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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정부의 단기 지원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자료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과 정렬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정부지원 공동연구개
발의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대상 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이 높을수록, 독자적인 개
발의향이 강할수록, 기술의 상업화가 용이할수록 공동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이 민간부문의 현금출자비율과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연구개발의 조직
형태가 중앙집권적일 때 목표한 성과의 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1. 공동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절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요소투입
형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경제
(innovation driven economy)로 전
환해 가야 하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핵심은

혁신을 통한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
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투자(R&D investment)와
그 성과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
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증가
시켜 왔지만, 그 성과로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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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가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1)
에 의하면 1991~2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 중 52%가 선진국 기술의
흡수, 즉 후발자의 이익에 의한 부분
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나머지 48%
만이 자체 연구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우리나라
는 10.9%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우
는 40.2%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계가 당면한 기술개발 환경
은 기술개발 비용 및 위험의 증가와
함께,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발기간의 단축을 중요한 이슈로 부
각시키고 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밀착화, 기술간 융합·복합화가 급진
전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연구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동연구가 중요한
국가 기술개발전략의 하나로 오랜 기
간 추진되어 왔지만 그 성과는 매우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세계경제포럼(WEF)2) 및 IMD3)에
의해 측정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산·학협동 부문 세계 24위, 기업간
협동 정도 세계 38위로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에도 크

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성
과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
가 공동연구개발의 취약에 있음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5조원
을 상회하고 있고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80%
정도가 공동연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민간 파트너
십의 강화를 통한 공동연구의 효율성
제고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
술을 대상으로 2~3년 단기간 지원하
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개
발 방식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공동연구개
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
아내어 정책적으로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2. 공동연구개발의 의의와 한계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은 기업들
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함
으로써 연구개발의 노력에 대한 효율
성을 증가시키고, 연구에 대한 기업간
중복투자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사회

1) 하준경,“R&D와 경제성장 :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2)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
3) IMD,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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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왔다.
또한 기업간에 연구개발에 대한 비
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고비용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의 또
는 고기술의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한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은 파트너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와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실패가능
성이 상존한다. 또한, 연구개발 자체
가 갖는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파트너간의 무임승차의 문제(freeriding problems)가 성공의 제약요인
으로 작용한다.
결국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핵심
적인 이슈는 파트너간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혁신
에 대한 동기를 줄이지 않고, 지식의
이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부지원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특징 :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
은 기술에 대한 정부의 단기 지원 연
구개발사업 중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233개의
설문이 수집되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자료에 대한 정성적인 분

석과 정렬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하
여 정부지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
공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우리
나라의 정부지원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과제의 독특한
특성(단기, 상업화 중심과제)과 일반
적인 공동연구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구개발
과제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주체들은
대부분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
동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연구개발의 참여에 대한 주요
동기는 비용의 절감(cost sharing)보다
는 기술의 확보(skill sharing)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현물출자 비율
은 현금출자 비율의 약 두 배에 달해
민간출자의 상당부분이 현물출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
조).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정부
의 지원이 적은 대기업의 경우에 특
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간의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과 연
구소 사이의 의사소통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이든 참여
기관이든 관계없이 기업이 참여한 경
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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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트너간의 관계는 서로 기술
적·상업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경
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그림 1>
참조), 파트너의 선택기준에 있어서도
기술적 보완성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선정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
트너를 주관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과제선정인 경우
비대칭적 정보와 시장에서의 경쟁관
계 등에 의한 시장실패적 요인들을
<표 1>

연구개발 주체들이 사전적으로 차단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도 및 달성도가 높은 반면, 상업
적 성과 달성도는 매우 낮아 이들 연
구개발의 결과가 상업적 성과로는 이
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4)

현금 및 현물 분담비중
단위 : %
정부출연금

현금

현물

계

전체

58.7

14.0

27.3

100.0

대기업

39.2

16.9

43.9

100.0

중소기업

60.2

14.2

25.6

100.0

벤처기업

62.2

13.1

24.7

100.0

대학

57.4

17.3

25.3

100.0

정부출연연구소

64.5

9.6

25.9

100.0

연구조합

57.2

18.5

24.3

100.0

주 : 비중은 전체 연구개발비 중에서 현금, 현물,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1>

파트너 선정기준의 우선순위

파트너와의 개인적 친분

1.3

파트너가 보유한 기술과의
보완성 정도

69.1

공동연구개발 이외의
사업상 거래경험

2.6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했던
과거경험

13.7

파트너의 공동연구개발
경험 여부

9.0
2.6

조직문화의 동질성 정도

0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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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
렬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
을 사용하여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표 2> 참조).
회귀분석 결과는 대상기술의 경영
전략상 중요성이 높을수록, 독자개발
의향 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연구개발
의 성공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술의 상업화가 용이할수록, 기
술의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적 명확성
이 클수록 공동연구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결
과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의 성패가
민간부문의 현금출자 비율과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정부와 과제수행 기관 간
에 기술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비대칭
적 정보의 문제(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가 존재하고 개발자
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민간의 과제
에 대한 현금출자 비율이 기술의 성
공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책변수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공동연구개발 파트너십 형태의 차
이는 연구개발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제선정 및 파트너의 선정이 파트너
간에 우려되는 공동연구의 비효율성
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사대상 과
제의 경우 산·학 또는 산·연협력에
서 우려되는 문화적 차이와 이해관계
의 차이에서 오는 비효율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공
동연구의 조직형태가 보다 중앙집권
적일 때 목표한 성과의 달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에
보다 시장 활용적인 응용기술의 개발
이 주요 목표인 연구개발과제의 특징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연구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공동연구개발의

4) 공동연구개발의 만족도를 참여 동기별로 구분하여 달성도를 5점 척도(1. 거의 달성 못함, 5. 충
분히 달성)의 평균치로 나타내면 당초 연구의 기술적 목표 달성도(4.17), 계획된 기간 내에 개
발된 정도(4.07),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의 우수성(4.04), 의도했던 비용한도 내의 개발 정도
(3.87),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정도(3.53), 원가절감에 대한 기여도(3.30), 상업적 성과(매
출액 증대) (2.8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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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MRATIO

STRIMP

정렬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요인 분석
Model(1)

Model(2)

Model(3)

Model(3)

S_TECHCOM

S_TECH

S_COM

S_OVER ALL

기술적성과
*
상업적성과

기술적성과

상업적성과

전반적 만족도

4.459
**
(2.276)

4.269
(2.772)

3.844
*
(2.349)

4.454
*
(2.613)

0.409
***
(0.116)

0.257
**
(0.132)

0.368
***
(0.123)

0.358
***
(0.134)

0.166
*
(0.089)

0.154
(0.103)

0.177
*
(0.093)

0.116
(0.103)

0.296
***
(0.094)

0.447
0.196
**
***
(0.115)
(0.097)

0.380
***
(0.111)

0.258
**
(0.116)

0.159
(0.134)

0.233
*
(0.122)

0.252
*
(0.134)

산·학

-0.345
(0.270)

-0.042
(0.312)

-0.349
(0.283)

-0.202
(0.313)

산·연

-0.261
(0.305)

-0.150
(0.354)

-0.208
(0.320)

-0.134
(0.352)

산·학·연

-0.359
(0.415)

0.351
(0.514)

-0.319
(0.432)

0.052
(0.485)

다소 중앙집권적

-1.394
**
(0.641)

-1.556
(0.904)

-1.174
*
(0.648)

-2.401
**
(0.935)

중간 정도

-1.618
(0.630) **

-1.750
(0.895) *

-1.227
(0.636) *

-2.468
(0.919) ***

다소 분권적/자율적

-1.364
(0.602) **

-1.510
(0.870) *

-1.041
(0.607) *

-2.112
(0.894) **

매우 분권적/자율적

-1.540
**
(0.620)

-0.690
*
(0.889)

-1.529
**
(0.630)

-1.806
**
(0.904)

민간 현금출자 비율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

INDRDTEND

독자개발 의향 정도

COMEASY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APPMTHD

기술의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적 명확도

CONSFORM
(공동연구개발
형태)

ORG
(공동연구개발
조직형태)

주 : 1) *, **, ***는 유의수준 10%, 5%, 1% 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 ) 안은 표준편차임.
2) 더미변수인 CONSFORM(공동연구개발 형태)는 기업간(산·산) 공동연구개발을, ORG(공
동연구개발 조직형태)는‘매우 중앙집권적’
을 기본비교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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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또는 개발주
체의 현금출자 비율과 같은 자기약속
적(self-committment)인 제안에 대
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술의 상업화가 공동연구개
발의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연구주체
의 상업화 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와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
해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
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화의 부진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금융시장과 개발자 간의 기술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
이 어렵고 영업능력이 부족하여 발생
하는 현상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기관이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는 상향식 과제선정의 경우 주
관기관이 상업적·기술적 보완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향식 과제선정 절
차가 파트너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
대칭적 정보와 무임승차의 문제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적 요인들

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
욱 장려되거나 다른 정부지원 공동연
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이거나
공공연구기관간의 연구개발인 경우 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과제수
행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어
공동연구개발의 주관기관을 주로 민간
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과제
의 경우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체계보다는 중앙집중적인 연구조직체
계가 보다 연구개발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과제가 2~3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상업화가 용이한 기
술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
는 기존의 분권과 자율을 일률적으로
강조하는 정책보다는 공동연구의 기
술적 특성 및 목표에 따라 보다 차별
화된 조직화 전략으로 공동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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