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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해외의 성과평가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허 창출 성과자료 
또는 기업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에 맞는 질적, 양적 특허성과 평가 지표와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해외 수출 및 기술력이 우수한 특정 기업군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전략 지원사업 성과 분석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허전략 지원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업 범위 
또는 사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성과평가 지표 개발의 한계점은 있으나 이전 연구 및 국내·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특허성과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원사업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의 문제로 인해 성과분석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등의 종료 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후속 성과분석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시의 성과추적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질적 성과평가, 양적 성과평가, 평가 지표 개발, 평가 모형 개발, 성과분석
Abstract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by surveying and analyzing performance evaluation cases in 
Korea and overseas, and analyz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es and 
evaluation models that fit the national R & 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patent 
creation performance data or company status data. Also, in order to apply this to a specific group of 
companies with excellent exports and technical skills, we will conduct a case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patent strategy support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lthough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develop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due to the limited scope of business 
or business characteristics of the patent strategy support project, the qualitative evaluation system can 
be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Due to the problem of 
accessing and collecting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 project, there is a limitation 
that performance analysis cannot be performed at a sufficient level. Nevertheless, after the completion 
of R&D support projects and patent strategy support projects, follow-up performance analysis can be 
performed through follow-up surveys. It is expected to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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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요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로 인해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질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성과
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들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1]. 정성평가에 있어서도 
과학적·경제적·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 위주로 
성과평가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
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 성과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부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등의 영향력이나 경
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
가 방법론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와 국내·해외의 평가 
사례들에 대한 조사 분석, 특허 창출 성과자료 또는 기업
현황 자료(기업 재무자료, 기업실태 조사 자료 등)의 분
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 R&D 
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모형을 개발하였
다. 또한 이를 토대로 특정 기업군에 적용하여 성과분석
을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2. 기존 연구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2.1 국가 연구개발 5대 성과지표 연구 및 시사점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
과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잣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지표(Input)→과정지표(Process)→산출지표
(Output)→결과지표(Outcome)로 구분하고 있다.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지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질적 성
과지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적지표(질적 산출지표) 
개념에 사업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포괄하고 있
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계량지표, 비계량지표로 구분

된다. 산출지표 중 SCI 논문 건수, 등록 특허건수, 논문 
피인용수, SMART 값 등은 계량화가 바로 가능하거나 특
정 알고리즘에 의하여 산출되는 값을 가지는 지표로서 
계량지표에 해당되며, 결과지표의 기술수준 향상 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등과 같이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비계량지표에 해당된다[3].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Indicators 
type Concepts and Examples Division
Input 

indicator ◦Indicators of inputs (resources, personnel, 
etc.) used in the R&D process

Quantitative
result

Indicators
process 

Indicators

◦Indicators that focus on the R&D process, 
meaning activities carried out within an 
organization that have been promoted to 
convert raw materials into outputs or to 
service customers, and in some cases mixed 
with output indicators.

Output 
indicator

quantity◦Indicators for simple quantitative 
performance directly generated during R&D 
performance

quality◦Indicators to measure the qualitative level of 
performance directly generated in the course 
of R&D Qualitative

result
IndicatorsOutcome

Indicators 
◦Measurable indicator of the level of 
achievement of the final expected effect on 
business results

Table 1. Definition of Performance Indicator[4,5]

질적 성과지표는 기존의 투입 및 과정 중심의 양적 성
과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산출 및 결과 중심
으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산출과 결과 관점에서의 질적 성과는 과학기술적 성
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정책적 성과 등으로 나타
나며, 이는 과제가 지향하는 목적적 가치가 적절하게 성
취되었는가로 평가된다. 산출과 결과 관점에서의 질적 성
과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량적 지표의 범주를 넘어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가, 조직혁신 또는 
고용에 기여하는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
는가, 규제 변화 등 정책에 기여하는가 등과 같이 R&D
의 직접적·단기적 성과보다는 간접적·중장기적 파급효과
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양적 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에
서 벗어나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중심의 질적지표를 포함
하여 균형적으로 평가 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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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균형
적’ 구성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가연
구개발 성과 5대 분야(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인프
라 성과) 중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사업성
과 평가 지표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해외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지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2.2.1 미국 STAR Metrics 사례: 정부 연구개발사업
     의 장단기 경제적 효과 측정
STAR Metrics는 미국 내 각 대학, 연구기관의 표준

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장단기 경
제적 효과 측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국립보건원(NIH) 등 
미국 내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파악
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
다[7,8]. STAR Metrics는 국가 R&D 투자가 고용, 지식
창출,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모니터링하여 성
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가 R&D 투자에 따른 인적자
원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화하고, 인적자원 창출 
성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었다[8,9].

STAR Metrics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인
프라를 구축하고, R&D 투자와 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
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기존 평가제도와 달리 국가 
R&D 투자효과를 고용창출, 지식공유, 기업창업 등 포괄
적 분야에 걸쳐서 평가하였다.

2.2.2 영국 Cross-cutting 제도 사례: 범정부부처 
      R&D 효과성 검증
Cross-cutting 제도는 과학기술의 환경변화에 효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정보 산출과 여러 부처 관련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10]. Cross- 
cutting 제도의 특징은 분야별 정책평가(Cross-cutting 
review)로써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을 범부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1]. 주로 노동
시장, 범죄예방, 청소년 문제, 아동복지, 노인문제, 과학
기술 등이 대표적 이슈로 다루어지며, 과학기술정책 평가
제도(Cross-cutting review of science and research)
로써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 때마다 평가대상을 다르게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의 현안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판단하고 있다[11]. 
예를 들어 2000년에는 대학 연구활동의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대학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에 대한 예산체계의 적정성과 개별 정부 부처들이 추진
하는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분야별 정책평가
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행되어 왔다[8,10].

2.2.3 해외 성과 평가 사례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정부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등의 중장기적 기대효과·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러한 관련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해외 성과평가 사례는 
평가방법론적 관점과 평가내용적 관점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평가방법론적 관점에서 미국의 STAR Metrics
와 영국의 Cross-cutting 제도에서 추구하는 질적 평가, 
장단기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질적 평가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제도 및 NTIS
를 이용한다면 질적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논문·특허 등의 성과정
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 투입인력의 이력, 산출물로 
인한 유형·무형의 파생물 등과 같은 사회적 장단기 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등의 데이터 종류 확대가 선
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STAR Metrics 평가제도와 같
은 효과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과제의 기대효과·파급효과 분
석을 둘러 싼 현재의 연구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연
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 및 NTIS가 기대효과·파급효
과의 분석 툴로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
며, 그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행과 같이 대안적으로 
‘질적성과를 정량화·계량화’하여 평가하는 평가체계에 의
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가내용적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평가방법론
에서의 시사점과 국내 도입에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해
외의 중장기적 기대효과·파급효과 평가 사례는 평가내용
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시사점과 참고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 시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다수 제시해 주고 있는데 미국 STAR Metrics
의 장단기 경제적사회적 효과 평가에서는 인력창출(투입
인력의 고용시장 유입 및 고용시장 지표 등)과 사회적 성
과(보건 및 환경에 대한 장기적 효과 등)를 참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 Cross-cutting 제도
의 성과평가에서는 우수 인력 양성 성과(대학과 공공연
구기관이 배출하는 과학자와 공학도의 수, 신제품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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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발에서의 이들의 전문성 활용 정도 등), 연구결과 상
용화 및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 과정이나 결과로서의 나
타나는 성과(역량 구축, 기술이전 전문가 채용, 산업체와
의 협력 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 
기업에 비용회수가 어려운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적 
성과(중소기업에게 관련 컨설팅과 전문지식 제공,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연구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등을 평가내용적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1,12]. 특히 본 연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
개발과 관련되어 평가내용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볼 수 있다.

2.3 특허성과 평가 지표 연구 및 시사점
2.3.1 특허전략 지원사업 특허성과 평가 지표
정부와 특허청은 특허성과에 대한 질적지표를 확대하

기 위해 사업평가 및 방향성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
허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개발하
여 보급하였다[12,13].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양적 효율성과 질적 우수성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양적 효율성 지표는 특허창출 과제
비율과 특허생산성으로 구성되며, 특허 건수 등 단순한 
양적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한 질적 우수성 지표는 특허품질을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에 해당하는 다
양한 개별지표와 복합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지표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와 복합지표를 포함하는 총 12
개 질적 특허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부처별 R&D 성과지
표로 활용하도록 보급하였다[12].

2.3.2 특허전략 지원사업 특허성과 평가 지표 연구 시사점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특허전략 지원사업 

역시 양적지표와 함께 창출특허의 질적 우수성 제고를 
위하여 질적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창
출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양적 효율성과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허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온라인 특허 자동평가 시
스템을 활용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지원과제로부터 창
출된 등록특허의 양이 많아 본격적인 성과분석에는 한계
를 보이지만, 창출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툴로서 온라인 특허 자동평가 결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지원사업의 진행 도중 또는 진행 이후 

지원 수혜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원사업의 지식재산경영 성과, 즉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
업 내부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프라 구축 효
과 역시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2.4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연구 및 시사점
2.4.1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
과제 중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수의 
국정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정부
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가 핵심적인 정
책 방향이므로 이에 대한 반영을 필요로 한다[14]. 기존
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적 가치 반영 및 실현에 대
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 체계 개발 및 적용이 필요
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15].

2.4.2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시사점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된다.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
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
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
하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
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로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대표적인 가치는 ‘일자리’와 관련된 가
치로서, 최근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
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성과지
표는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 구분되며, 양적지표는 다시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나누기’로 구분된다. 특히 특허
전략 지원과 관련있는 R&D 또는 IP 인력에 대한 고용창
출은 직접적 고용창출과 간접적 고용창출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성의 구현’ 및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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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R&D 결과로 
발생하는 제품, 기술이나 IP 등이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
에 기여하는 경우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
현으로 볼 수 있다. 즉 R&D 성과물의 공공성(공공수요 
부합 및 공공재적 파급 효과)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과 
관련있는 산업·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광의의 사회
적 가치 실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R&D의 성과
물이 공공성을 구현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안전 
분야, 건강·의료 분야,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여도를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모형 개발
3.1 성과지표 개발

3.1.1 성과지표 고려요소 및 적용 타당성 검토
앞서 검토한 기존 연구 및 관련 사례들 즉 ①국가 연

구개발 5대 성과지표, ②해외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파
급효과 평가 지표, ③특허성과 평가 지표, ④사회적 가치 
실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평가 요소 및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성
과지표, 보조 성과지표 등으로 구분하였다.

3.2 성과모형 개발
3.2.1 성과평가 모형
성과지표(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적 성과), 성

과지표 특성(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및 성과분석 비교를 
위한 지원사업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성과지
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모두 고려한 균형있는 성
과지표를 성과평가 모형에 적용한다. 질적 산출지표 중 
특허 출원·등록 건수, 온라인 특허자동평가(SMART) 등
은 계량화가 바로 가능하거나 특정 알고리즘에 의하여 
산출되는 값을 가지는 지표로서 계량지표에 해당되며, 결
과지표 중 기술수준 향상 정도, 기술개발 단계 촉진 등과 
같이 전문가 또는 사업담당자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비계량지표에 해당된다. 다음 
Table 2와 같다.

Performance 
field Evaluation indicators Division

Technical
performance

Patent 
(quantitativ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domestic / overseas)
meterage

Patent 
(Quality)

Quantitative efficiency 
(patent creation task ratio, 

patent productivity)
meterage

Patent quality (rights, 
technology, marketability, 

PQI, Online patent automatic 
evaluation, etc.)

meterage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level 
improvement,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promotion

non-
metered

Economical
performance

Quantitative
Qualitative

Sales, Exports, Operating 
Profit, etc. meterage

Technology transfer income 
(technical fees, etc.) meterage

Social
performance

Job

Increased employment of all 
and R&D personnel (creating 

new jobs)
meterage

Increase in employ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new job 

creation)
meterage

New job creation effort 
(participation in job fair)

non-
metered

Joint research (technology 
exchange and network 

formation)
non-

metered

Public 
demand
Public 

technology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in related fields
meterage

Infra
performance

IP
operation

IP awarenes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non-
metered

Table 2. Classification of metered and non-metered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3.2.2 성과지표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특허전략 지원사업 성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기술적 성과 중 특허성과는 내부자료와 특허정
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통해 성과데이터를 수집하
여 지원기업과 미지원기업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며, 국내/해외 특허 출원·등록 건수의 경우는 지원 전/후 
비교를 병행한다. 기술적 성과 중 기술개발 성과는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원기
업과 미지원기업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등은 내부자료를 통해 성과데
이터를 수집하여 지원기업과 미지원기업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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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사회적 가치실현 성과)는 내부자료 및 기
업설문조사를 통해 성과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지원기업과 미지원기업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공
공수요·공공기술 관련분야 특허 출원·등록 건수는 내부
자료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성과데이
터를 수집하여 지원기업과 미지원기업간 비교 분석을 실
시한다.

4. 성과 분석 사례 연구
4.1 성과 분석 범위 및 실태 조사

4.1.1 성과 분석 대상기업 및 실시 여부
정부는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종

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
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
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특정 기업군(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 원 ~ 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
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CAGR)이 15% 이상인 기업)에 대해 2011년부터 2017
년까지 약 300개를 선정하여 R&D, 특허 전략 등 지속적
인 지원을 했다. 그 중 2017년 선정된 기업 중 특허전략 
지원기업(45개)과 미지원기업(21개)에 대한 성과 분석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원사업 성과분석은 앞서 언급된 기술
적·경제적·사회적(사회적 가치실현)·인프라 성과를 중심
으로 실시하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성과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Table 3과 같다. 

4.1.2 실태 조사 실시
지원기업의 실태 파악과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원기업(45개)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약 5주간 온라인 조사(이메일, 문자, 전화 
포함)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45개 기업 중 37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Field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contents
Company 
general 
status

Sales, Exports and Operating Profit in 2018
Number of employees in 2018

Corporate 
R&D and

 IP
Management 

Status

Form of Technology and R&D
Number of dedicated and adjunct employees in technology 
and R&D
IP creation and management form
Existence of IP charge (dedicated / adjunct) staff
IP staff
IP staff recruitment, new recruitment plan
recruitment, new recruitment plan
IP training status and form
IP training opens
IP management certification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IP management-related 
items and plans

Support 
performance

Development stage of product (technology) before and 
after support
Level of technology before and after support (including 
product strength and process innovati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for all 
companies in 2017 and 2018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for 2017 
and 2018 related to the project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public demand or public 
technology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 of IP business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 areas of the IP business
Whether to conduct joint research and type of joint 
research institute

Table 3. Survey on Supporting Companies

4.2 성과 분석 결과
4.2.1 경제적 성과성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전·후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9.3% 증가하였으나, 미지원 기업은 동일 기간 기업당 평
균 매출액이 2.8% 감소하였으며, 지원기업은 기업당 평
균 수출액이 3.4% 증가하였으나, 미지원 기업은 동일 기
간 기업당 평균 수출액이 15.2% 감소하였다. 또한 지원
기업은 지원사업 전·후 평균 영업이익이 2.4% 증가하였
으나, 미지원 기업은 28.1% 감소하였다.

4.2.2 기술적 성과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후 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기업

당 평균 2.5건, 미지원 기업은 기업당 평균 1.6건이며, 등
록 건수는 지원기업은 기업당 평균 1.1건이었으나, 미지
원 기업은 기업당 평균 0.7건이었다. 또한 해외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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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원기업이 지원사업 후 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기
업당 평균 2.7건, 미지원 기업은 기업당 평균 0.6건이었
으며, 등록 건수 또한 지원기업이 지원사업 후 기업당 평
균 0.4건, 미지원 기업은 기업당 평균 0.0건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 실태조사 결과 지원 이전에 기술 수준은 세
계 최고 기술대비 78.0% 수준이었으나, 지원 이후 시점
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수준대비 89.3% 수준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기술·제품 개발 단계 또한 지원 이전에는 평균
적으로 2.7단계였으나, 지원 이후 시점에서는 평균적으
로 4.8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술 수준에 대한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atio by technology level

4.2.3 사회적 성과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전·후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 수

가 29.6명 증가하였으나, 미지원 기업은 동일 기간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 수가 4.8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의 
27.0%가 지식재산(IP) 담당(전담・겸임) 직원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향후 지식재산 담당인력 신규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원기업 중 지원
사업 이전에는 7개 기업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사업 이후에는 18개 기업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였
다고 응답하여 지원사업 전후 신규 고용창출 노력 면에
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지원과제를 수행한 경우는 전체 기업 
중 67.6%로서 지원과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사무소·기
술거래회사가 3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공공
연·출연연(29.7%), 대학교(18.9%), 다른 민간기업(16.2%)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지원과제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산이 공공수요·공
공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6.8%이며, 이는 지원사업이 공공수요·공공기술(건강·의
료, 안전, 에너지, 환경 분야 등)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과 
특허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분야가 
2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물류 분야(16.2%), 
환경분야(10.8%), 건강·의료 분야(8.1%), 정보보호·보안 
분야(8.1%) 순으로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2.4 인프라 성과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70.3%가 임직원

대상 지식재산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지식재산관련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인식이 제
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 관련 체계 도입·실
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도입하거나 실시하지 않고는 있
으나 향후 도입 또는 실시 계획이 있는(준비 중인) 항목
은 등록특허 평가 등급관리(35.1%), 지식재산관리 별도 
예산편성(32.4%), 보유 지식재산권 DB구축(27.0%), 지
식재산관리규정 제정(18.9%) 등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지식재산관
련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되며 지원 이후인 2017년에 도입·실시되거나 향후 도입·
실시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Fig. 2와 같다.

Fig. 2. Infrastructure building effect

지원사업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기여한 점(1순위 응답 
기준)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이 
32.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내부 구성원
의 지식재산관련 인식 제고(29.7%), 지식재산 창출 건수
의 양적 증가매우 크게 기여(13.5%), 지식재산 보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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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10.8%), 지식재산 네트워크 확대(10.8%) 순으로 나
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등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성과지표와 모형을 바탕으
로 특허전략 지원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미지원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분
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원사업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의 문제(지원사업 자체 성과관리시스템 미
비, 미지원 기업 데이터 수집 어려움 등)로 인해 성과분
석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
원사업 등의 종료 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후속 성과분
석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시의 성과추적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지원사업의 ‘성과창출 기여율’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각 지원사업의 성과평
가 시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담당자에게 정성적으로 
‘지원사업이 얼마나 기여하였다라고 평가하는가’라는 설
문을 통해 산출해 내는 경향이 있어 왔다. R&D 지원사
업 또는 지원과제로 인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공에 대
한 기여도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는 있었지만 산업특성 
및 기업특성에 따른 고려 변수가 매우 다양하여 명확하
고 정형화된 기여율 계산 방식은 없었다. 즉 기업 특성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에 투입되는 변수는 인력, 
자본, 경영, 정부지원금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
종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산출하는데 한계
가 있다. 일반적으로 ‘체감기여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으나 이 또한 정성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응답자의 특
성에 좌우된다는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원사업의 외적 영향변수(타 지
원사업의 영향 등)들을 논외로 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지원사업 성과 여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개발 
방향은 향후에 이루어지게 될 보다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사회적 가치실현 성과지표 개발 연구 및 성과분석에 앞
서 선행연구로서 밑그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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