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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재까지 수행된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소기업의 인식을 분석하여 그룹

화하고 세분화 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연구수행을 하여 2016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에서 수행한 시장 수요기반 출연(연) 소기업 력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212개의 소

기업의 설문결과를 활용하 다. 연구결과, 출연(연)과의 력경험  력유형에 따라 지원 로그램에 한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패 리기업제도 정착  소기업과의 지속 인 력을 해

서는 력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집별 지원 략을 토

로 향후 출연(연)의 개방형 력 생태계 조성에 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효과 인 맞춤화 지원을 

통해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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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egmentation strategies by analyzing SMEs’ 

perceptions of SME support program. That’s why we used the research report of the 

NST(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which is advanced cooperation way 

between GRIs and SMEs based on market dem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mand for the SME support program depending on the type of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experience with GRIs. This implies that a differentiated support 

strategy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between GRIs and SME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open collaborative ecosystem form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support strategies of each cluster. And it is expected to help SMEs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support through effective customization suppor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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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 명이라는 로벌 트 드 속에서 유연한 산

업구조의 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  

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하여 일

이 4차 산업 명을 정의하고 각국의 황에 따라 차

별 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차 산업 명에 응하

는 주요국의 정책은 주로 기업이 자생 으로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기업은 2014년을 기 으로 체 기

업의 99.9%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주체로, 고용안정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 인 발 에 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기업이 국가경제에 요

한 향을 미치는 만큼 소기업지원 정책은 시 와 국

가를 불문하고 요한 정책문제로 두되어왔다. 1990

년  이후 한국 산업에서 기술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하

면서 IT를 심으로 하는 첨단기술개발산업이 발 하

고,기술기반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1]. 이러한 

기술경쟁 환경에 응하여 우리나라는 공공R&D성과

를 기업으로 확산하고, 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 겪

는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한 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  정부출연(연)은 소· 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

화를 하여 기업지원 역할을 확 하고 있다. 기업지원 

역할이 강화되면서 출연(연)에 한 연구 역시 기술이

이나 기술창업, 소기업 력방안을 심으로 변화

되었다. 이에 연구와 장 모두 수요 심의 소기업 

지원체계에 한 인식이 두되었고, 이를 통해 지원 

사업이 무분별하게 확 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원정책

의 효율성과 효과성 양 측에 정 인 효과를 기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과 력하고 있는 소

기업의 특성을 세분화하 다. 수요기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  하에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분화를 한 기 은 출연(연)이 제공하고 있는 소

기업 지원 로그램의 수요로 설정하 다. 그리고 세분

화된 집단의 특성이 유의하게 구분되는지 확인하 다. 

끝으로 각 집단이 느끼는 만족도 역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출연(연)과 력하는 기업의 

경향성을 통계 인 방법으로 분류하 다. 이는 력하

고 있는 소기업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기

반으로 력 상의 특성과 수요와 만족에 따른 지원체

계를 수립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이론  배

경으로 기술 력에 한 선행연구와 출연(연)의 소기

업지원 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분석

방법을,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Ⅴ장에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헌연구 

1.1 기술협력 유형과 이점

소기업은 소규모의 약 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기술 력을 형성하는 것을 요한 경 략으로 인식

하고 있다[2]. 외부로부터 지식을 유입하는 개방형 신

과 더불어 네트워크 신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술

력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3]. 기술 력을 한 

외부 원천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 력의 방향에 따라 

수직  력과 수평  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

직  력이란 공 사슬 내에서 나타나는 력이며, 수

평  력은 보완을 한 력이다[4]. 수직  력의 

상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공 업체, 구매업체, 고객, 

경쟁기업, 비경쟁 기업을 포함한다. 더불어 수평  력 

상은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학, 컨설턴트 기업 

등이 있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박람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5]. 수직  력은 공 약, 아

웃소싱 등이 있으며 신기술, 신 시장, 신제품, 신 공정 

신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반면에 수평  력은 기술이 , 조인트 벤처, R&D 컨

소시엄, 특허교환 등이 있다.

한 기술 력의 형태는 [표 2]와 같이 나타나게 된

다[4].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시장환경, 내부역

량, 력 상, 력목 , 기술사업화 단계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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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에 따라 기업은 단순한 정보교류  인력교

류부터 공동연구개발, 조인트벤처 등의 력형태를 결

정하게 된다.

수직  력 수평  력

공급사슬 내의 협력 설명 보완을 위한 협력

공급업체, 구매업체, 고객, 
경쟁기업, 비경쟁기업

협력대상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 컨설턴트 기업

공급협약, 아웃소싱 협력형태 컨소시엄, 박람회, 세미나

표 1. 협력의 방향에 따른 기술협력 유형

기업이 기술 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은 거래비

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7]. 거래비

용이론의 에서의 기술 력 이 은 발생하는 비용

과 시간, 험부담을 임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시킨

다는 것이다. 이 에서 기업은 내부에서 자체 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외부와의 력의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력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자원기반이론의 

에서는 력을 통해 보완 인 자원을 확보하여 지

속가능한 경쟁우 를 확보한다는 것에 력의 의의가 

있다. 이 에서는 기업이 모든 자원을 보유할 수 없

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력

을 선택하게 된다. 

력형태 설명
소수 지분권 기술에 대한 소수의 지분 취득

조인트벤처 기술적 목표로 기업 설립

공식 협정 기술자원의 공식적 공유

비공식 협정 기술자원의 비공식적 공유

컨소시엄 공동의 기술목표를 가진 협회

네트워킹 기회포착을 위한 비공식적 관계

라이센싱 특정 기술의 사용권 획득

계약 계약을 통한 기술활동 외재화

아웃소싱 타 기업의 기술성과 획득

표 2. 기술협력의 형태

그간의 기술 력에 한 연구는 주로 기업 간 기술

력에 치 되어 있었다[8][9]. 그 이유는 공공연구기 이

나 정부와의 력은 상호간의 기술 력 계라기보다

는 기업지원의 형태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민

간의 기술 력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의 효과를 검토하

거나[10][11] 지원의 성과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12]. 그러나 민간의 기술역량이 증 됨에 따라 공공

연구기  역시 기업으로의 일방 인 지원이 아닌 상호 

력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이 소기업으로 하여  지

속 인 력의 상으로 그 치를 확고히 하기 한 

방안으로, 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 인 력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기술협력과 기회주의적 행동

앞선 에서 논의한 바처럼 기업은 내재 인 자원한

계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기술 력을 형성한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의 기업일수록 이를 보완하기 

한 기술 력이 더욱 요한 략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력 상과 력형태를 결정한 이후에도, 변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력 계가 지속되기는 어렵다[13]. 이

를 기업의 기회주의  행동이라고 한다. 기업의 기회주

의  행동은 두 기업 사이에서 한쪽의 기업이 더 많은 

정보나 힘을 가졌을 때 발생하며, 상 으로 높은 의

존성을 가진 기업이 트  기업의 기회주의  행동을 

경험할 때 력 계가 조기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석민(2017)은 기술 력 계에서 기업의 기회주의  

행동이 계유지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연구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계복잡성이라는 개념을 입하

다. 계복잡성은 유통 계 분야에서 출발한 개념으

로, 교환 계를 강조하는 용어이다[14]. 정확히는 두 주

체의 다양한 사업에서 서로 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하며[15], 최근에는 마  분야에도 이론이 용되는 

추세이다[16]. 

이호택(2015)은 계복잡성을 자원기반 과 힘-의

존 에서 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자원기반

에서는 계복잡성 자체가 가치 있는 자원으로의 

역할을 하며, 모방하기 어렵고 체 불가능한 자원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17]. 두 기업 간 계복잡성을 

그 로 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다양한 역에

서 유기 으로 얽 있기 때문이다[18]. 력 계에 놓

인 기업은 서로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연

감이 늘어나서 장기 인 안목의 략을 수립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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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9]. 더불어 힘-의존 에서, 힘이란 ‘거래

상 방의 암묵 인 의존성에 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에게 편익을 제

공할 수 있는 다른 안에 한 근성이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상은 특히 교섭력이 높은 기업과 상 으

로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소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

며, 특히 유통업체와 소제조업체 사이의 납품과정이

나 랜차이즈 본 과 가맹  사이의 력 계에서 주

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의 열 에 있는 소

기업이라 하더라도, 계복잡성이 증가한다면 상호 간

의 인질효과를 유발하여 기회주의  행동을 막을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기술 력 계에 

입하면 기술 력 계를 형성한 기업 상호 간의 복잡성

을 통해 우호 인 기술 력 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2.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 (이하 출연(연)으로 한다.)은 “정부

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을 법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

이다. 출연(연)의 기본목 은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  등으로 설립목 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능력

향상을 한 정부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

등교육기 이나 민간연구기 과의 계 속에서 과학과 

지식분야, 사회경제분야, 정책형성  규제와 같은 부문

의 연결고리로서의 간 매개체 인 역할을 수행한다

[20]. 그러나 민간의 기술역량  산업이 발 하면서 정

부는 출연(연)의 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고, 기술창업  기술이  활성화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21]. 이와 더불어 기술이 의 사업화 성공요인[22-25], 

기술창업  연구소기업에 한 연구[26-28], 소기업 

지원정책에 한 연구[29][30]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서 출연(연)의 체계 인 소기업 지원의 역할이 강조

되어왔다. 

2017년도 재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미래창

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설치된 소·

견기업 R&D 센터를 심으로 크게 수요기반 기술개발, 

실용화지원, 장수요 응, 공공기반활용지원의 4개 유

형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을 수행 이다. 수요기반 

기술개발의 세부유형은 기술이 연계 R&D, 맞춤형 애

로기술지원, 산업원천기술개발이 있으며, 실용화지원의 

세부유형으로는 시험·분석·인증·평가, 시제품제작, 창

업보육이 있다. 장수요 응의 세부유형은 기술자문, 

인력 견, 사업기획컨설 , 해외시장진출지원이 있으

며, 공공기반활용지원의 세부유형으로는 네트워킹, 장

비지원, 인력양성, 정보인 라활용지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정리된 총 14개의 지원 로

그램에 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재유형화 하 다. 요인

분석 결과 소기업 지원 로그램은 5개 유형으로 요

인화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으로 군집분석

을 수행하 다. 

유형 세부유형

수요기반 기술개발

기술이전연계 R&D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산업원천기술개발

실용화 지원

시험분석인증평가

시제품제작

창업보육

현장수요 대응

기술자문

인력파견

사업기획컨설팅

해외시장진출지원

공공기반 활용지원

네트워킹

장비지원

인력양성

정보인프라활용지원

표 3.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수요기반 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원이 제공하는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하여 기업의 력유형  

수요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여 세분화 략을 제안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검토를 토 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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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기업 (%)

연매출액

10억 미만 27.6%

10억-100억 43.6%

100억-1000억 24.8%

1000억 초과 4.0%

종업원 수

10명 미만 32.6%

10명 ~ 49명 41.3%

50명 ~ 100명 11.5%

100명 초과 14.6%

R&D인력 수

10명 미만 77.7%

10명 ~ 49명 19.2%

50명 ~ 100명 2.7%

100명 초과 0.4%

표 4. 표본기업의 특성

그림 1. 연구모형

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기업의 특성에 따라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기업의 수요에 따라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4 단계

의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 소기업이 인식하는 요

도에 따라 소기업지원 로그램 문항에 한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 다. 둘째,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을 분류

하고 특징을 분석하 다. 셋째, 군집의 특성에 따라 기

업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H1),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H2) 군집들 각각에 합한 맞춤형 기업지원 로그램 

략을 도출하 다.

2. 자료의 수집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기업의 수

요와 만족도를 분석하기 하여 2017년 한국 소기업

학회에서 실시한 시장 수요기반 출연(연) 소기업 

력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활용했다. 연구 상

은 출연(연)의 4,949개사 패 리기업  융복합기술개

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네트워크형 R&D 사업 선정기

업이다. 회수된 설문은 패 리기업 189부, 그 외 소기

업 133부이다. 회수된 설문  불성실 응답건을 제외한 

총 212건의 설문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활용한 설문항목은 크게 응답기업의 일반 황, 

출연(연)과의 력유무  력유형, 출연(연)의 소기

업 지원 로그램에 한 인식으로 분류된다. 응답기업

의 일반 황  출연(연)과의 력 계는 연구 상 기

업의 특성을 악하는 데에 활용하 고, 출연(연)의 

소기업 지원 로그램에 한 인식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활용하 다. 소기업 지원 로그램

에 한 인식은 출연(연)이 제공하는 14개의 소기업 

지원 로그램에 해 소기업이 인식하는 요도와, 

지원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한 만족도를 Likert 

7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측정하 다. 

빈도분석을 통한 212개의 기술 통계학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 연구 상 기업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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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보유 여부

보유 81.2%

미보유 18.8%

출연(연)과의 협력강도

패밀리기업 36.8%

협력경험 유 43.8%

협력경험 무 19.3%

연매출액은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기업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종업원 수는 10명 이상 50

명 미만, R&D인력은 10명 미만인 경우가 각각 41.3%, 

77.7%를 차지하 다. 한 체 기업의 81.2%가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기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출연

(연)과의 력강도를 살펴보면 36.8%가 패 리기업이

었으며, 일반기업  력경험이 있는 기업이 43.8%, 

력경험이 없는 기업이 19.3%를 차지했다.

4.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모형의 첫 단계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

성을 검증하고 지원 로그램을 재유형화하기 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을 도출하기 하여 요인

재량 값은 0.5를 기 으로 하 으며, 측정항목의 모든 

값은 고유 값 기 을 용하여 1보다 큰 요인들만 추출

하여 요인화 하 다.

분석결과 요인 1은 장비지원, 정보인 라활용지원, 

인력양성, 정책연구가 한 요인으로 설명되었으며, 분산

설명력은 18.4%로 나타났다. 요인에 한 명칭은 지원

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인 라지원’으로 명

명하 다. 요인 2는 사업기획컨설 , 기술지도자문, 인

력 견이 한 요인으로 설명되었으며, 분산설명력은 

17.6%로 나타났다. 요인의 명칭은 ‘사업화컨설 ’으로 

명명하 다. 요인 3은 시제품제작지원, 시험분석인증평

가, 해외시장진출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산설명력 

13.0%로 나타났다. 요인에 한 명칭은 실용화지원으

로 명명하 다. 요인 4는 산업원천기술개발, 기술이

연계사업화, 맞춤형애로기술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분

산설명력 12.5%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의 명칭은 기

술지원으로 명명하 다. 끝으로 요인 5는 창업보육, 네

트워킹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산설명력 11.1%로 나타났

다. 요인의 명칭은 기성장지원으로 명명하 다.

지원 로그램

지원 유형
Cronb
ach
알

연구
인 라
지원

사업화
컨설

실용화
지원

기술
지원

기
성장
지원

장비지원 .824

.826
정보인프라활용지원 .795

인력양성 .696

정책연구 .556

사업기획컨설팅 .787

.810기술지도자문 .773

인력파견 .662

시제품제작지원 .800

.726시험분석인증평가 .765

해외시장진출지원 .600

산업원천기술개발 .806

.732기술이전연계사업화 .747

맞춤형애로기술지원 .560

창업보육 .822
.636

네트워킹 .553

KMO(Kaiser-Meyer-Olkin) .875

Bartlett 구형성 검증
(Bartlett’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315.790

df(p) 105(.000)

표 5. 설문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의 5 가지 요인에 하여 설명된 총 분산은 72.6%

이며,  Cronbach’s Alpha 지수를 검토한 결과 모든 항

목에서 0.6 이상을 보여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장세분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집을 세분화하기 한 방법은 

크게 군집분석, 의사결정 나무,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으

로 분류된다[31]. 의사결정 나무는 의사결정규칙을 도

표화하하여 세분화하며,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은 인간 

뇌의 뉴런과 흡사한 방식으로 복잡한 데이터에 하여 

세분화할 때 활용된다[32]. 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군집분석은 같은 군집 안의 객체끼리 높은 유사성을 갖

도록 그룹화하는 방법이다. 군집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기 은 연구목 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표 인 알고리즘은 분할 방법, 계층  방법, 도 기반 

방법, 격자 기분 방법 등이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 는데, K-means 알고리

즘은 군집분석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규모의 자료에 합한 비계층  군집분석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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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 에 주어진 목 이 없기 떄문에 결과 해석이 어

려울 수 있고, 기 군집수 결정이 어렵다는 단 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별 개체수가 가장 균일하

게 나오는 3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Ⅳ. 연구결과

1. 군집분석

본 연구모형의 두 번째 단계로, 출연(연)의 소기업

지원 로그램에 한 수요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

시하 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K-means 군집분석 방

법을 활용하 으며, 기업의 수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기 으로 군집 수를 최종 으로 3개로 결정하 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 상인 패 리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네트워크형 

R&D 사업 선정기업은 공통 으로 실용화지원  기술

지원에 한 수요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

다. 다음으로, 각 군집은 출연(연)의 소기업 지원 

로그램 수요에 하여 3순 가 각각 연구인 라지원, 

사업화컨설 , 기성장 지원으로 다른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군집별 기업특성을 유형화하고

자 하 다.

항목
군집

1 (n=78) 2 (n=93) 3 (n=41)
연구인프라 지원 4.24 5.34 2.60

사업화컨설팅 3.99 5.41 2.39

실용화지원 5.08 6.13 4.12

기술지원 4.24 5.66 3.14

초기성장지원 3.71 5.40 2.87

표 6. 비계층적 군집분석 (K-means) 결과

2. 군집별 유형 특성화

본 연구모형의 세 번째 단계로 군집별 기업특성을 유

형화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자 하 다. 가장 먼  각 

군집의 수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교차분석을 수행하 으며, 다음으로는 각 군집이 

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검토하 다. 끝으로 각 군집의 

일반 황까지 정리하여 세분화된 시장의 특성을 정리

하 다.

2.1 군집별 협력특성 교차분석

교차분석 결과 연매출액, 종업원수, R&D인력수, 자

체연구소 보유여부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

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력강도는 군집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항목
군집

1 (n=78) 2 (n=93) 3 (n=41)

패밀리기업
24

(30.8%)
49

(52.7%)
12

(29.2%)

협력경험유
25

(32.1%)
24

(25.8%)
18

(43.9%)

협력경험무
29

(37.2%)
20

(21.5%)
11

(26.8%)

Pearson 카이제곱 15.746 자유도 4 유의확률 .000

표 7. 군집별 협력특성 교차분석 결과

출연(연)의 패 리기업은 일반 트 기업 지원과 

략  트 기업 육성으로 구분하여 운 하는 제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1 연구원 1개 패 리기업’ 체계구축 

추진 하에 선발  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 리기

업과 일반 소기업을 력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

의하 으며, 일반 소기업은 다시 출연(연)과의 력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서 력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 다. 다시 말하자면, 패 리기업은 력강도가 

높은 기업으로 두고 일반기업  력경험이 있는 기업

을 력강도가 간인 기업, 력경험이 없는 기업을 

력강도가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 다. 

[표 6]과 [표 7]의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의 경우 지원 로그램  연구인 라지원의 수요가 

비교  높은 군집으로 주로 력경험이 없는 기업이 속

해있다. 이는 출연(연)과의 력강도가 하 권에 속한 

기업은 주로 출연(연)으로 하여  장비나 정보인 라지

원, 인력지원, 정책연구와 같은 인 라에 한 수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집 2의 경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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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 에 한 수요가 비교  높은 집단으로, 패 리기

업이 체의 52.7%를 차지한다. 끝으로 군집 3의 경우 

패 리기업은 아니지만 력경험이 있는 기업이 주로 

속해있으며, 기성장 지원에 한 수요가 비교  높았다.

군집분석 결과, 소기업의 출연(연)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수요를 기반으로 분류된 군집은 기업

특성  력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므로, 기업

의 특성에 따라 지원 로그램에 한 수요에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2.2 다변량 분산분석

앞서 분류된 군집이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

램 만족에 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하 다. 분산분석의 요인

분석 변수로는 군집번호를, 종속변수로는 5개로 유형화

된 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설정하 다.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분류된 3개의 군집은 출연(연)이 제공

하는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도에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8]의 결과는 5개 유형의 지

원 로그램에 하여 각 군집이 느끼는 만족도가 유의

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 다. 이에 기업의 수요에 따

라 출연(연)이 제공하는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확률

연구
인프라 
지원

집단간 88.632 2 44.316 19.149 .000

집단내 282.341 122 2.314

전체 370.973 124

컨설팅 
지원

집단간 130.117 2 65.058 35.805 .000

집단내 227.130 125 1.817

전체 357.247 127

제품화 
지원

집단간 54.996 2 27.498 13.783 .000

집단내 273.320 137 1.995

전체 328.317 139

R&D 
지원

집단간 73.625 2 36.813 15.814 .000

집단내 316.588 136 2.328

전체 390.213 138

기업가
정신
지원

집단간 148.654 2 74.327 36.014 .000

집단내 229.083 111 2.064

전체 377.737 113

표 8. 군집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분산분석

2.3 중소기업 시장세분화

세분화된 군집의 특성을 최종 으로 검토하기 해 

기술통계학  군집유형화를 수행하 다. 결과는 [표 9]

에 정리하 다.

항목
군집

1 (n=78) 2 (n=93) 3 (n=41)
1순위 
2순위

실용화지원
기술지원

3순위 연구인프라 지원 사업화 컨설팅 초기성장 지원

협력강도 협력경험 무 패밀리기업 협력경험 유

연매출액
15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26(13.1%)
28(14.1%)
19(9.6%)

30(15.2%)
26(18.2%)
20(10.1%)

14(7.1%)
11(5.6%)
14(7.1%)

종업원수
10명미만
50명미만
50명이상

25(12.0%)
33(15.9%)
18(8.7%)

33(15.9%)
40(19.2%)
18(8.7%)

13(6.3%)
14(6.7%)
14(6.7%)

R&D인력
5명미만
10명미만
10명이상

34(17.4%)
22(11.3%)
16(8.2%)

49(25.1%)
22(11.3%)
12(6.2%)

16(8.2%)
13(6.7%)
11(5.6%)

자체연구소
유
무

59(28.5%)
17(8.2%)

73(35.3%)
18(8.7%)

36(17.4%)
4(1.9%)

표 9. 군집별 기업특성

3. 세분화에 따른 지원전략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군집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은  군집에

서 공통 으로 실용화지원  기술지원에 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1순 로 분석된 실용화지원은 세부 

로그램으로 시제품제작지원, 시험분석인증평가, 해외시

장진출지원이 속해있다. 해당 로그램들은 련 산업

에 하여 기술성뿐만 아니라, 시장과 제품에 한 

반 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로 소기업 입장에서는 즉

각 인 매출과 연결되는 요한 분야인 것이다. 향후 

출연(연)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인증 차,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한 문성(해외 기

술마  지원)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순 로 

분석된 기술지원은 세부 로그램으로 산업원천기술개

발, 기술이 연계사업화, 맞춤형애로기술지원이 속해있

다. 출연(연)이 소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기술  자산

이 풍부함으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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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소기업이 출연(연)과 공동연구 는 기술이

 이후 사업화 진행시, 소기업의 부족한 기술 갭

(Gap)을 메꿀 수 있는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애로기술 

해결 시까지 지원해야하며, 사업화에 한 기술이

과 사후 리 측면에서 폭 인 기술지원이 필요로 하다. 

두 번째 측면은 분류된 군집이 력강도에 따라 지원 

로그램에 하여 상 으로 다른 수요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결과를 력강도의 측면에서 재정리하자면, 

출연(연)과의 력강도가 없는 소기업은 연구인 라 

지원에 한 수요가, 출연(연)과의 력강도가 있는 일

반 소기업은 기성장 지원에 한 수요가, 패 리기

업은 사업화컨설 에 한 수요가 상 으로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출연(연)이 소기업의 지속

인 력 상으로 인식되기 해서는 력강도에 따

라 차별 인 근방식을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부 으로는 출연(연)과의 력경험이 없는 기업에

게 장비지원, 정보인 라활용지원, 인력양성, 정책연구

와 같은 연구인 라지원을 으로 홍보하는 것이 

기에 력 계를 구축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이 부족한 소기업일수록 기술

력을 통해 부족한 R&D자원을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단독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기존연구

와 일치한다. 소기업이 기술 력을 부정 인 시각으

로 바라보는 원인으로는 자체개발 비 개발비용이 높

다는 , 합한 력 트 의 부족, 력 트 와 소통

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기술

력에 한 부정  인식은 증가하는 한편, 여 히 연구 

설비  기자재, 기술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바, 기술 력 경험이 없는 소기업에게는 비교  

근이 쉬운 연구인 라 지원을 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 력경험이 있는 기업에게는 네트워킹  창업

보육 등 사업기회를 포착을 지원하는 로그램에 한 

수요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연(연)의 소기업 

지원 로그램을 통해 기술 력에 한 요성에 한 

인식이 다소 정 으로 변하는 과정을 간 으로 보

여  수 있다. 출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을 경

험한 소기업은 출연(연)을 통해  다른 기술 력의 

기회를 얻고자 하므로 소기업 지원 로그램이 단순

히 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산업 반 인 기술 력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패 리기업은 출연(연)으로부터 사업기획컨

설 , 기술지도자문, 인력 견 등 사업화컨설 에 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 리기업은 각 출연

(연)이 자체 선정하여 기 의 보유한 연구자원  역량

을 맞춤형 지원하기로 약한 기업으로, 기업이 신청하

면 출연(연)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패 리

기업으로 선발된 기업들은 이에 따른 차별  지원을 받

지는 못한다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출연(연)이 

소기업지원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패 리기업에게

만 참여를 허용하거나 가 을 주어 우선선발하게 된다

면, 그 외의 소기업의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 리기업 제도의 근본은 착지원을 통한 기

술 신형 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므로 패 리기업 제

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   발 되기 해서는 

사업화컨설 에 한 로그램에 있어서는 출연(연)이 

선정한 패 리기업에게 보다 략 이고 집 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출연(연)이 제공하는 소기업지원 

로그램에 하여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함이다. 이를 하여 단순하게 소기업의 수요를 악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수요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여 

시장을 세분화하 다. 한 출연(연)과 소기업의 

계를 일방 인 지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

술 력의 으로 마  연구방법론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유통  마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장

세분화 방법론을 도입하여 출연(연)이 소기업과의 

력을 지속 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략을 모색하고자 

하 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해 출연(연)의 소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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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로그램을 재유형화 하여 다양한 소기업지원 

로그램의 성격을 유형화 하 다.

본 연구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출

연(연)의 소기업지원 로그램의 유형화이다. 출연

(연)의 기업 력 역할이 강화되면서 소기업 지원 

로그램의 양 성장은 매우 성공하 으나, 그에 비해 체

계 인 분류와 성과분석은 다소 미비하 다. 요인분석

을 통해 지원 로그램을 유형화한 것은 향후 지원성과

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연구모형을 단순화

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둘째, 출연(연)과 소기업의 계를 일방 인 지원

이 아닌 력 계로 으로써, 마  분야에서 활용하

는 시장세분화 략을 도입할 수 있었다. 기술 력은 

력을 통해 보완 인 자원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경

쟁우 를 확보한다는 이 이 있으나, 력을 형성한 이

후에는 변하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력 계가 지속되

기 어렵다. 출연(연)과 소기업의 계도 마찬가지로, 

출연(연)이 소기업의 트  역할을 지속 으로 수행

하기 해서는 변하는 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세분화

된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군집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력강도에 따른 기술 력 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상이 된 소기업들은 공통 으로 실용화지

원, 기술지원에 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출연(연)은 

속한 산업에 한 R&D과정 외에도 제품화  인증 과

정에 한 문성 역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 출연

(연)과의 기술 력 경험이 없는 기업과, 기술 력 경험

이 있는 기업, 그리고 패 리기업은 출연(연)의 소기

업지원 로그램에 한 수요가 유의하게 다르기 때문

에,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각각 다른 략으로 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우선 새로운 소기업 지원 

로그램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출연(연)이 소기업을 지원하고 력을 강화

하기 한 방안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미 출연(연)

에서 수행 인 소기업 지원 로그램을 어떻게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을지를 가장 우선 으로 검토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 지원 로그램의 문제   

소기업의 수요를 집 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 

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방법론에서 오는 한계 이다. 본 연구는 

소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기 하여 마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장세분화 방법을 도입하 다. 그  

비 계층  분류방법인 K-means clustering을 수행하

는데, 해당 방법은 내재 으로 사 에 주어진 목 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 군집 수 결정이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요를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군집분석 방법론에 

한 논의가 추가 으로 더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

해 수요기반 지원 정책을 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끝으로, 연구에 활용한 자료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한계는 4,949개사 패 리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네트워크형 R&D 사업 

선정기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나, 출연(연)이 

제공하는 지원 로그램을 경험한 소기업의 수가 많

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출연(연)의 소기업지

원 로그램이 보다 많은 소기업으로 하여  활용된

다면, 자료의 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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