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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기업성과와 혁신지향 형 기업이 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내부역량 변수에 따라 혁신
형이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혁신지향 기업
군에 속하는 확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성과에도 차이가 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역량 중 생산운영 역량이 혁신 형 기업군 포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장려와 연구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계
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성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혁신지향, 생산운영 역량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and innovation-oriented enterpris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policy establishmen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if the 
establishment of an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and internal competency variables affect innovation and 
innovative performance-type companies.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of an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n innovation-oriented 
company group, and it was foun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re was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duction capability among internal competencies and the 
inclusion of innovative business groups is analyz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earch, 
the policy directions for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an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revitalizing the research institute were suggested, an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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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
소벤처기업에 주목하고 있다[1,2].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혁신창출, 신제품 개발 및 매출과 이익을 포함하는 
재무적인 실적 등은 장기적으로 고용창출과 신산업 출현 
등으로 이어진다[3,4].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대기업 위
주의 경제성장 정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
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하부 국정과제를 수립하였
다.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이 중
요한데 특히 기술 역량이 주목받고 있으며 1990년대 이
후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역량이 각종 혁신이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1,5-9].

1961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1966년에
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그리고 1983년에 중소기업기본
법이 제정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은 다소 변화되
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꾸준히 유지·발전되
고 있다[10,11].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기술수준, 투자규모, 
혁신능력, 인력 등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고 심지어 그 격
차는 더 커지고 있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2-15].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가지의 시도가 진
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술사업화와 연구소기업
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술사업화는 공공기관이나 대
학에 귀속된 기술을 민간과 산업부분에 이전하는 것인데 
신기술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촉진법이 2001년부터 발효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법률제정과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16]. 연구소기업과 관련해서 보면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높이
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금융·재무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17]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
부터 기업연구소가 설치되고 이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해오다가 2006년에 와서
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
나로 연구소기업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16] 이러한 
영향으로 1981년 53개, 2000년 6,307개, 2012년 
25,328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2019년 현재 40,000개
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

다[18].
또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있어서 혁신과정의 구조화 및 활성화, 시스템관리, 조직
학습 등이 중요해지고 이런 관점에서 기술혁신체계의 효
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다[12]. 그러나 최근 정부혜택 만
을 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업이 늘어나 
2019년 8월까지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허위신고 238개
사, 연구인력 미보고 547개사 등[19]으로 나타나 기업부
설연구소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나 보고된 내용이 거의 없
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
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에 따라 R&D투입, 혁신활동, 기
업성과, 내부역량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기
업성과에 따른 요인분석을 통하여 군집을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
소의 설립과 내부역량 변수에 따라서 혁신 지향형 기업
군에 속하는데 양(+)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관리와 활성화에 대한 제안
을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등 각종 기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자체기술개발이 아니면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며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그 자체가 공공재적 특성
이나 무임승차, 외부성 등 시장실패요인과 관련이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면서 투자나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
치지원 사업이 그 예 중의 하나인데 중소기업이 대학·연
구기관의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활
동제고 및 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
터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17].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라도 기업내부적인 요
인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기를 유발하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기업내부 부서 간의 좋은 네트워크, 기업 간
의 협업, 기술이전이나 기술거래의 활용 등인데 부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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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가 있다[17,19].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사업화, R&D 
활성화 사업, 선도 기업사업, 산학연 콜라보사업, 문제개
선 사업 등이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기업부설연구소이기 
때문에 설립에는 관심이 많지만 부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대안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 이루어진 기업부설연구
소 관련 연구를 보면 중소기업의 성과나 성장에 관한 연
구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평가 등의 실
태조사와 관련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1985년 한국발
명진흥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실태조사를 하였고 1993
년 김영배 외 2인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를 
실태를 비교하였는데 유사하게  1995년 이무신외 4인은 
평가항목인식도 조사, 2003년 권영일은 기업부설연구소 
일만시대의 진단, 2004년 김기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 현황 및 환경, 2006년 박지윤은 기업부설연
구소 공간적 입지유형, 2008년 이동호외 3인은 안전관
리실태, 김덕현 외 3인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2013년 윤혜림 외 2인은 연구인력의 역량, 2019년 권윤
정·정혜선은 연구원의 산업보건에 대한 지식·태도·실천관
련 요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는 1994년 이무신 외 2
인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생산성과 
관리체계에 대해 연구하였고  2001년 송재복·류호상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 사업화 및 확산방법 연구에
서 연구 성과 활용의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기 시작하였
다. 이 후에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2003년 송재복은 
기업연구소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분석하
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고 2005년 이병헌 외 2인은 기
업부설연구소의 산학협력패턴, 2012년 노민선 외 2인은 
우수연구소 선정평가에 대한 탐색연구, 2017년에 오승
환·김선우는 중소기업의 R&D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
고 허용석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의
한 수입대체효과에 조절효과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
였다. 2018년에 송민주·이희용은 내부역량이 기업 R&D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김은영은 혁신형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과를 도출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
를 하였고 시사점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 
김은영·이태희는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R&BD 혁신 플랫
폼 구축의 필요성을 규명하면서 이를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20-22].
본 연구는 첫째,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성과, 내부역

량, R&D 투입,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기업
부설연구소가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지 및 내부역량 요인이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라 선행연구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요인 중 내부역량, 혁
신활동, R&D 투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내부역량은 주로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이론[23]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
략적 경영에 대한 연구기법 중의 하나로 동태적 역량이
론이나 지식기반 이론 등으로 지칭되는 등 하나의 단일
한 이론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명칭이나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원기반관점(RBV) 
이라는 동일 범주로 묶일 수가 있다. 이렇게 동일 범주에 
두는 공통적 특징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부적 환경요소 보다는 내부적 조건이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 즉 기업 내부적으로 축적된 능력
과 지식 등 기업 고유의 핵심역량이 경쟁우위를 지속적
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원천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24,25]. 이러한 자원기반 관점에서는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갖춘 기업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쟁우위
를 확보할 수 있고 뛰어난 성과도 이룩할 수 있다고 인식
한다[6,7,23].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보면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6] 인적자
원역량, 조직역량, 마케팅역량, 재무역량으로 역량을 강
조하기도 하였으며[26] 역량을 기업가지향, 기술역량, 재
무자원으로 나누기도 하고[27] 기술역량과 네트워크역량
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28]. 최근 실증 위주의 연구에서
는 기술혁신역량, 기술경영능력, 시장 대응역량, 기업네
트워크, 정부 각종 지원, 대외협력, R&D 역량, R&D 투
자, R&D 협력, R&D 프로세스 성숙도 등도 자원과 역량
으로 활용되었다[29,30].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관점으
로 볼 수 있는 R&D 투입과 혁신활동은 별도로 연구하기
로 하고 기업가정신수준, 조직문화, 기술혁신의지, 마케
팅역량, 생산운영역량, 경영전략을 내부역량으로 선택하
고 비교·분석하였다. 

혁신활동은 대상에 따라서 혁신을 공정혁신과 제품혁
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는데 시간이나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기법을 공정혁신이라고 
하고 신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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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establish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Unit : Number, %)

Division

Corporate Research Institute(CRI)

Establish Not established Total

Number of 
companies Weight Number of 

companies Weight Number of 
companies Weight

Manufacturing 260 83.9
(55.6)* 208 78.5

(44.4)* 468 81.4
(100)*

Non-manufacturing  50 16.1
(46.7)**  57 21.5

(53.3)** 107 18.6
(100)**

Total 310 100 265 100 575 100

*() Is the share of 468 manufacturing companies,     **() Is the share of 107 non-manufacturing companies

있는 제품개선이나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신제품을 개발
하는 것을 제품혁신이라고 한다[31].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혁신이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혁신활동 중에서 제품혁신, 공정혁신 그리고 
지적재산권으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비교·분석해 보았다. 

R&D 투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계 여
러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존재하는 불실성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R&D에 대한 투
입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32]. 국가와 기업의 발전이나 
존속 여부는 경제적 성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경쟁력과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경쟁력은 기술력과 밀접
한 연관성이 있고 이 기술력은 R&D 투입과 깊은 관련성
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33]. 특히 우리나라의 R&D 투
입금액은 2009년 32조 9,285억원에서 2016년 69조 
4,055억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 5위 수준이고 GDP 
대비 4.24%를 기록하여 세계 2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전체 투입금액 중 민간의 비중 역시 2009년 약 
74%에서 약 78%로 증가하였다[30,34].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 세계 1위, 총 개발비 기준 세계 5위, 정부
R&D예산도 역시 GDP의 1.13%로 세계 1위인 세계 최
고수준의 연구개발 투입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R&D 투입 중에서 연구개발비용과 연구개발 
인력을 변수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R&D 투입에 영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성과, 내부역량, R&D 투입, 혁
신활동에 영향을 주는지는 단 변량 분석인 독립표본 t 검
정을 통하여 차이검정을 진행하였다. 9가지의 기업성과 
변수를 기준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군으로 분류가 가
능한지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그리고 상관분석을 진행
하고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기업을 혁신 형 등 
4개의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에 기업부설연구소

와 내부역량 요인이 분류된 기업군 중 혁신지향형(혁신 
형과 혁신성과 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는 증
거 기반의 지역 밀착형 산업육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인 대구 기업패널 DB이다. 이 자료는 대구지역 기업 동
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업 중심의 산업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기업의 인과관계와 동태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육성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횡적, 종적 
DB로 대구시와 정책기획단이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조 사 명: 2017년 대구 기업패널DB(2016년 현황 

기준)
조사대상: 대구시 소재 기업 748개사(1,000개사 중 

회수율 74.8%)
조사기간: 2017. 11. ~ 2018. 1. (75일) 
 조사방법: 대구 기업패널조사입력시스템(dps.dria.or.kr)

을 통한 조사
조사내용: 기업일반 현황, 경영환경, 최고경영자 역

량, 연구개발(R&D) 현황, 인적자원 역량, 마케팅 역
량, 생산운영 역량, 경영전략 역량, 애로사항, 경영성
과, 기업재무 현황 등 총 12개 부분
수행주체: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테

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매년 약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
지만 본 연구에 적용한 데이터의 경우는 패널DB에 포함
한  최종 748개사 중에서도 일반현황이나 재무현황을 불
성실하게 응답한 기업을 제외하고 575개사의 자료를 표
본기업으로 활용하였다. 이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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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us of establish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by company size (Unit : Number, %)

Division

Corporate Research Institute(CRI)
Establish Not established Total

Number of 
companies Weight Number of 

companies Weight Number of 
companies Weight

Small business 192 61.9
(47.1)* 216 81.5

(52.9)* 408 71.0
(100)*

Medium business 102 32.9
(73.4)** 37 14.0

(26.6)** 139 24.2
(100)**

Midsize business 16 5.2
(59.3)*** 11 4.2

(40.7)*** 27 4.7
(100)***

Major company 　0 0 1 0.4
(100)**** 1 0.2

(100)****

Total 310 100 265 100 575 100

Remark : *() represents 408 companies,  **() is a percentage of 139 companies,  ***() represents 27 companies,  ****() is relative to one company.

Table 3. Company status by company establishment (Unit : #, year one million won, persons)

Division

Corporate Research Institute(CRI)
Establish Not established Total

Average(n=310) Average(n=265) Average(n=575)

Corporate years 15.7 17.3 16.4

Sales amount 28,932 12,814 21,504

Number of employees 78.5 27.4 54.9

Number of R&D 12.2 3.1 8.0

기업은 Table 1에서 보듯이 310개(53.9%)였고 미 설립 
기업은 265개(46.1%)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이 다
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 산업기술진흥협
회(KOITA)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의 현황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468개사(81.4%)는 제
조 기업이고 107개사(18.6%)는 비 제조 기업이었는데 
제조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중은 55.6%으로 비 
제조기업의 비중인 46.7%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310
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 중의 260개사(83.9%)는 제
조 기업이고 50개사(16.1%)만 비 제조 기업인데 제조 기
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중인 63.4%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제조기업과 비 제조 기업은 통계
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기준에 의한 분류
이다.

또한 Table 2와 같이 기업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이 
408개사(7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기업이 
139개사(24.2%)로 두 번째이며 중견기업은 16개사
(4.7%) 그리고 대기업은 1개사(0.2%) 이다. 기업부설연
구소 설립기업 310개사 기준으로 보면 소기업이 192개

사(6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기업 103개사(32.9%), 중견기업 16개사(5.2%)의 순이
다. 전체 575개사의 표본기업 중 기업규모 별로 기업부
설연구소 설립 상황을 보면 중기업의 비중이 73.4%로 상
대적으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 59.3%, 소기업 47.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기업분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별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별로 주요한 기업현황 즉 업력, 매출액, 종업 수, 연
구개발 인력을 비교해 보면 Table 3과 같은데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기업이 업력은 짧으나 기업규모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미 설립기업의 평균 업력은 
17.3년인데 반해 설립기업은 15.7년으로 짧았고 매출액
과 종업원 수는 미 설립기업의 평균이 128억, 27.4명이
었으나 설립기업은 289억, 78.5명으로 기업규모가 큰 경
향을 보였다. 연구개발 인력은 설립기업이 12.2명으로 
미 설립기업 3.1명에 비하여 무려 4배 가까워 연구 활동
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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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Performance and Corporate Activity Impact Model

Fig. 2.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Internal Capability and Innovation Oriented Company Impact Model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이미 기초분석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여부에 

따라 업력, 매출액, 종업원 수, R&D 인력에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역량이나 혁신활동
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수할 것이고 R&D 투입 역시 
증가 할 것이므로 이럴 경우에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H1).

·연구가설 1(H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이 미 설
립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활동과 기업성과 에 영향(차
이)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1(H1-1): 설립기업과 미 설립기업 간

에 내부역량에 영향(차이)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2(H1-2): 설립기업과 미 설립기업 간

에 혁신활동에 영향(차이)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3(H1-3): 설립기업과 미 설립기업 간

에 R&D 투입에 영향(차이)를 줄 것이다.
 -연구가설 1-4(H1-4): 설립기업과 미 설립기업 간

에 기업성과에 영향(차이)을 줄 것이다.

57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9가지 기업성과 변수의 유
사성을 특정기업군으로 분류하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성
과지향의 변수에 대해 평균이상인 그룹, 혁신지향의 변수
에 대해 평균이상인 그룹 그리고 9가지 변수에 대해 모
두 평균이상인 그룹과 평균 이하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보면 성과지향형은 일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혁신을 못하는 가운데 성과만을 중요
시 할 것이고 혁신지향형은 혁신을 하는데 집중하거나 
이를 통해서 성과까지 중요시 할 것이다. 그래서 혁신지
향형 군집과 성과지향형 군집 내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
립기업과 미 설립기업의 비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H2). 

 
·연구가설 2(H2) : 군집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
소 설립과 미 설립 비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기업 활동과 기업성
과에 영향(차이)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수립되었는데 기
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을 경우 R&D 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공정혁신으로 연결되고 공정혁신은 제품혁
신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
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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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혁신지향형의 군집에 속하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
라는 가정 하에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
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그리고 설명변수인 기업의 내부역량 변수 6가지가 
좋으면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속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에서 Fig. 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연구가설 3(H3)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혁신 형이
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H4) : 기업 내부역량 변수가 혁신 형이

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1(H4-1): 기술혁신의지가 혁신지향형 
기업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H4-2): 기업가정신이 혁신지향형 기
업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3(H4-3): 조직문화가 혁신지향형 기업
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4(H4-4): 마케팅 역량이 혁신지향형 
기업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5(H4-5): 생산운영 역량이 혁신지향형 
기업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6(H4-6): 경영전략이 혁신지향형 기업
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와 분석방법 
실증 검정을 위한 변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여부, 

내부역량, 혁신활동, R&D 투입, 기업성과 그리고 외부환
경 및 통제변수의 총 25개로 구성되었고 이들 변수의 데
이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두 대구 기업패널DB로부
터 2016년 기준의 데이터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되었다. 

분석방법은 가설 1(H1)을 검정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여부에 대해서는 미 설립 기업과의 차이분
석을 t-검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어서 9개 기업성
과 변수에 대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진 요인이 있는지 분
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요인을 추출
하였고 표본기업의 혁신활동 결과로서의 나온 성과에 대
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4개의 군집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와 요인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분류해 보았

다. 그리고 가설 2(H2)를 검정하기 위하여 4개로 분류된 
기업군에 대한 차이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가설 3(H3)
과 4(H4)를 검정하기 위하여 명목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기업부설연구소 설명변수와 내부역량 설명변수에 대
하여 실시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내부역량은 차이분석과 로지스틱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혁신활동과 R&D 투입은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성과는 경영성과, 연구개발, 비용절감, 
품질개선, 시장점유율, 투자수익율, 신제품개발, 신 시장
개척, 생산성의 9가지를 가지고 차이분석을 실시한 이후
에 혁신요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군집화해 보는 군집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가설 3(H3)과 4(H4)를 검정
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고 외부환경변수와 
통제변수 역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는데 활용하
였다.

3.3 군집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대상을 유사도에 기초하여 서로 가깝거나 닮은 것
끼리 모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설명했
고[36] 유사한 방법으로 각 데이터들의 특성을 모르는 경
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그룹으로 나누어 데이터에 내
재된 구조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설명하였으며[37] 또 데이터 중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집
단으로 군집하여 각 군집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데
이터 구조를 이해하는 분석기법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38]. 

군집분석에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사성을 측정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리가 상
대적으로 가까운 것들끼리 군집을 이루게 하고 군집내의 
변동이 군집간의 변동보다 기본적으로 작게 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거리’는 계산방법에 따라 유클리드(Euclid)
거리,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거리, 민코우스키
(Minkowski)거리, 도시블럭(City block)거리 등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군집을 나누는 방법은 계층적 방법, 비 계층적 방법 또는 
최적화 방법, 조밀 도에 의한 방법,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
법 등이 있는데 군집 간의 거리를 정의 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연결법, 최장연결법, 평균연결법, 와드법 등이 있는 
계층적 방법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비 계층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 계층적 방법은 구
하고자 하는 군집수를 설정한 상태에서 군집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개체를 하나씩 포함해 나가는 방식인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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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군집, 동시군집, 최적할당군집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군집 방법 즉 K-means 군집화 분석
을 진행하였는데 기업성과 9개 변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집 수를 4개로 설정한 뒤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개체를 하나씩 포함시켜 나가는 분석을 실시하였
다[39,40].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반응변수에 대하여 로지스틱 변
환을 실시하기 때문에 로짓(Logit) 회귀분석이라고도 한
다. 종속변수가 명목척도 혹은 범주 일 때 사용하는 하는 
분석이라 종속변수가 0이나 1로 나타나며 연속변수인 독
립변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값을 예
측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추정된 모형적합성은 우도
(Likelihood)값 즉, 발생 가능성을 크게 하는 최대 우도
법(MLE: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계수를 
추정하여 검정하고 카이제곱으로 통계량이 주어지며 따
라서 모형 적합도의 평가척도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유의
확률의 값이 0.05 보다 작으면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41].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주어진 독립변수에 대한 종
속변수의 평균이 선형식으로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       (1)

그러나 이항반응 즉 이분형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주어진 독립변수에 대한 확률을 의미하게 되므로 
이항분포의 모수[42]라고도 한다. 여기서 독립변수의 범
위가 -∞에서 +∞의 값을 가지더라도 종속변수는 확률 
값이므로 0에서 1까지의 값만을 가질 수 있어서 로지스
틱 회귀분석 모식도는 S자 모양에 가까운 곡선의 모형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성질로 사건 발생에 대한 유무를 확
률로 변환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이 로지스틱 함수로 표현 할 수 있다. 

  exp  
exp           (2)

위의 로지스틱 함수는 독립변수에 대하여 비선형인데 
이를 선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서 p = Pr 

(=1│x)로 가정하여 선형식으로 바꾸면 식 (3)과 같이 

변환할 수 있고 
 를 odds(승수) 라고 한다. 

    ln 

  ln  


    (3)

여기서 식 (2)를 식 (3)에 대입하면 식 (4)와 같이 선형방
정식으로 환원 시킬 수도 있다. 

                  (4)

odds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 식 (5)와 같다.

 

 exp          (5)

이와 같은 변환을 로지스틱 변환이라고 하고  를 
로짓(Logit)이라고도 하며 식 (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ogit()=    ln 

 ln  


   (6)

선형회귀분석에서 최소자승법(LSM: Least-Squares 
Method)은 잔차의 제곱항을 최소화하여 회귀계수를 추
정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최대 우도 추정법
(MLE: Maximum Likelihood Method) 즉, 사건 발생
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로지스틱 함수에서 보듯이 =0 이면 표준 정규분포

를 따르고 ≠0 이면 절편의 오차를 개선하는 유의성
을 고려하여 왈드 통계량을 활용하고 대표본일 때 자유
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갖으며 모형이 적합한지는 피어
슨 카이제곱 검정, 우도비 검정, Hosmer-Lemeshow 
검정을 활용할 수 있다[43]. 

4. 실증분석 결과

4.1 차이분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에 따라서 내부역량, 혁신활

동, R&D 투입, 기업성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
구가설 1(H1)을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통계기법인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내부역량, 혁신역량 등을 포함하는 20개의 변수 중 
19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과 미 설립 기업 간에 
차이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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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an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Unit : #, %)

Division Variables Total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Verification of Difference
Establish Not established t-value p-value

Internal capacity

Willingness to innovate  4.04 4.19 3.86 5.904 *** .000
Entrepreneurship level  4.02 4.15 3.86 5.043 *** .000
Organizational culture  3.47 3.55 3.37 3.560 *** .000
Marketing competency  3.47 3.52 3.40 2.594 *** .001
Production operation capacity  3.25 3.38 3.10 5.483 *** .000
Management strategy  3.87 4.00 3.72 6.223 *** .000

Innovation 
activities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51  3.78  1.01 7.276 *** .000

Number of product 
development###  5.04  6.52  3.30 2.485 ** .013

Number of process 
improvements###  2.40  2.74  2.02 1.547 .123

R&D
input

R&D expenses  6.06 8.39 3.32 4.116 *** .000
R&D personnel 25.74 27.87 23.26 1.769 * .077

Corporate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70.66 73.53 67.31 2.994 *** .003
R&D 49.98 62.82 34.96 10.492 *** .000
Cost saving 51.19 55.01 46.71 3.251 *** .001
Quality improvement 66.61 68.94 63.88 2.150 ** .032
Market share 52.17 55.76 47.97 3.103 *** .002
ROI 42.32 46.50 37.44 3.410 *** .001
New product development 45.21 55.42 33.26 8.211 *** .000
New market development 34.91 41.69 26.98 5.796 *** .000
Productivity 63.06 65.80 59.86 2.421 ** .016

Remark1) ***, **, * means significant at 1%, 5% and 10%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t-value is a statistic of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eans 
absolute value.
Remark2) # Means that the number of samples is different from other variables due to unresponsiveness of product development and process 
improvement. (Number of product occurrence n=572, Number of process improvements n=574)  

좀 더 상세히 보면 내부역량은 6개의 변수가 모두 p 
< 0.01 및 t > 2.58을 만족하여 확실한 차이가 있도록 영
향을 주었다는 것을 제시하며 가설 1-1이 검정되었고 혁
신활동은 3개의 변수 중 2개는 p < 0.05 및 t > 1.96을 
만족하였으나 공정개선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제품개발과는 달리 현재 생산되
고 있는 제품의 공정은 연구원이 없을 찌라도 생산부서
에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설립기업의 혁신활동이 미 설립 기업 보
다 높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지적재산 건수는 
미 설립 기업에 비해 3배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어
쨌든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R&D 투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P < 0.01 및 T > 1,96
의 유의수준을 만족했으나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는 P < 
0.10 및 T > 1.645의 다소 느슨한 유의수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 비중(연구개발비/매
출액)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8.39%로 미 
설립 기업의 비중 3.32% 보다 2배 이상으로 큰 값을 가
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에서도 기능적으로는 
연구개발 인력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이 감안되어 p < 
0.10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어진

다. 결론적으로 R&D 투입 관련 가설 1-3은 차이가 있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성과를 살펴보면 9개의 변수 모두가 
p < 0.05 및 t > 1.96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만족하였기
에 가설 1-4는 차이가 있게 영향을 주었음이 검정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변수 중 연구개발, 비용절감, ROI, 신제품 
개발, 신 시장 개척은 1%의 유의 수준을 만족하였고 특
히 연구개발과 신 시장개척 변수는 미 설립기업에 비해 
설립기업의 목표 달성도가 2배에 가까웠다.

차이분석을 통한 함의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단 변량 
분석인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이 미 설립기업 보다 모든 변수에 있어서 높은 수준
으로 차이가 있어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가설 H1과 상세 가설H1-1, H1-2, H1-3, H1-4 모두의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업부설연구
소 설립기업이 미 설립기업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립 시에 기업 사이즈별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는 인적 요건(대기업은 10명 이상, 중견기업
은 7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벤
처기업은 2명 이상)을 충족했고 연구보조원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
자재가 독립된 연구공간이 부설연구소 내에 위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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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orporate performance variables

Division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Factor 2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performance .812 .181

.877

Cost saving .708 .355

Quality improvement .768 .282

Market share .703 .453

Productivity .816 .227

Innovation-oriented

R&D .248 .815

.878
ROI .518 .629

New product development .240 .884

New market development .304 .817

Factor fit

Eigen value 5.314 1.081

Dispersion Ratio(%) 59.041 12.009

Cumulative Dispersion Ratio(%) 59.041 71.050

Model fit Kaiser-Meyer-Olkin .902 Bartlett 3166.917(p<.000)

Table 6.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corporate performance among factors

Division Management 
performance

Cost 
saving

Quality 
improvement

Market 
share Productivity R&D ROI New product 

development
New market 
development

Performa
nce-orien

ted 
factors

Management 
performance 1.000

Cost saving  .575 1.000

Quality 
improvement  .586  .552 1.000

Market share  .574  .643  .574 1.000

Productivity  .606  .537  .651  .626 1.000

Innovatio
n-oriente
d factor

R&D  .401  .459  .482  .475  .406 1.000

ROI  .485  .555  .519  .647  .543  .507 1.000

New product 
development  .377  .468  .451  .547  .440  .760  .590 1.000

New market 
development  .420  .481  .437  .580  .423  .597  .695  .707 1.000

다는 물적 조건을 만족했으며 지정 이후에도 정부의 
R&D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성화와 혁신
활동 등에 노력하여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이라고 할 찌라도 인력
부족, 기술력 부족, 연구정보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을 것
인데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차이
가 있음을 검정했다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가 
필요하고 또한 실효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술혁신 과정
의 체계화를 통하여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R&D 투입, 기술혁신, 기술이전 등의 요인들과 상호 
작용할 때 즉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을 활용하여 보는 
다 변량 분석 등을 추후에 연구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2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9개의 기업성과 변수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지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5와 같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적재량을 통하여 묶여진 변수들은 성과
지향형으로 경영성과 등 5가지 지표, 혁신지향형으로 연
구개발 등 4가지 지표가 묶여졌는데 요인적합도, 변수 선
정의 적정성, 모형의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에서 그 적절
성을 알 수가 있었다. 먼저 요인 적합도에서 아이겐 값이 
1보다 크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누적분산도 71% 수준이
었으며 변수 선정의 적합성 측면에서 Kaiser-Meyer- 
Olkin 측도가 0.902로 적정하고 Bartlett 값이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형도 적합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 역시 0.877, 0.878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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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uster analysis results for corporate performance standards (Unit : %, #)

Division
Cluster

Average Median
F-test

1
(n=130)

2
(n=157)

3
(n=185)

4
(n=103) F-value p-value

Management performance 77.59 69.85 85.12 37.17 70.66 80.00 162.899 .000

R&D 20.19 63.54 79.83 13.30 49.98 50.00 376.165 .000

Cost saving 52.95 45.70 75.85 13.02 51.19 50.00 185.101 .000

Quality improvement 74.84 66.45 84.16 24.94 66.61 80.00 232.131 .000

Market share 51.80 45.13 79.28 14.70 52.17 50.00 239.158 .000

ROI 33.54 35.36 73.80 7.50 42.32 50.00 235.874 .000

New product development 13.58 56.24 78.23 8.99 45.21 50.00 526.463 .000

New market development 13.16 33.21 67.44 6.53 34.91 30.00 297.837 .000

Productivity 74.59 58.13 83.03 20.17 63.06 70.00 263.927 .000

Remark : The cluster is selected to maximize the differences among the populations, so the F-test i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so it is not a 
hypothesis test that the average for each cluster is the same.

다. 그리고 각 변수가 동일한 요인으로 그룹핑되는 변수 
그룹들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 요인분석의 적합성과 동일한 분
석결과가 Table 6과 같이 도출이 되었다.기업부설연구
소 설립기업의 혁신활동 또는 혁신지향성을 실증분석하
기 위하여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 9개 변수 중 
유사성을 갖는 기업군과 기업성과 9개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의 기업군을 분류하여 분석해 보는 군집분
석을 사전 실행하였다. 여기서 기업성과 변수 9개 중 성
과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경영성과, 비용절감, 품질개선, 
생산성의 4개 변수가 평균 이상인 군집을 군집 1(n=130)로 
분류하고 혁신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 신제품개
발의 2개 변수가 평균 이상인 군집을 군집 2(n=157)로 
분류한 뒤에 이번에는 기업성과 변수 9개 모두에 대하여 
평균 이상인 군집을 군집 3(n=185)으로 평균 이하인 군
집을 군집 4(n=103)로 분류하였다. 군집의 수를 기업성
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4개로 정한 상태에서 진행할 
군집분석은 K-means 분석인데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객체를 하나씩 포함해 나가는 방식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비 계층적 군집분석이다.

유사성은 관측벡터 간의 거리의 개념이고 거리 계산은 
식 (7)과 같은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Table 7에 나타난 것 
같다. 

         ⋯        (7) 

군집들의 특성을 보면 군집 3은 9개 기업성과 모두 평
균 이상인 그룹이라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

고 군집 4는 그 반대이다. 혁신성을 보여주는 군집 2는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의 평균이 군집 3 다음인 것을 
알 수 있고 군집 1은 성과지향성을 나타내는 4개의 지표
가 군집 3의 평균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인 성과지향형과 
혁신지향형 요인을 감안하여 4개의 군집에 적용하여 기
업들을 군집별로 분류해 보면 군집 1은 성과 형, 군집 2
는 혁신 형, 군집 3은 혁신성과 형, 군집 4는 현상유지 
형으로 분류하여 기업 유형화를 할 수 있는데 Fig. 3과 
같다. Table 7과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성과 형은 
혁신지향형과 성과지향형 요인이 모두 높은 기업군이고 
혁신 형은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등의 혁신지향형이 상
대적으로 높은 기업군이며 성과 형은 경영성과, 비용절
감, 품질개선, 생산성 등의 성과지향형 요인이 상대적으
로 높은 기업이고 현상유지 형은 혁신지향형과 성과지향
형 요인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군이다. 이 기업군
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기업부설연구소 유무에 따른  차
이분석을 진행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았
다. 우선 현상유지 형과 성과형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중은 40.8%, 25.4%로 혁신 형과 혁신성과형의 65.6%, 
71.4%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계
적으로 검증해 본 차이분석 결과 역시 1% 유의 수준에서 
카이제곱이 81.015이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
었다. 따라서 군집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미 설립 비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H2)는 
검정되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활동
을 통하여 기술이나 제품을 혁신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이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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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assification results of clusters on factor characteristics 

Table 8.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establishment type research institutes among cluster types (Unit : #, %)

Division

Type of Cluster
Total

 Verification of Difference

Holding Performance Innovation Innovation 
Performance χ2 p-value

CRI Weight CRI Weight CRI Weight CRI Weight CRI Weigh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CRI)

Establish  42  40.8  33  25.4 103  65.6 132  71.4 310  53.9

81.015 *** .000Not 
established  61  59.2  97  74.6  54  34.4  53  28.6 265  46.1

Total 103 100.0 130 100.0 157 100.0 185 100.0 575 100.0

Remark :  ***, **, * means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and the weight means the weight of each research institute. 

원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
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 변량 분석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성
과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4.3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업의 성과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명목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는데 식 (8)은 식 (3)과 (4)를 적용하는 것이다.

      ln

 ln 


 ⋯  (8)  

여기서,  는 현상유지 형 군집,     는 
각각 성과 형, 혁신 형, 혁신성과 형 군집을 의미하며 이
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모형의 적합 도를 검정하는 카이제곱 값이 1% 유
의 수준에서 195.22로 유의한 결과가 나와서 모형이 검
정되었는데 여기서 카이제곱 값은 절편만 포함된 모형과 
최종모형 간 –2LL 값의 차이를 의미하고 절편만 포함된 
모형의 값 1568.02와 최종모형의 값 1472.80의 차이 값
인 195.22이고 이것이 카이제곱 값이다. 모형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 Cox and Snell  과 Nagelkerke  이 
각각 0.288과 0.308로 모형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에 따른 결과는 
성과 형, 혁신 형, 혁신성과 형 모두가 왈드 값이 1% 와 
5% 유의 수준에서 6.590, 5.470, 7.946으로 나와서 유
의한 결과로 검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과형의 경
우는 계수가 –0.790이고 현상유지 형 기업군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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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om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Description Variables
ln(pPerformance/pHolding) ln(pInnovation/pHolding) ln(pInnovation-performance/pHo;ding)

Coefficient(
B) Wald Exp(B) Coefficient(

B) Wald Exp(B) Coefficient(
B) Wald Exp(B)

Intercept 2.340 2.617 -  -4.869 7.780 *** -  -5.469 13.622 *** -

Industrial environment 
uncertainty -.344 1.342  .709  .472 2.754 * 1.603  .430 2.225 1.537

Industrial cluster environment  .153 .292 1.165  .303 1.276 1.353  .348 1.668 1.416

Willingness to innovate -.315 .681  .730  .102 .071 1.107 -.366 .869 .694

Entrepreneurship level -.047 .017  .954 -.146 .164 .865  .191 .266 1.211

Organizational culture  .495 2.386 1.641 -.139 .218 .870  .125 .162 1.134

Marketing competency -.246 .775  .782 -.149 .289 .862  .448 2.428 1.565

Production operation capacity  .264 .914 1.302  .520 3.767 * 1.682  .895 10.474 *** 2.447

Management strategy -.072 .060  .930  .225 .592 1.252  .038 .016 1.038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Establish] -.790 6.590 ***  .454  .661 5.470 ** 1.937  .810 7.946 *** 2.248

[Classification=Manufacture] -.530 1.961  .588 -.458 1.475  .633 -.155 .162  .857

[Scale=Small business] -.976 1.889  .377 1.346 1.312 3.842  -1.457 4.588 **  .233

[Scale=Medium business]  .105 .018 1.111 2.398 3.882 **  11.007 -.088 .014  .916
Model 

Verification  195.22(p<.000)

Explanatory 
power

Cox and Snell .288

Nagelkerke .308

Remark : ***, **, * means significant at 1%, 5%, and 10% significance level,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ze, and compan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mean dummy variable.

혁신 형이나 혁신성과 형에 속할 확률을 뜻하는 Exp(B)
값을 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성과 형에 속할 확
률은 0.454 배 감소하고 혁신 형에 속할 확률은 1.94배, 
혁신성과 형에 속할 확률은 2.25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
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혁신 형과 혁신성과 형 기
업군에 더 큰 양(+)의 효과를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혁신 형이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H3)는 검정되고 채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부역량과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생
산운영 역량을 제외하고는 양의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분석 되었다. 생산운영 역량의 경우 혁신 형과 혁신
성과 형 기업군에서 유의 수준 1%와 10%에서 왈드 값이 
3.767과 10.474으로 나와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
정되었다. 그리고 현상유지 형 기업군과 비교하여 생산운
영 역량이 1 단위 증가할 경우 혁신 형에 속할 확률이 
1.68배 증가하고 혁신성과 형에 속할 확률이 2.45배 증
가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운영 역량이 혁신지향형 기업
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5(H4-5)는 
검정되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가지 
내부역량은 분석결과가 검정이 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
로 여러 가설이 합쳐진 가설은 곱이 아니라 합이므로 기

업 내부역량 변수가 혁신 형이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H4)
는 채택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생산운영 능력의 
경우 H3와 H4-5가 채택되었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단계 분석을 통하여 얻은 3가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가 내부역량, 연구개발 투입, 혁신활동 및 기업성과 
등에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이 미 설립기업보
다 높은 수준 치를 보여 주었는데 즉 매출액 대비 연구개
발비 비중과 연구개발 인력 비중을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이 미 설립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적재산
권 및 제품개발 같은 혁신활동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내
부역량과 기업성과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이 미 
설립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준이 높았다는 것
이다. 둘째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혁신 형 및 혁신
성과 형 기업군 내에서는 비중이 높았다는 것인데 성과 
지향적 요인과 혁신 지향적 요인으로 4개의 군집을 현상
유지 형, 성과 형, 혁신 형, 혁신성과 형 기업군으로 분류
를 하였고 이 중에서 혁신 형과 혁신성과 형 기업군 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중이 미 설립기업보다 확연히 높
은 비중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했다는 것이
다. 셋째로는 다 변량 분석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

RE
TR
AC
TE
D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216

Fig. 4. The resul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and Innovation Oriented Company Impact Model

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혁신 형과 혁신성과 형(혁신
지향형) 기업군이 되는 주요한 요인이고 이러한 기업군
이 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역량 중 생산
운영능력은 부설연구소와 혁신지향형기업군 사이에서 매
개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Fig. 4는 전체 적인 결과를 
요약한 모형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차이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 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업이 설립하지 않
은 기업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기업 활동과 기업성과
에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즉 내부역량, 혁
신활동, R&D 투입, 기업성과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을 활용하여 차이 분석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이 있음이 검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대상기업을 기업성과 변수의 유사성을 근
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
였고 기업성과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혁신지향형과 
성과지향형의 2가지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요인특성
에 따른 군집 분류로 4개의 군집의 분류 결과를 그래프
로 확인하였고 이들 군집 내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미 설립의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 변량 카이제곱 검
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검정이 되었고 성과지향형과 비교하여 혁신지향형 기업
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세 번째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부설연
구소의 설립이 혁신 형이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
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1%, 5%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현상유지 형과 비교 시에 혁신 형
은 1.94배와 혁신성과 형은 2.25배로 속할 확률이 높아
지면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 형은 0.45배의 확
률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정 되었다.

네 번째로는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하여 내부역량이 높으면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인지 즉 내부역량이 혁신 형이나 혁신성과 
형 기업군에 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기술혁신 의
지, 기업가 정신, 조직문화, 마케팅 역량, 경영전략은 통계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검정이 되
었고 다만 생산 운영 역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정
이 되었고 현상유지 형과 비교하여 성과 형은 1.3배, 혁신 
형은 1.7배, 혁신성과 형은 2.4배로 속할 확률이 높아져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설 1
과 종합적으로 볼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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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최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면 기
업부설연구의 수입대체 조절효과 연구와 산학협력 연구
는 이번 연구와는 차이가 있고 내부역량과 연구 성과의 
상관관계 연구는 있었으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등 기업에 여러 가지 측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에 반영했으
면 하는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다른점은 국가지원을 얻기 
위하여 기업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에 기
존 연구들은 이러한 부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대안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그간 이루어진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연구를 
보면 중소기업의 성과나 성장에 관한 연구가 있기는 하
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평가 등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유
무에 따른 기업의 성과와 기업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내부역량 지표를 
통하여 기업군의 미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기존 선행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하
여 이미 존재하는 조세, 관세, 인력, 자금, 구매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맞춤
형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는 기업부설연
구소의 연구인력 확보 지원 및 연구전담 요원을 대상으
로 병역특례 확대와 전문 기술교육 강화 사업을 지원해
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
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 강화 차
원의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1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대구기업 패널 DB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에 향후 가능하다면 전국 단위의 연구를  진행하여 더욱 
일반화된 근거와 이론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연구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

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가 기업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구조적으로 
기업성과나 기업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발전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때에 
Fig. 4의 붉은 점선과 같이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 활동의 
매개효과나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대한 기업 활동의 매개
효과와 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절효과 등을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이 연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정이 되었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
업이 혁신지향형 기업군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증적으로 밝혀낸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중소기업발전정책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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