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 식품산업의 기술변화 원천

을 분석하였다. 기술변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기술혁신의 과정, 특히 기술진보의 원천에 관

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

로 식품산업을 공급자 지배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견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은 중요한 기술을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이전 받는 산업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과학 및 기술

진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엄청난 연구개발이 식품산

업에 도입되고 식품과학, 장비 및 포장 등에 구체화

되어 왔다. 그 전방위산업의 기여 부문을 고려한다

면 식품산업의 기술수준은 통상적인 연구개발 통계

치 보다 훨씬 높다.

산업간 기술흐름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된 특허

와 연구개발 데이터의 관련성 연구에 의하면 식품기

업이 이용하는 전체 기술혁신 중 50%만이 식품가

공업자가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이 50%마저도 그

절반 미만이 그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에 의해 개발

되고 있다. 식품회사가 활용하는 모든 기술혁신의

나머지 50%는 기술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광범위한

여타 산업으로부터 이전 받고 있다. 스페인에 제공

된 외국 특허를 기술적 산출의 척도로 이용한 연구

에 의하면, 부가가치형 식품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

한 특수기술에 보다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품형 식품산업 부문의 경우는 비식품산업에서 개

발한 기술에 더욱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식품산업이 타제조업 부문의 발명이나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Von Hippel이 개발한

기술변화의 원천에 관한 이론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는 기술혁신의 원천은 기술혁신의 범주에 따라 매

우 다양하므로 제조업자가 항상 제품의 기술혁신에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인 가정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본재산업이나 투입

재 공급부문이 식품산업의 주된 기술혁신 원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밀접한

관계는 역의 인과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식품산

업과 같은 공급자 지배적인 산업에서 투자는 자본재

를 공급하는 전방위 기업들의 기술혁신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hristensen, Rama,

Von T unzelm ann 등은 식품산업의 주요 기술

개발이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외부적 아이디어를

도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식품산업 자체에서 발

생되는 요구에서 출발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타산업부문 의존성은 기술과 기술혁신

관리에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만약 공급자와

관련산업이 식품산업 기술혁신의 주된 원천이라면,

내부적 기술지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공급자와의 협력이 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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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술수준의 제고 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널리 인

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 체화된 기술혁신의 전파

과정을 이용자 자체에 의한 기술변화 과정으로 간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전파에는 교육 및

기존 생산조직의 변경, 그리고 때로는 생산제품의

변경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외부지식을 식별하고 모

방하며 활용하는 능력은 그 기업의 이전 관련지식수

준과 함수관계에 있다. 이러한 능력을 기업의 흡수

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에는 기본적 재능은 물론 새

로 출현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유럽 기

업의 기술관리에 대한 연구는 기술이전인프라의 전

반적인 공급수준이 더 이상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애로는 매우 전문화

된 서비스의 공급과 조직 혁신을 위한 지원의 공급

측면,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기업의 흡수력)측

면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식품산업의 기술변화 원

천을 설명하고 분석 것이다. 2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스페인 식품기업이 이용하는 생

산 및 공정 기술의 기원을 파악한다. 기술의 기원

분석은 기술변화의 내외 원천에 대한 정보로 보완하

고 있다. 4장에서는 식품기업의 기술혁신행위에 대

한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외부 기술개발 의존

성이 식품산업에 주는 정책적 함의로 맺는다.

2. 연구방법

기술변화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은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 및 경쟁에 대한 기술변화의 기여도에 초점

을 맞춘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

신 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척도의 적합성에 관한 논

쟁도 크게 일고 있다. 산업 기술혁신 및 기술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기초적인 문제는 새로운 지식과 그

지식의 기술진보에 대한 기여를 측정할 만족할 만

한 척도가 없다는 것이다. 기술변화의 척도는 기술

혁신 과정의 서로 다른 여러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연구개발비용과 기술개발참여자의 비율 등이 기

술혁신과정에의 투입척도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대리변수로 이용하는 것은 의문시되어왔

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은 기술혁신과정에 기여하는

자원과 관련된 것이지 기술혁신의 산출물에 기여하

는 자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개

발 척도와 관련된 또 한가지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 공헌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의 수효와 같은 기술혁신 산출물에 기초한 척

도 역시 도전을 받아왔다. 특허화된 기술혁신은 자

주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부 및 산업간 비교

를 행할 때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산업에 따라 특허성향이 매우 다양하다. 더

구나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

택적 보호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기밀의 경우

와는 달리 기술혁신은 모두 특허로 되는 것은 아니

다. 종합적 특허 통계치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

은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즉 특허마다 질적인 면에

서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적 통계치를 이용해서는

미미한 기술향상과 관련된 특허와 그와는 반대되는

근본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특허 사이의 차별화

는 불가능하다.

전통적 기술혁신 자료이용이 가진 한계 때문에

연구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 산출물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기술혁신 우편설문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은 기술혁신 과정에 관한 서술

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현재로서

는 직접조사가 산업 기술혁신이라는 빙산의 숨은 부

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OECD의 과학 기술 및 산업 이사회가 국가간 비

교를 위하여 기술혁신 데이터 수집 지침을 설정하였

다(Innovation M anual: Proposed Guidelines

f or Collecting and Interp reting Innovation

Data, OECD 1992). 이 연구지침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스페인 식품기업의 기술행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실시한 정량적 연구 결과와 스페인 식품기업이

기술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혁

신 설문지는 95년 9월에 500개의 식품회사로 발송

되었다. 대상기업은 15개 식품부문의 각종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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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표 1>에 주요한 표본 특성이 요약되

어 있다.

<표 1> 표본 현황

부문별
전체 표본
(기업체수)

응답업체
(기업체수)

응답율
(%)

유지류제조업
육가공제조업
유가공제조업

과채가공제조업
수산물가공업
곡물제분업

제빵업
설탕가공업

제과업
동물사료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주정제조업
포도주 및 사이다제조업
맥주 및 위스키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46
40
48
40
58
22
29
7

33
27
22
30
39
18
41

13
12
16
12
13
7
5
3

11
10
3
9

18
6

11

28.3
30.0
33.3
30.0
22.4
31.8
17.2
42.9
33.3
37.0
13.6
30.0
46.2
33.3
26.8

합계 500 149 29.8

질문이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핵심

간부를 통해서만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따

라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기 전에

응답자를 선정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잠재

적인 응답자로서 기술이사 또는 연구개발부장을 기

본적으로 선택하였다. 조사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명확한 정의

와 지시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이 조사결과가 그들에

게 주는 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를 종합

적으로 설계하여 기술혁신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연구개발 부서가 없는 업체는 설문에 응하

지 않도록 하였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 입

수와 높은 응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조사

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149개 식품회사로부터 완성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29.8%였다. 이것은

우편조사 본래의 문제점과 설문지의 길이 및 내용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86%는

종업원수 500인 미만이고, 64%가 수출활동이 전체

매출의 10분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자본소유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75%는 국내 개인회

사로서 상당 정도가 소유에 있어서 해외자본을 도입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설립년한이

오래된 스페인 식품기업체였다(36%가 1960년대 이

전에 설립되었으며 22%는 196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28.9%는 현재의 경영주가 1980년대

부터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15.4%는 1991- 1993년 사

이에 소유주 변경이 있었다. 이는 스페인 식품산업

에 영향을 주고 있는 최근의 M&A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3. 스페인 식품산업의 기술행위

3.1 스페인 식품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의 기원

기술자원은 일면 식품기업 스스로 내부 활동을 통

하여 개발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기술은 외부로부

터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두 측

면 내에서 식품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중간적 선택

은 광범위한데, 이는 기존 기술을 기업 요구에 맞게

적응시키거나, 혁신적 선두주자가 적용하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등 내부적인

자체 개발 활동과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결합하는 것

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스페인 식품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의 기원은 다양하다. 제품기술은 주로 내부적으

로 발전되며(응답자의 29.5%), 반면에 공정기술은

내부 개발과 외부 발전 기술에 의존하는데(응답자의

28.9%), 근본적으로 기존 기술을 그 회사의 기술

적 요구에 적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가로

보면 기업의 외부 원천 기술에의 절대적 의존성은

제품기술보다 공정기술의 경우 더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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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페인 식품산업에 적용된 기술의 기원

기술의 기원별
제품기술

(%)
공정기술

(%)

기업내부개발(ID)
외부획득(EA)
기업내부개발 및 외부획득(ID&EA)
현존기술 기업요구에의 적응(AT)
기술혁신 선도자 적용기술 모방(IT)
현존기술 추가발전 결과(IND)
기타(OC)
무응답

29.5
11.4
20.1
20.8
2.0
6.7
1.3
8.1

16.8
16.8
28.9
25.5
2.7
4.7
2.0
2.7

기술자치지수(TAI) 51.5 41.0

(주) T A I =

ID + ID& E A 0 .5 + ( A T + I T + IN D + OC ) 0 .25
ID + EA + ID& E A + A T + I T + IN D + OC 100

가능한 모든 기술자원 원천을 고려하여(즉, 내부

개발 내지 외부 획득) 식품산업의 기술변화 외부 원

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자치지수(Index of

T echnological Autonomy)를 만들 수가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페인 식품회사는 공정

기술(자치지수 41.0)보다 제품기술(자치지수 51.5)

의 기술자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품기

술이 주로 내부 발전적인 반면에 공정기술은 자체개

발과 외부획득을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보는 것처럼 과학 및 기술 개발

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외부원천 의

존성은 위에서 얻은 낮은 기술자치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조사대상 식품회사들은

공정 기술혁신보다 제품 기술혁신에 더 중요성을 두

고 있었다.

이런 결과와 마찬가지로 Buesa와 Molero 역시

공정(75.0)보다 제품(77.8)의 기술자치 수준(77.8)

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

준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식품산업의 경우보다 수준

이 매우 높다. 그 연구의 식품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비교에서는 식품산업이 공정기술의 경우 가장 낮은

기술자치 수준을 나타내었고 제품기술과 관련해서는

운송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제약산업이나

전자산업과 같은 부문은 기술 자치수준이 완전에 가

까웠다.

부문분석에서는 기술자치가 다른 식품부문들간 매

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표 3> . 대다수의 식품산업

부문은 공정기술 보다 제품기술에서 더 높은 기술자

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식품 및 육류생산 부

문은 특히 가장 높은 제품기술자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부문별 고용규모별 기술자치지수

부문별
제품기술
자치지수

공정기술
자치지수

유지류제조업
육가공제조업
유가공제조업

과채가공제조업
수산물가공업
곡물제분업

제빵업
설탕가공업

제과업
동물사료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주정제조업
포도주 및 사이다제조업
맥주 및 위스키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기업규모(고용규모)
1- 19

20-49
50-99

100-499
500이상

43.2
81.8
59.4
31.8
57.7
40.0
75.0
16.7
50.0
47.5
83.3
52.8
58.9
16.7
36.1

39.5
53.9
55.2
46.5
61.9

36.4
60.4
48.4
35.4
39.6
21.4
40.0
16.7
43.2
35.0
66.7
38.9
45.6
37.5
34.1

26.3
44.6
41.1
44.4
42.9

기술자치지수(TAI) 51.5 41.0

이것은 두 부문이 스페인 식품산업의 전체 연구개

발 노력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

실로 설명될 수 있다(1995년 현재 각각 29.2 %,

22.2%, <표 4> ). 반대로 설탕가공 및 양조부문의

기술자치 수준은 매우 낮았다. 고용수준에 따른 기

업규모에 있어서는 대기업(종업원 수 500인 초과)

은 기술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제품기술면에서 비교적

외부의존성이 낮다. 반면에 공정기술과 관련해서는

중규모 기업이 보다 높은 기술자치 수준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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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관련연구와 다르다. 기

존 연구에서는 소규모기업이 대규모 기업보다 기술

자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페인

식품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대규모 기업에 크게 집

중되어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연구개발비용의 63%가 1995년 현재 종업원 수

가 250인 이상인 식품기업에 의해 지출되었다<표

4>. 그러나 대규모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1989- 1995년간 소규모기업(종업원수 99인 이하)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증가하였다.

3.2 자체기술개발의 원천

앞장에서는 스페인 식품기업이 외부생성기술을 내

부 개발과 결합시키거나 자체기술수요에 적응시키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

러나 제품기술의 경우에는 사내개발이 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응답자의 29.5%). 본 연구는 식품기

업의 자체 기술 개발 메카니즘 파악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두 범주로 구분된 자체 기술개발의 원천에

관한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내부생성은 연구개발 또는 생산부서에 의해서 수행

된 내부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식품기업은 자체적인 내부기술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원천으로부터 기술지식의 개발 또는 적

용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예를 들면

산업의 다른 분야 또는 연구소와의 협력). 더구나 급

변하는 소비자 수요와 더불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경쟁적 환경과 제조자- 소비자간의 상충관계는 식품

산업 기술변화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자체기술을 생성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변화의

16가지 원천에 관한 공정 및 제품기술의 자체개발

중요성을 0(중요하지 않음)부터 3(매우 중요함)까

지 범위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게 하

였다. 각 기술변화 원천의 상대적 중요성은 평균치

(표 4) 부문별 고용규모별 내부 연구개발비, 1988- 1995

(단위 : %, 십억 패소)

부문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5

육류 및 육류제품
수산물 및 수산물제품

과실 및 채소
유지류
낙농품

곡물가루제품
동물사료
기타식품
음료품

고용규모별
25인 미만
25-49인
50-99인

100-249인
25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14.0
7.4
5.6
4.2

14.6
2.3
2.7

34.9
14.4

4.1
4.7
1.5

12.7
12.0
13.0
52.0

12.1
2.0
0.8
1.7

20.5
3.8
3.3

36.8
19.1

4.4
2.2
0.8

16.0
17.2
9.9

49.6

10.2
2.9
3.1
6.0

18.3
6.4
5.8

33.4
13.8

8.9
3.2
4.6

11.7
17.1
12.2
42.3

14.6
1.6
3.4
6.5

17.5
3.6
3.9

36.7
12.3

3.9
7.6
7.9
6.9

20.2
10.6
42.8

13.9
1.5
5.3
4.6

15.2
1.9
6.5

35.8
15.4

2.6
10.1
9.1

10.1
22.6
11.1
34.4

16.6
5.5
5.4
3.5

11.3
3.9
6.5

29.5
17.9

5.7
7.9
4.3

10.0
29.1
12.1
31.0

22.2
10.3
6.7
2.3

13.0
1.5
4.8

29.2
9.9

3.5
5.2

14.9
13.4
28.6
13.6
20.8

총연구개발비(십억 패소) 5,569
(100.0)

5,363
(100.0)

5,867
(100.0)

5,951
(100.0)

7,745
(100.0)

7,440
(100.0)

8,029
(100.0)



식품기술 제13권 제2호 (2000. 6) 117

대신에 유의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무응

답이나 0점인 경우보다 응답된 경우에 더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업체간 차이를 극대화하고, 각 선택항

목에 보다 정확한 가중치를 주는데 도움을 준다.

<표 5>는 기술지식의 개발에 있어서 내부활동 - 특

히 최고 경영자 및 생산분야로부터 투입된 내부 연

구개발노력 - 이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임을 나타내

고 있다. 분석결과, 식품기업의 내부적인 기술 개발

활동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같은 경쟁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의 비율과 방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쟁 - 수요유인(demand

pull) 대 개발압력(discovery push) - 과 관련하여

위의 결과는 스페인 식품산업의 기술변화와 기술혁

신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 양측 요인이 상호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식품소매업자, 타기업, 외부연구소와의 협력활동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다.

기술변화원천의 중요도의 근본 구조를 측정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표 5>는 무응답을

제외한 후에 배리막스순환방법(varimax rotation)으

로 일차성분분석에 기초한 요인하중치(factor loading :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계수로서 하중의 절대치가 높

을수록 요인은 해당변수에 더 기여함을 나타냄)를

보여주고 있다.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 분

산은 전체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하중치에

기초하여 이 4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요인 1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는 그 속에서 식품기업이 작용하는 경쟁적 상황 그

리고 공동활동(다른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이나

T QM(전사적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경쟁

적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

이것은 본 요인이 기업이 작용하는 경쟁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요인 2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표 5> 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과정

기술원천별 중요성지수(SI) 경쟁환경 시장상황변화 내부기술원천 정부법률규제

내부원천
- 최고경영자
- 사내 연구개발
- 유통
- 생산
- 토의그룹/의견개진
외부원천
- 기술개발 모니터링
- 기술혁신 공공지원
- 경쟁상황
- 소비자행동 변화
- 분배계통 요구수용
- 분배부문과 협력
- TQM체제 달성욕구
- 타기업과 협력
- 연구소와 협력
- 정부법제도 수행
- 전시회,박람회,모임

2.078
2.198
1.573
2.005
1.554

1.908
1.219
2.094
2.064
1.763
1.502
1.919
1.102
1.501
1.883
1.622

0.55734

0.78414
0.76117
0.83138

0.82681
0.83784
0.74421

0.79070

0.77434

0.43213

0.58392

-0.74384

0.64619

(주) 중요도지수 SI i =
jX ij / X ij ) + ( j 'X ij / X ij )

2
단, j : 각 기업의 순위

Xij : 해당 빈도수
j ' : 중요도(1∼3, 조금 중요 ∼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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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 수요의 변화나 소매단계 요구에 따른 시

장변화에 식품기업이 반응하게 되는 모든 외부적 원

천이 포함된다. 이것은 본 요인이 시장변화와 관련

된 요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로는 본 분석에 포함된 모든 내부원천의 기술변화

그리고 전시회, 박람회, 모임 또는 공공지원 기술혁

신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외부 생성 기술지식에 대한

기업의 능동적 탐색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 요인

이 기술변화의 내부 원천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

다.

요인 4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로는 기술개발 모니터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 법

률규제에 적응할 필요성 때문에 사내 생성 기술 원

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본 요인

이 정부 법률규제에 따라야 할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3. 기술의 확보

수많은 식품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보여주는 기술자치수준은

스페인 식품산업이 외부 생성 기술에 크게 의존함을

밝혀준다. 어느 기술요소가 외부공헌을 구성하는지

를 분석한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스페인 식품

산업의 기술자원 주원천으로서 국내 및 해외 기계

장비 공급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스페

인 식품산업의 낮은 기술자치율을 설명해주고 있으

며,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있어서 그 전방위산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논쟁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러나 악조건지역 식품산업의 기술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장비 공급자의 결정적 역할은 그 지

역내 중소기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요장비 생산자와 화학제품회사가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술원천이 모든 형태의 기술확보에 있어서

보다 높은 중요성을 나타낸 반면에 해외 기술원천은

거의 동일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마드리드지역의

기술혁신적 제조기업에 대한 조사연구결과, 다른 기

업으로부터의 기술자원 구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공급자에게 선호되는 기술확보의 한 원천으로

서 이용자 또는 고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공

급자가 주요 외부 공헌이 되고 있다. 스페인에 제공

된 특허에 관한 기존연구는 식품기술의 원천으로서

국내 공헌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기술확보의 구조

기술원천별 기술확보 정보검색 해외공급자

점원 또는 고객
국내 기계장비 공급자
다른 공급자
기술컨설턴트
동일부문의 타기업
동일 그룹업종의 타기업
연구소/대학
해외 기계장비 공급자

0.84744
0.66059
0.51610

0.77114
0.61961

0.70423
0.80203

0.82948

각종 기술확보 수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

인분석을 적용하였다. <표 6>에는 무응답을 제외한

후 배리막스회전법(varimax rotation)으로 1차성

분분석에 기초한 요인하중치(factor loading)가 나

타나 있다.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분산

누적치는 전체 분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

하중치에 기초하여 3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요인 1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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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비공급자 및 고객과의 연계 등 자체 기술확보

에 초점을 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 요인

이 기술확보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요인 2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는 상업정보 및 종합적 기술지식 검색 등과 같은 정

보검색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요인 3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는 본 분석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해외 기술

원천이다. 이는 본 요인이 기술확보의 수단으로서

해외 공급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확보의 원천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스페인 식품기업이 외부 생성 기술확보용으로 이용

하는 방법(수단)을 조사하였다. (그림 2)는 주요 기

술확보 형태로서 주로 국내 공급자로부터의 장비 구

매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식품산업에서 기술

변화의 주요 원천으로서 기계 및 장비 공급자의 중

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대로 면허 또는 다른 발

명자의 권리, 계약된 연구개발 또는 컨설턴트 등과

같은 정보수집과정은 기술확보 수단으로서 매우 낮

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기술확보의 수단으로서 국내

및 해외 원천은 중요성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스페인 식품기업이 외부 생성기술을 획득하기 위

하여 이용하는 수단의 중요도를 측정하는데 요인분

석방법을 적용하였다. 3가지 요인의 분산 누적치는

전체 분산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요인

하중치에 기초할 때 이러한 3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요인 1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는 새로운 장비와 더불어 공급되는 협력활동(다른

기업의 컨설턴트 서비스 및 전문가 서비스)과 동시

에 자체 기술확보(장비 구입)와 관련된 메카니즘 등

이다. 이는 본 요인이 기술확보 수단으로서 체화기

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요인 2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는 다른 발명자의 권리와 연구개발 계약을 통하여

도입되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다. 이는 본 요인이 기

술확보 수단으로서 분리기술의 이전과 관련이 있음

을 말해준다.

요인 3 : 이 요인에 가장 크게 하중을 주는 문제

는 비록 해외 장비 공급과 역관계에 있지만 숙련된

고용노동자이다. 이는 본 요인이 기술확보 수단으로

서의 고용 이동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표 7> 기술확보형태의 구조

기술확보형태별 체화기술 분리기술 고용이동성

다른 사람의 발명 사용권
외부계약 연구개발 결과
컨설턴트 서비스 이용
기업 매입
국내 장비 구매
해외 장비 구매
국내 타기업과의 접촉
기술인력 고용

0.78052

0.65623

0.79881

0.81111
0.55050

0.85352

-0.79206

0.76598

4. 기술행위와 기술혁신 활동

기술변화는 개별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함

의를 내포하며 주된 경쟁력이 되고 있다. Porter의

지적에 의하면 전략적 변수로서의 기술은 경쟁을 유

도하는 모든 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게임의 경쟁규

칙을 바꿀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식품기업 기술행위

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다. 즉 외부 생성 기술과는 반대되는 내부 기술력이

보다 큰 기술혁신적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지, 기

업의 전략 형성 나아가 기술혁신적 행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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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제품기

술혁신자인지 또는 공정기술혁신자인지 분석하기 위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때 종속

변수는 만약 응답자가 제품 혹은 공정 기술혁신에

참여하면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며 구조

변수와 함께 기술변수도 포함된다<표 8> .

<표 9>에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의 의

사결정에 관한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석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 기술혁신모형의 경우 내

부 기술력이 공정기술혁신자가 될 가능성을 증대시

킨다는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다. 공정기술 자치수준

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수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모

두 음(- )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자치에

비해서 낮거나 중간 정도의 자치수준의 경우 공정

기술혁신 로그값이 작았다. 낮은 범주의 경우가 중

간 범주보다 로그값이 더욱 작게 나타났다.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만 기업의 창립년도에 대한

추정치는 음(-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립한지 얼

마 안 되는 젊은 기업과 공정 기술혁신을 수행하려

는 선택과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는 특히 공정 기술혁신자가 되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술혁신 활동에 기업의 창립년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표 9> 스페인 식품산업의 제품 및 공정 기술혁신

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수 추정치 유의수준

공정기술혁신자
YRBIRTH
INNIMP
PROCTECH
PROCTECH(1)
PROCTECH(2)

Constant
χ2=28.859, 유의수준=0.0000

-0.0219
2.0874

-2.0388
- 1.1133
44.0077

0.0820
0.0005

0.0838
0.3144
0.0763

제품기술혁신자
INNIMP
PRODTECH
PRODTECH(1)
PRODTECH(2)

EXPORT
EXPORT (1)
EXPORT (2)

Constant
χ2=22.187, 유의수준=0.0005

1.4651

- 1.5515
- 1.5572

1.8629
2.4671

-0.4168

0.0125

0.0861
0.0323

0.0169
0.0073
0.6676

제품 기술혁신모형 또한 기업의 내부적 기초기술

지식의 양이 제품기술혁신자가 되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제품기술

자치수준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시변수와의 상관계

수는 음(- )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자치에

비하여 낮거나 중간 정도의 자치수준의 경우 제품기

술 혁신의 로그값이 더 작았다. 수출집약도(export

<표 8>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변수 변수 설명

구조변수
규모(size)
부문(sector)

YRBIRTH
EXPORT

자본

고용자수(2개 범주 ; 100인 미만은 소규모, 그 이상은 대규모)
경제부문(2개 부문 ; 1차변환부문-표 3의 412,413,416,420,422-은 "1",
2차전환부문은 "0")
기업의 설립년도
수출집약도(3개 범주 ; 총산출의 10%이하 수출 하위 그룹, 11-50%수출 중위수출그룹,
50%이상 수출 상위그룹)
자본구조(2개 범주 ; 국내소유는 "1", 해외소유는 "0")

기술변수
PRODTECH
PROCTECH
INNIMP

제품기술자치(3개 범주 ; 절대의존, 중간, 완전자치)
공정기술자치(3개 범주 ; 절대의존, 중간, 완전자치)
회사내 혁신활동의 중요도(2개로 구분 ; 중요하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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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와 관련하여 수출점유율 수준을 나타내는

2개 지시변수와의 상관계수는 양(+)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낮거나 중간 수준의 수출집약도의 경우 제품기

술혁신의 로그값이 더 컸다.

두 개의 방정식은 기술혁신에 있어서 사내 기술력

의 중요성 및 외부원천에 크게 의존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을 강조한다. 기술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

쟁적 유리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방향에 따라 성장

해 나가기 위하여 외부과학 및 기술에 더욱 의존하

게 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는 외부

원천 기술과 기업 내부의 기초기술지식이 밀접히 연

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업은 협력자

의 기술개발활동을 보완하는 기업 특유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입과정에서

의 요구이다. 즉 이용되지 않는 기초 또는 응용 지

식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평가하는 실제적 연구능력

이 자주 요구된다고 Rosenberg는 지적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페인 식품산업의 기술변화 원천을 분

석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술혁신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기술활동 측정의 대

안으로서 기술혁신 우편 설문지 이용에 기초한 새로

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식품산업의 특징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인데 스페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기계 및 장비

공급자가 스페인 식품산업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하

였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또한

기술지식 획득 수단에 관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장비 구입은 정보수집과정과는 반대

로 기술획득의 주요 원천으로 대두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식품산업과 같은 어떤 산업부문이 장비 및

재료의 산업간 매매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도 기술

(예를 들면 생물공학, 극소전자공학, 컴퓨터기술 등)의

핵심 기술진보로부터 어떻게 이득을 얻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식품산업의 외부생성 기술개발에의

의존성은 일반적으로, 특히 공정기술에 있어서 기술

자치수준을 낮추었다. 부문분석 결과는 식품산업 부

문간에 기술자치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

부문이 공정기술보다 제품기술의 기술자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부 부문에서는

한정된 낮은 기술자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자치수

준과 연구개발비용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스페인 식품산업에서 연구개발노력 점유율

이 가장 높은 부문이 보다 높은 기술자치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더구나 고용규모에 따른 기술자치 분

석결과,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제품기술면에서 기

술적으로 더 독립적(자치적)인 반면, 중규모 기업은

공정기술면에서 보다 높은 기술 자치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기술혁신에 있어서 사내

기술력의 중요성과 산업이 내부 개발이 아니라 외부

기술원천에 크게 의존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을 강조

하고 있다. 기술지식은 장기적이고 축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핵심기술을 향상시키고 새

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요구

한다. 따라서 식품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이루기 위하

여 외부에서 생성된 기술진보로부터 관련기술을 획

득할 필요가 있다.

(출처: Agribusiness, 15(4), 431,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