한 논의를 간략히 한다.

인터뷰 결과, 높은 임 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선호

하는 사람들은 지 않다는 경험이 분석된다.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생산라인, 개발자를 늘렸습니다.

그 지만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임 을 주어도 오래 근무하

려 하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큰 회사로 가려고 하지요.”

소기업이더라도 근무 환경 문화의 요성은 이

정희 소기업학회장의 의견에서도 나타난다.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먼 소기업 CEO들이 변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기

업만큼 임 을 올려 수는 없지만 직원들을 한 식구로

하고 직원들과의 신뢰 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직원들의 복지를 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비

록 임 은 기업보다 낮지만 마음은 편하고 스트 스는

낮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직원들의 회사에 한

신뢰와 애사심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조 씩 생산

성이 향상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

력은 결국 기업의 경 성과가 높아지면서 임 상승으로

이어져 · 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게 일하고싶은 소기업이 성과도 좋은 사례가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 터

이 될 때 비로소 소기업 심의 경제구조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7].”

실제인터뷰 상자 , 한 임원은 한 임 보 과

함께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직원의 성과를 보고 있

다고 말하고 있다.

“당사의 경우 석사출신의 7년차 엔지니어가 3,500만원이

라는 박 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표를 3번 받은 상태입니

다. 연구소장으로 부임한 후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자 을

받아서 시행한 일 하나가 신규직원 채용이며 신입사원

연 을 3,600만원으로책정한 결과 회사의 격렬한 반 를

무릅쓰고 채용한 직원이 우수한 성과를보이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기존의 박 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있는직원들

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 독립할 정입니다.”

나. 리 창출 방안 제언 

본 연구에서 소기업 ‘인력’의 문제는 “임 ”과 “근무

환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인터뷰 결과

를 숙의(discourse)한 본 연구진의 방안을 제안한다. 일

명 “ 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리”제도이다. 우수

기술자들이 기업 공공기 으로 향하는 이유는 더

나은 “임 ”과 “근무환경” 때문이다. 소기업에 소속된

우수 기술자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가 ‘추가

으로’ 리하여 “임 ”과 “근무 환경”을 일정 수 보

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배규식 한국노동

연구원 선임연구 원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자제와 연 로 임 격차 축소와 압착(Wage compression,

임 격차의 폭 축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에

서 이것은 기업등 1차 노동시장의 항으로 쉽지는 않

을 것으로 망하기도 하 다[3. 과학자 등록을 통해 여

러 우수 과학자에 한 혜택이 있듯이, 소기업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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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학기술자에 한 국가 차원의 pin-point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수기술자의 정

의 범 에 한 정책 사회 합의가 필요하겠다.

추가 인 연구자 질의에 하여 장에서는 구체 으로

가 우수기술자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구체 인 언 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우수기술자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수기술자를 소기업에서 선정해

도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

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우수기술자’ 리에 한 필요성

을 뒷받침하는 의견들을 일부 제시한다.

“ 소기업 기술개발의 핵심은 박 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를 생각하는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에게 있으며 회사에 돈

을 줘 야 인성이 부족한 경 진만 배를 불립니다. 따라

서실제업무를 진행하고 성과를내는 직원들에게 국가가

직 가를 지불한다면 이공계 해외 이탈 등의 헛짓거리

가 없을 것입니다.”

“ 기업과 소기업의 궁극 인 차이는 입 과 기업의

혜택이 소기업보다 월등한데 비롯된다. 그에 한 기

업이 리지 못하는 소기업 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차별화된 혜택을부여해야지만일자리 창출 고용 정책

이 원활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우수기술자를 국가 으로

선별하는 방안으로 여러 지표를 활용한 기 심사제도를

제안한다. 지표는 를 들어, 소기업내 기술 상업화

기여 수, 동종 기술 분야 문가 평가(peer review),

력업체 기술자 평가 수, 개인 기술자의 향후 기술개발

계획 수 등이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복잡한 사안에

한 국가 공론화( , 원자력 정책 등)가 진행되듯이,

이 심사지표에는 여러 문가가 참여하여 지표 수 지

표 별 가 치를 논의할 수 있다.

그 외, 몇 가지 추가 제언을 한다. 소기업 장에서

는 인재 육성과 련된 지원 강화를 많이 제기하고 있었

다. 를 들어, 국가 R&D 과제 , 창의 이고 도 인

과제 지원을 통하여 우수 인력을 보강 한다던지, 신규 직

원 입사교육에 한 지원제도 신설, 소기업- 학 연계

의 인턴제도강화 해외연수 등이 주요어젠다로 제시

되었다. 물론, 기업에 한인력교육 지원 정책이 없는 것

은 아니다. 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일학

습 병행제’를 통해 기업들은 산업 장의 실무형 인재육

성을 해채용한 인력을 심으로NCS(국가직무능력표

)기반의체계 교육훈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상자 다수는 이 제도가 장과 교육의 차이는

여주는효과는있지만 실효성이크지 않다는 지 이다.

이러한 제도 외에, 소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기업만의 ‘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정부 지

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문이라 사료된다.

“ 소기업에서는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바로 활용이 가능

한 인재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문제

에기반을 둔다고 니다. 인건비지원, 일부세제 혜택등

의 부수 인 지원 외에 보다 창의 이고 도 인 과제

지원을통해좋은 인력을채용하거나 신규 인원의역량을

향상시킬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단합니다.”

“ 부분의 신규인력은 기업에서 바로 업에 투입할 수

없는 수 으로재교육이 필요한데이 기간 동안에기업은

투자로 인식하므로 이 비용을 기업에 지원한다면 고용에

한 부담이 히 낮아져 고용창출로 다른 지원정책을

만드는 수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소기업의 인력 인 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인턴제도 도입 그에 따른 정

부 지원(입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해외 연수도

소기업의 직원들을 우선 으로 지원하여 소기업을

다닐 때 기업과 차별화된 혜택을 지원해야지만 일자리

창출 소기업의 인력고용이 늘어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소기업에 한 보험제도 지원을 제언한

다. 4 보험에 한기업의부담 비율을 기업 매출, 업

이익 등의 규모에 따라 차등 반 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소기업들의 인력 채용시, 4 보험 부담률

과 같은 추가 비용 발생을 여주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보험을 용하지 않는 세 사

업장에게 사회보험을 지원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행정

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11)

3.2 ‘기술’ 련 리 창출방안 논

11) 참고로 두루 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190만

원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

민연 )를 최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

험 가입을 확 하려는 “보편 ” 서비스로, 차등화된 서비스

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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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 문제  논

소기업의 ‘기술’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좋은 기술 개발(R&D)을 통해 좋은 상품이 나오고, 시장

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때문이다. 신규 시장을 창출

할 수있는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극지원하

여 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 해 보는 것이 가장

원론 인 고용증 방안임은 틀림없다. 80여개의 소기

업 부분의 리자들도 기업들이 새로운서비스와 아이

템을 개발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있도록 투자기업에

한 세제혜택, R&D지원, 투자환경조성 등의 인 라 지

원을 더 확장하는 것이 정책에 보다 투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 다.

본연구는 기술개발 즉, R&D지원에 을 맞추어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터뷰 결과, 흥미로운 은 많은

수의 인터뷰 응답자들이 정부정책이 융합 4차 산업에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었다. 기존 산업기

술에 한 깊이 있는 연구와 개발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장에서는 생각하고, 실제 고용 창출은 이러한 기존 산

업기술을 보유한 소기업에서 많이 창출되고있다는 주

장이다. 소기업에 한 R&D지원의필요성과 요성은

다음의 두 인터뷰 응답자 발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 소기업은 생계유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기반으로

남는여력이있을 시에 R&D에 투자를한다. 따라서 R&D

에 한 투자는 항상 재원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정부 과

제 연구를 한 신규인력의 고용은 과제 기간 동안은 과

제를 통해 기술을 축 하고 과제 후 축 된 기술을 기반

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에서 한 과제 기간 동

안 회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분 기 구

성원들에게 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에서, 바로

고용하여 업무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효과 인 고용이 될 수 있다.”

“ 소기업들(특히 제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모

멘트를 만들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매우 요합니

다. 기업 주로 행해지던 과학기술 정책을 소기업으

로 패러다임 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어도 성장 동력을 자본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소기업들은 자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같이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과학

기술 정책을 소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정책 지원을

한다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니다.”

우리나라의 GDP 비 R&D 투자비용은 국가 체

으로는 4.55%, 정부 부문만 보면 0.55%로(2017년 기 )

R&D 지원 수 은 OECD 국가 에서도 최상 권에 속

한다12). 그럼에도 소기업의 R&D 개발에 한 도 과

정부의 지원에 한 갈증은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단된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때, 그 동기는 무엇인지

에 한 간략한 필자의 설문에 소기업 임원 리자

들은 ‘시장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이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 R&D 과제 진행을 통한 기술

개발’이 요한 동기임을 알 수 있다(Table 3 참조). 그

외, 소기업은 략 미래 망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

거나, 창업주의 기반 기술을 지속 으로 개발하기도 하

고 임원 들의 기술 회의를 통하여 기술 개발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소기업 용

R&D 지원을 2배로 늘려 4차 산업 명 분야 투자를 확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수

출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2].

Table 3. Motiva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ource: the author’s own survey (2017.9)

“기반기술에 근거한강소 소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한 일

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해서는 R&D 사업

화를 한 지원 로그램의 폭 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로그램에 한 공정한 지원 평가 시

스템을 통하여 소기업지원과제가 소기업의 역량 향

상, 산학연 동연구 증진,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기업의 R&D과제 진행은 인력과 기술 부담이 동

시에 있는 기업에게 특히 효과 인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난다. 한 소기업 기술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12) 출처: index.go.kr / GDP 비연구개발투자 수 을 다른 나

라들과 비교해 보면, 2016년 기 한국 4.2%, 일본 3.1%, 독

일 2.9%, 미국 2.7% 등으로한국이 OECD 주요국가들가운

데 가장 높은 수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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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비콘 과제 수행을 해 신규 고용한 인력이 과

제 수행을 통해 비콘에 한 고 지식 기술을 습득하

고 과제 종료 후 과제와 같은 서비스 모델은 아니더라

도블루투스 비콘에 기반한유 로젝트를 수행한 사례

가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제 종료 후에도 인건비 등

을 충당할 수 있었으며 신규 채용 인력이 안정 으로 회

사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터뷰 결과, 장에서는 IT산업 분야의 정부유

기 추진 사업 불필요한외주를 이고, SI사업

주에서 소 트웨어/하드웨어제조사에 한 지원이 실

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 정부에서 자동화 설비를

ICT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 노후설비를 최신설비로 체

할 때세제혜택을주고 신규설비당 설비가동인력을 채

용하거나 기존 노후인력의 재교육시 혜택을늘려 공장의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취하는 정책을 주문하기도 하 다.

해외에 의존하는 제품에 한 지원 강화가 일자리 창출

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여러 수출입 업체도 있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를 를 들자면, 연구 소모품이나

장비는 수입제품의 의존해야할 정도로 약화되어 있는 분

야입니다. 연구 소모품 장비 제조, 개발업체에 지원을

활발하게 해 주신다면 련 직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리 창출 방안 제언

본연구에서는 ‘기술’ 부문과 련하여 일자리창출 방

안으로두 가지를제시한다. “기술입찰제”와 기업과

소기업 력사업 시, “상호 정이익 명시제”이다.

소기업의 입찰방법을 최 입찰에서 기술입찰로의

환을 고민해 볼필요가 있다. 물론, 분야에서시행되

기보다는 특정 기술집약 산업13) 부문에서의 시행이

정할 것으로 단된다. 법률 기반 마련도검토할 수 있

다. 선험 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을 통해 국가와 연 된 계약건에 해 법률 구속을 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는 최 입찰제 시행으로 소기

업의 수입구조가 열악해짐에 따라, 일자리 축소 는

임 방향으로 경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3)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기술집약 산업(별

표 4, 기술집약 인 산업의 범 )을 분류하여 리하고 있

다. 기술입찰제의 시행은 이 산업의 범 에서 산업부 장

이 정하는 산업을 시범 으로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는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 인터뷰에서

도 여러 이러한 제언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 한 소기업 임원의 말은 다음과 같다.

“정부나 기업들이 최 입찰제로 소기업간에 치열한 경

쟁을 유도하여 공식 인 설계가보다 하게 낮은 40%

선에서 낙찰이 되어 품질과 기술 개발 일자리 확 정

책에 기여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으로, 최 입찰제를 폐

지하는것이종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동시에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질서’를 존 하는 차원에서 경쟁에 의한 최 입찰

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우 에 한 평가가 명확한 기

술 분야의 경우, 이 ‘기술입찰제’의 실효성이 지 않을것

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 “상호 정이익 명시제”를 제언한다. 소

기업과 기업간 는 소기업과 련 력사간 력을

통한 사업 추진 시, 상호 정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는 제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과공유

제는 2012년부터 공유, 납품단가 반 등의 여러 방

식으로 일부 도입되어 왔고 여 히 이익공유제는 시장경

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소기업들은 애써 개발한 기

술과 제품을 기업이 도용하거나 빼앗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불법 인 착취는 드러나지 않지만, 편

법을 동원한다는 추측은 무리가 없다. 정부는 공정거래

원회 등을 통하여 시장 감시 역할을 확장하는 추세이

지만, 기업 간 상호 정이익을 구체 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소기업의 경 활동을 보다 안 하게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열·이은구[5]에따르면,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 탁)기

업과 력(수탁)기업 모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에 극 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해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이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 을 때 이의 유통 과정에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

합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상호 정이익 명시제”는 최근

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 력이



디지털 복합연  제17  제4호38

익배분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14) 기업이 소기업과

공동으로 력해 얻은 이익을 그 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 력이익배분제’이다[2]. 독 기업들이 시장지

배력에 의지하고 갑의 지 를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데이터 시민단체 감시 자료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내용이다. 기업이 지 를 독 으

로 추구하는 것을 시정하기 한 정부의 한 개입은

’시장 실패‘라는 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필요

한 작업이다.

상호 정이익 명시제 운용의 핵심은 ‘사 명시’여

야 한다. 소기업들은 암묵 으로 이익공유보다 거래회

피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법 혹

은 규정으로 이익 공유를 명시할 수 있는 사 기반이

요구된다. 한 이 사 명시는 ‘ 범 ’ 해야되고 ‘

방 ’ 이어야 한다. 범 하다는 것은 특정 산업에만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방 이라 함은 도

입 시 후방 산업 간의 모든 계에서 일시 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국 80여개 기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 어 장 이해를 시도하

고, 일자리 창출 안을 분석하 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 임 ’ ‘ 기업과의 임 격차’로 나타났

다. 임 지원정책과 련,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

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한시 지원책보다 기업

소 력 환경개선을 한 법 제도화, 공정거래 상생

방법 등의 요성을 언 하 다. 기술 부문에서는 R&D

지원에 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 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혹은제품을발굴하고이를 극 지

원하여 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 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 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

원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 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

가 리”제도이다. 소기업에 소속된 우수 기술자를 국

14) 최근 기업이 소기업과 공동 로젝트를추진해 매성

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 를 지원

하는 ‘ 력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1.06. 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가 ‘추가 으로’ 리하여 “임

”과 “근무 환경”을 일정 수 보 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 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 다.

재는 최 입찰제 시행으로 소기업의 수입구조가 열

악해짐에 따라, 일자리 축소 는 임 방향으로 경

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집약 산업의 경우 혹은 기술

의 우 에 한 평가가 명확한 기술 분야의 경우, ‘기술입

찰제’의 용을 제안한다. 셋째, 기업과 소기업 력

사업 시, “상호 정이익명시제”이다. “상호 정이익 명

시제”는 소기업과 기업간 는 소기업과 련

력사간 력을 통한 사업 추진 시, 상호 정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는 제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3가지방안은 체 으로 국가의 개입없이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된다. 소기업 내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김진국·황경태[6]는성공 인 기술 신을 해서

자체 인 기술개발에 한 노력에 더해 다양한 국내·외

기술개발 주체들과 기술 신 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

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필요성을 지 한 바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술입찰제가 논의되고 정착되기 해서

는 소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 우수기술자의 국가 리제도에서 기업은 국가와의

상호 력에 한 극 인 자세 견지가 요구된다.

일자리 정책은 많은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뭉쳐 있는 실타래를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다. 다

만,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한 것은,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실타래를 정리했다는 소감은 들지만15), “무엇이 어디에,

어떤 실타래가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제시한 정책 제안의 구체성은 약하다. 정책

제안과 정책 수립은 별개라는 ‘정책학의 고언’을 차치하

고라도, 장에서 구체성을 이끌어내고자 하 으나 인터

뷰했던 소기업 사장, 기업부설연구소장, 기업기술책임

자(CTO) 등 리직 임원들의 정책 시야도 한계가 있

었는지 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컸다. 그럼에

도 필자가 정리하면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만한 내용

을 조사하고 큰 그림 차원에서 제시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기여로 삼고자 한다. 다른 한계는 질 분석 이

터( 상)에 한 근원 한계로, 인터뷰 상자의 소기

15) 이 소감의 근거는 필자가 상당한 수의 소기업 임원을 직

혹은 간 으로 만나본 결과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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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표성에 한한계이다. 인터뷰 상자선정시, 기술

보증기 에서 제공하는 체 풀(pool)에서 임의선택 방

식을 선택했음에도 일부 무응답에 따른 다른 기업 선정

등은 일부 오류가 될 소지가 존재한다.

“수요·공 의 법칙을 따르거나 시장의 트랜드를주도하는

산업에 집 지원이필요하다. 트랜드분석도, 수요공 의

균형도 무시하고 강제 으로 경제를 개편하는 정책을 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사회의 인

구성이 상향되어 고 이되어야만 가능한데 인 구성

원의 벨이 하향평 화 되어서는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기도 목표도 없이 그 열심

히 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재의 일자리

보존도 어렵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 있는 기술

인력과 그들을 하나로묶고힘과기술을조화롭게 재

소에 배분하고 능력을응집시켜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낼

리더가 필요하다(A 소기업 이사).”

정부 우리 사회가 이리더가 되길바라마지 않는다.

본질직 (Wesensschau)의 형식을 빌려 분석한 본 연구

가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의 논의의 장에서 조 이라

도 참조(reference)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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