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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연구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기술사업화 활동으로는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같이 구분하
였으며, 기초 원천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추적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기술 활용성과 외에도 기업의 경영성과
로 확장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실증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유형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연구모형을 개
발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동은 모든 요인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성과에 대한 매개효과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기술성과, 경영성과, 기술사업화 활동, 기초연구, 사업화 성과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in the area of basic 
research on the technology utilization performances and the corporate business performances.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divided into the experiences of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department dedicated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nsulting. 
Additionally, this study has used the tracked information of the companies that adopted the basic 
research-related technologies. Therefore, we conducted the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s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can be extended to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in addition to technology 
utilization performance. To do this, we developed the empirical model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developed 
various research models by subdividing the typ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s the result, it was 
analyzed that all the variables of activities involved i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utilizing basic research 
resul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technology utilization performance and business performances, and there were 
also mediating effects on the technology-relate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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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 연구는 지속 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

능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계 각 나라와 여러 기업들은 지속 인 경쟁력 확보와 고

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지속 으로 요구하 다. 이로 인해 기 ·원천연구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 ·원천연구는 상

용화 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기 때문에 사업화를 한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성

과로 이어지기 해서는 기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 역

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필수 이다.

이러한 역량을 기술사업화 역량이라고 하는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 생산  매를 수

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개량 는 연  기술의 향상에 미

치는 역량을 뜻한다[1]. 기술사업화 역량은 성과를 도출

하기 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화 험 리 로세

스, 추진체계, 담인력, 추진경험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 활동에 해

서는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술사업화 활동

이 개념 으로 유형화되지 못하 다. 한 다양한 형태

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른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존연구들이나 정책  방향들은 기술사

업화를 강조하고 추진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한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사업화를 추

진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 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추진

을 한 다양한 유형과 그에 한 효과가 검증되어야만 

국내에 합한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활동을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련 경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한 

담부서, 기술사업화를 한 컨설  수혜 경험으로 구분

하여 유형화 하고 분석하고자 하 다. 기술사업화와 

련된 연구결과는 다양하지만,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 

유형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활동을 로세스[2], 추진체계[3] 

등으로 규정하여 수행하 는데 그 효과에 해서는 약간

의 차이가 존재하고 기 연구 역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초·원천 연구의 정의

기 연구는 일반 으로 연구의 목 을 특정한 응용분

야에 두지 않고 진행 인 주제에 한 이해나 지식을 얻

는 활동을 의미한다[4]. 국내에서는 기 연구에 한 정

의가 ‘기 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한 법률’에 정

의되어 있는데, 세분화하면 목 기 와 기 연구로 나뉘

어 진다. 기 연구는 자연 상에 한 새로운 지식과 이

론을 정립하기 해 행하여지는 기 연구 활동 그리고 

기 과학 는 기 과학과 공학, 의학, 농학 등과의 융합

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

을 뜻하며, 목 기 는 특정분야의 기술  한계를 극복

하기 해 수행하는 기술지식의 기반이 되는 탐구활동으

로 정의되어 있다. 

기 연구는 OECD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경우, 기

연구와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를 비교  명확히 구

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5], 우리나라는 기 연구와 원천

연구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 기 연구와 응용연구의 역에 걸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경향을 지닌다. 원천연구는 제품  서비

스 개발의 독창  기술개발과 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의 

지속  창출과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6]. 그러므로 국내의 원천

연구는 일부의 기 연구와 응용연구가 포함되며 기 연

구 에서도 특히 응용연구와 지향형 기 연구와는 구분

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와 원천연구를 포 하

여 기 연구기술로 통합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연구를 수행하 다.

2.2 기술사업화 활동

2.2.1 기술사업화 활동의 정의

일반 인 기술사업화의 정의는 상 기술을 제품으로 

상용화하여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7] 산업기술 신 진법(2016) 제2조 9항에서는 ‘개발

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 생산  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 같은 맥락에서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2014) 제2조 3항에서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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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는 매하거나 그 과정의 

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기술사업화의 범 는 의의 의미에서 의의 의미로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의의 개념은 연구개발계

획의 수립  아이디어의 창안을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

을 개발하고, 이 게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공

정과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공정과 제품을 개량하여 

기존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확 하거나 새로운 수

명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하는, 즉 구체 인 시장도입의 前 단계에 이

르기까지의 활동을 포 으로 의미한다. 의의 개념으

로는 자체 연구개발과 외부조달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생산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량생산을 통한 제품 제작, 

출하, 매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9].

기술 신과 신경  분야에서도 기술사업화에 한 

해석과 개념을 정의가 하 는데, Nevens(1990)의 경우도 

기술사업화를 기술 신 로세스 체(아이디어 형성–

연구개발–설계-생산  출하-제품개선)를 포 하는 것

으로 범 하게 해석하고, 각 단계들이 상호 독립 이

기 보다는 기능상 복 인 수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10]. 이러한 견해는 기술사업화에 한 다양한 

모형들 에서 다국면 모형(multi-faced model)과 유사

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11]. 즉, 기술사업화를 새로운 기

술을 소화·개량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  응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9]. 

2.2.2 기술사업화 활동의 유형

기술사업화의 활동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지

만 체로 기술사업화 담조직, 컨설 , 경험(학습) 등

의 활동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  기술사업화 담조직은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해 별도의 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기

술이  조직의 역사가 길고 인력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

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선행된 실증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옥주 ·김병근(2009)의 연구에서

는 기술이  담인력 규모가 커질수록 기술이  건수 

 기술이 료 수입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13], 

희 (2010)의 연구에서도 기술이  담조직 규모와 

문인력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정(+)의 향을 다고 주

장하 다[14]. 조 정(2012)은 기술이  담인력 규모 

 기술이  문자격 보유인력의 수가 기술사업화에  

정 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 다[15]. 그러나 선행 연

구들은 기술이  성과만을 으로 분석한 반면 기술

을 도입한 기업의 사업화 성과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은 기업의 략이나 특정 기

업가 활동이 기업성과에 한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를 추진하 지만[16, 17] 기술사업화 활동에 따른 기술성

과에 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일부 련 연구들은 

기술사업화 활동에 을 두기 보다는 보유기술의 우수

성을 으로 기술사업화 성과에 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어 실제 기술사업화 활동에 따른 경 성과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18, 19].

기술사업화 담조직과 기업의 사업화 성과와 련한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하지만 해외의 다양한 연구기

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사업화 담조직은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독일의 

라운호퍼연구소는 담조직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개기능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실질  요구 사항이 극 

반 된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성공 인 성과를 거두

고 있으며[21], 와이즈만 연구소는 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 Ltd라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

여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의 마 과 사업

화를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들을 창출해내고 있다[22].

기술사업화 컨설 은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해 외부

로부터 사업화 컨설 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NTTC, 

RTTC 등과 같은 미국의 기술사업화 문기 들은 주로 

인 라 지원에 집 하여 정보제공, 마 ,  컨설  지원, 

교육 그리고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3].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재단은 각 기업의 경 ․기술․

지식 분야에서 유료로 컨설 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의 니즈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여 슈타인바이

스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있고, 슈타인바이스기업은 철

하게 수익성 원칙에 따라 운 되고 있다. 운 형태는   

한 명의 문가가 다수의 슈타인바이스기업을 설립하기

도 하고 그룹처럼 연합하여 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기업 컨설 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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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verage Strd. dev.

Technological

Performance

Cost reduction effect 0.33 0.47

Import substitution 

effect
0.59 0.49

Growth of patents 17.85 151.03

Business

Performance

Market share 

expansion
0.45 0.50

Growth of revenues on 

related product
0.50 0.50

<Table 1>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utilization variable

기술사업화 경험은 기업이 과거에 기술사업화를 수행

하 던 사  경험을 의미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

습효고가 기술이 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이다.  Lin and Bozeman(2006)은 기술사업화 경험

이 있는 연구자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연구자에 비해 기

술사업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25], Van Dierdonck(1990)은 기술사업화에 한 사

경험이 기업과 학 간의 업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다[26]. D’Este and Patel(2007)은 다양한 사업

화 경험을 갖고 있거나 사업화와 련된 문학 를 보

유한 사업화 담당자의 역량이 기술제공자인 학과 기술

도입자인 기업 간의 기술사업화 추진결과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27].

3. 연구모형 및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성과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사업화 활동, 기술 신 활동, 기술 신 역량

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먼  기술사업화 활동은 세부요소로 기술사업화 추진

경험, 기술사업화 담부서, 기술사업화 컨설 으로 활용

하 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추진경험이나 

담부서를 세부 요소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 3]. 선행 

연구들은 기술사업화 활동에 한 효과가 상이한데 이는 

산업 특성과 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 원천에 한 향을 측정

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1] 기술사업화 활동은 기술성과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 1-1] 기술사업화 추진경험은 기술성과에 정 인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1-2] 기술사업화 담부서는 기술성과에 정 인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1-3] 기술사업화 컨설 은 기술성과에 정 인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2] 기술사업화 활동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 2-1] 기술사업화 추진경험은 경 성과에 정 인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2-2] 기술사업화 담부서는 경 성과에 정 인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 2-3] 기술사업화 컨설 은 경 성과에 정 인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성과와 경 성과를 연계한 연구

보다는 종속변수 차원의 연구가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일

부 연구에서 기술성과를 통한 경  성과에 한 인과경

로가 연구되어 왔는데 김건식(2014)은 한국제조업에서의 

신활동과 기술성과와 재무  성과간의 인과 계를 분

석한 결과 기술성과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8].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3] 기술사업화 활동은 기술성과를 매개하여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 분석방법

3.2.1 분석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연구성과실용화진

흥원에서 조사한 21c 론티어 연구성과 추 조사  성

과 발굴사업 조사이다. 동 조사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에서 매년 21c 론티어 사업의 참가기업에 해 성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체 실 에 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12-2015 최근 4년간 21c 론

티어 사업의 성과 추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자료를 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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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verage Strd. dev.

Technology 

commerciali-

zati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commercialization
0.50 0.50

Complete charge 

department
0.19 0.39

Consulting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0.40 0.49

Control 

variable

R&D investment 

amounts
341.70 437.10

Participating joint 

research
0.97 0.18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0.33 0.47

Portion of researchers 0.12 0.12

Firm type 2.20 0.76

3.2.2 분석방법

(1) 로짓회귀분석

성과의 주요 변수인 기술성과(원가 감 효과, 수입

체 효과)와 경 성과(시장 유율확 , 용제품 매출 상

승)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하여 로짓 회귀 분

석을 하 다. 

로짓 모형의 모수들은 최 우도 추정법으로 추정하는

데[29], 만약 최소자승법으로 로짓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설명변수간의 선형 계나 오차항의 등분산성의 가정 만

족하지 못하여 모수추정량이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로짓모형의 추정은 최 우도 추정법을 활용하

는데, 최 우도 추정법은 모집단이 어떤 종류의 확률분

포를 따르는지 알고 있으나 모집단을 나타내는 모수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추정방법이다[30, 31].

를 들어 기술성과나 경 성과가 있는 경우에 종속

변수를 1로 하고, 그 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설정하는 것

이다.

로짓 모형 외에도 이항변수 추정을 한 모형으로 

로빗 모형이 표 인데 로짓 모형보다 먼  개발되었지

만[27], 최근에는 계산상의 용이함과 오즈비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로빗 모형보다 로짓 모형이 더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24]. 마찬가지로 구조방정식 모형

의 경우 가  더미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는 구조방정식이 연속형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

문에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로짓 모형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음이항 회귀분석

일반 으로 가산자료는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데, 포아송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사건이 무작

로 발생하 을 때 0을 포함한 발생횟수  확률분포를 의

미한다. 하지만 포아송 모형은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

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 분산이 평균보다 클 경우 합하

지 않게 된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과산포  특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

에서 출발하는 음이항 회귀모형은 포아송 회귀모형에 가

산자료에 잠재  이질성을 반 시킨 모형이다[28].

(3) 매개효과 측정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결역할을 하는 

변수로써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종속변수의 

설명변수가 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숨은 

인과  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성과(원가 감 효과, 수입 체 효

과)의 매개효과측정을 해 Baron & Kenny(1986)가 제

안한 3단계 매개회귀 분석방법을 활용하 다[31].

Step 1 : 

Step 2 : 

Step 3 : 

Baron & Kenny(1986)는 1, 2단계가 유의하고 3단계에

서 매개변수가 유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 다[32].

매개효과 해석은 매개변수를 통제할 때 독립변수-종

속변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되면 완  매개효과를 갖

게 된다고 하 으며, 독립변수-종속변수효과가 유의하면

서 Step1 효과보다 작으면 독립변수-종속변수는 직

인 향과 더불어 매개변수의 간 인 향에 모두 미

치게 되므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32].

4. 분석결과

4.1 기술성과 영향요인

먼  원가 감 효과를 종속변수로 로짓 회귀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투입된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0.218, p<0.1), 기술사업화 담부서(=0.889, p<0.01),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활동이 기업의 기술성과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술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3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r; 15(3): 129-138

기술사업화 컨설 (=0.420, p<0.01) 모두 유의하게 원

가 감 효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성과(원가 감 효과)

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 체 효과를 종속변수로 로짓 회귀분석 

결과 기술사업화 추진경험(=0.547, p<0.01), 기술사업화 

담부서(=1.423, p<0.01), 기술사업화 컨설 (=0.548, 

p<0.01) 모두 유의하게 수입 체 효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

술성과(수입 체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허증가의 효과측정을 해서 음이항 모

형을 활용하 는데 분석에 투입된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0.462, p<0.01), 기술사업화 담부서(=0.873, p<0.01), 

기술사업화 컨설 (=1.246, p<0.01) 모두 유의하게 특

허증가 효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성과(특허증가 효과)

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기술사업화 모든 유형에서 기술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H1-1), (H1-2), (H1-3)가 지지 된다.

Subordination variable

Cost 

reduction 

effect

Import 

substituti

on effect

Growth of 

Patents

Technol

ogy 

commer

cializati

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commercialization
0.218* 0.130 1.680

Complete charge 

department
0.889*** 0.147 6.060

Consulting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0.420*** 0.126 3.320

Control

variable

R&D investment 

amounts
0.001** 0.001 2.180

Participating joint 

research
0.794* 0.451 1.760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0.237* 0.139 1.700

Portion of 

researchers
1.368** 0.530 2.580

Firm type -0.174* 0.090 -1.930

Constant -2.064*** 0.508 -4.070

log likelihood  -827.1 -829.3 -2890.4

Note : p<0.1 : *, p<0.05 : **, p<0.01 : ***

<Table 2> Results of technology performance 
analysis by Logit regression model 

4.2 경영성과 영향요인

먼  시장 유율 확 를 종속변수로 로짓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투입된 기술사업화 추진경

험(=0.639, p<0.01), 기술사업화 담부서(=0.620, 

p<0.01), 기술사업화 컨설 (=0.566, p<0.01) 모두 유의

하게 시장 유율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경 성과(시장 유율 확

)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용제품 매출상승을 종속변수로 로짓 회귀

분석 결과 기술사업화 추진경험(=0.683, p<0.01), 기술

사업화 담부서(=0.316, p<0.05), 기술사업화 컨설

(=0.644, p<0.01) 모두 유의하게 용제품 매출상승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경 성과( 용제품 매출상승)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기술사업화 모든 유형에서 경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H2-1), (H2-2)가 지지 된다.

Subordination variable
Market share 

expansion

Import 

substitution 

effect

Technolo

gy 

commerci

alizati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commercialization
0.639*** 0.683***

Complete charge 

department
0.62*** 0.316**

Consulting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0.566*** 0.644***

Control

variable

R&D investment 

amounts
0.002*** 0.002***

Participating joint 

research
0.763** 1.002**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0.043 0.732***

Portion of 

researchers
-1.747** 2.344***

Firm type -0.368*** -0.62***

Constant -0.918** -1.107**

log likelihood  -877.1 -834.7

Note : p<0.1 : *, p<0.05 : **, p<0.01 : ***

<Table 3> Results of business performance 
analysis by Logit regression model

4.3 매개효과 분석

독립변수와 경 성과의 계에서 기술  성과의 매개

효과를 악하기 해 로짓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매

개효과 검증을 해 3개의 Step을 통해 매개효과를 도출

하고자 하 다. 먼 , Step 1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회귀분석을 시도하 다. Step 2에서는 독립변수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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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의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Step 3에서는 독립·매

개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먼  원가 감 효과 매개분석을 해 시장 유율과 

용제품 각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 유

율에서는 기술사업화 하 요소인 추진경험, 담부서, 기

술사업화 컨설 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H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용제

품 매출상승에서는 기술사업화 하 요소인 추진경험, 기

술사업화 컨설 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술사업화 담부서는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H3)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Mediator for cost 

reduction effect
Step1 Step2

Step3

(Market 

share)

Step3

(Growth of 

revenues 

on related 

product)

Technolo

gy 

commerci

alizati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commercializ

ation

0.639*** 0.218* 0.628*** 0.667***

Complete 

charge 

department

0.62*** 0.889*** 0.556*** 0.147

Consulting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

ation

0.566*** 0.420*** 0.541*** 0.594***

Control

variable

R&D 

investment 

amounts

0.002*** 0.001** 0.002*** 0.002**

Participating 

joint research
0.763** 0.794* 0.73* 0.934**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0.043 0.237* 0.025 0.717***

Portion of 

researchers
-1.747** 1.368** -1.853*** 2.103***

Firm type -0.368*** -0.174* -0.356*** -0.602***

Cost 

reduction 

effect

0.326** 0.793***

Constant -0.918** -2.064*** -0.959** -1.215**

Note : p<0.1 : *, p<0.05 : **, p<0.01 : ***

<Table 4> Results of mediator analysis for cost 
reduction effect

다음 수입 체효과 매개분석을 해 시장 유율과 

용제품 각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 유율

에서는 기술사업화 하 요소인 추진경험, 담부서, 기술

사업화 컨설 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H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제품 매출상승

에서는 기술사업화 하 요소인 추진경험, 기술사업화 컨

설 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사

업화 담부서는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H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diator for cost 

reduction effect
Step1 Step2

Step3

(Market 

share)

Step3

(Growth of 

revenues 

on related 

product)

Technolo

gy 

commerci

alizati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commercializ

ation

0.639*** 0.547*** 0.551*** 0.595***

Complete 

charge 

department

0.62*** 1.423*** 0.413** 0.059

Consulting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

ation

0.566*** 0.548*** 0.485*** 0.561***

Control

variable

R&D 

investment 

amounts

0.002*** 0.002*** 0.002** 0.002**

Participating 

joint research
0.763** 0.934** 0.612 0.85*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0.043 0.129 0.018 0.741***

Portion of 

researchers
-1.747** 1.977*** -2.105*** 2.03***

Firm type -0.368*** -0.349*** -0.314*** -0.569***

Cost 

reduction 

effect

0.865*** 0.999***

Constant -0.918** -1.061** -1.184** -1.44**

Note : p<0.1 : *, p<0.05 : **, p<0.01 : ***

<Table 5> Results of mediator analysis for Import 
substitution effect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기 원천연구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성과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술사업화 활동으로써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기술사업화 담부서, 기술사업화 컨설 을 활용하 다. 

한 본 연구가 추 조사라는 특성상 즉각 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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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술성과 외에도 경 성과로 확장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단 하에 매개효과 분석을 시도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 연구의 기술사업화 활동은 

모든 요인이 기술성과와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해 기업

은 기술의 성과를 확 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사업화 활동은 기

술성과를 매개하여 경 성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기술사업화 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즉각

으로 경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향상을 높여 상품화 된 제품·서비스가 기업의 경 성과

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성과를 통해 경 성

과로 나타나는 만큼, 장기  입장에서의 기술사업화 활

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시사 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이 하는데 있어 이

기 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향후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과 련된 요인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이  기

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성과를 

기업으로 이 하는 기 은 기업의 재무 , 기술  황

을 평가함으로써 이 하 다. 이를 보완하여 기술사업화

에 한 경험이나 조직에 한 보유 여부를 평가요소로 

주요 포함할 경우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더욱더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방향성을 명확

히 세울 수 있다. 기존의 사업화 지원방안은 단기  

으로  는 행정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확

장하여 좀 더 장기  차원에서 기술사업화 컨설  방안

이나, 로세스 보 , 경험요소 공유 방법 등을 마련함으

로써, 기업의 기술성과와 경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국가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따른 성과 평

가 방안을 좀 더 장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

사업화 활동에 한 효과는 먼  기술  성과를 이루고 

경 성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성과를 단순히 지원 후 

효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더나아가 장기  차원에

서의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한 추 조사  이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기술사

업화 성과 창출의 추 조사  분석은 크게 기술  성과

와 경 성과와 구별하여 진행해야 하며, 여기에 산업  

기업별로 기술  성과와 경 성과가 어떻게 매개되고 차

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한 심층 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순환 인 기업의 사업화  기

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지원체계의 재편에 한 

추가 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먼 , 기 연구의 역을 21c 론티어사

업이라는 범  안에서 수행하 다. 특히, 기 연구가 민

간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가 국

가연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되는 만큼, 

민간 역에서의 기 연구도 조사에 포함해야할 문제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추 조사하여 분석하 지만, 실제 

효과를 명확히 악하기 해서는 기업의 패  분석을 

통해 성과의 흐름을 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

도에 한 인과 계를 악한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

으로 일부 연구원 비 과 같은 가설과 반 되는 성과에 

해서 명확한 세부 분석이나 인터뷰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데이터상의 한계로 추가연구가 불가능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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