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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융복합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
술이전 사례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등에서 기술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결정요인을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경우 해당 기술 발명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술이전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해당 기술의 청구항의 수가 많아
질수록 기술이전의 성공률이 제고되었고 셋째, 해당 기술에 대한 피인용문헌의 수가 많을수록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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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y transf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ased on IP-MARKET, KIPRIS, and Wintelips, we emplo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all data related with technology transfer in marke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2008 through 
2012. Our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s: (i)the more inventors the higher possibility; and (ii)the more claims 
and forwards the higher possibility of success in technology transfer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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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소기업은 사업체의 총 수  고용자 수에 

있어서는 매우 놓은 유율을 보이는 반면, 생산액  부

가가치에 있어서는 낮은 비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1]. 인 ㆍ시설자원 등 모든 면에서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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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부족한 소기업이 경 환경 변화에 응하고 경쟁

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외부 문 인력에 의한 기술과 

경 의 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는 컨설  

지원 사업 추진 등 소기업 지원을 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2]. 그러나 소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인 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을 주로 외부에서 수 하여야 하며 설령 소기업에서 

만들어 낸 기술이라 할지라도 자체 사업화가 어려운 경

우가 많아 경 상 필요에 따라 이를 외부에 매각 는 라

이센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

다. 기존에 기업 내부의 R&D활동에 을 맞추는 것이 

‘폐쇄형 신’이었고, 아웃소싱이 한쪽 방향으로 역량을 

집 시키는 것이라면, 오  이노베이션은 기술이나 아이

디어, 노하우가 기업 내외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

게 기업의 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윤병운

(2010)은 지식재산을 독 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공유

하는 것이 개방형 융복합 기술 신의 핵심이며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떨어지는 소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요하고 핵심 인 략이라 주장하 다[3].

이 듯 소기업의 내·외부를 아우르는 융복합 경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소기업만의 특수성을 감안

한 소기업 기술이 에 해 그 결정요인을 도출하여 

이해할 필요가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기존연

구는 기술이 의 결정요인에 해 주로 공공기 과 학, 

국가 R&D 정책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선근

(2001)은 출연연구소와 학 등 공공기 이 수행하는 국

가 R&D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의 이   실용화 요소로 

기술공 자, 기술수요자, 기술이  매체, 이  상기술, 

수요환경의 5가지로 구분하 고, 국가 R&D사업에 참여

한 117개 과제 책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설문의 결과 국가 R&D 사업의 기술이  애로요인  

기술공 자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수요환경이 가장 

요한 문제로 분석되었다[4]. 한편, 박규호(2012)는 연구자

의 규모와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연구소가 학보

다 기술이  성과에 우 를 가지며 기업-연구소의 력

방식이 기술이  성과에 유리하다고 하 으며, 특히 청

구항 수, 등록여부와 출원인 수 등의 특허의 가치를 나타

내는 지표가 기술이  성과에 효과 인 것으로 주장하

다[5]. 그러나 소기업만을 상으로 한 기술이 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소기업에서 경

략을 수립하기 해 참고할 만한 실질 으로 필요한 

정량 이고 구체 인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이 가진 인 , 물  한계를 극

복하고 소기업만의 특징에 맞는 효과 인 지식재산권 

략을 수립하기 해 소기업 차원에서의 기술이  결

정요인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 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용어정의 : 기술과 특허 및 기술이전

Capon, et. al(1987)은 기술이란 넓은 의미에서 노하우

(Know-how) 라 보고 있으며, 기업의 에서는 제품이

나 서비스의 생산  매에 필요한 정보까지도 기술에 

포함하고 있다[6]. 그러나 이 (2012)은 기술이 을 

한 가치평가 상으로서의 기술은 산업재산권이거나 산

업재산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 다[7]. 권정 (2012)는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

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 주지상표권 등 산업

상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

다[8].

권정 는 그 에서 가장 표 인 산업재산권의 형

태는 특허권이라고 하 고, 특허권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는 방법을 최 로 발명하 을 경우 그 발

명자에 해 발생하는 권리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

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한다[8]. 성태

웅(2015)은 특허는 객 이고 표 인 기술을 제공해 

주는 정보로서, 그동안 기술수 과 기술 신의 흐름, 동

향 악 등을 조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고 

하 다[9]. 특히, 양식이 표 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활

동의 좋은 용지표로서 그 활용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소기업 기술이 의 결정요인을 가장 정량

이고 객 인 형태로 설명하기 하여 기술 에서 

표 인 특허만을 연구 상으로 결정하 다.

한편,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에 따르

면 "기술이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

구, 합작투자 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

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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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 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술이 은 그 주된 목 이 소기업이 자체개발한 

기술을 생산에 용하고, 필요한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

여  신을 도모한다는 에서 그 의미와 요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체 개발기술은 기술이 을 통해 기술

료  실시료 등으로 수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외

부 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신을 유발하여 련된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부가가

치를 실 할 뿐 아니라 고용을 창출 한다는 에서 신

기업에서 그 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2].

 

2.2 기술이전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ZhaoㆍReddy(1990)는 기술이 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비

롯되는 기술공 자 요인[13]을 제시하 으며, Spannㆍ 

Adams(1993)는 개발된 기술을 상업  활용의 목 으로 

이 받거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조직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술수요자 요인[14]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 다. Evan

ㆍOlk(1995)는 이 된 기술자체의 내용 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기술특성 요인[15]을 제시하 으며, 김 호ㆍ

정재윤(2013)은 기술수요와 련된 시장과 정부의 정책 

 제도에서 비롯되는 외부 환경요인을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16].

상기의 연구와 달리, 기술이 의 향요인을 다양한 

시스템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즉, 

Bozeman(2000)은 기술이 의 효과성 는 성과를 분석

하기 해 ‘조건부 효과성 모델(Contingent Effectiveness 

Model)’을 설정하고 이 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5가지 

역으로, 이 행 자(Transfer agent), 이 매개물(Transfer medium), 

이 상(Transfer object), 이 수혜자(Transfer recipient), 

수요환경(Demand Environment)을 제시하 다. 이는 기

술이 의 성과는 기술이 이 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

로, 구에게, 어떠한 환경 하에 이루어졌는지에 한 

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17]. 윤요한ㆍ김윤배

(2015)는 선행연구에서 일반 으로 다룬 기술공 자  

수요자 요인, 기술특성 요인과 함께 기술수요자 측면에

서의 기술이  향요인을 세부 으로 분석하기 하여 

외부 환경요인을 시장 환경 요인과 정책/제도  요인으

로 구분하여 크게 5가지 요인(시장환경 요인, 기술특성 

요인, 기업특성 요인, 기술이  기 특성 요인, 법제도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 다[12]. 한편, 성태웅ㆍ김다슬

(2015)은 기술이 을 한 필수 제로서 기술에 한 가

치평가의 결정요인을 찾는 연구방법론을 크게 문가의 

단을 근거로 분석한 정성  방법과 실제 사례를 심

으로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한 정량  

방법으로 구분하 으며 이를 다시 구체 으로 구분하여 

기술성 요인 4개(기술 완성도, 특허 연계성, 기술  우

성, 특허 권리범 )와 시장성 요인 3개(기술개발주체, 기

술도입주체, 시장 향력)로 도출하 다[9].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요인들  공통

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 의 향요인을 크

게 기술성 요인과 시장성 요인으로 분류하 다. 아울러 

이들 요인을 구성하는 7개 세부인자들을 설정하고 이들

에 한 기존연구들을 <Table 1>에 정리하 다.  

 

Determinants
Patent 

Information
Previous Studies

Techn

icality

Technologic

al maturity

Number of 

applicants

Number of 

inventos

Kwon, J. D. (2012), Lim, J. Y. et al. 

(2011), Kim, Y. H. (2011), Reitzig, 

M.(2004)

Relationship 

with the 

patent

Number of 

Backwards

Sung, T. W. et al.(2015), Lee, K. P. 

(2013), Kim, Y. H. (2011), Choi, S. 

S. (2006), Seo, J. H. et al. (2006), 

Park, J. K. et al. (2005), Reitzig, 

M(2004), Ernst, H.(2003), Harhoff 

et al(2003), Karki, M. M. S.(1997) 

Technologic

al edge

Number of 

Forwards

Kim, Y. H. (2011), Lim, J. Y. et al. 

(2011), Nam, Y. J. et al. (2006), 

Park, J. K. et al. (2005), Reitzig, 

M.(2004), Harhoff et al(2003), 

Karki, M. M. S.(1997) 

Patent 

rights

Number of 

claims

Lee, K. P. (2013), Lim, J. Y. et al. 

(2011), Kim, Y. H. (2011), Park, S. 

Y. (2007), Choi, S. S. (2006), Nam, 

Y. J. et al. (2006), Ernst, H.(2003), 

Park, W. G. and Wagh, S.(2002)

Mark

etabili

ty

Subj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Supplier

ZhaoㆍReddy(1990), Sung, T. W. et 

al.(2015), Park, H. W. (2013), Kim, 

S. K. et al. (2012), Son, S. J. (2011),  

Subject of 

technology 

Acceptance

Technology 

Recipient

SpannㆍAdams(1993), Park, H. W. 

(2013), Kim, S. K. et al. (2012) 

Market 

impact

Number of 

Family 

literatures

Number of 

Family 

countries

Sung, T. W. et al.(2015), Lee, K. P. 

(2013), Kwon, J. D. (2012), Kim, Y. 

H. (2011), Lim, J. Y. et al. (2011), 

Choi, S. S. (2006), Nam, Y. J. et al. 

(2006), Reitzig, M.(2004), Harhoff et 

al(2003), Ernst, H.(2003), Park, W. 

G. and Wagh, S.(2002)  

<Table 1> Determinants of Technology Transfer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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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기업의 융복합 경 략 수립에 있어 

개별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요인이 기술이 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악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소기업의 기술이 에 한 본 연구의 연구목 에 

따라 기술공 자  수요자 요인은 소기업으로 한정하

고, 선행연구에 따라 기술특성 요인과 함께 외부 환경 요

인 즉 시장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크게 2가지 요인(시

장성 요인, 기술성 요인)으로 구성하 다. 이  소기업

의 융복합 경 략을 해 실질 으로 활용이 가능하도

록 정량  분석이 가능한 구체  기술내용인 특허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7가지 결정요인들을 선택하 다. 즉 기술

의 기술성 요인에 해당하는 청수항 수, 발명자의 수, 출원

자의 수, 인용문헌 수, 피인용문헌 수와 기술의 시장성 요

인에 해당하는 패 리 문헌 수, 패 리 국가 수가 소기

업의 기술이  성공여부와 유의한 계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Fig. 1] Research Model

즉 연구모형에서는 개별 기술에서 기술이 에 향을 

미치는 해당 기술의 특성을  기술성 요인과 시장성 요인

으로 크게 분류한 후 특별히 이  정량 이고 구체 인 

7가지 결정인자를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이에 

따른 기술이  성과 즉, 기술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종

속변수로 설정하 다.

3.2 연구가설

3.2.1 기술의 기술성 요인과 기술이전 성과와의 관계

손수정(2011)은 기술이 의 제로서 기술 가치평가

는 기술의 신성과 개발주체를 핵심  요소로 악하

으며[18], 권정도(2012)와 임지연(2011), 김용희(2011)의 

경우 출원인 수와 발명자의 수 등 기술 완성도를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 다[19,20,21]. 반면, 이경표(2013)와 최

수식(2006), Park et al.(2002)는 특허수명과 같은 권리 잔

존기간과 청구항의 수 등 특허 권리범 를 그 주된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 다[22,23,24]. 한 임지연(2011)과 허

은녕(2006)은 특허연계성과 련된 인용문헌 수를 핵심

 요인으로 악하 고[20,25], 임지연과 김용희는 상기

의 기술  완성도와 아울러 기술  우 를 나타내는 피

인용문헌 수 역시 기술이 을 결정하는  다른 하나의 

요한 요인으로 제시하 다[20,21].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상을 소기

업으로 특정하여 기술이 을 검토하더라도 선행연구에

서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 요인  출원인의 수와 발명자

의 수, 청구항의 수, 인용문헌의 수, 피인용문헌의 수는 

소기업의 기술이  성과에 정(正)의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상기술의 

기술성 요인과 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Number of applicant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1>

Number of inventor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2>

Number of claim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3>

Number of backward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4>

Number of forward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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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술의 시장성 요인과 기술이전 성과와의 

관계

Gambadella(2002)는 기술이 의 결정요인으로 기술

의 시장성 요인과 련하여 기술의 경제  가치, 기업규

모와 보완  자산, 기업의 경우 핵심기술 인지의 여부, 

기술  경쟁  제품경쟁, 구조화된 연구개발 로젝트

의 목표성취 여부 등을 제시하며 그 에서 기업의 규모

를 가장 요한 결정요인으로 설명하 다[26]. 반면, 권정

도(2012)와 이경표(2013), 최수식(2006)은 기술의 시장성 

요인과 련해서 패 리 문헌 수와 패 리 국가 수와 같

은 시장 향력을 핵심  결정요인으로 주장하

다.[19,22,23] 한편, 손수정(2011)과 박 우(2005)는 기술 

제공기업과 기술 도입기업을 그 주된 요인으로 악하

고[18,27], 최수식과 박선 , 원정욱은 공통 으로 상용화 

단계 한 요한 결정요인으로 악하 다.[23,28,29]

따라서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의 시장성 

요인  기술 제공기업과 기술 도입기업의 경우 소기

업으로 한정한다면 패 리문헌 수와 패 리국가 수가 

소기업의 기술이  성과에 정(正)의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향을 실증 으로 확인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Number of Family literature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6>

Number of Family countrie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H7>

  

4. 연구방법

4.1 모집단과 표본선정 

소기업의 기술이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

석하여 향후 기업의 융복합 경 략 수립 방향을 모색

하기 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텔립스(Wintelips)상의 

기술거래 데이터를 분석하 다. 기술이 의 성공여부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상에 2008년부

터 2012년까지의 소기업 최신 기술거래의 성공사례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로 정하고 개별 기술차원의 기술성 

요인과 시장성 요인의 특허정보를 활용하되,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시장성 요인에서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

의 범 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소기업으로 한정

하 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권정도(2012)와 Reitzig(2004)가 제시한 기술 완성도

를 참고로 하여[19,30]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IP-MARKET)상의 기술이  성공과 실패사례를 추출

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상의 출원인 수와 발

명자 수를 추출하 다. 

이경표(2013)와 최수식(2006), Park et al.(2002)가 제

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22,23,24] 기술이 에 있어 청

구항 수와 같은 특허 권리범 를 나타내는 지표를 지식

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상의 소기업의 기

술이  성공과 실패사례를 추출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

스(KIPRIS)상의 청구항 수를 수집하 다. 

인용문헌 수  피인용문헌 수와 련하여 앞서 선행

연구에서 특허연계성과 련된 인용문헌 수를 결정  요

인으로 악하 고[20,25], 한 기술  우 를 나타내는 

피인용문헌수를 결정요인으로 제시 하 는바[20,21] 지

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상의 소기업의 

기술이  성공과 실패사례를 추출하여 텔립스(Wintelips)

에서 수집하 다. 

패 리문헌 수와 패 리국가 수 역시 상기 선행연구

들이 제시한 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상의 소기업의 기술이  성공과 실패사례를 추출하여 

텔립스(Wintelips)에서 수집하 다. 

정량  데이터 추출을 한 기술분석 도구로서의 기

술정보 항목, 즉 종속변수는 총 7가지로서 요약결과는 다

음 <Table 2>와 같다. 

5. 실증분석과 가설검정

5.1 자료수집결과 

분석 상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1건의 표본

의 기술정보에 한 기 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소기업 기술이 에 성공한 기업의 평균 출원인 수는 1.23

명이고 평균 발명자 수는 1.85명이며 평균 인용문헌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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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회, 평균 피인용문헌 수는 1.21회, 청구항수는 5.07개 

패 리문헌 수는 2.45개, 패 리국가 수는 1.50개로 나타

났다. 

Variables Details DataBase

Indepen

dent 

variable

T

e

c

h

n

i

c

a

l

i

t

y

Technologic

al maturity

Number of 

applicants

Number of 

inventors

Quantitative 

variable
KIPRIS

Relationship 

with the 

patent

Number of 

Backwards

Quantitative 

variable
Wintelips

Technologic

al level

Number of 

Forwards

Quantitative 

variable
Wintelips

Patent 

rights

Number of 

claims

Quantitative 

variable
KIPRIS

M

a

r

k

e

t

a

b

i

l

i

t

y

Subj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Supplier
SMEs IP-Market

Subject of 

technology 

Acceptance

Technology 

Recipient
SMEs IP-Market

Market 

Impact

Number of 

Family 

literatures

Number of 

Family 

countries

Quantitative 

variable
Wintelips

Depend

ent 

variable

Technology Transfer

Binary 

variable

(1=Success, 

0=Failure)

IP-Market

<Table 2> Variables employed for analyzing 
determinants of technology transfer

Variables
Number 

of Data
Min Max Average

Standard 

Error

Independ

ent 

variable

Number of 

applicants
101 1 5 1.23 .705

Number of 

inventors
101 1 11 1.85 1.711

Number of 

Backwards
101 0 15 3.26 3.032

Number of 

Forwards
101 0 17 1.21 2.434

Number of 

claims
101 1 27 5.07 3.707

Number of 

Family 

literatures

101 1 17 2.45 2.278

Number of 

Family 

countries

101 1 10 1.50 1.324

Depende

nt 

variable

Technology 

Transfer
101 0 1 .50 .502

<Table 3> Cross Analysis of Variables

한편, 다음 <Table 3-1>에서 <Table3-7>까지는 기

술이 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른 출원인 수, 발명자 수, 

청구항 수, 인용문헌 수, 피인용문헌 수, 패 리문헌 수, 

패 리국가 수 등 각 변수의 자료수집 통계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No
Number of applicants

Total
1 2 3 4 5

Technology 

Transfer

Failure 46 3 0 1 0 50

Success 42 5 1 2 1 51

Total 88 8 1 3 1 101

<Table 3-1>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applicant

No
Number of inventors

Total
1 2 3 4 5 7 8 11

Technology 

Transfer

Failure 42 5 1 1 1 0 0 0 50

Success 26 9 4 6 2 2 1 1 51

Total 68 14 5 7 3 2 1 1 101

<Table 3-2>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inventor

No

Number of claims

Total
1∼3 4∼6 7∼9 10∼16

More 

than 17

Technology 

Transfer

Failure 23 23 4 0 0 50

Success 15 19 8 7 2 51

Total 38 42 12 7 2 101

<Table 3-3>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claim

No
Number of Backwards

Total
0∼2 3∼5 6∼9 10∼15

Technology 

Transfer

Failure 14 34 2 0 50

Success 25 13 8 5 51

Total 39 47 10 5 101

<Table 3-4>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backwards

No
Number of Forwards

Total
0 1 2 3 4 5 7 9 10 17

Techn

ology 

Transf

er

Failure 33 12 3 1 1 1 0 0 0 0 50

Success 21 14 4 4 6 2 2 1 1 1 51

Total 54 26 7 5 7 3 2 1 1 1 101

<Table 3-5>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fo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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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umber of Family literature

Total
1 2 3 4 5 6 7 8 13 17

Techn

ology 

Transf

er

Failure 14 26 5 3 0 0 1 1 0 0 50

Success 18 17 7 2 3 1 1 0 1 1 51

Total 32 43 12 5 3 1 2 1 1 1 101

<Table 3-6>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family literatures

No
Number of Family countries

Total
1 2 3 4 6 10

Technol

ogy 

Transfer

Failure 40 7 1 0 2 0 50

Success 37 8 2 2 1 1 51

Total 77 15 3 2 1 1 101

<Table 3-7>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by
family nations

  

5.2 연구모형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정하기 

한  단계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합도 검정

(Goodness of fit)을 해  Hosmer-Lemeshow test를 실

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이학식(2008)에 따르면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체 인 

합도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 합도 검정결

과는  유의확률 p-value가 0.091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합하다고 할 수 있어 모형의 합도를 수용하 다[31].  

  한 성태제(2015)에 의하면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

성이 0.5 이상으로 단되면, 종속변수가 발생한다고 

측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인 바[32] 본 연구의 측 

정확도는 77.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step χ2 degree of freedom P-value

1 13.672 7 .091

<Table 4> Hosmer-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Detected

Prediction

transfer Classification 

Accuracy %failure success

failure 42 8 84.0

success 15 36 70.6

total % 77.2

<Table 5> Classification results

5.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술이 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변수  발명자의 

수, 청구항의 수, 피인용문헌 수와 기술이 의 성공여부

는 유의확률인 p-value가 0.05보다 작음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으나, 다른 변수는 p-value가 0.05보

다 모두 큼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

기술이 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종합  통계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즉 발명자의 수는 <Table 6>에서의 Exp(B)값인 

Odds Ratio가 2.209로써 발명자의 수가 1명 늘어날수록 

기술이 의 성공확률이 2.209배 더 높은 결과를 보 고, 

피인용문헌 수는 Exp(B)값이 1.745로써 피인용문헌 수가 

1개 늘어날수록 기술이 의 성공확률이 1.745배 더 높은 

결과를 보 다. 청구항의 수는 Exp(B)값이 1.251로써 청

구항의 수가 1개 늘어날수록 기술이 의 성공확률이 

1.251배 더 높은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출원인의 수, 인

용문헌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패 리국가 수도 한 기술이  성공의 주요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Wals def.
P-

value

Exp

(B)

Number of 

applicants
.013 .486 .001 1 .979 1.013

Number of 

inventors
.792 .305 6.732 1 .009 2.209

Number of 

claims
.224 .098 5.228 1 .022 1.251

Number of 

Backwards
.057 .085 .445 1 .505 1.058

Number of 

Forwards
.556 .233 5.707 1 .017 1.745

Number of 

Family 

literatures

.501 .313 2.557 1 .110 1.650

Number of 

Family 

countries

-1.077 .591 3.324 1 .068 .341

Constant -2.647 .805 10.808 1 .001 .071

*def: degree of freedom

<Table 6>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5.4 가설 검정결과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제시한 가설의 검

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Table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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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바와 같다. (1)가설1의 경우 출원인의 수가 많을

수록 소기업의 기술이  성과와 정(+)의 방향을 갖는

다는 것이었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확률인 

p-value가 0.979로 유의성의 기 인 0.05 보다 큰 값으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2)발명자의 수와 소기업의 기술이

 성과와의 정(+)의 계를 나타내는 가설2의 경우 

p-value가 0.009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경우 Exp(B)

값은 2.209로 발명자의 수가 1명 늘어날수록 기술이 에

의 정  향은 2.20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구항의 수가 많을수록 소기업의 기술이  성과와 정

(+)의 방향을 갖는다는 가설3의 경우는 p-value가 0.022

로 채택되었다. 이 경우 Exp(B)값은 1.251로 청구항의 수

가 1개 늘어날수록 기술이 에의 정 인 향은 1.251

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설4인 인용문헌의 수

의 경우 p-value가 0.505로 기각되었다. (5)가설5인 피인

용문헌의 수의 경우 p-value가 0.017로 채택되었다. 이 

경우 Exp(B)값은 1.745로 피인용문헌 수가 1개 늘어날수

록 기술이 에의 정  향이 1.745배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된다. (6)가설6의 경우 패 리 문헌의 수가 많을

수록 소기업의 기술이  성과와 정(+)의 방향을 갖는

다는 것으로 p-value가 0.110이고, 가설7인 패 리 국가

의 수의 경우도 p-value가 0.068로 역시 이들 가설들은 

기각되었다.

Categories Hypothesis Result

H1
Number of applicant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False

H2
Number of inventor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True

H3
Number of claim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True

H4
Number of backward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False

H5
Number of forward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True

H6
Number of Family literature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False

H7
Number of Family countries has a positive 

impact upon technology transfer  
False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

소기업에 한정하여 조사한 본 연구의 소기업의 

기술이 의 결정요인  발명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술이

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청구항의 

수와 피인용문헌의 수가 많을수록 소기업 기술이 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출원인의 수와 인용문헌의 수, 패

리 문헌 수와 패 리 국가 수는 소기업의 기술이  성

공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결론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기업의 기술이  사례에 한 그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소기업을 한 융복합 경 략

에의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술이 의 결정요인을 추출한 뒤,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를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방식을 통해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소기업의 기술이 의 결정요인에 

해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기술완성도의 측면에서, 해당 기술의 발명자

의 수가 많을수록 기술이 의 성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해당 기술을 개발하

는 데 얼마나 많은 개인과 집단이 개입했느냐를 보여주

는 것이며, 이는 기술에 한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다

양한 역에서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활용되어 양질의 기

술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술이  성

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33].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도 다양한 역에서의 많은 문인력이 활용된 R&D의 

경우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기술의 경제  가치가 상

으로 높아져 해당 기술의 이 에도 실질 인 향을 

나타냄을 확인하 고[5]. 연구인력이 많을수록 산학연의 

기술  성과가 높아짐을 실증 분석하 다[34,35]. 본 연구

에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발명자의 수에 있어 

Exp(B)값으로 나타나는 Odds Ratio가 2.209로써 다른 변

수인 피인용문헌의 수와 청구항의 수보다도 기술이 의 

성공여부에 훨씬 강력한 향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소기업의 기술이 만을 상으로 

실증 분석한 것으로 이미 다양한 문인력과 시설을 구

성하고 있는 학,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 그리고 1인

출원이 부분인 개인ㆍ벤처ㆍ창업 출원 과는 달리 실

으로 R&D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기업에서

는 그만큼 연구개발 인력의 요성이 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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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는 가능한 한 연구개발 인력을 최 한 확보하여 R&D 활

동에 념하되[36,37], 자체 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동

종, 이종 업체 간 동 R&D 수행방안을 극 으로 검토

할 수 있으며[38,39], 연구개발은 가  R&D 로젝트를 

한  단 의 연구개발 풀을 구성해 R&D 과제를 수행

하는 것이 기술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40].

둘째, 해당 기술의 청구항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술

이 의 성공이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구

항의 수가 많을수록 많은 범 의 기술  공간을 확보해 

질 으로나 경제 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5] 경제 으로 가치 있는 기술은 그만큼 시장

성과 사업성이 있다는 것으로 소기업의 필요에 따른 

기술이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33]. 기술의 청

구항의 수가 많다는 것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의 수가 많다는 것인데, 반 로 종속

항의 수를 이고 종속항에 있던 구성요소들을 독립항에 

기재하여 독립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

록 기술  내용에 제한을 가해 등록될 가능성은 높아지

지만 상 으로 권리의 범 는 좁아진다[38]. 즉 청구항

의 수를 최소화하고 해당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최 화 

할 경우 해당기술의 특허등록 가능성은 매우 증가하지만 

권리범 는 극히 제한되게 되어[38] 경제 으로 가치가 

없는 기술이 되며 이러한 기술은 시장에서 외면되고 기

술이 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36]. 이는 결국 

기술의 특허등록가능성과 기술이 가능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써 단지 특허등록을 한 기술개발인지 

추후 기술이   사업화를 한 기술개발인지는 기술경

략 차원에서 애 에 R&D의 단계에서부터 매우 신

하게 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항

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추가 는 부가하는 종속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성요소 조합 시 경우의 수가 증

가함으로써 청구범 가 넓어지게 되므로 넓은 범 의 기

술  공간을 확보해 질 으로나 경제 으로 우수한 기술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이  뿐 아니라 추후 기술의 

권리범  확보와 이를 통한 선제  분쟁 응을 한 경

략에 있어서도 매우 요한 고려 상이다[42]. 결국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른 기술의 권리범 의 확보라는 

R&D 략을 통해 기술이  성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43].

셋째, 특허의 기술  우 성 측면에서, 해당 기술에 

한 피인용문헌의 수(Forward)가 많을수록 소기

업의 기술이  성과와 정(正)의 향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해당 기술에 해 피인용된 횟수가 많아진다

는 것은 해당 기술을 참고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출해 냈

다는 것으로 그 만큼 핵심 이고 원천 인 기술로서 기

술  우 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해도 좋을 것이다[2]. 

결국 우수한 기술의 경우 그 만큼 기술이 이 쉽게 일어

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상기 연구결과 발명자의 수, 청구항의 수에서 보듯이 

개별 기술의 질  제고가 기술이  성과를 제고할 수 있

으므로 개별 소기업에서는 로젝트 단 로 가  다

양한 구성원으로 R&D 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생성한 

기술  지식을 질 좋은 기술로 환하기 해 특허를 등

록 받기 한 목  뿐 아니라 추후 넓고 강력한 기술 확

보를 한 략 인 설계를 통해 해당 기술에 한 폭넓

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 높은 기술을 창출해야 한

다.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기

술이 에 련 연구는 부분 학, 정부출연 연구기 , 

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소기업으

로 표본을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화

를 시도하 고 특별히 소기업에서 융복합 경 략을 

수립함에 있어 R&D 단계에서부터 기술이 을 염두 해 

두고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통해 소기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극 화할 수 있는 융복합 IP 경 략의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다. 둘째는 종래의 기술이 에 

한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정성 이고 추상 인 결

과의 제시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용할 수 있는 정량

이고 구체 인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제시함으로

써 즉각 으로 소기업 장에서 쉽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시장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 확

보를 통해 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략은 자체 

R&D 기단계에서부터의 권리 보호화 략, 개발기술의 

양ㆍ수도를 비롯한 라이센싱 략, 추후 소송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는 IP 소송 략, 기에 기술이 에 따른 목

돈으로 흐름을 확보한 뒤 매년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세일즈-라이선스 백(Sales & License Back)

략, 특허연 략, Open Innovation 략을 통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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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종 소기업 간의 IP 풀 신디 이션(IP Pool 

Syndication), Non Practicing Entities를 통한 IP 라이센

싱 로그램 략 등 매우 다양하다[44,45,46].  본 연구를 

통해 이 게 다양한 융복합 경 략의 최 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소기업은 R&D 기획단

계에서부터 기술이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기술의 기술

성 요인과 시장성 요인을 모두 분석하여 시장에서 원하

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기술이라

면 서로 매입을 한 경쟁이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

연스럽게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한 기술

이 이나 이를 근본으로 한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화를 

시도하는 비즈니스 창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강소ㆍ강 기업과 같은 소기업의 근본  체질을 

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 상건은 

총 101건이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의 최신년도가 2012년으로 최신의 사

례를 활용하지 못하여 소기업의 기술이  사례에 해 

보다 많은 표본을 상으로 하지 못하여 객 성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이다. 둘째, 기술이  성

공사례와 기술이 의 실패사례의 비율을 최 한 맞추려

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산업범  체에 한 충

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따라서 추가 연구 시에는 소기

업의 기술분야를 세분화하는 등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셋째, 소기업에만 특화한 연구를 목 으로 

하 으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 나

타나 있는 소기업의 범 가 단순히 연매출 1,000억 원 

이하로만 특정되어 있어 다른 분류인 벤처ㆍ창업기업 

는 개인과의 차별성을 구체 으로 부각시키기 곤란하

다. 넷째. 기술이 의 성공과 실패를 정함에 있어 단순

히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 성공사례

로 등록된 것을 성공으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IP-MARKET)의 매지식재산에 등록되었으나 실제 

기술이 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실패로 정하 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분류에 불과하므로, 향후에 단지 기

술이 여부의 성공과 실패 뿐 아니라 기술이 의 실제  

성공여부에 한 정의를 새롭게 하여 기술이  이후의 

사업화 여부, 매출액 증가, 목표 매액 달성 등의 구체

인 기 을 설정하여 분류별 조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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