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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작업장 수준의 혁신을 중심으로
지민웅ㆍ신종원ㆍ박상수ㆍ박진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 경제가 한계를 노출하며 성
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들이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후단의 중소기업이 부품ㆍ소재를 생산하여 이
들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는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고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으나, 분업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들 대기업으
로부터의 낙수효과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
배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중소기업
의 혁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의 주된 동
인임을 감안하면, 혁신에 기초한 중소기업만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향
하는 혁신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고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일터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통해 최근 이
루어진 최저임금의 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에도 대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성장 저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나라
의 대ㆍ중소기업 생태계 구조에서 일터혁신이 중소기업 성장의 원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판로 혁신과 같은 추가적인 전제와 여건들이 수
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아직 엄밀하게 규명된 바는 없습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중소제조기업
의 수요기반혁신에 기반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현황과 특징,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본 연구는 그 의의가 충분하
다고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이 우리
나라 혁신생태계의 역동성을 자극하고 중소기업이 작업장 혁신에 기초
하여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 연구본부의 지민웅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신종원 연구위원, 박상수 부연구위원, 박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했
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필자들과 본 보고서의 제안 단계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울산과학기술원의 김은 교수, 가톨릭대학교의 김기
찬 교수, 현대중공업의 성기종 상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 한
국고용정보원의 장기영 박사, 동아대학교의 노영진 교수,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부원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
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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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도가 향상된
노동의 참여, 작업자의 동기유발에 기초한 일터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터혁신을 통해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지
향하는 고부가가치형의 혁신성장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고 점진적
변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일터혁신은 혁신성장
으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하에서 판로 혁신이 전제되
지 않은 일터혁신은 또 다른 형태의 원가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포함한 각종 혁신 노력이 수
요대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되고 있는 현실의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
업 생태계에서 일터혁신에 의한 원가절감 및 생산성 제고 효과 역시 중
소기업이 향유하지 못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수요기반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수요
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하에서 중소기업이 일터혁신의 실질적 편
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기회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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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일정 수준 제고시킬 수 있고 수요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요
변동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중소제조
기업의 수요기반혁신에 기반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규명
하였다. 또한 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5차년도 원자료
(2014년 조사)에 2007~2015년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제표 정보
와 시장구조조사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개별
중소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에 기초하여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들 두
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린생산방식ㆍ공급사슬관리ㆍ6시그마 등의 업무수행방식 혹은
팀제ㆍ부서 통합/분리ㆍ교육/훈련 시스템 등의 업무수행조직을 새로 도
입하였거나 크게 개편함으로써 일터혁신을 달성함과 동시에 혁신활동
과정에서 해외시장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수요기업으로부터 혁신정보를
획득하였거나 그러한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 즉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제조기업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중소제조기업 가운데 수요기반 제
품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10%를 하회하는 것에 크게 기인
하는 것으로, 수요처의 기호나 요청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요기업과의 협력활동 혹은 교류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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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두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서는 하도급거래 여부
에 따라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성격이 상이하다. 하도급 B2B
기업은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수행방식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일터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린생산방식, 공급사슬관리방식, 6시그마 등의 혁
신을 통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하도급 수탁기업의 생
존수단인 원가절감 성과가 유의하게 개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도급 B2B 기업은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상대적으
로 더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면서 혁신제품을 출시하
지만, 수요기업이 혁신제품 출시의 정보원천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
은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들의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여한 비중 및 참여 성격과 관련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하도
급 B2B 기업은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달성하
는 경향이 높지만, 주로 고객의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은
하도급 B2B 기업보다 더 ‘혁신제품 출시에 고객이 참여하되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방식’을 통해 제품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
는 주문생산방식이라는 하도급거래 정의상 여타 판로를 보유한 중소기
업에 비해 하도급 수탁기업이 수요기업인 위탁기업과 혁신 관련 협력활
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지만 그러한 협력활동이 혁신제품 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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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은 그
렇지 못한 중소기업보다 혁신 수준, 혁신의 비재무적 성과, 혁신활동, 혁
신역량 등 혁신성 전반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일터혁신과 수요
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서는 시장선점형 혁신수
준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혁신성 지표에서 하도급 B2B 중소기업이 비하도
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공정혁신의 수준에서만 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B2B 기업ㆍ
B2E 기업과 유사하다. 이는 물량감소와 거래단절이라는 무기를 통해 수
요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특히 원가절감 성과를 용이하
게 흡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의 현실
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즉 혁신성과의 전유성 문제로 인해 혁신비
용보다 기대 혁신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하도급 중소
기업은 혁신유인이 적은 상황에서 생존수단인 원가절감에 용이한 공정
혁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
기업이 하도급 B2B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마케팅혁신을 실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 거래의 성격이 강해 판로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하도급 B2B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판매량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시장거래에 의존하는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
의 생존전략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하도급 B2B 중
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은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확대에 기업
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케팅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패널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에 의한 매출 성과는 혁신
초기에 미미하다가 실현 후 2년째 되는 해에 14.71%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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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은 혁신 당해연도에 오히려 0.54%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혁신성과들은 비하도
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에 따라 판매가 불규칙적인 시장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중
소기업의 생존전략이 일터혁신 및 수요기반 제품혁신 성과를 크게 좌우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시장거래를 활용하는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은 그들이
막 출시한 혁신제품을 기존 수요처가 확대ㆍ구매하고 시장에 있던 잠재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 신규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ㆍ선전ㆍ판촉비
로 대표되는 판매 및 관리비를 크게 투입하는 등 혁신 초기부터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혁신 초기 미미한 수준을 보이던 매출
액이 혁신 2년째 되는 해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혁신 당해연도에 작지
만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던 영업이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는
주로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요기반 제품혁신
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일터혁신이 기간에 관계없이 비하도급
B2BㆍB2E 기업의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추
정결과는 수요기반 제품혁신과 함께 일터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은 비하도급 B2BㆍB2E 기업의 혁신 당해연도 매
출액을 17.16%, 혁신 1년 후 매출액을 20.98%, 혁신 2년 후 매출액을
30.4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하
는 이러한 일터혁신의 효과가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매출 성과와 상호작
용하여 이들 두 가지 혁신이 동시 실현된 후 2년째 되는 해의 급격한 매
출 성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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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하도급 B2B 중소기업에서 실현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
혁신은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영업이익은 0.34% 향상되었
는데, 작게나마 증가한 영업이익은 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일반 하
도급 중소기업의 생존 양상이 경쟁력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에게도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수요대기업의 강력한 시장지
배력에 의해 이들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국내에서 다른 수요처의 발
굴조차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수요기업과의 협상에서 크게 열위에 있
을 수밖에 없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역시 하도급거래를 통해 일정 수
준의 마진 및 매출을 보장받는 대신 물량감소ㆍ거래단절 수단을 활용한
수요기업의 단가인하 요구를 일터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의 성과는 수요기업이 하도급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
신성과를 용이하게 흡수하고 있는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의
낙후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이 추후의 매출 증대를 기
대하며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 혁신 초기에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해
야 하는 현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
혁신이 중소기업의 재무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제
조기업이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기회의 발굴이 모
든 기업의 난제이고 수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혁신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판매ㆍ관리 비용이 추
후의 비약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실현된 원가절감의 일부가 납품단가 인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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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진
을 보장하는 하도급거래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상술한 양상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
운 구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다양한 시
장기회의 발굴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협
상력 제고로 이어져, 혁신에 의한 기대성과의 향상은 물론 기존 및 신규
수요처와 협력 증진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일터
혁신과 상호작용할 때 중소기업의 성과가 적어도 장기적으로 크게 개선
된다는 것을 이론과 실증으로 규명한 본 연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출시
제품과 수요 증대에 걸맞은 일터혁신의 필요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생태계 낙후성의 주범인 수요 대기업 중심의 독
과점적 시장구조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방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터혁신사업의 실효성 제고, 판로촉진지원사업과 일터혁신사업의 연
계, 민간부문의 혁신수요 예측과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의 기술ㆍ혁신 사
업체계의 모색 등 중소기업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가까운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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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한계를 노출하며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수 대기업들이 주력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후단의 중소기업이 부품ㆍ소재를 생산하여 이
들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단기
간에 고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지만 분업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들 대
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우
려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제 여건 변화와 맞물려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시
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배경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의 약
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확대와 소득양극화 문
제’의 완화 그리고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주
요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자리잡고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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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그동안 우리경
제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된 ‘초과노동에 대한 의
존’과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노동비용 절감형 경영전략에 의존
해온 대다수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비용
을 증가시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숙련도가 향상된 노동의 참여, 작업자의 동기유발에 기초한 일터혁신
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에서 기인
한다. 즉,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일
터혁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지향하는 고부가가치형 혁신성장을 중소기업
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용이한 중
소기업의 일터혁신은 혁신성장으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 생태계를 특징짓는 수요독점적 대ㆍ
중소기업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의 효과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포함한 일련의
혁신 노력이 수요 대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되는 현실에서 일터혁신이
목표로 하는 생산성 제고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
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협상력의 열위’와 ‘판로 제한성’을 완화 혹은 해
소할 수 있는 수요기반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중
소제조기업의 수요기반혁신과 연계를 통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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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5차
년도 원자료(2014년 조사)에 2007~2015년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
무제표 정보와 시장구조조사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보를 결합하여 생
성한 개별 중소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에 기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들
두 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
고 이에 기초해 정책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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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 이론적 검토

1. 일터혁신의 배경과 개념
(1) 일터혁신의 등장배경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포디즘적 생산방식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
노동과정의 세분화 및 단순 반복화 등에 기초한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작
업관리와 결합하여 ‘생산성 증가 → 실질임금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생산성 증가’라는 호순환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부흥과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테일러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 구조가 1970년대
들어 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와 기존 대량생산방식 속에 내재된 한계에
직면하면서(윤진호, 1992),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노동의 인간화’, ‘노
동자 참여’, ‘자율성 부여’ 등 작업장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화 노력이 일
터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소비자 기호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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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ㆍ파편화, 자유무역 진전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 이에 따른
시장수요의 변동성 확대 등의 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기존의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하
고, 이에 조응하는 린생산방식(lean-production)과 같은 유연생산방식
과 그러한 생산방식 구현의 필수요소인 다능공화ㆍ직무순환 등의 유연
한(flexible) 작업시스템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윤진호, 1992; 지민웅,
2000).
한편,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 ‘노동과정의 세부화와
단순 반복화’ 등에 따른 ‘인간의 부품화’와 ‘노동소외’, 대량생산을 위해
거대한 작업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제 위주의 노무관리
기법’, 이에 따른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의 테일러-포드주의의 태생적 한
계가 생산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자
참여 및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작업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편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정승국ㆍ조성재, 2017; 윤진호, 1992; 지민웅, 2000).

(2) 일터혁신의 개념
상기한 일터혁신의 등장 배경을 고려할 때 일터혁신은 기존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구분되는 작업장 및 작업조직, 생산방식, 인적
자원관리 등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성재ㆍ이준협, 2010).
물론 일터혁신의 범위를 작업장 수준으로 한정하고 ‘작업장 수준에서
생산성 제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혁신’으로 일터혁신을
정의할 수도 있고(배규식 외, 2008)1),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드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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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순환 메커니즘 가운데 대량소비 측면에서 발생한 사회시스템 문제에
주목한 ‘사회기술시스템론적’ 논의들과 같이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ㆍ파
편화와 시장수요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기업의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과 그러한 유연생산방식에 조응하는 작업조직의 재편 측면에서 일터혁
신을 강조할 수도 있다(이영호ㆍ하현혁, 2010). 한편, 도입된 린생산방식
등의 유연생산방식과 다능공화, 직무순환 등 재편된 작업조직이 유연하
면서도 성과 높은 작업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모든 행위로 일터혁신을 정의하면서 그러한 행위의 원동력인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할 수도 있다(조성재, 2014).2) 이상에서 강조한
작업방식과 작업조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 잠재력을 끌어
내고 활용ㆍ보상하는 유인체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터혁신을 정
의하기도 하며(조성재, 2010), 장홍근 외(2012)에서와 같이 ‘노동의 인간
화와 노동자 참여 및 자율성 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
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실행되는 기술과 작업조직 및 작업관행의 상호
작용적인 혁신과정과 그 결과물’로 일터혁신을 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터혁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일터
혁신의 대상과 영역 그리고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한 층위와 범위를 포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터혁신을 위한 다양한 변화 노력들을
하나의 통일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
기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일터혁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서로 상반되거나 상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터혁신을 특징짓는 주요

1) 하지만 배규식 외(2008)의 일터혁신의 개념 역시 매우 폭넓다. 즉 작업장 수준에서 혁신의
발현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조직 및 생산과 관련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ㆍ진단 및 문제해
결 능력ㆍ의사소통 능력 등을 견인하고 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파악한다.
2) 이러한 개념은 ‘고성과 작업 시스템론’에서 일터혁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관되어 있다.

22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요소인 생산방식 및 작업조직의 원리, 작업자의 참여 및 자율성 부여 수
준, 팀 작업의 성격, 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강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는 것이다(정승국ㆍ조성재, 2017).3)
이상에서 논의된 일터혁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일터혁
신의 여러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을 부품화’하고 ‘다품종 소량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는 테일러-포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린생산방식 등과 같은 ‘유연생산
방식’을 작업장에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이 도입된 유연생산방식이 일터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장이 재배치되거나 작업조직이 직무순환ㆍ팀 작업 형태로
재편되었다.
셋째, 이러한 작업장 혹은 작업조직에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다능공화가 추구되었으며,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
적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작업장의 학습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넷째, 제안제도, 개선활동, 소집단활동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작업
조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성을 부여받도록 참여적 작업조직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작업 동기를 유발하고 몰입을 유발할 수 있도
록 숙련 우대 승진체계, 직능평가기반 임금체계, 팀 성과급 등 승진 및
3) 일터혁신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기술시스템론, 혁신적 노동정책론, 린생산 이론, 고성과 작
업 시스템론 등은 일터혁신 노력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국가ㆍ지역ㆍ기업별 여건 등을 감
안하면서 이론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입장, ‘생
산성 제고(고성과 중심)’를 강조하는 입장, ‘생산방식의 변화(기술도입 등)’를 강조하는 입
장 등으로 구분되는 일터혁신에 대한 시각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
회기술시스템론, 혁신적 노동정책론, 린생산 이론, 고성과 작업 시스템론 등 일터혁신 관
련 주요 이론에 대한 논의는 정승국ㆍ조성재(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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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측면에서 인적자원 관리체계에 혁신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한 점
도 일터혁신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2. 일터혁신의 필요성
결국 일터혁신은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방식 및 그에 걸맞는 작업장 체계, 이
에 조응하는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모색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
다면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유는 무
엇인지 살펴본다.

(1)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
최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낙수효
과(Trickling-Down)가 약화되면서 확대되어온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
차를 완화하고 고착화되어 있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
선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인
상하고 최대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단행하였다.
즉,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소
득불평등 완화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된 ‘장시간 근로에 대
한 의존’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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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근로시간 단축정책은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
층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고 여가 활동의 시간적 제약의 완화 등을 통
해 진작된 소비가 다시 내수 생산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소득주도성
장 유도의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비용 증가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최적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미시경제학의 이론
적 논의를 고려하면, 이들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증가에 상응하
는 생산성 상승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작업의욕 고취 혹은 노동자의 숙련 제고에 기반한
일터혁신을 단행하여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용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혁신성장으로의 가교와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동인
이처럼 노동자의 작업의욕을 고취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채택하
는 등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일터혁신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은
비용상승 요인을 상쇄할만한 생산성 수준을 단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
다. 동시에 일터혁신은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비용절감형 생존전략에서
고부가가치 지향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생태
계 전반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산업혁신으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게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간재로서
의 부품 및 소재를 서로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세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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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부단한 원가절감이라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는 용이하게 수출
대기업의 성과로 전이되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혁신성과의
전유성 문제로 인해 혁신추구보다는 저임금ㆍ장시간 근로 등 노동비용
절감형 전략에 의존하며 저가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부품 및 소
재를 이들 대기업에게 적기납품하는 형태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부가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에 기반한 생태계 전반의 질적 제고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신제품 개발 등의 파괴적인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이 과실을
맺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구조 속
의 중소기업에게 파괴적 혁신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수의 중소기업이 파괴적인 혁신을 통한 성장을 단기간 내에
추구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기유발, 향상된 숙련
과 작업장의 학습 조직화에서 비롯되는 숙련 축적, 노동자의 참여 및 자
율성 부여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에 기반한 일터혁신은 단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혁신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4) 일례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인적자원 관리체계 변화 노력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를 상
쇄한 어떤 기업은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기존의 비용절감형 생존전략
에서 탈피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는 비용상승 요인을

4) 제안제도, 개선활동, 소집단활동, 업무 권한의 자율성 도입(혹은 강화) 등 작업조직의 노동
참여를 통한 일터혁신은 ‘노동의 인간화’를 통해 비약적인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으
며, 다기능화, 직무순환, 문제해결 능력 및 현장감독자 능력 향상 등과 같이 숙련에 기반한
작업장 재조직화를 통해서도 일터혁신은 비약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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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기업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GVC
(글로벌 가치사슬), 스마트제조, 초연결성 사회의 진전이라는 메가트렌
드 포착을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비
전과 메가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유연생산방식을 채용하고 이
에 조응하는 일터혁신을 수행하면서 고부가가치 기반 성장전략을 추구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터혁신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인재를 확
보 및 유지하고 이들 인재에 기초한 혁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고부가가
치 혁신 기반 성장이 지속 가능토록 하는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
임금과 장시간 근로, 성장 측면에서의 불확실한 전도 유망성 등의 영향
으로 인해 그간 항시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
이 분명한 미래 청사진에 조응하는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이에 조응하
는 작업장 체계의 재편 및 학습조직화, 노동자의 작업 동기를 고취하는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개편 등의 일터혁신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혁신성장
을 이뤄낸다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외면해왔던 (잠재)구직자들에게 매력
적인 일자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이직률 저하에 따라 숙련이 제고ㆍ축적
되면, 우수 인재들의 창의성과 노동자들의 제고된 숙련이 기업의 경쟁
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유연생산방식과 최적 결합됨으로써 혁
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기반 성장이 보다 용이해지고, 그
결과 이들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가 지속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 혁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기반 성장 → 양질의 일
자리 창출 →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 혁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기반
성장이라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단
축된 근로시간을 자기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그 속에서 제고된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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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숙련을 숙련우대 승진체계ㆍ직능평가 기반 임금체계 등의 유인체계
를 통해 해당 기업의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녹여낸다면 중소
기업이 근로자의 숙련축적 및 창의성에 기반하여 보다 진일보한 혁신실
현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일터혁신의 한계
앞선 2절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노력은 단기적
생산성 제고를 견인하여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토대를 형성
하는 데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혁신 유인 자체가 미약한 현재와 같은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효과가 이러한 기대와
같이 발현될지는 의문이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 간의 관
계를 특징짓는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속에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 효과를 논의한다.

(1)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유인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인데, 이러한
시장구조는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시현하는 과정에서 조립ㆍ가공을
담당하는 소수 대기업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다수의 중소기업
이 산업 후단에서 부품ㆍ소재를 공급하는 분업 관계와 수요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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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적 소유ㆍ지배구조 속성5)이 결합하여 공고화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수요 대기
업의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이에 기초한 협상력의 절대 우위에 의해 혁
신성과를 온전히 향유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혁신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경향이 존재한다.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하에서 중소기업은 막강한 시장지배
력에 기초한 대기업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기 어렵고, 이에 대
기업에게 부품 혹은 소재를 공급하는 구조에 편입되어도 협상력의 절대
적 열위로 인해 불리한 계약이나 거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파괴적이고 생산적인
혁신노력을 경주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물량과 마진 보장에 대한 급부로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요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 대기업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보다 물량감소와 거래단
절이라는 수단을 무기로 하도급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성과를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귀속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
지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혁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이 해당 기업이
아닌 수요 대기업의 성과로 용이하게 전가되는 구조에 직면하는 하도급
중소기업은 혁신유인과 혁신제고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
국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노동비용 절감형 생존전략에 의존하게 되
는 경향을 띠게 된다.
실제로 판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혁신성 수준을 비교한 지민웅
외(2016)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의
5) 계열사의 가족 및 친인척 소유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 일감 몰아주기, 사업다각화
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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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있는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의 혁신성이 여타 판로를 가진 중소기
업에 비해 ‘총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요독점적인
대ㆍ중소기업 생태계 구조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제약하는 주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6)

(2)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일터혁신 효과와 제약
이상의 논의는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일
터혁신 효과와 관련해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
가 지속되는 한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판로 문제’와 이로 인한 협상력의
절대 우위,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성과의 전유성 문제로 인해 중소
기업 일터혁신의 유인 및 성과는 여타 중소기업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제약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먼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근로시
간 단축과 최저임금상승에 대응한) 일터혁신 노력은 단기적인 생산성 제
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존의 원가절감 노력이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수요 대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되어 온 것처럼 일터혁신에 의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의 성과 역시 수요 대기업에게 귀속될 개연성이 매
우 높다.
한편 경쟁력 있는 혁신제품에 기초하여 국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
업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비전을 모색하고 있
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후의 불확실한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제
6) 지민웅 외(2016)는 ‘주력 판매처’ 및 ‘하도급거래 여부’에 따라 분석 대상 중소기업을 하도
급 거래 중소기업, 하도급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B2B), 주
력판매처가 정부 및 공공부문인 중소기업(B2G), 일반 개인소비자인 중소기업(B2C), 해외
시장인 중소기업(B2E)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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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혁신을 위한 막대한 투자, 출시된 혁신제품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비
용 등 혁신 초기에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및 네트워크 접근성이 부족하여 그러한 비용을 감당
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국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
계에 머무르게 된다. 심지어 해외시장 진출의 위험성을 수용하기로 결정
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제품혁신 및 판로개척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절약을 위해 작업장 재배치, 체계적인 직업훈
련의 제공 등 일터혁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결론적으로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유인
은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일터혁신의 성과는 애초의 기대와 달리 왜곡되
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4. 수요기반혁신 그리고 일터혁신과의 연계 필요성
앞 절의 논의는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유인 및 성과 그리고 각종 혁신
노력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중소기업이 직
면하고 있는 ‘제한적인 판로’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문제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구
조적인 문제이고 시장실패의 영역임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
의 판로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단초로 수요기반혁신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수요기반혁신이 어떻게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을 포함한
각종 혁신 노력 및 성과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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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반혁신의 개념과 논의배경
수요기반혁신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혁신의 원천으로서 수요처인 시
장의 역할에 주목한다. 즉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혁신의 확산을 촉진
하는 데 있어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y)의 발굴’과 ‘시장수요의 명
확화(Articulating)’와 같은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조한다(Edler, 2009;
OECD, 2011). 이는 혁신 주체의 지식, 자금, 인력 등 혁신자원 공급을
통한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 향상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공급 측
면에서의 논의에서 탈피한 것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수요
(Market Needs)를 명확히 하거나 시장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 확대
등을 기업의 혁신유인 제고에 핵심요인으로 간주한다(송위진ㆍ성지은,
2012).
이와 같은 수요기반혁신의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경제발
전 진전에 따른 여건 변화와 함께 혁신자원 공급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시장수요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세분
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수명주기 단축과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의
복잡ㆍ다양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잠재적 혁신수요가 표출되기 시작하
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는 다양화된 수요(needs)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유연한 대응이 기업 성
장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요기반혁신의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혁신자원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혁신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인식전환 역시 수요기반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였
다.7) 사실 수요기반혁신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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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초과학 연구 활동을 통한 지식축적,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공급 그리고 우수 과학 인력의 육성ㆍ공급과 같은
혁신자원 공급을 통한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상업화(Commercialization)에 필요한 기술의 공급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왔다(송위진,
2012). 하지만 혁신의 수요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공
급 중심의 혁신정책은 개별 혁신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의 실
패와 맞물려 성공적인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제약한다(Edler, 2009; 김
기완, 2013)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혁신의 수요 측면에 대
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면서 수요기반혁신에 대한 논의가 함께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2) 혁신과정에서 수요ㆍ공급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
수요기반혁신과 관련한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수요기
반혁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혁신 창출과 확산을 위해 혁
신자원 공급과 같은 공급 측면의 논의가 동시에 조화롭게 강조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Mowery and Rosenberg, 1979; Nemet, 2009; OECD,
2011). 즉, 혁신은 혁신에 대한 시장수요와 이러한 혁신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공급 간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산물
인 것이며, 따라서 수요기반혁신에 대한 논의는 지식, 자금, 인력 등과
같은 혁신자원 공급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OECD, 2011).

7) 본 연구에서는 ‘수요기반 혁신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수요기반혁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살펴본다. 수요기반 혁신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OECD(2011), 성지은(2011), 송위진ㆍ
성지은(2012), 김기완(201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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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혁신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구조
혁신자원의 공급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시장
(시장에 표출된 혁신수요)

혁신수요의 반영
자료: OECD(2011).

<그림 2-1>은 혁신수요와 혁신자원 공급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
작용 속에서 기업의 혁신이 발현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을 추
구하는 기업은 ‘(잠재적) 시장기회를 발굴하려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특정 혁신에 대한 수요를 포착(시장수요 명확화)’하고, 해당 혁신과 관
련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내부 혁신 자원에 명확히 전달ㆍ공유하는 과정
(Information Flow)을 통해 기업의 전사적 역량을 해당 혁신실현에 집중
할 수 있게 된다(Von Hippel, 1976; Mowery and Rosenberg, 1979;
Smiths, 2002; OECD, 2011). 물론 지식, 자금, 인력 등 내부 혁신자원의
역량(Innovative Capacity)이 명확히 포착된 혁신수요에 부응하지 못하
는 수준이라면 해당 혁신의 실현은 요원해진다. 더 나아가 혁신자원의
부족한 역량은 다양한 시장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수요를 포착하는 기회
및 범위를 제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과정에서 수요ㆍ공
급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3)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수요기반혁신의 필요성
투자비용에 비례하여 혹은 비용을 압도하는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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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혁신 자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은 물론
지식, 자금, 인력 등과 같은 혁신자원 역량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수요기반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기회 발
굴’과 ‘시장수요 명확화’에 기반한 수요기반혁신을 통해 혁신 산출물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 문제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혁신수요에 내부 혁신자원을 전사적으로 집중함으로써 혁신실
현의 가능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시
장기회 발굴이 전제되는 중소기업의 수요기반혁신이 특히 강조될 필요
가 있다.
원사업자가 ‘주문을 통해’ 수급사업자(하도급 기업)가 생산한 부품 등
의 제품 혹은 용역과 같은 서비스를 공급받는 방식이라는 하도급 정의
에 기초할 때, 공정혁신 등을 통한 하도급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은 ‘시장
수요 명확화’에 기반한 수요기반혁신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
지만 앞의 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제한적인
판로에서 비롯되는 협상력의 절대적 열위 문제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혁신성과는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수요 대기업에 용이하게 전이되고 있
으며 그 결과 해당 기업의 혁신유인이 오히려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새로운 시장수요 발굴이 전제’된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제품혁
신은 기존 수요처와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부품ㆍ소재 공급자가
다른 판로를 확보하는 순간, 기존 수요처 입장에서 안정적인 납품 보장
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하도급 기업을 통해 해당 수요기업의 핵
심정보가 다른 수요기업으로 유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요 대기업이 기존의 물량감소와 거래단절을 무기로 실현해
왔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불공정거래 관행이 제약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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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소기업이 혁신의 성과를 향유하게 되면서 혁신할 유인이 비약적
으로 제고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이 기존의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원가절감 중심의 혁신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기반 제
품혁신을 추구하게 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수요 발굴이 전제’된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제
품혁신이 기존 수요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여 시장수요 명확화에
기반한 또 다른 수요기반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다른 수요처와의 거래 옵션을 가지게 된 공급 중소기업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 특히 수요기업 제품에 요구되는 부품ㆍ소재의 안
정적인 공급 - 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기업은 장기지속거래에 기초하여
기술협력ㆍ정보공유 등을 모색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
되어 정착되면 해당 수요기업과 공급 중소기업은 서로를 최적의 파트너
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장기지속거래를 강
화하는(reinforcing)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의 모태가 되는 아이
템과 아이디어의 근원이 시장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임을 감안할 때, 이러
한 거래 관계 속에서 태동하는 수요처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한
수요기반혁신은 대기업에 비해 타 기업과의 네트워크 역량, 현재의 시
장상황 및 미래 시장수요에 대한 정보 혹은 지식 접근성, 혁신에 필요한
기술 및 인적 역량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혁신수
요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비약적으로 제
고하는 주된 동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산업에서 수요기업 간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화하여 공급자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증대됐
을 때 수요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공존의 하도급거래가 촉진
된 경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격의 거래 관계 속에서 일본 자동차 기업

36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도요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였고 도요타에 납품하던 부품기업
덴소(Denso) 역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Helper, 1991; Helper & Hochfelder, 1995; 藤本隆宏, 1998).

(4)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 연계의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수요독점적 생태계하에서 일터혁신의 효
과성을 제고하고 일터혁신이 혁신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수요 발굴과정에서 비롯된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일터혁신
에 접목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수요처가 발굴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일터혁신은 수행될 수 있
으나, 그러한 일터혁신의 목적은 원가절감을 통한 납품단가 인하의 실
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존 수요처와의 거래선 유지를 위한
생존 목적의 일터혁신이 우수 인재 확보, 근로자의 작업의욕 고취 및 자
발적 참여를 통한 창의성 발현, 근로자의 이직률 저하를 통한 숙련축적
으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다시금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의 비용 절약적 생존전략에 기초하면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쥐어짜
는 성격의 일터혁신에 몰두하게 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생산기술의
변화와 조직혁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혁신시스템론’ 관점의 Edquist
(1997) 논의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혁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하겠다는 분명한 미래 청사진 및 구체적인 로드맵과
최적 결합하여 수행되는 일터혁신은 유연생산방식을 포함한 내부 혁신
자원을 해당 혁신실현을 위해 전사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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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자의 근로의욕 및 자발적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혁신의 성공확률
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일터혁신에 기초하여
수요기반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일
련의 일터혁신 과정에서 발현되는 이들 인재의 창의성과 숙련축적은 다
시금 잠재적인 혁신수요에 대한 접근성 및 발굴 가능성을 드높일 수 있
다. 즉 새로운 시장기회 발굴이 전제된 일터혁신은 혁신수요 발굴과 내
부 혁신자원의 역량 강화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실현의 선순환 메커
니즘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증진된 협상력을 활용하여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혁신수요 명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혁신
기반 성장은 물론 혁신생태계의 전반적 질적 제고 달성으로 이어질 개
연성도 적지 않다.
결국 수요독점적 생태계하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성과는 새로운
혁신수요 발굴에 대한 의지, 그러한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 그
리고 그러한 혁신수요 실현에 최적화된 일터혁신 구현 방식에 달려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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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특성과 재무성과

본 장에서는 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5차년도 원자
료(2014년 조사)에 2007~2015년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제표 정
보와 시장구조조사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개별
중소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부문에
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각각 그리고 동시
에 실현하고 있는지 또한 관찰한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
신의 필요성은 물론 현 혁신생태계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일터혁신과 수
요기반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현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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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된 분석 자료로서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5차
년도(2014년) 원자료를 활용한다.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는 OECD 오슬로 매뉴얼에 기초하여 격
년마다 4,000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 종사 기업의 제품혁신ㆍ공정혁신ㆍ
마케팅혁신ㆍ조직혁신 실현 여부는 물론 각종 혁신활동, 혁신성과, 혁신
역량 등 전반적인 혁신 수준에 대해 조사한다.8) 이 가운데 본 연구가 주
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원자
료는 2011~2013년 동안 기업 활동을 수행한 상시종사자 수 10인 이상
의 전국사업체조사 기업명부 및 사업체명부에 등록된 제조기업 가운데
4,075개 기업을 업종별ㆍ기업 규모별로 층화추출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지난 3년간, 즉 2011~2013년 동안의’ 혁신활동 전반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원자료만을 활용하는 이유는 해
당 원자료가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여했는지 여부’와 함께 ‘주력 판매처’
및 ‘하도급거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혁신에 의한 재무성과를 조금이나마 긴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음 절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
기업’이란 두 가지 특정 성격의 조직혁신을 단행한 중소기업인 동시에
8) 오슬로 매뉴얼에 기초하여 설문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Business R&D
and Innovation Survey, 일본의 Japanese National Innovation Survey, 중국의 Industrial
Enterprises Innovation Survey, 독일의 German Innovation Survey, 영국의 UK
Innovation Survey, 스웨덴의 Innovation activity in Swedish enterprise 등 여타 국가의
혁신조사와 제한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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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수요기업과 협력해 혁신활동을 수행하
면서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이거나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
신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혁신활동 과정에서 해외시장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수요기업으로부터 혁신정보를 획득해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9) 따라서 이러한 본 분석의 정의만을 고려하면 4차
년도 혹은 6차년도 자료의 정보를 활용해서도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
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을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5차년도 자료에서만 유일하게 ‘고객이 조사대상 기업의 혁신
활동 및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했는지, 고객이 기
존 제품을 일부 개선한 것을 조사대상 기업이 수정 보완함으로써 혁신
제품을 출시했는지, 고객이 새로 개발한 신제품을 조사대상 기업이 수
정 보완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
간부문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혁신을 달성한 양상과 민간부문
의 수요기업으로부터 혁신정보를 얻어 제품혁신에 이르게 된 메커니즘
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한국기업혁신조사는 5차 조사부터 지난 3년 동안 조사대상 기
업의 주력 판매처가 민간부문, 정부 혹은 공공부문, 일반 소비자, 해외시
장(수출) 가운데 무엇이었는지를 설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요기반
혁신기업을 민간부문의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전개하였거나
민간부문의 수요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
소기업으로 정의하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주력 판매처의 정

9) 2장에서 다룬 엄밀한 의미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조사대상 기업이 실현하고 있
는지를 한국기업혁신조사가 설문하지는 않지만,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제한적으로나마 간주할 수 있는 설문 항목들이 존재하기에 이에 기초하
여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보다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는 3장 2절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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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 5차년도 이후의 조사에만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5차 조사부터는 주력 판매처를 민간부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주력 판매처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설
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민간부문의 수요기
업과 하도급형태로 거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재무성과를 분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도급거래란 주문자인 위탁기업이 특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형태
를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납품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도
급거래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출시하여 위탁기업에게 납품한다면, 시
장수요 명확화 측면에서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같은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
태계에서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은 수요 대기업의 우월한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장수요 발굴을 통한 수요기반혁신의 실현
이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수요독점적인 하도급거래 구조에
서 파생되는 과도한 원가절감 형태의 납품경쟁으로 인해 제품혁신보다
는 원가절감이나 단순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공정혁신이나 조직혁신에
가중치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서도
하도급거래 여부에 따라 재무성과가 상이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와 6차년도 원자료 모두를 활용하
면 보다 풍부한 샘플에 기초하여 단년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년도 조
사만을 활용하게된 이유는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조사대상 기업의
2007~2015년 재무제표 정보만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혁신조사는 기본적으로 횡단면분석 자료이다. 따라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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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재무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시계열 정보가 추가적으로 결합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기업데이터와 STEPI의 협조를 통해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에 조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 내 경쟁 수준 및 산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
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보를 기준으로 2007~
2015년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정보 또한 결합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패
널데이터에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및 경쟁 수준과 관련한 정보 범위는
2007~20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혁신실현 당해연도의 재무성과만
이 관찰되는 6차년도 조사는 불가피하게 분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10)
결국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개별 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에 기초
하여 5차년도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의 2007~
2015년 재무제표 정보를 결합하고 개별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
보에 기반하여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까지 매칭하여 기업 단위
마이크로레벨 패널데이터를 생성한 후, 중소제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
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당해 연도인 2013년도부터 혁신실현
2년 후인 2015년까지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렇게 구축한 패널데이터에 기초하여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현황 및 주요 속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의 전체 중소기업
3,846개사의 80.79%에 해당하는 3,107개사만을 분석에 사용한다는 점
10) 2016년에 수행된 6차년도 한국기업혁신조사는 ‘2013~2015년 동안’ 조사대상 기업의 혁
신활동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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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11)

<표 3-1> 분석에 사용되는 중소기업 수와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의 중소기업 수 비교
주력 판매처별 중소기업 구분
내용

제조업
중소기업 전체
부문
한국기업
혁신조사
일터혁신과
2014년도 수요기반 제품혁신
원자료 동시 실현 중소기업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중소기업 전체

기업 수

전체

정부
해외
하도급 비하도급 혹은 일반
시장:
B2B
B2B 공공 소비자
수출
부문

3,846 1,365 1,586

비중(%) 100.00 35.49 41.24
기업 수

139

33

207

412

276

5.38 10.71

7.18

71

0

비중(%)

100.00
23.74 51.08
(3.61)

0.00

0.00 25.18

기업 수

3,107 1,057 1,307

188

311

244

비중(%)

100.00
34.02 42.07
[80.79]

6.05 10.01

7.85

기업 수
133
29
69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100.00
동시 실현 중소기업 비중(%) (4.28) 21.80 51.88

0
0.00

0

0

35

35

0.00 26.32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와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
되는 불균형 패널자료(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
2015년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
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 ] 안은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의 전체 중소
기업에서 본 장의 분석에 사용되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주: 2) ( ) 안은 각 자료의 전체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
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11) 본 분석에서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이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통해 ‘법정 유형으로서’
중기업 혹은 소기업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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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2014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 재무제표 정보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재
무제표 혹은 표준산업분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은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에 재무제표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제외되었다. 한국기업데이터가 외감법인 이상의 기업은 물론 비
외감법인 기업, 심지어 기술보증기금 혹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정보까지 보유하
고 있어 여타 재무제표 정보 서비스와 구별되는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재무제표 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라도 패널
모형을 통해 혁신 전후의 성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정보가 한 해만 존재하
는 중소기업이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여러 해의 재무제표 정보가
존재하지만 2011년 이전 연도의 정보가 없거나 2012년 이후 연도의 정
보가 없는 모든 중소기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014년 한국기업혁신
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2011~2013년 기간의 혁신실현 여부를 포함한
혁신활동 전반을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실현된 혁신의 성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혁신실현 이전의 성과인 2010년을 포함한 그 이전
재무제표 정보는 물론 혁신실현 이후의 성과인 2013년을 포함한 그 이
후 재무제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기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정제과정에서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19.21%에 해당하는 739개 중소기업의 정보가 분
석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가 유의하게
큰 수준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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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의 주력 판매처별 분포 면에서 (어떠한 정보도 결합하
지 않은 원시자료 형태의) 2014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
료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에 따르면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의 경우, 전체
3,846개 중소기업 가운데 하도급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민간부문과 거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하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비중(41.24%)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문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하
하도급 B2B 중소기업)은 35.49%, 일반 소비자가 주력 판매처인 중소기
업(이하 B2C 중소기업)은 10.71%, 주력 판매처가 해외시장인 중소기업
(이하 B2E 중소기업)은 7.18%, 정부 혹은 공공부문이 주력 판매처인 중
소기업(이하 B2G 중소기업)은 5.3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본 연구의 분
석에 사용되는 자료 역시 이와 흡사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분석 가능한
전체 3,107개 중소기업 가운데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42.07%, 하도급 B2B 중소기업은 34.02%, B2C 중소기업은 10.01%,
B2E 중소기업은 7.85%, B2G 중소기업은 6.05%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각각의 샘플에서 이들 혁신 중소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이들 혁신 중소기업의 주력 판매처별 분포 면
에서 두 자료 간 상이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3.61%,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는 4.28%로 나타났는데,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
하고 있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두 자료 모두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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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중소기업 가운데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원자료의 경우 51.08%, 분석에 사용되
는 자료의 경우 51.88%), B2E 중소기업(원자료 25.18%,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26.32%), 하도급 B2B 중소기업(원자료 23.74%,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21.8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의 혁신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2장의 이론적 예측과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혁신성 수준이 여타 판로를 가진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실증한 지민웅ㆍ신종원ㆍ강민지ㆍ박양신ㆍ박진
(201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표 3-2> 분석에 사용되는 패널 자료의 관측치 수
주력 판매처별 중소기업 구분
내용

중소기업 전체

전체

관측치 수 19,258
비중(%)

100.00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관측치 수 876
제품혁신 동시 실현
100.00
비중(%)
중소기업
(4.55)

하도급 비하도급
B2B
B2B

정부
혹은
공공
부문

일반
소비자

해외
시장

6,437

8,165

1,211

1,848

1,597

33.43

42.40

6.29

9.60

8.29

190

448

0

0

238

21.69

51.14

0.00

0.00

27.17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
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
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 ) 안은 본 분석에 사용되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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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장에서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에
의한 재무성과를 추정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의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분석 가능한 중소기업 3,107개(패널)를 추출한
후, 2007~2015년도 재무제표 및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12) 생성한
1만 9,258개 관측치를 사용한다(<표 3-2> 참조).13)

2.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제조기업의 특성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과연 우리나라 중소제
조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준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성
과가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제조
기업의 5%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터혁신과 수요
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2) 보다 정확하게는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서 분석 가능한
개별 중소기업(패널)과 결합한 2007~2010년, 2013~2015년 재무제표 및 산업 관련 정보
만을 분석에 사용한다. 이렇게 2011년과 2012년 정보(관측치)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이유
는 5차년도 한국기업혁신조사가 ‘2011~2013년 동안’ 조사대상 기업의 혁신실현을 포함
한 혁신활동 전반을 조사하고 있어, 2011년과 2012년의 재무제표 정보가 혁신 전의 성과
인지 아니면 혁신 후의 성과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1>에 제시된 통계를 제외한 본 장의 모든 분석결과는 2011년과 2012년의 모든 관측치
가 제외된 결과이다.
13) <표 3-1> 하단에 나타나 있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의 비중(4.28%)과 <표 3-2>의 비중(4.55%)이 다른 이유는 연도별 재무제표 정보가 개별
중소기업(패널)마다 상이한 불균형 패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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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관련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일터혁신 중소기업을 다음의 ① 혹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2011~2013년 동안 ① 린생산방식, 공급사슬
관리, 6시그마 등 ‘업무수행방식’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선한 중소
기업, ② 팀제, 부서 통합 혹은 분리, 교육 혹은 훈련 시스템 등 ‘업무수
행조직’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편한 중소기업.14)
일터혁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린생
산방식 등의 새로운 생산ㆍ작업방식의 도입, 팀 작업 등 새로운 작업조
직의 도입, 다능공화ㆍ직무순환ㆍ노동자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의 선결
조건인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이 일터혁신의 주요 키워드를 구성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 일터혁신의 또 다른 핵
심인 ‘노동의 인간화가 작업조직 및 작업관행에 반영되고 있는지’, ‘작업
조직 및 작업관행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직능평가기반 승진
체계ㆍ임금체계 등의 동기유발 인사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
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장의 일터혁신 관련 분석결과는 제한적으로 해
석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정의에 기초한 일터혁신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3-3>의 상
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20.58%만이
일터혁신을 달성하고 있으며, 팀제ㆍ부서 통합 혹은 분리ㆍ교육 혹은 훈
련 시스템 등 ‘업무수행조직’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편하는 방식으

14) 업무수행방식이나 업무수행조직이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일
정 부분 자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는 이러한 도입 혹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용, 품질, 효율성 등 기업운영 성과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업무
수행방식이나 업무수행조직이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자의적인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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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터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8.53%, 린생산방식ㆍ공급
사슬관리ㆍ6시그마 등 ‘업무수행방식’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선함
으로써 일터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0.28%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조직을 혁신한 기업의 비중(93.15%)이 업무수행방식
을 혁신한 기업의 비중(68.04%)보다 크게 높은데, 이러한 양상은 업무수
행조직을 혁신하는 데 투여되는 비용이 업무수행방식의 혁신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3>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관련 기술 통계량

전체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
중소기업

그외
중소기업

일터혁신 여부 (통합 정의)

0.20584
(0.40432)

1.00000***
(0.00000)

0.16799
(0.37387)

1.00000*** 1.00000*** 1.00000***
(0.00000) (0.00000) (0.00000)

일터혁신의 유형: 린생산방식,
공급사슬관리, 6시그마 등
‘업무수행방식’을 새로 도입
하거나 크게 개선했는지 여부

0.10281
(0.00219)

0.68037***
(0.01577)

0.07529
(0.00195)

0.76316*** 0.63616*** 0.69748***
(0.42627) (0.48164) (0.46032)

일터혁신의 유형: 팀제, 부서
통합 혹은 분리, 교육 혹은 훈련
0.18533
시스템 등 ‘업무수행조직’을
(0.38857)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편했는지 여부

0.93151***
(0.25273)

0.14977
(0.35685)

0.89474*** 0.95536*** 0.91597***
(0.30770) (0.20675) (0.27802)

혁신 관련 속성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수요기반 제품혁신 여부
(통합 정의)

0.09378
(0.29153)

1.00000***
(0.00000)

0.05059
(0.21917)

1.00000*** 1.00000*** 1.00000***
(0.00000) (0.00000) (0.00000)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유형:
제품 혹은 공정혁신 활동 시
수요기업과 협력 여부

0.05670
(0.23128)

0.53082***
(0.49933)

0.03411
(0.18152)

0.61053*** 0.54241*** 0.44538***
(0.48891) (0.49876) (0.49805)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유형:
혁신의 정보원천이
수요기업인지 여부

0.15048
(0.35755)

0.90982***
(0.28661)

0.1143
(0.31818)

0.82632*** 0.91295*** 0.97059***
(0.37984) (0.28223) (0.169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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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
중소기업

그외
중소기업

0.07633
(0.26554)

0.56621***
(0.49588)

0.05299 0.66842*** 0.58482*** 0.44958***
(0.22401) (0.47202) (0.49330) (0.49850)

제품혁신 고객참여유형:
고객이 제품혁신 과정에서 0.04699
(0.21163)
브레인스토밍, 포럼,
커뮤니티에 참여

0.41438***
(0.49290)

0.02949 0.53158*** 0.44420*** 0.26471***
(0.16917) (0.50032) (0.49743) (0.44211)

제품혁신 고객참여유형:
고객이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한 후, 귀사가 수정
보완하여 혁신제품 출시

0.05229
(0.22262)

0.37329***
(0.48395)

0.03699 0.27368*** 0.40625*** 0.39076***
(0.18875) (0.44703) (0.49168) (0.48895)

제품혁신 고객참여유형:
고객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0.03464
(0.18286)
귀사가 수정 보완하여
혁신제품 출시

0.26598***
(0.44211)

0.02361 0.35263*** 0.20089*** 0.31933***
(0.15184) (0.47905) (0.40111) (0.46720)

혁신 관련 속성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여했는지 여부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기
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본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2) 2~3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과 나머
지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4~6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들 가운
데 하도급 B2B 중소기업,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 B2E 중소기업 ‘각각의’ 평균과 일
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은(못한) 중소기업의 평균(즉 비교
대상이 3열의 ‘그 외 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
서는 업무수행방식을 혁신한 하도급 B2B 기업의 비중(76.32%)이 비하도
급 B2B 기업(63.62%)과 B2E 기업(69.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 반면15), 업무수행조직을 혁신한 비중(89.47%)은 가장 낮았다. 이는
15) 반면 업무수행조직을 혁신한 하도급 B2B 기업의 비중(89.47%)은 비하도급 B2B 기업
(95.54%)과 B2E 기업(91.60%)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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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린생산방식, 공급사슬관리방식,
6시그마 등의 혁신을 통해 하도급 수탁기업의 생존수단인 원가절감 성
과가 유의하게 개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이 제품혁신을 실현했는지 여
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품혁신’이란 조사대상 기업이 기존 제
품보다 성능이나 용도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추가로 발굴한
수요처 혹은 기존 판매처의 기호나 요청이 고려되어 그러한 혁신제품이
출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기
회의 발굴과 더불어 수요기반혁신의 핵심 키워드인 ‘시장수요 명확화를
위한 수요기업과의 연계’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품혁신’ 가
운데 하나 이상을 실현한 중소기업을 수요기반혁신 중소기업으로 정의
하고 실증분석에 적용한다: 2011~2013년 동안 ① 해외시장을 포함한 민
간부문의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면서 제품혁신을 실
현한 중소기업, ②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혁신활동 과정에서 해외시장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수요기업으로부터
혁신정보를 획득하여 제품혁신을 달성한 중소기업.
사실 2장의 논의에 따르면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면
서 ‘공정혁신, 조직혁신, 혹은 마케팅혁신’을 실현한 경우, 그리고 수요
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혁신활동 과정에서 수요
기업으로부터 혁신정보를 획득하여 ‘공정혁신, 조직혁신, 혹은 마케팅
혁신’을 실현한 경우도 수요기반혁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가 수요기반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으로만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 타기업 혹은 타기관과 협력
하여 혁신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혁신의 정보원천이 어디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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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에서 그러한 혁신활동의 목적을 ‘제품 혹은 공정혁신 실현’
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조기업 입장에서 공정혁신, 조
직혁신, 마케팅혁신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혁신제품 출시를 통한 재무성
과의 비약적인 향상일 가능성 역시 고려했다. 특히 여타 혁신유형에 비
해 혁신제품의 출시가 ‘추가적인 수요처 발굴’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수요기반혁신의 범위를 수요기반 제품혁신으로 제한
함으로써 수요기반혁신의 또 다른 핵심 성격인 ‘새로운 시장기회의 발
굴’과 관련한 설문 항목의 부재로 그러한 성격을 본 장의 정의에 직접적
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3-3>의 중반부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9.38%만이 수요에 기반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나, 일터혁
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중소제조
기업의 5%에 불과한 현실은 수요기반 제품혁신 자체가 매우 저조한 수
준인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
업 가운데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은 5.67%, 수요기업이 제품 혹은 공정혁신의 정보원
천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5.05%였는데, 이를 통해 수요처의 기
호나 요청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요기업과의 협력활
동 혹은 교류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가운
데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은 53.08%, 수요기업이 제품 혹은 공정혁신의 정보원천이라

제3장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특성과 재무성과

53

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0.98%로 나타나,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수요기업과의
교류 과정에서 신제품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관찰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
기업 가운데 하도급 B2B 기업은 이러한 경향과 반대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혁신제
품을 출시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비중은 61.05%로 비하도급 B2B 기
업(54.24%)과 B2E 기업(44.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요기업이 혁신제품 출시의 정보원천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
(82.63%)은 비하도급 B2B 기업(91.30%)과 B2E 기업(97.0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문생산방식이라는 하도급거래 정의상 여타 판로를 보
유한 중소기업에 비해 하도급 수탁기업이 수요기업인 위탁기업과 혁신
관련 협력활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지만 그러한 협력활동이 혁
신제품 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이어지거나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우
리나라 대ㆍ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
된다.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표 3-3>의 하단 우측에 제시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
여했는지 여부 및 참여유형 관련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16) 고객
이 제품혁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
시에 달성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비중(66.84%)이 비하도급 B2B 중소
16) 여기서 고객은 반드시 수요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공공부문, 일반 소비
자, 심지어 계열회사도 고객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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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58.48%)과 B2E 중소기업(44.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지만, 하도급 기업의 제품혁신에 고객이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은 고객의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브레인스토
밍, 포럼,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고객 참여의 비중(53.16%)’과 혁신제품 출
시에 중소기업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고객이 기존 제품을 일
부 개선한 후, 중소기업이 수정ㆍ보완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비중
(35.26%)’이 큰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혁신제품 출시에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고객이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한 후, 중소기업이 수정ㆍ보완하여 혁신제품을 출
시하는 비중’에서는 비하도급 B2B 기업(40.63%)과 B2E 기업(39.08%)이
하도급 B2B 기업(27.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혁신성 관련 주요 특성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전반적
인 혁신성 수준 및 혁신 성격을 살펴보자. <표 3-4>는 제품혁신ㆍ공정혁
신ㆍ마케팅혁신ㆍ조직혁신 - 이른바 4대 혁신 - 및 특허 관련 속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
업 가운데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을 출시하여 제품혁신을 달
성한 기업의 비중이 43.15%,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
하여 제품혁신을 실현한 기업의 비중은 90.41%로 양(兩)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각각 8.90%, 16.1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터 및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신제품 출시 비중보다 기존 제품을 크게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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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
서는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과 기존 제
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 면 모두에서 하도급
B2B 기업(각각 33.16%, 88.95%)이 비하도급 B2B 기업(각각 47.55%,
90.63%)과 B2E 기업(각각 42.86%, 91.1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더 나
아가 양(兩)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 가운데 출시된
혁신제품이 국내 최초였던 기업의 비중(35.10%)은 비하도급 B2B 기업
(53.70%)과 B2E 기업(62.05%)에 비해 크게 낮았던 반면, 타기업 혹은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한 비중 면에서는 하도급 B2B 기업
(56.32%)이 비하도급 B2B 기업(29.46%)과 B2E 기업(28.15%)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나타나 앞의 결과와 대조를 이뤘다.

<표 3-4> 4대 혁신 및 특허 관련 기술 통계량

혁신 관련 속성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전체
그외
동시 실현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0.22614
(0.41834)

1.00000***
(0.00000)

0.18926 1.00000*** 1.00000*** 1.00000***
(0.39173) (0.00000) (0.00000) (0.00000)

제품혁신유형: 기존 제품과 0.10453
완전히 다른 신제품 출시 여부 (0.30595)

0.43151***
(0.49557)

0.08895 0.33158*** 0.47545*** 0.42857***
(0.28467) (0.47202) (0.49996) (0.49591)

0.19478
(0.39604)

0.90411***
(0.29461)

0.16097 0.88947*** 0.90625*** 0.91176***
(0.36752) (0.31437) (0.29181) (0.28423)

타기업 혹은 타기관과
0.04533
협력하여 제품혁신 실현 여부 (0.20804)

0.34932***
(0.47703)

0.03085 0.56316*** 0.29464*** 0.28151***
(0.17290) (0.49731) (0.45639) (0.45068)

혁신제품이 국내 최초였는지 0.06707
여부
(0.25014)

0.52457***
(0.49973)

0.04787 0.35099*** 0.53704*** 0.62054***
(0.21349) (0.47887) (0.49929) (0.48634)

제품혁신 여부

제품혁신유형: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 여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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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관련 속성

일터혁신과
전체
그외
수요기반 제품혁신
중소기업
중소기업
동시 실현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공정혁신 여부

0.0956
(0.29404)

0.53425***
(0.49911)

0.07469 0.48421*** 0.58036*** 0.48740***
(0.26290) (0.50107) (0.49405) (0.50089)

마케팅혁신 여부

0.14622
(0.35334)

0.55365***
(0.49740)

0.12681 0.42105*** 0.54911*** 0.66807***
(0.33277) (0.49503) (0.49814) (0.47190)

조직혁신 여부

0.21705
(0.41225)

1.00000***
(0.00000)

0.17974 1.00000*** 1.00000*** 1.00000***
(0.17974) (0.00000) (0.00000) (0.00000)

특허출원 여부

0.2236
(0.41666)

0.59018***
(0.49208)

0.20613 0.45789*** 0.58259*** 0.71008***
(0.40453) (0.49954) (0.49368) (0.45468)

4대 혁신 관련 특허 출원
개수 총합

1.392
(6.697)

6.159***
(15.082)

1.164
(5.914)

5.232***
(18.567)

4.362***
(8.888)

10.282***
(19.801)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기
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본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2) 2~3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과 나머
지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4~6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들 가운
데 하도급 B2B 중소기업,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 B2E 중소기업 ‘각각의’ 평균과 일
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은(못한) 중소기업의 평균(즉 비교
대상이 3열의 ‘그 외 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4) 여기서 4대 혁신이란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을 의미함.
주: 5) 조직혁신은 조사대상 기업이 2011~2013년 동안 ① 린생산방식, 공급사슬관리, 6시그
마 등 ‘업무수행방식’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선한 경우, ② 팀제, 부서 통합 혹은
분리, 교육 혹은 훈련 시스템 등 ‘업무수행조직’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편한 경우,
혹은 ③ 제휴, 파트너십, 아웃소싱 등을 통해 ‘외부조직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거나 크
게 변화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이 가운데 ① 혹은 ② 요건을 만족하면 일터혁신이 실현
된 것으로 규정하는 본 실증분석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은 모두 조직혁신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제품혁신과 관련한 이러한 모든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 궤를 같
이한다. 즉 주문생산방식이라는 하도급거래 성격에 의해 비하도급 B2B
및 B2E 중소기업보다 하도급 B2B 중소기업이 수요기업인 위탁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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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하도급 중소기업의 혁신성과가
용이하게 수요기업으로 전이되는 까닭에 제품혁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수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혁신 실현
수준은 물론 시장선점형 혹은 파괴적 혁신 수준이 여타 판로의 중소기
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가운데
2011~2013년 동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생산방식, 물류ㆍ배송ㆍ분배
방식, 혹은 구매ㆍ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혁신을 실현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비중(48.42%)은 B2E 중소기업(48.74%)와 거의 동일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B2B 비하도급 중소기업의 비중(58.04%)과도 통계적
으로 큰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다. 제품혁신 수준은 물론 시장선점형
혁신제품 출시 비중 모두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앞선 결과와 상이하
게 공정혁신에서 나타난 하도급 중소기업의 이러한 양상은 하도급 중소
기업의 혁신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혁신보다는 원가절감을 목적
으로 하는 공정혁신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동일하게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하도
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요처를 발굴
하고 기존 수요처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품의 광고ㆍ선전ㆍ판촉
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하도급 수탁기업은 그러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판로
별 중소기업의 특성이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제품의 심미적 디자인 혹
은 포장을 도입하였거나, 신규 브랜드 출시ㆍ신개념의 광고매체 혹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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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홍보전략을 활용하였거나, 새로운 제품 진열방식ㆍ신규 판매채
널 등 새로운 판매전략을 도입하였거나, 제품가격 할인ㆍ제품가격 차별
화 등 새로운 가격방식을 적용하여 달성한 마케팅혁신 수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
도급 B2B 중소기업 가운데 마케팅혁신을 실현한 기업의 비중(42.11%)이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54.91%)과 B2E 중소기업의 비중(66.81%)에 비
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술한 4대 혁신의 대표적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특허출원 기업의 비
중 면에서도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45.79%)이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58.26%)과 B2E 중소
기업(71.0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 혁신 관련
기업당 특허 출원 수에서는 B2E 중소기업(10.28개)이 하도급 B2B 중소
기업(5.23개)과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4.36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
현한 중소기업 가운데 하도급 B2B 중소기업은 공정혁신을 제외하면, 비
하도급 B2B 및 B2E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실현 수준과 혁신의 성과가 상
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가 비하
도급 B2B 및 B2E 중소기업과 하도급 B2B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의 수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17), 혁신활동의 대표적인 지표
인 연구개발활동(R&D 활동) 여부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고 있는
<표 3-5>를 살펴본다.

17) 만약 B2B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만큼 왕성한
수준이라면 혁신활동이 성공적인 혁신실현으로 이어지는 간극에서 문제가 초래되고 있
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는 혁신의 사업화 지원이나 혁신성과물의 판로개척지원
등의 영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특성과 재무성과

59

<표 3-5> 혁신활동 및 혁신역량 관련 기술 통계량

혁신 관련 속성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전체
그외
제품혁신
중소기업
중소기업
동시 실현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제품 혹은 공정
“혁신활동” 여부

0.33300
(0.47130)

1.00000***
(0.00000)

0.30122 1.00000*** 1.00000*** 1.00000***
(0.45880) (0.00000) (0.00000) (0.00000)

R&D 활동 여부

0.30014
(0.45833)

0.95434***
(0.20887)

0.26896 0.88947*** 0.95759*** 1.00000***
(0.44343) (0.31437) (0.20175) (0.00000)

연구소 보유 여부

0.34604
(0.47572)

0.77169***
(0.41998)

0.32575 0.68947*** 0.73214*** 0.91176***
(0.46867) (0.46393) (0.44334) (0.28423)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

0.51859
(0.49967)

0.88699***
(0.31679)

0.50103 0.74737*** 0.90179*** 0.97059***
(0.50001) (0.43567) (0.29794) (0.16931)

연구개발전담
인력 비율
(%, 2013년 기준)

8.569
(12.504)

20.147***
(15.385)

8.027
(12.085)

16.485***
(15.350)

20.037***
(13.718)

23.027***
(17.766)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
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
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본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2) 2~3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과 나머
지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4~6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들 가운
데 하도급 B2B 중소기업,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 B2E 중소기업 ‘각각의’ 평균과 일
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은(못한) 중소기업의 평균(즉 비교
대상이 3열의 ‘그 외 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4) 본 표에 제시된 연구개발전담인력 관련 통계는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
도 조사결과로 2013년 기준 통계임.

이에 따르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 가운데 2011~2013년 동안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기업
의 비중은 88.95%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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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중소기업의 비중(26.9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95.76%)과
B2E 중소기업(100%)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보유 여부,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 총종사자 수
대비 연구개발전담인력 비율로 측정되는 혁신역량 역시 일터혁신과 수
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각각 68.95%,
74.74%, 16.49%)은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각각 32.58%, 50.10%, 8.03%)보다 우수하지만, 일터혁신
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각각
73.21%, 90.18%, 20.04%) 및 B2E 중소기업(각각 91.18%, 97.06%,
23.0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요독점적 대ㆍ
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혁신성과가 수요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되는 하
도급거래는 경쟁력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혁신유인마저 저하시켜 저
조한 수준의 혁신활동, 혁신실현, 혁신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혁신역량의 축적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실증분석 모형: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선 절에서 설명한 패널데이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부문
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회귀방정
식 (1)에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한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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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한다.

              

(1)

 :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응답 기업
 : 각 연도 - 2007~2010년은 혁신 전의 성과를, 2013~2015년은 혁

신 후의 성과를 측정. 2011년과 2012년의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  기 연말 기준  기업의 매출액(로그값) 혹은 영업이익
(로그값)
: 본 실증분석의 관심변수로서  기에  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했는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 앞의
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설문
항목들을 이용해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이라고 간주되면 2013~2015년의 값은 1, 2007~
2010년의 값은 0. 반면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기업은 모든 기간 0의 값을 가짐.
:  기  기업의 매출액(로그값) 혹은 영업이익(로그값)에 영향을
미치되,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관찰 가능한 기업의 속성 - 연구개발비
(로그값), 인건비(로그값), 유형자산액(로그값), 업력(로그값), 해당 기업
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보)의 총사업체 수(로그
값)ㆍ총출하액(로그값)ㆍ매출액 상위 3사의 시장집중도(CR3, %), 정부
지원 수혜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기술개발 관련 조세감면 혜택 여부, 정
부 혹은 공공부문에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개발사업ㆍ사업화지원
사업 등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여부, 기술지원ㆍ기술지도ㆍ기술정
보 제공ㆍ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 등 정부의 기술지원 수혜 여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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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지원 등 정부의 비기술지원 수혜 여부에 대한 각각의 더미변수)
 :  기  기업의 매출액(로그값) 혹은 영업이익(로그값)에 영향을 미

치되,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관찰되지 않는 요인 - 같은 해에 이러한 요
인들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연도 더미를
회귀방정식에 포함함으로써 통제함.
 :  기업의 매출액(로그값) 혹은 영업이익(로그값)에 영향을 미치

되, 시간에 따라 불변하고 관찰되지 않는  기업의 속성 - 주력 판매처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B2E 등), 산업, 입지, 기업유형(독립기업, 국
내계열, 해외계열), 이노비즈ㆍ벤처확인 여부, 상장 여부, 노동조합 존재
여부 등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다수의 속성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
해 제거됨.
: 교란항

식 (1)에서    는  년도 연말 기준  기업 매출액의 로그값 혹은
영업이익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고려
하는 이유는 이들 변수가 대표적인 재무성과 지표이기도 하지만, 일터
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일한 방향과 규모로 증감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혁신제품 출시
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되는 제품혁신의 정의상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동시에 혁신제품과 관련한 광고ㆍ선전ㆍ판촉비, 연구
개발비, 인건비 등도 동반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는 패널 고정효과를 적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고려하여  년도  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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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현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로 정의된다. 앞의 절에서 상
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설문 항목들을
이용해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중소기업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2013~2015년 관측치에 대한
동 변수의 값은 1, 2007~2010년 관측치에 대한 동 변수의 값은 0을 갖
는다.
반면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연도의 관측치에서 동 변수의
값은 0인데, 이들 중소기업에는 일터혁신만 실현한 기업, 수요기반 제품
혁신만 실현한 기업,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아닌 다른 유형의 제품혁신
과 일터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
시에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유형의 혁신(제품혁신ㆍ공정ㆍ마케팅
혁신ㆍ조직혁신)을 실현한 기업, 어떠한 혁신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혁
신활동은 수행한 기업, 어떠한 혁신실현 및 혁신활동도 수행하지 못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수가 포함된 회귀방정식 (1)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
에 적용하면, ‘양(兩)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혁신 전후 간 재
무성과의 변화’에서 ‘그러한 혁신을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동 기간
재무성과의 변화’를 차감하게 됨으로써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이 재무성과에 미친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표 3-6>에 따르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상당한
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는 ‘혁신을 실현
한 기업은 혁신하지 못한 기업과 혁신(전후)에 관계없이 매우 상이한 기
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추정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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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패널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모형은 혁
신을 실현한 기업의 혁신 전후의 변화와 그렇지 못한 기업의 혁신 전후
의 변화 모두를 동시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불변하고
(Time-Invariant) 관찰 불가능한(Unobservable) 사업체의 각종 본래적
속성(식 (1)의  )을 제거하기 때문에 비판을 통해 제기된 내생성 문제
(Endogeneity Bias)가 최소화될 수 있다.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준거집단(Control Group)의 변화 간
차이에 주목하는 이중차분법의 적용을 통해 보다 엄밀한(Unbiased) 추
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의 모든 관측치를 분석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5차년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통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이 ‘2011~2013년 사이에’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했는지 여부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2011년, 2012년의 재무성과가 혁신 전의 성과인지 아니면 혁신
후의 성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혁신 전후의 성과
구별 불가능에 따른 편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본 연구는 2011년과
2012년의 모든 관측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8)

18)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2010년 동안 어떤 중소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
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실증분
석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제조기
업이 전체 중소제조기업의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러한 혁신이 쉽지 않고, 특히 제
품혁신 가운데에서도 수요에 기반한 제품혁신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
한 편의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혹 편의가 상당한 수준
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추정치(Under-Estimated)일 가능성이 크다. 일터혁
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현
실을 고려하면, 편의는 주로 2011~2013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 가운데 실제로는 2007~2010년에도 양(兩) 혁신을 달성한 기업들에 의해 초
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편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
한다면, 실제 효과는 본고에서 도출된 효과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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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경영지표 관련 기술 통계량

기업 속성

전체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
중소기업

그외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매출액
(백만원)

24973.65 41457.64***
24188.1
38478.59*** 37143.34*** 51956.89***
(50,744.560) (68,170.490) (41,457.640) (55,013.320) (71,038.680) (71,224.020)

영업이익
(백만원)

1252.298 1727.462*** 1229.654
(4,617.826) (9,666.799) (4,228.583)

판매 및 관리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2963.293
(660.332)

5035.001*** 2864.565
(6,732.120) (6,640.962)

1606.803
1642.135* 1984.402***
(2,687.254) (12,491.010) (6,699.148)
3311.953 4581.213***
(4,281.933) (6,353.664)

2801.893
3960.726
2746.668
4154.085
(36,642.400) (4,951.594) (37,488.930) (5,702.870)

7264.732***
(8,294.776)

3494.591
(4,468.855)

4686.189
(5,094.187)

연구개발비
(백만원)

458.765
1631.264***
402.889
1326.989*** 1061.962***
(1,517.980) (3,189.919) (1,364.202) (2,796.712) (1,646.556)

2945.800***
(4,878.012)

유형자산액
(백만원)

8727.224 14665.080*** 8444.254 11357.960** 15652.980*** 15445.650***
(21,159.970) (33,912.010) (20,312.000) (15,574.850) (43,144.910) (23,028.280)

업력(년)

17.194
(10.62800)

19.002***
(11.25600)

17.108
(10.59000)

17.532
(9.14600)

18.763***
(11.66200)

20.626***
(11.83400)

이노비즈 혹은
벤처 확인 여부

0.35954
(0.47988)

0.62329***
(0.48484)

0.34697
(0.47602)

0.61053***
(0.48892)

0.70313***
(0.45739)

0.48319***
(0.50077)

상장 여부

0.06564
(0.24765)

0.19064***
(0.39303)

0.05968
(0.23690)

0.14737***
(0.35541)

0.15402***
(0.36137)

0.29412***
(0.45661)

기술개발
조세감면 여부

0.1429
(0.34998)

0.39155***
(0.48838)

0.13105
(0.33747)

0.43684***
(0.49731)

0.35491***
(0.47902)

0.42437***
(0.49529)

정부 혹은
공공부문
조달 여부

0.04144
(0.19930)

0.15753***
(0.36451)

0.0359
(0.18606)

0.11053***
(0.31437)

0.183054***
(0.38713)

0.14706***
(0.35491)

정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여부

0.25418
(0.43541)

0.66438***
(0.47248)

0.23463
(0.42378)

0.57895***
(0.49503)

0.62277***
(0.48524)

0.81092***
(0.39239)

정부의 기술지원
수혜 여부

0.07176
(0.25810)

0.29224***
(0.45505)

0.06126
(0.23981)

0.32632***
(0.47010)

0.24554***
(0.43089)

0.35294***
(0.47889)

정부의
비기술지원
수혜 여부

0.13262
(0.33917)

0.49658***
(0.50027)

0.11528
(0.31936)

0.43684***
(0.49731)

0.41964***
(0.49405)

0.68908***
(0.4638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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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소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
중소기업

그외
중소기업

상시종사자 수
(명, 2013년 기준)

72.936
(82.347)

119.218***
(110.522)

석사 이상
인력 비율
(%, 2013년 기준)

4.265
(9.223)

여성 인력 비율
(%, 2013년 기준)

24.341
(20.640)

기업 속성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의 주된 판로별 구분
하도급 B2B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수출

70.73
(80.099)

122.916***
(132.144)

102.201***
(97.550)

148.298***
(108.704)

10.781***
(15.820)

3.954
(8.665)

10.784***
(18.750)

11.120***
(15.002)

10.151***
(14.758)

22.484***
(19.409)

24.429
(20.693)

26.347
(25.844)

22.612*
(18.545)

19.160***
(13.653)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기
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본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2) 2~3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과 나머
지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4~6열의 *, **,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들 가운
데 하도급 B2B 중소기업,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 B2E 중소기업 ‘각각의’ 평균과 일
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은(못한) 중소기업의 평균(즉 비교
대상이 3열의 ‘그 외 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4) 본 표에 제시된 매출액, 영업이익, 판매 및 관리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액,
업력 관련 통계는 한국기업데이터 정보에 기초한 결과이며, 그 외 변수들은 제조업 부
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정보에 기초한 결과임.
주: 5) <표 3-5>에 제시된 연구개발전담인력 관련 통계와 더불어 본 표에 제시된 각종 종사
자 수 관련 통계는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조사결과로 2013년 기준
통계임. 한국기업데이터에서도 대상 기업의 각 연도 전체 종사자 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종사자 수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 정보 가운데 신뢰성이 가장 약한 것
으로 알려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술통계량을 제외하고는 종사자 수 관련 변
수를 분석에 사용하지 않음.

  는  년도  기업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Time-Varing) 관찰 가능한(Observable) 기업의 속성을
의미한다. 비록 패널 고정효과 모형 적용을 통해 시간에 따라 불변하고
관찰 불가능한 사업체의 본래적 속성이 제거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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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찰 가능한 기업 속성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포함한 어떠한 혁신이든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으
로 인해 실현되기보다는 매기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내생적(Endogenous)
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해당 기업의 생
산함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혁신실현 여부와
재무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누락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완화하고자,
우선적으로 기업의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기술, 노동, 자본의 3대 생산요
소를   에 포함한다. 즉 기술의 대용치로서 연구개발비의 로그값을, 노
동의 대용치로서 인건비의 로그값을, 자본의 대용치로서 유형자산액의
로그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한다.19)20)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물론 혁신실현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업력 또한 동 변수에 포함한다. 아울
러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직면하고 있는 경쟁 수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혁신과 재무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기업
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표준산업분류 5자리 수준)의 총사업체 수(로그
값), 총출하액(로그값), 매출액 상위 3사의 시장집중도(CR3, %)를 회귀방
정식에 포함한다. 더불어 정부의 기술 관련 지원이 특정 기업의 혁신실현

19) 사실 인건비보다는 노동의 대용치로서 해당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 등의 고용량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자료는 조사대상
기업의 2011~2013년도의 전체 종사자 수 정보만을 제공한다. 물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도 조사대상 기업의 각 연도 전체 종사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종사자 수 정보
는 한국기업데이터 정보 가운데 신뢰성이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
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총인건비보다 회귀
분석 결과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1인당 인건비 변수도 사용하
지 못했다.
20) 한편 자본의 대용치로서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유형자산액을 통해 기업 규모가 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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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 관련 정부 지원 수
혜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한다. 다만 <표 3-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 지원 내용에 따라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수혜 여부가 상이
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 수혜 여부를 기술개발 관련 조세감면 혜
택 여부, 정부 혹은 공공부문에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개발사업ㆍ사
업화 지원사업 등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여부, 기술지원ㆍ기술지도ㆍ
기술정보 제공ㆍ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 등 정부의 기술지원 수혜 여
부,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비기술지원 수혜 여부로 구분하고 각각의 더
미변수들을 회귀방정식에 포함한다.21)
이 외에도 기업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관찰되지 않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회귀방
정식에 포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한 요인들에 의한 편
의를 가능한 완화하기 위해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조정한다.
한편 식 (1)을 통해 추정되는    에는 혁신의 장단기 효과가 통합
되어 있다. 그 결과 그러한 효과가 주로 단기효과에 의한 것인지, 상대적
으로 장기적인 효과에 의한 것인지, 장단기 관계없이 지속되는 효과에

21)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년도 자료에서 2011~2013년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특정 유형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3~2015년 관측치에 대한 해당 변수의 값
은 1, 2007~2010년 관측치에 대한 동 변수의 값은 0을 갖는다. 반면 2011~2013년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동 유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모든 연도 관측치에서 동 변수
의 값은 0이다. 한편 2011~2013년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특정 유형의 지원을 받은 중소
기업이 2007~2010년 기간에도 동 유형의 지원을 받고 2011~2013년 기간 동안 정부로
부터 특정 유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2007~2010년 기간에도 동 유형의 지원
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는 회귀분석 모형(즉, 정부 지원의 수혜 여부가 시간에 따라 불
변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에서도 4절에서 제시되는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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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강해지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식 (2)를 패널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모형에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당해연도,
혁신 1년 후, 혁신 2년 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식 (2)에서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당
해연도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
혁신의 동시 실현이 혁신 1년 후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혁신 2년 후의 재무성과
에 미친 영향을 각각 의미한다.

                             

         

(2)

   :  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당해연도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혁신의 당해연도 효과를 추정
-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
현한 기업의 경우, 관측치가 2013년도라면 동 변수는 1, 그 외 연도의 관
측치에 대해서는 모두 0의 값을 가짐. 반면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
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기업은 모든 기간
0의 값을 가짐.
   :  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후 1년째 되는 해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혁신 1년 후의 효과를
추정 -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기업의 경우, 관측치가 2014년도라면 동 변수는 1, 그 외 연도
의 관측치에 대해서는 모두 0의 값을 가짐. 반면 2011~2013년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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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기업은 모든
기간 0의 값을 가짐.
   :  기업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후 2년째 되는 해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혁신 2년 후의 효과를
추정 - 2011~2013년 기간 동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기업의 경우, 관측치가 2015년도라면 동 변수는 1, 그 외 연도
의 관측치에 대해서는 모두 0의 값을 가짐. 반면 2011~2013년 기간 동
안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기업은 모든
기간 0의 값을 가짐.
전체 중소기업 샘플에 식 (1)과 (2)를 적용하여 도출된 효과는 일터혁
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효과인데, 이러한 전체
상호작용 효과가 ‘주로’ 일터혁신 효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
기반 제품혁신 효과로 인해 초래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추가적인 관심사이다. 만약 전체 상호작용의 효과가 특정 혁신에 의한
효과에 의해 주도된다면 해당 혁신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 크게 강조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중소기업 샘플에서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과 ‘제품혁신과 일터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
업 샘플’을 각각 추출하여 일터혁신 효과와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
를 추정한다. 수요기반 제품혁신 중소기업 샘플에서 준거집단은 수요기
반 제품혁신은 실현했지만 일터혁신은 실현하지 못한 기업이므로,
   ,    ,    ,    는 모두 일터혁신의 효과를 의미한

다. 한편 제품혁신과 일터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에서 준
거집단은 일터혁신은 실현했지만 달성한 제품혁신이 수요에 기반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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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까지 실현되지 못한 기업이므로,    ,    ,    ,
   는 모두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되는 모든 혁신 효과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된 판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의 혁신성
과는 수요기업의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에 의해 용이하게 수요기
업에게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수요대기업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에
의해 국내시장에서 이들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다른 수요처의 발굴이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수요기업과의 협상에서 크게 열위에 있을 수밖
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살아남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수준의
마진 및 매출 보장에 물량감소ㆍ거래단절로 무장한 수요기업의 불공정
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도급거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양상은 경쟁력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혁신유
인마저 약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 하도급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및 수요
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터혁신
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가운데 하도급 B2B 중
소기업은 혁신활동, 혁신실현, 혁신성과, 혁신역량의 축적 등 혁신성 전
반에서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을 앞 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일터혁
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도급거래 중소기업 역시 다
른 수요처의 발굴보다는 원가절감에 기초해 기존 수요처에 대한 치열한
납품경쟁에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상대적으
로 용이한 일터혁신의 성과가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성과를 압도하는 과
정을 통해 혁신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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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거래 관계에서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하도급 B2B 중
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은 혁신비용 대비 기대이윤이 높아,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가 하도급 B2B 중소기업보다 클 개
연성이 농후하다. 한편 내부 거래의 성격이 강한 하도급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시장거래에 의존하는 이들 중소기업의 성격상 판매량이 불규칙
적이고 불안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은 제품 판매량의 지속
적인 유지 및 증가에 기업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혁신 간
상호작용 효과는 주로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
에서 비롯될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중소기업은 출시한 혁신제품이 기존
수요처는 물론 시장에 있는 잠재적인 신규 수요처의 관심을 끌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제품과 관련한 광고ㆍ선전ㆍ판촉에 전
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매출 신장에 따라 판매 및 관리비용이 동시에 상
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매출에 미치는
효과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
에서도 주력 판매처에 따라 혁신의 효과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중소기업만을 제외하거나 남겨두는 방법을 상기한 모든 실
증분석에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중소기업만을 제외하는 경우
   ,    ,    ,    는 모두 비하도급 B2B 및 B2E 중소

기업의 혁신 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중소기업만을 남겨둔 경우
   ,    ,    ,    는 모두 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혁

신 효과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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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전체 중소기업 샘플에 식 (1)을 적용하여 추정된 일터혁신과 수요기
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가 <표 3-7> 왼쪽 열의 상단에 제시되고
있다.
식 (1)의    의 추정치에 나타나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의 동시 실현 효과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양(+)의 부호를, 영업이익에 대
해서는 음(-)의 부호를 띠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전체 중소기업 샘플에 식 (2)를 적용하여 추정된 <표 3-7> 왼쪽 열의
하단 결과에 따르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에 따
른 매출 성과는 혁신 초기에 미미하다가 실현 후 2년째 되는 해
(   )부터 매출액이 14.71%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식 (1)의
   를 통해 추정된 매출 관련 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미미한 수준을 보인 혁신 당해연도(   )
및 혁신 1년 후의 효과(    )가 비약적인 매출 증대를 기록한 혁신
2년 후의 성과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영업이익 미친 영
향은 오히려 혁신 당해연도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통
적인 유의 수준에서 벗어나 있고 효과의 규모도 -0.54%로 작은 편이지
만, 이러한 결과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적어
도 해당 중소기업의 혁신 당해연도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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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되는 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부호로 전환되
고 있다.

<표 3-7>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분석에 사용된
전체 중소기업 샘플

샘플 구분

일터혁신과 제품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에’
실현 중소기업 샘플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915
동시 실현의 종합 효과
(0.0641)
식 (1)의  

-0.0026
(0.0034)

0.1204
(0.0794)

-0.0048
(0.0038)

0.1847**
(0.0754)

-0.0039
(0.0048)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672 -0.0054* 0.1071 -0.0069* 0.1448*
동시 실현의 당해연도 효과
(0.0660) (0.0032) (0.0838) (0.0037) (0.0752)

식 (2)의
 

-0.0073
(0.0047)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0647
동시 실현 1년 후의 효과
(0.0706)
식 (2)의  

-0.0033
(0.0043)

0.0548
(0.0929)

-0.0063
(0.0046)

-0.0026
(0.0057)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1471**
동시 실현 2년 후의 효과
(0.0734)

식 (2)의
 

0.0013
(0.0035)

0.2043**
(0.0857)

-0.0009 0.2531*** -0.0015
(0.0040) (0.0862) (0.0047)

종속변수
독립변수

0.1628*
(0.0868)

통제변수
연구개발비(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인건비(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유형자산액(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업력(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총사업체 수
(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총출하액(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CR3(%)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기술개발 조세감면
혜택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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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구분

분석에 사용된
전체 중소기업 샘플

일터혁신과 제품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에’
실현 중소기업 샘플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

정부 혹은 공공부문
조달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보의 기술지원
수혜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보의 비기술지원
수혜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R2

0.6078

0.0125

0.5769

0.0426

0.5600

0.0475

관측치 수

18,062

18,062

1,628

1,628

1,728

1,728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
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
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 )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함. 특히 표준오차는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조정되었음.
주: 2) *, **, ***는 p-value를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첫 번째 열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전체 샘플에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이며, 두 번
째 열의 결과는 제품혁신과 일터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패널만을 대상으로
도출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세 번째 열의 결과는 전체 샘플 가운데 수요기반 제품혁신
을 실현한 중소기업 패널만을 대상으로 도출한 회귀분석 결과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러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는 주로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에 식 (1)과 (2)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가 <표 3-7> 중간 열에 제시
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전체 샘플의 결과와 놀랍도록 흡사하기 때문
이다. 즉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매출 성과는 혁신 초기에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혁신 2년째 되는 해에 크게 증가(20.43%)한 한편,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은 혁신 당해연도에 작지만 부정적인 양상(-0.69%)을 보이다

76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부정적인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7> 마지막 열에 제시되어 있는 일터혁신의 효과는 전체 샘
플의 효과는 물론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와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
인다. 일터혁신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간에 관계없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기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도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터혁신의 효과가 전 기간에 걸쳐 중소기업의 매출을 크게 신
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샘플의 효과, 즉 일터혁
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결과
는 수요기반 제품혁신에 비해 일터혁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일터혁신의 매출
성과(혁신 당해연도 매출액의 14.48%, 혁신 1년 후 매출액의 16.28%, 혁
신 2년 후 매출액의 25.31% 증가)가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매출 성과와
상호작용하여 이들 혁신이 동시 실현된 후 2년째 되는 해의 급격한 매출
성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터혁신의 중요성이 수요기반 제
품혁신만큼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표 3-8>은 비하도급 B2B 및 B2E 중소기업에서 실현된 일터혁신과 수
요기반 제품혁신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결과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가운데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
기업만을 대상으로 도출된 <표 3-8>의 결과가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
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하도급 B2B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표 3-7>의
전체 결과와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기반 제품혁신
의 전체 성과, 일터혁신의 전체 성과, 이들 혁신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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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 실현에 의한 전체 성과를 비하
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표 3-8> 비하도급 B2B 및 B2E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비하도급 B2B 및 B2E 기업만을 분석에 남겨둔 회귀분석
샘플 구분

분석에 사용된
전체 중소기업 샘플
종속변수

일터혁신과 제품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에’
실현 중소기업 샘플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1086
동시 실현의 종합 효과
(0.0759)
식 (1)의  

-0.0042
(0.0043)

0.1528*
(0.0920)

-0.0066 0.2262*** -0.0064
(0.0047) (0.0870) (0.0060)

독립변수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0687 -0.0078** 0.1268 -0.0094** 0.1716** -0.0104*
동시 실현의 당해연도 효과
(0.786) (0.0039) (0.0954) (0.0045) (0.0858) (0.0058)
식 (2)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873
동시 실현 1년 후의 효과
(0.0846)
식 (2)의  

-0.0051
(0.0053)

0.0915
(0.1090)

-0.0082
(0.0057)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1739**
동시 실현 2년 후의 효과
(0.0852)
식 (2)의  

0.0006
(0.0043)

0.2446**
(0.0973)

-0.0019 0.3040*** -0.0032
(0.0048) (0.0974) (0.0059)

0.2098**
(0.1021)

-0.0053
(0.0070)

통제변수
연구개발비(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인건비(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유형자산액(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업력(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총사업체 수
(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총출하액(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CR3(%)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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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비하도급 B2B 및 B2E 기업만을 분석에 남겨둔 회귀분석
샘플 구분

분석에 사용된
전체 중소기업 샘플

일터혁신과 제품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에’
실현 중소기업 샘플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

기술개발 조세감면
혜택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부 혹은 공공부문
조달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보의 기술지원
수혜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보의 비기술지원
수혜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R2

0.6088

0.0128

0.5830

0.0468

0.5664

0.0539

관측치 수

17,879

17,879

1,445

1,445

1,545

1,545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기
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 ) 안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특히 표준오차는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을 적용하여 조정되었음.
주: 2) *, **, ***는 p-value를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첫 번째 열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전체샘플에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이며, 두 번째
열의 결과는 제품혁신과 일터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패널만을 대상으로 도출
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세 번째 열의 결과는 전체 샘플 가운데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 패널만을 대상으로 도출한 회귀분석 결과임.
주: 4) 본 분석의 결과는 <표 3-7>과는 달리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의 관측치만을 분석에서 사용한 회귀분
석 결과임.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 초기에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혁신 2년째 되
는 해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매출 성과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
이고 불안정한 시장거래에 의존하는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
소기업이 그들의 혁신제품을 기존 수요처가 확대하여 구매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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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잠재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 신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들 기업이 단행한 일터혁신
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요
기반 제품혁신의 결과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난 산물이기도 하다.
한편 혁신 당해연도에 작지만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를
수록 그러한 부정적인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영업이익의 성과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출시된 혁신제품의 판매량 확대를 위
해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이 광고ㆍ선전ㆍ판촉비로 대
표되는 판매 및 관리비를 혁신 초기에 크게 투입한 결과 영업이익이 오
히려 감소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량의 증가가 수반되면서 영업이
익이 회복되는 것이다.22)
반면 하도급 B2B 중소기업에서 실현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
신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표 3-9>에 따르
면, 이들 혁신은 기간에 관계없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한편 영
업이익을 작게나마(0.34%)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도급 B2B 중소기업이 원가절감에 특화한 혁신제품
을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마진과 매출 유지를 보
장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혁신제품에 체화된 원가절감 노력의 일부가 납
품단가 인하로 귀결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요기업이 해당 혁신
제품의 물량을 증대시킨 까닭에,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
은 작게나마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영업이익의 개념과 광
고ㆍ선전ㆍ판촉비가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와 함께 판매 및 관리비의 대표적인 항목들임
을 고려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는 본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영업이익의
감소는 광고ㆍ선전ㆍ판촉비의 증가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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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하도급 중소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기업만을 분석에서 남겨둔 회귀분석
샘플 구분

분석에 사용된
전체 중소기업 샘플

일터혁신과 제품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에’
실현 중소기업 샘플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매출액
(로그값)

영업이익
(로그값)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218
동시 실현의 종합 효과
(0.1037)
식 (1)의  

0.0034*
(0.0019)

0.0476
(0.1041)

0.0017
(0.0025)

0.0664
(0.1022)

0.0036
(0.0027)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552
동시 실현의 당해연도 효과
(0.1066)
식 (2)의  

0.0033
(0.0024)

0.0922
(0.1060)

0.0029
(0.0030)

0.0835
(0.1056)

0.0026
(0.0030)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257
동시 실현 1년 후의 효과
(0.1045)
식 (2)의  

0.0032*
(0.0018)

-0.0337
(0.1100)

0.0005
(0.0024)

0.0299
(0.1059)

0.0055*
(0.0029)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0.0360
동시 실현 2년 후의 효과
(0.1316)
식 (2)의  

0.0037
(0.0027)

0.0867
(0.1320)

0.0018
(0.0033)

0.0873
(0.1271)

0.0025
(0.0034)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연구개발비(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인건비(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유형자산액(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업력(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총사업체 수
(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총출하액(로그값)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산업 5자리 CR3(%)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기술개발 조세감면
혜택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부 혹은 공공부문
조달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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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기업만을 분석에서 남겨둔 회귀분석
샘플 구분

분석에 사용된
전체 중소기업 샘플

일터혁신과 제품혁신을
수요기반 제품혁신
‘동시에’
실현 중소기업 샘플
실현한 중소기업 샘플

정보의 기술지원
수혜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정보의 비기술지원
수혜 여부 더미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R2

0.6132

0.0142

0.6565

0.0712

0.6094

0.0502

관측치 수

17,411

17,411

977

977

1,077

1,077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차(2014)년도 원자료에 2007~2015년도 한국기
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 및 시장구조조사의 산업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임: 패널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3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주: 1) ( ) 안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특히 표준오차는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을 적용하여 조정되었음.
주: 2) *, **, ***는 p-value를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3) 첫 번째 열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전체샘플에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이며, 두 번째
열의 결과는 제품혁신과 일터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패널만을 대상으로 도출
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세 번째 열의 결과는 전체 샘플 가운데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 패널만을 대상으로 도출한 회귀분석 결과임.
주: 4) 본 분석의 결과는 <표 3-7>과는 달리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에서 하도급 B2B 기업의 관측치만을 분석에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임.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작게나마 증가한 영업이익이 하도급 B2B 중소
기업의 일터혁신에서 비롯되고 있는 사실은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일
반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 양상이 경쟁력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수요대기업의 강력한 시
장지배력에 의해 국내신장에서 이들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다른 수요
처의 발굴조차 거의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업과의 협상에서 크게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하에서, 경쟁
력 있는 중소기업 역시 하도급거래를 통해 일정 수준의 마진 및 매출을
보장받는 대신 물량감소ㆍ거래단절로 무장한 수요기업의 단가인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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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일터혁신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혁신의 성과가 수
요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되고 있는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
에서의 하도급거래 양상이 수요기반 제품혁신과 일터혁신 노력 등을 통
해 여타 하도급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수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혁신성과에는 물론 혁신실현, 혁신활동, 혁신역량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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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중소제조기업의 수요기반혁신에
기반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STEPI의 ‘한국기업
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5차년도 원자료(2014년 조사)에 2007~2015년 한
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제표 정보와 시장구조조사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개별 중소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에 기
초하여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리나라 중소제조
기업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들 두 혁신의 동시 실현이 매출액과 영업이
익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린생산방식ㆍ공급사슬관리ㆍ6시그마 등의 업무수행방식 혹은
팀제ㆍ부서 통합/분리ㆍ교육/훈련 시스템 등의 업무수행조직을 새로 도
입하였거나 크게 개편함으로써 일터혁신을 달성함과 동시에 혁신활동
과정에서 해외시장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수요기업으로부터 혁신정보를
획득하였거나 그러한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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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혁신을 실현한 중소기업, 즉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제조기업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중소제조기업 가운데 수요기반 제
품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10%를 하회하는 것에 크게 기인
하는 것으로, 수요처의 기호나 요청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요기업과의 협력활동 혹은 교류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터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두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서는 하도급거래 여부
에 따라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성격이 상이하다. 하도급 B2B
기업은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업무수행방
식을 새로 도입하거나 크게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일터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린생산방식, 공급사슬관리방식, 6시그마 등
의 혁신을 통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하도급 수탁기업
의 생존수단인 원가절감 성과가 유의하게 개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하도급 B2B 기업은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상대
적으로 더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면서 혁신제품을 출
시하지만, 수요기업이 혁신제품 출시의 정보원천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들의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
여한 비중 및 참여 성격과 관련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하도급 B2B 기
업은 제품혁신에 고객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
품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경향이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높으며, 주로 ‘브레인스토밍, 포럼, 커뮤니티 등’ 고객의 참여 수준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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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은 하도급 B2B 기업보다 더 ‘혁신제품 출시에 고객
이 참여하되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방식’을 통해 제품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주문생산방식이라는 하도급거래 정의상 여
타 판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비해 하도급 수탁기업이 수요기업인 위탁
기업과 혁신 관련 협력활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지만 그러한 협
력활동이 혁신제품 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이어지거나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기업은 그
렇지 못한 중소기업(일터혁신만 실현한 기업, 수요기반 제품혁신만 실
현한 기업,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아닌 다른 유형의 제품혁신과 일터혁
신을 동시에 실현한 기업,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유형의 혁신-제품혁신ㆍ공정ㆍ마케팅혁신ㆍ조직
혁신-을 실현한 기업, 어떠한 혁신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혁신활동은
수행한 기업, 어떠한 혁신실현 및 혁신활동도 수행하지 못한 기업 등)보
다 혁신 수준, 혁신의 비재무적 성과, 혁신활동, 혁신역량 등 혁신성 전
반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에 실현한 중소기업 내에서는 시장선점형 혁신 수준을 포함한 거의 모
든 혁신성 지표에서 하도급 B2B 중소기업이 비하도급 B2B 기업과 B2E
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공정혁신의 수준에서
만 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B2B 기업ㆍB2E 기업과 유사하다.
이는 물량감소와 거래단절이라는 무기를 통해 수요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특히 원가절감 성과를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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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즉 혁신성과의 전유성 문제로 인해 혁신비용보다 기대 혁신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하도급 중소기업은 혁신유인이
적은 상황에서 생존수단인 원가절감에 용이한 공정혁신에 몰두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이 하도급 B2B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마케팅혁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 거래의 성격이 강해 판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하도급
B2B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판매량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시장거래에
의존하는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
은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확대에 기업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마케팅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비하도급 B2Bㆍ
B2E 중소기업의 판매 및 관리비 수준이 하도급 B2B 중소기업보다 약
1.4~2.2배 높게 나타난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넷째, 패널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에 의한 매출 성과는 혁신
초기에 미미하다가 실현 후 2년째 되는 해에 14.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은 혁신 당해연도에 오히려 0.54%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혁신성과들은 비하도
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에 판매가 불규칙적인 시장거래에 대응한 이들 중소기업의 일
터혁신 및 수요기반 제품혁신 노력에 전체 혁신성과가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불규칙
적이고 불안정한 시장거래를 활용하는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과 B2E
중소기업은 그들이 막 출시한 혁신제품을 기존 수요처가 확대ㆍ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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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에 있던 잠재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 신규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ㆍ선전ㆍ판촉비로 대표되는 판매 및 관리비를 크게 투입하는 등 혁
신 초기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혁신 초기 미미한
수준을 보이던 매출액이 혁신 2년째 되는 해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혁
신 당해연도에 작지만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던 영업이익은 시간이 흐를
수록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동시 실현 효과는
주로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요기반 제품혁신
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일터혁신이 기간에 관계없이 비하도급
B2BㆍB2E 기업의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추
정결과는 수요기반 제품혁신과 함께 일터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일터혁신은 비하도급 B2BㆍB2E 기업의 혁신 당해연도 매
출액을 17.16%, 혁신 1년 후 매출액을 20.98%, 혁신 2년 후 매출액을
30.4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하
는 이러한 일터혁신의 효과가 수요기반 제품혁신의 매출 성과와 상호작
용하여 이들 두 가지 혁신이 동시 실현된 후 2년째 되는 해의 급격한 매
출 성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하도급 B2B 중소기업에서 실현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
혁신은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영업이익이 0.34% 향상되었
는데, 작게나마 증가한 영업이익은 하도급 B2B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일반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 양상이 경쟁력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수요대기업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에 의해 이들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국내에서 다른 수요처의 발굴조차 매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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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요기업과의 협상에서 크게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쟁
력 있는 중소기업 역시 하도급거래를 통해 일정 수준의 마진 및 매출을
보장받는 대신 물량감소ㆍ거래단절 수단을 활용한 수요기업의 단가인
하 요구를 일터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의 성과는 수요기업이 하도급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
신성과를 용이하게 흡수하고 있는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의
낙후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이 추후의 매출 증대를 기
대하며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 혁신 초기에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해
야 하는 현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
혁신이 중소기업의 재무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는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중소제
조기업이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기회의 발굴이 모
든 기업의 난제이고 수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혁신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판매ㆍ관리 비용이 추
후의 비약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실현된 원가절감의 일부가 납품단가 인하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진
을 보장하는 하도급거래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상술한 양상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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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다양한 시장기회의 발굴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
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로 이어져, 혁신에 의한 기대성과의
향상은 물론 기존 및 신규 수요처와 협력 증진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3) 아울러 이러한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수요기반 제품혁신이 일터혁신과 상호작용할 때 중소기업의 성과가 적
어도 장기적으로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이론과 실증으로 규명한 본 연
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출시제품과 수요 증대에 걸맞은 일터혁신의 필
요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생태계 낙후성의 주범인 수요 대기업 중심의 독
과점적 시장구조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방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터혁신사업의 실효성 제고, 판로촉진지원사업과 일터혁신사업의 연
계, 민간부문의 혁신수요 예측과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의 기술ㆍ혁신 사
업체계의 모색 등 중소기업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가까운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1)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터혁신사업의 실효성 제고
일찍이 일터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노

23) 과거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의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경쟁적으로
변화하여 부품기업의 협상력이 제고됐을 때, 개별 완성차기업과 협력부품기업 간에 승
인도 방식 위주의 장기지속거래와 같은 협력과 공존이 확대되었다(Helper, 1991; Helper
and Hochfelder, 1995; 藤本隆宏, 1998). 위탁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 되는 양상이 수탁기
업 협상력의 제고 과정을 통해 수위탁기업 간 협력과 공존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
즘에 대해서는 지민웅ㆍ신종원ㆍ강민지ㆍ박양신ㆍ박진(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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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주관하에 일터혁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에 세 가지 요건
을 동시에 충족한 기업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②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③ ‘노사 합의’를 통해 신청한 기업- 이 신청하여 선
정되면, <표 4-1>에 나타나 있는 총 9개의 영역 가운데 최대 3개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8~21주 동안 매주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ㆍ
노사발전재단, 2018).24) 2016년 현재, 정부는 동 사업에 약 9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99개의 기업에게 컨설팅 영역 당 500~8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 참여한 전체 기업의 87.5%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25)

<표 4-1> 일터혁신사업의 컨설팅 영역과 영역별 주요 내용
컨설팅 영역

컨설팅 내용

임금ㆍ평가
체계 개선

○ 직무ㆍ능력ㆍ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
- 임금 구성항목의 간소화 및 관련 규정 정비
- 직무ㆍ직능ㆍ역할급, 인센티브 등의 도입을 통한 연공급 완화
- 노동법 등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취업규칙 등 관련 인사규정 정비
- 원하청 등 기업 간, 정규와 비정규 등 고용형태 간, 남녀 간 등 임금격차
해소
○ 고용, 평가, 승진 배치전환 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인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내부 공정성 확보
- 업적 및 역량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도출
- 평가와 인사제도의 연계를 통한 능력 및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도입
※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등 연계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경영전략(비전, 목표, 핵심가치 등)에 따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인재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영발전 구현
- 경영전략에 따른 중장기 평생학습 Master Plan 수립

24) 단,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관련 법(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
표된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되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체 부
담해야 한다.
25) 2017년 일터혁신사업을 평가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장기영 박사와의 인터뷰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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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영역

컨설팅 내용
- 직무 또는 역량(공통, 리더십, 직무)도출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 수립
- 경력개발, 퇴직 프로그램 등 전직훈련시스템 구축 등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 지원금,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연계

○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상생의 변화 추구
노사파트너십 - 경영전략과 연계한 노사관계 전략 수립
체계 구축
- 상생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설계
- 노사협의회 회의기법 전수 및 협의의제 발굴 지원 연계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연계

작업조직ㆍ
작업환경
개선

○ 업무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직무 수행자의 역할과 자율을 확대하고 과업을
통합함으로써 생산 주체로서의 근로자 현장 책임경영 구현
- 제안제도, 직무순환제 및 유연배치 전환, QC 및 자주보전
※ 5S, IE기법, 6시그마, 인체공학적 작업시스템 등
-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수립 및 작업조직, 작업시스템 개편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 지원금,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연계

장시간
근로 개선

○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현행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분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로제를 통한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 제시
※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장시간 직무분할, 휴가촉
진제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등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 생산성 향상 및 신규 고용창출과의 균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연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이중
구조의 노동시장 개선 및 사회 양극화 해소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인사규정 개선
- 근로자 간 차별 진단 및 개선
-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임금 및 승진체계, 교육체계 및 운영 개선
- 정규직 전환 평가제도 수립, 전환 후 보상 및 근로조건 설계 등
※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계

고용문화
개선

○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및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적합직무(직종)개발
- 직무재설계 및 관련 규정 정비(취업규칙 등)
- 조직(근로)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등
※ 시간선택제지원금 연계(신규, 전환),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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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영역

컨설팅 내용

장년고용
안정체계
구축

○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정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 장년친화 인사제도(승진ㆍ직무ㆍ직급체계) 개편
- 장년 근로시간 단축
- 장년 적합직무 발굴
- 숙련전수 시스템(멘토제, 역멘토제 등), 임금피크제
※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일가정 양립

○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남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고용문화를 만드는 과정 지원
-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설계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유연근무)지원금 등 연계

자료: 20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서,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2018).
주: 1) 개별 기업은 최대 3개 영역까지 패키지 지원이 가능함. 단, 장시간근로 개선과 고용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 영역 간 패키지는 제한되고 있음.
주: 2)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영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영역은
상시근로자 수 500인 미만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음.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까닭에 어떠한 작업장 체계가 ‘현재의
경영환경’에 최적인지를 고안하고 설계할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게 이러한 일터혁신사업은 유연성과 노동자의 참여 및 자율성이 증대된
작업조직으로 재편하고, 작업조직의 기초로서 노동자의 숙련 제고를 위
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들 작업장 시스템에 노동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승진ㆍ임금 등의 인사관리체계를 개편할 기회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의 장시간근로 개선 영역, 임금ㆍ평가체계 개선
영역, 작업조직ㆍ작업환경 개선 영역이 결합된 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중
소기업은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 문제
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참여기업이 어떠한 수요에 주목하여 어떠한 기술경쟁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작업장 혁신활동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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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26) 지금까지 일터혁신사업은 현
재의 경영환경 및 경영전략에 부응하는 작업장 혁신에 초점을 맞춰왔
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생산성이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만큼) 제고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이렇게 제고된 생산
성은 수요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
여 정부는 기업의 명확한 비전과 청사진에 걸맞은 작업장 혁신계획이 설
계되고 수행될 때, 이를 통해 실현된 일터혁신이 제품혁신 등 다른 유형
의 혁신들을 촉발하고 이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혁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유인 및 몰입도를 더욱 제고시켜 기업의 성과가
크게 향상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기업들이 단기적 생산성 제고가 아닌 장기적 성장의 수단으로
일터혁신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에 기초한 정확한 예측, 이들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냉철한 진단 및 분석, 이들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장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안들에 대한 주무 부
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일터혁신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정책체계의 구축이 무엇
보다 요구된다.

26) 이 외에도 컨설팅 수준ㆍ기간ㆍ내용을 차별화하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컨설턴트의 전문
성 제고를 포함한 컨설팅 수준의 질적 제고,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강조되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직접적으로 부응하기보다는 일터혁신의 핵심요소 구현에 주목적을 두는 사업의
전개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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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로촉진지원사업과 일터혁신사업의 연계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과 수요기반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으로, 일터혁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의 수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의 구축
이 전제된 상황에서 판로촉진사업과 일터혁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요독점적 생태계 속성 탓에 국내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요처의 발굴
이 제한되는 한편 정보와 인력 등 역량의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의 개척
은 물론 접근조차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주목해 온 정부는 해외
시장 판로개척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로
촉진지원사업 가운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수출바우처’사업과
‘글로벌역량진단(이하 GCL 테스트)’ 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최대 지원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50~70%의 비용
을 지원하여 ‘바우처’ 를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제공하면, 정부가 선정한
4,600여 개 수행기관들이 제공하는 수출 관련 마케팅 서비스-일명 메뉴
판27)-에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자유롭
게 구매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어 시행되어 오던 각
종 수출지원사업을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
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27) 메뉴판에는 4,600여 개 수행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상세내용, 진행절차, 대상국가 및
언어 등)가 유형별, 금액별로 안내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공
식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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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출바우처사업의 수출 단계별 지원 내용
분야

수출
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
체결

해외
진출

컨설팅 내용

개발ㆍ제작

○ 수출브랜드 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탈로그,
모바일 웹ㆍ앱, 디자인개발(카탈로그, 브로슈어, 포장지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자료 통번역, 지
재권등록, 정품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전략 컨설팅

○ 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
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
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ㆍ인증ㆍ시험ㆍ
수출 IP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
전략 컨설팅 등

교육

○ 무역교육(온ㆍ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투
자유치 관련 세무ㆍ회계 검토 필수제출서류교육 등

홍보ㆍ광고/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 TVㆍ신문ㆍ잡지ㆍSNS홍보,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
쇼핑, PPL,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오프
라인매장 입점대행, 판촉전 등

조사ㆍ정보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 DB
타깃 마케팅, 해외온라인 쇼핑몰 제품 경쟁동향 조사, 해외
시장설명회 참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조
사, 프랜차이즈 점포 상권조사(중국, 베트남), 유료 발간자료
판매 등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국제전시회 참
가, 현지바이어 매칭상담회ㆍ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ㆍ설명회ㆍ세미나, 해외전시회 전ㆍ후 마케팅 대행, 해
외비즈니스출장지원, 제품시연회, 신제품론칭쇼, 프로젝트
수주지원, 로드맵 이행 등

계약체결 전

○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관세환급 컨설팅, 계약
서 작성(지불 조건 포함) 대행 등

계약체결 후

○ 통관ㆍ선적필요 서류, 결재 관련 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
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등

해외진출

○ 해외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
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미국, 중국),
해외자본시장 상장 및 M&A자문, 해외자문사 및 시사기관

자료: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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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2018). 수출 준비 단계에서, 거래선발굴
단계, 계약체결 전후 단계,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이들 서비스를 비교한 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실제로 중소ㆍ중견기업
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에서 일정 부분 벗어
나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성공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에 한층 다
가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을 꿈꾸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서비스를 자각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막 새로운 시장을 모
색하는 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도입
된 사업이 KOTRA의 GCL 테스트이다. 총 30개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 테스트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주요 수출역량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된 수출역량에 걸맞은 해외시장 관련 정부사업(KOTRA
52개 사업과 유관기관 115개 사업을 포함한 총 167개 사업)을 추천한다.
즉 GCL 테스트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천ㆍ제공함으로써 수출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각종 해외시장 관련 판로촉진지원사업을 보완하
고 있는 것이다.28)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
는 정부의 판로촉진지원사업에는 성공적인 신규 판로개척이나 수출확
대를 위해 어떠한 일터혁신이 요구되는지를 진단하고 수행하는 부분은

28) 하지만 정부의 모든 판로촉진지원사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의 GCL 테스트 응시를 의무화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GCL 테스트 결과 점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KOTRA
의) 일부 사업들에서조차 다른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GCL Test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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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결과가 재차 강조되지 않아도 성공적
인 해외진출을 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은 조성재(2018)의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의류기업 사례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연구가 주목하고 있
는 사례기업은 생산의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의류
를 판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 전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인력
들을 베트남에 배치하지 않았다. 물론 생산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지
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핵심인력인 영업사원들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본
사에 소속시켜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쉬워 보이지만 고안하기 결코 만
만치 않은) 혁신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ㆍ유지하고 있다.29)
즉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걸맞은 작업장 및 인력 재배치전략, 즉 일터혁
신전략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판로촉진지원사업에 일터혁신 컨설팅 개념
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일터혁신사업과 판로촉진사업 각각이 서로를 보
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고려하면 각 사업의 주관부처들의 긴
밀한 공조에 기초한 이들 두 사업의 연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3) 민간부문의 혁신수요 예측과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의 기술ㆍ혁신
사업체계의 모색
본 연구를 포함해 수요기반혁신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
는 시장에 있는 기존ㆍ신규 수요기업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품혁신과
29) 이들 영업인력은 베트남 현지공장의 모든 공정과정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
너와 함께 처음부터 개발, 샘플제작, 승인 업무에 참여한다. 또한 바이어들로부터 경쟁업
체와 차별화된, 배타적인 주문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그들의 주된 임무다. 따라서
이들 인력의 확보, 숙련향상, 유지는 해당 사례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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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명확해지는 수요에 대응한 제품
혁신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에서 수요의 중심은 민간부문일 수밖
에 없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구매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달하거나 민간부문에 혁신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혁신 여건을 조성
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ㆍ혁신사업의 중장기적인 구상에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켜 상호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그러한 로드맵에 기초해 기업들이 혁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프로그램들을 모색하고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을 유도하
고 촉진하는 혁신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
과정에서 출범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과 ‘Digital Agenda’ 사업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인 ‘PAiCE 사업’의 사례에 주목한다.30)

1) 민간 주도의 플랫폼 운영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
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지지기반 형성을 목적으
로 BMWi(연방경제에너지부)와 BMBF(연방교육과학부)가 2015년에 공
동으로 출범시킨 산학협력 플랫폼이다.

30) PAiCE: Platforms/Additive Manufacturing/Imaging/Communication/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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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lattform Industrie 4.0의 조직 구성
위원장
BMWi 장관 및 BMBF 장관
기업, 노조, 학계 및 정계 대표
기술과 실무 역량 및 의사결정
위원회(기업)
- 산업부 및 교과부의 참여하에
기업가를 통해 리딩됨
- 노동조합의 리더 및 추가 초대
받은 자/촉진
산업 전략 개발, 기술 차원의 조
정, 의사결정 및 구현
작업반
- 참조 아키텍처, 표준화
- 연구 및 혁신
- 네트워킹된 시스템의 안전
- 법적인 제반 환경
- 업무/작업, 직업/평생교육
- 기타
기술 및 실무 역량을 가진 작업 멤버:
관련 부처 산업부, 교과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복지부

정치적 조정, 단체 및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
전략위원회
(정계, 협회, 노조, 학계)
산업부/교과부 Staatssekretar
(실장)
위원회 대표
수상실 대표
도별 작업반 대표
협회 대표
노조 대표
학계 대표
추진 업무 확정, 정치적인
조정, 영향력 행사

시장에서의 활동
산업계 컨소시엄 및
제안 그룹
시장에서의 실현:
검증/인증, 응용 사례

국제 표준화
컨소시엄,
표준화위원회, DKE 등

학계 자문단

업무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Network Coordination,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내외부 통신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출범을 위한 논의의 시작은 인더스트리 4.0
추진전략이 정식으로 공표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추진전략이 확정되면서 독일 제조업을 대표하는
3대 민간 협회인 정보통신미디어협회(BITKOM), 기계설비공업협회
(VDMA), 전기전자협회(ZEVI)는 인더스트리 4.0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플
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인더
스트리 4.0의 진행과정에서 민간부문 외에 정부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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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확대되면서 2015년 3월에는 BMWi와 BMBF를 중심으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확대 재편되고, 기업, 협회, 노조, 학계, 정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민첩한 대응
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
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두 정부 부처의 장관과 민간 대표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위원장
을 공동으로 역임하고 있지만, 두 장관의 역할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운영 지원의 역할에 그치고, 최종 의사결정은 민간 대표, 위원회,
자문단 등 민간부문의 활발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민간부문에서 합의를 통해 태동하였으며,
인더스트리 4.0 역시 ‘정책의 수요자인 민간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독일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기업의 혁신수요 예측을 위한 분명한 수요영역 및 정보전달
독일은 정부지원 기술개발 투자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사업의 추진배
경과 목적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담긴 사업수행 ‘추진 로드맵’ 혹
은 ‘기본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한다. 그리고 지원사
업의 세부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공고 시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
는 기관이 해당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분야
의 기술경쟁력, 성장잠재력, 산업생태계, 가치사슬, 사업의 경제적ㆍ기
술적 파급 효과 등 사업 추진의 배경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기업들은 RFP를 통해 제공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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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에 대한 시장 환경과 기술동향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해당 산업 관련 혁신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활
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충
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31)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독일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의 후속사업으로 수
행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조
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사업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독일 정부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발표
한 ‘Digital Agenda 2014~2017’과 ‘Digital Strategy 2025’)를 통해 사업
이 구체화되었으나, 동 사업의 최초 논의는 2008년 민간부문인 GeSI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에서 고성능 광대역망(high-performance broadband networks) 설치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사업 추진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2012년에
BITKOM과 Fraunhofer 연구소가 공동으로 고성능 광대역망이 국가 전
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전 활동의 결
과를 바탕으로 독일 국회에서는 2013년에 ‘Digital Agenda를 위한 위원
회’를 구성하고 2014년 8월에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성능 광대역망
구축을 포함한 ‘Digital Agenda 2014-2017’의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에 Digital Agenda의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인 ‘PAiCE 사업’을 공고하고 기업들
이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들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있다.
31) 이 같은 사실은 Digital Agenda의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인 PAiCE 사업의 RFP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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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PAiCE 프로그램의 RFP에는 사업 분야에 대한 산업동향, 시장
평가, 기술 수준 등 정부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이 자
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과제 참여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과 세부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세부 기술개발 분야와 기술 적용에서도 정부가 이를 사전에 확
정하여 RFP상에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제안하는 기업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공고 후 제안서 제출까지 최
소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찰 제안자가 RFP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아이
디어 구상이 가능하도록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사례는 정부가 기술ㆍ혁신사업의 중장기적인 구
상에 앞서 민간 기업과의 상호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구
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은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혁신수요를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과
정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3) 컨소시엄을 통한 상호 협력 유도
독일은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참여기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PAiCE 사업에서
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중소기업 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컨
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컨소시엄에서 책임자 역할을 수행
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외부지식 활용의 주요 소스가 될 수 있는 네트워
킹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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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해당 기술개발 분야에서 관심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파트너링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간 협력
을 유도하는 컨소시엄 구성 시스템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독일 정부의 사례는 민간기업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사업 분야의 명확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되 사업 추진과정
에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
써 정부가 지향하면서도 민간부문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을
유도하는 혁신수요자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현실에 걸맞은 민간부
문의 혁신수요 예측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ㆍ혁신 사업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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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and-Based and Workplace Innovations at
SMEs in Monopsony Ecosystem
*MinWoong Ji*

et al.

In a monopsony ecosystem, where a large number of supplier firms
produce goods for a tiny number of contractors, subcontractors have
little incentive to innovate. This owes partly to the fact that their
margins and revenues are very small, but guaranteed through exclusive
contracts with the buyer firms. But relatively independ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outside the monopsony ecosystem must
find other buyer-firms in foreign markets to survive and therefore bear
higher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SGA) expenses, including
marketing costs incurred to promote products to be recognized and
sold in the market.
Using unique firm-level panel data created by combin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 (STEPI) fifth Korea
* econji@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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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urveys for Manufacturing sector as a primary information
source, a series of firm-level financial statements from Korea
Enterprise Data (KED), and industry-level information on market
competition from Korean Market Structure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emand-based and workplace innovations on the
revenue and profit of SMEs.
We found that demand-based and workplace innovations at
subcontractor SMEs increased overall profits by 0.34 percent but had
no impact on revenues. On the other hand, revenue streams two years
after the innovations at independent SMEs increased 30.4 percent.
Profits meanwhile declined 0.78 percent the year in which the
innovations took place, but recovered over time.
All of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 on
the SMEs’ challenges in the predatory monopsony ecosystem in Korea.
They suggest a need for reform of the ecosystem and government
support in providing more complete information and in ameliorating
uncertainty as it pertains to information on foreig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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