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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의 디지털 기술 진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따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중소기업 주도
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의 주된 동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
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의 혁신역
량 단계별 지원방식의 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초기→도약→성숙’으로 이어지는 혁신유인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역동성에 의한 파괴적 혁신과 그로 인한 선도기술의 획득
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수요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개별
기업의 혁신의지에 의한 혁신역량에 대한 논의에 더하여,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제한된 판로로 인한 중소기업의 혁신유인 저하의 가능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는 각 기업의 혁신역량을 가지고 이윤을 극
대화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표출되기 때문에 이는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더
해, 혁신역량의 또 다른 기준으로서 판로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판로역량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로역량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각자 수행한 혁신의 경
제적 성과가 낮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혁신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
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판로역량 저하의 문제는 한국의 중
소기업 R&D 고유의 시장실패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
책의 주된 극복 대상으로서의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혁신역량별 R&D 지원체계 식
별기준으로 기업의 혁신의지와 판로역량을 고려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
으며,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간의 이질적인 혁신역량을 잠
재적으로 제고하는 유인체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
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이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의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기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
계의 역동성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의 강민지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지민웅 연구위원, 신종원 연구위원, 박양신 부연구위원, 신위뢰 부연구
위원, 박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입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
신 필자들과 본 보고서의 제안단계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조영삼 부
원장, 주현 선임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정주 과장, 중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기획실 곽후근 실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심의위원으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KDI 양용현 연구위원, KAIST 윤참나 교수, 동아대학교의 노영진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9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장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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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하에서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역동성에 기반한 혁신
수행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낙수
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그 유효성
을 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원은 양적 규
모에서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소액 중심의 뿌려주기식
지원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의 고수로 인해 정책 수요에 따른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관계부처합동,
2019)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체계를 기존의 뿌려주기식 혹은 성
장사다리 체계에서 탈피해, ‘초기 → 도약 → 성숙’으로 연결되는 혁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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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단계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새로운 지원체계는 중소기
업의 혁신역량을 구분하여 기업의 R&D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혁신역량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은 분명한 방향성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큰 영향을 미쳐온 판로 측면의 역량기준과
정부의 R&D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와
같은 기준이 지원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혁신
역량 단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산업별 이질성 및 기업 규모 역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 속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혁신역량의 차이 역
시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초기→도약→성숙’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단
계별 구분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혁신역량 단계별로 중소기업의 R&D 수
요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대상 군(群)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안)을 크게 ‘혁신의지 기준’과 ‘판로개척 역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역량별 R&D 지원대상 최소 기준에 판
로개척 역량을 포함하는 이유는 기업의 혁신유인이 결국 시장에서 발생
하는 혁신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판로에 의해 크게 영향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기준(안)은 <표 1>과 <표 2>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최소
기준의 현실 적용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2014, 201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각 연도 원자료에 한국기업데이터의
2010~2018년 기간의 기업별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정보, 한국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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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대상 선별기준(1안)
혁신역량
R&D 수요

초기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테스트

도약
시장경쟁력 확보

성숙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와 시장 선도기술 확보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R&D 사업화 성공 우수기업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 1억 원 내외

2~3년, 2억~10억 원 내외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

축적된 R&D 역량에 기반한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촉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통한
제품혁신을 통한 수출 증대,
정책목표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기업의 경쟁력 있는 매출/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마련
수출 실적 확보
시장 선도기술 확보
⋅해당 없음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①매출액 관련 ‘도약’ 기준을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 충족하는 동종 산업×규모
매출액 중위값(50%)의 3 중소기업들의 3년 평균 매
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년 평균 이상
중소기업
②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②동종(소분류) 산업 중소기
업들의 각 연도 평균 수출
액을 3년 연속 상회하는 중
소기업

판로 개척
역량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①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이상
①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개발비 총액 3,000만 원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이상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이상
②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①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②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1인 이상
혁신의지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기준
②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③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2인 이상
③제품혁신 혹은 공정혁신
④ 제품혁신 실현기업
실현기업(공급사슬관리,
린생산방식, 식스시그마 도
입 등을 포함)
비고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혹은 4차산업 유망분야 등 ‘투자 대비 혁신실
현의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주: 1) 본 기준(안)에서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2) 기업 규모는 상시근로자 기준이며,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중소기업.
3)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매출액, 수출액 등 재무제표 정보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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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대상 선별기준(2안)
혁신역량
R&D 수요

초기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테스트

도약
시장경쟁력 확보

성숙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와 시장 선도기술 확보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R&D 사업화 성공 우수기업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 1억 원 내외

2~3년, 2억~10억 원 내외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

축적된 R&D 역량에 기반한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촉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통한
제품혁신을 통한 수출 증대,
정책목표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기업의 경쟁력 있는 매출/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마련
수출 실적 확보
시장 선도기술 확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판로 개척
역량 기준

⋅해당 없음

①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①매출액 관련 ‘도약’ 기준을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 충족하는 동종 산업×규모
매출액 중위값(50%)의 중소기업들의 3년 평균 매
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중
3년 평균 이상
소기업
②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해당 (소분류) 산업 10인 ② 동종(소분류) 산업 중소기
미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업들의 각 연도 평균 수출
매출액 이상인 중소기업
액을 3년 연속 상회하는 중
소기업
③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①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이상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①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
구개발비 총액 3,000만 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이상
이상
①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②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혁신의지 ②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기준
1인 이상
②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③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2인 이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③ 제품혁신 혹은 공정혁신 ④제품혁신 실현기업
실현기업(공급사슬관리,
린생산방식, 식스시그마
도입 등을 포함)
비고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혹은 4차산업 유망분야 등 ‘투자 대비 혁신실
현의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주: 1) 본 기준(안)에서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2) 기업 규모는 상시근로자 기준이며,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중소기업.
3)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매출액, 수출액 등 재무제표 정보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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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2010~2018년 기간의 기업별 수출액 구간 정보,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지원사업들
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리스트를 결합하여 통합한(pooling)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1안과 2안의 기준을 동 분석자료에 적용한 결과, 1안의 경우 어떠한
단계에도 지원 불가능한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전체 중소기
업의 52.82%, ‘초기 단계’는 18.67%, ‘도약 단계’는 24.84%, ‘성숙 단계’
의 중소기업군은 전체 중소기업의 3.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안 역시 이와 흡사하게 ‘초기 미만 단계(52.82%)’, ‘도약 단계
(27.93%)’, ‘초기 단계(15.17%)’, ‘성숙 단계(4.08%)’ 순으로 분포하고 있
다. 다만 2안의 기준에서는 도약 단계의 매출액 관련 기준이 1안에 비해
완화된 까닭에 충분한 혁신의지 혹은 혁신역량을 보유하는 동시에 시장
성공 검증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의 일부가
초기 단계에서 도약 혹은 성숙 단계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본 연구의 안이 혁신역량 단계별 매출액 기준에 산업×규모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까닭에, 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군인 10~29인 중소
기업이 2안의 성숙 단계 중소기업군의 25.27%, 도약 단계 중소기업군의
1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9인 중소기업 역시 2안 성숙 단계 중소
기업군의 20.43%에 이르고 있는 양상 역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에 대한 제안을 통해 특정 중
소기업군이 충분한 혁신의지 혹은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규모가 작아 투자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요
하는 기술 혹은 혁신투자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분석자료 가운데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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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부가 주관한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만을 추출하여 1안과 2안
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전체 샘플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1안과 2안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안
의 초기 단계에 있던 일부 중소기업이 2안의 도약과 성숙 단계로 이동하
였음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전체 샘플과 구별되는 주목할 만한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초기 미만 단계
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13.8%)이었다. R&D 사업에 참
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
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들 R&D 참여기업 가운데 2014, 2016, 2018년도에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기업에 1안과 2안을 적용한 후 초기 미만 단계에
속한 비중을 제외하고 도출된 분포, 특히 2안의 혁신역량 단계별 분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른 분
포와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혁
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기준의 유효성을 역설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혁신역량 기준에 따라 분류된 단계
별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선 초기 미만 단계의 중
소기업군이 바로 윗 단계인 초기 중소기업군에 비해 모든 혁신 관련 지
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위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다만, 지난
3년간 연속 수출 여부와 수출액 평균 등 수출 관련 지표에서는 오히려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50~99인 중소기업과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각각 초기 미만 단계 전체
중소기업의 12.02%, 13.4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풀이된다.
초기 미만 단계 중소기업군의 21.99%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수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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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는 중소기업이고 평균 수출액이 1,328만 달러에 이르며, 심지어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와 연구전담요원 수의 ‘평균’이 각각 초기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인 5,548만 원, 3.91명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군
이 매우 작은 혁신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초기 단계의 R&D 지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군에 속하게
되면 과제당 1년 1억 원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3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연구전담요원 1인
을 고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지타산 맞기에 무리가 아닌 수준
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군 역시 바로 윗 단계인 도약 중소기업군
에 비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연구개
발비와 연구전담요원 수의 ‘평균’이 각각 도약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
준인 1억 9,700만 원, 7.44명이고 지난 3년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달
성한 비중이 45.3%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군이 도약 단계의 잠재적 기
업군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혁신노력 수준이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과연 이들 기업군이 ‘혁신투자를 통해’ 추후 3년 평균 매출액
이 동종 산업(소분류)×규모 중소기업 매출액 중위값의 평균 혹은 해당
(소분류) 산업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을 달성하거
나 3년 연속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적어도 초기 기업
군에서 3년 연속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약 10%의 기업들에 이러한
달성 여부가 장애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10인 미만 기업 매출액의 제조업 소분류 평균이 (초기
단계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10~29인 기업 매출액의 (해당 소분류) 하
위 5%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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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 가능한 과제당 1년 1억 원 수준의 R&D 자금지원으로 이러한 매
출의 달성이 무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전체 도약 단계의 47.82%에 달할 정도로
매출액 규모나 수출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도약 단계의 중
소기업들이 웬만한 규모의 혁신투자로 이러한 실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증가율 지표까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
지만 도약 단계의 기업들에 제공 가능한 과제당 2~3년 총 10억 미만의
R&D 자금지원을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출
시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출시된
혁신제품을 통해 현재 ‘성숙 단계’ 기업군으로의 진입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주 요건인 제품혁신 실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제당 3년 이상 20억 원 내외의 R&D 자금지원은 해당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거나 수출실적
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유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 단계 기업군의 경우 그 외 단계의 중소기업군에 비
해 거의 모든 혁신 관련 지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
만 성숙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제품혁신 실현이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사와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
은 18.82%에 불과하며, 출시제품이 국내 최초였던 비중도 33.54%에 그
치고 있다. 심지어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도모한 기업의 비중
도 33.6%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수출실적이 존
재하는 기업의 비중과 3년 평균 수출액조차 도약 단계의 수준과 거의 유
사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에 기초한 제품
혁신의 제고, 시장 선도기술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은 기업 선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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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ㆍ유인 등 정책 유인체계가 제공된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
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체계가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현실의 시
장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며 선순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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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기술 진보와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에 따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
화되고 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일의 ‘인더
스트리 4.0’과 같은 혁신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의 근간이었던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해 중소
기업 주도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기업과의 수직적 분업 관계하에서 수동적이고
보조적이었던 중소기업이 능동적인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혁신역량 제고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은 그중 가장 대표
적인 정책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중소기업 R&D 지원 금액(KOSBI
R1))은 2017년 2조 2,097억 원이며, 중소기업 전용 R&D(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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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가 1조 1,172억 원으로 매년 양적 증대를 달성하고 있다.2)
그러나 R&D 지원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실태조사
(2019)에 따르면, 여전히 중소제조업 가운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5.4%에 불과하며, 평균 투자액 또한 1억
9,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3) 또한, 소액 금액 지원 중심의 단기과
제 중심의 R&D 지원 체계는 혁신자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혁신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기술의 불확실성에
의한 혁신 미실현과 기업의 혁신의지 결여에 의한 혁신 미이행을 식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효
과성에 대한 의구심은 배제될 수 없다.
더구나, 최근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기술수명의 주기가 짧
아지고 기술의 파급력이 빨라지면서 높은 수준의 파괴적 혁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혁신역량이 어느 정도 성숙한 중소기업군이 실패와
재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혁신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충분한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 8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정책 수요
에 맞는 ‘혁신역량 단계별’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
다.4) 정책의 기본 골자는 ‘기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역량 초기,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전하는 역량 도약,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시장 선도기
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역량 성숙 단계에 맞게 지원 기간과 지원 규모

1)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R&D 예산을 300억 원 이상 운영 중인 정부ㆍ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하는 제도.
2) 국회예산처(2019),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기업중앙회(2019).
3) 중소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59%에 해당하며, 연구개발투자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91%에 해당한다.
4) 관계부처합동(2019),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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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하고 상향 단계로의 지원을 유도하는 뚜렷한 목적성을 견지하
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단계별 혁신역량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
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어떤 기준을 근거로 혁신역량 단계를 나누고 그
에 맞춰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체계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혁신 저해 요
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이 다음 단계로 자발적 이행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명확한 단계별 목적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어떤 혁신 저해 요인을 해소
할지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정
책 수요로 하는 기업들이 해당 단계의 정책 수혜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
해 각 단계에서는 해당 단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시장실패를
겪고 있지만,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큰 기업군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혁신자원 접근에 어려워 시장실패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혁신역
량 초기의 중소기업들은 최소한의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혁신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혁신역량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원
기준보다는 혁신의지가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ㆍ소액
지원 중심의 혁신역량 저변확대 측면에서 운용될 필요가 다소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을 목
표로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실현을 위한 R&D는 해당 기술의 파급
효과와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 요인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는 더
욱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중
소기업의 “판로역량”의 고취를 통한 혁신역량의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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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혁신 산출물은 기업의 성과에 큰 의미
가 없기 때문에, 판로에 의한 혁신의 시장실패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유인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한 혁신실현이 아닌
혁신실현을 통한 판로역량의 제고를 R&D 정책의 주된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기업의 강력한 시장지
배구조’의 혁신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판로역량은 제약될 수밖에 없음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에 직면하여 새
로운 시장 판로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는 비하도급ㆍ해외시장 B2B 중
소기업 및 B2C 중소기업은 기술 수준이나 혁신역량은 높을 수 있으나
판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의 제품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5)
한편 소수의 수요(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B2B 중소기업들은 안
정적인 장기지속거래로 판로개척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장지
배력을 가진 수요 대기업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납품단가 인하 및 납기단
축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혁신성과가 수요 대기업으로 쉽게 전이됨
으로써 높은 수준의 제품혁신 실현의 유인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 성패를 좌우하는 기업의 혁신의지 기준과 함
께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실패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판로역량
의 기준을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체계에 대한 새로운 역량 기준으

5) Schumpeter(1934; 1942)는 시장지배력과 독점이윤이 보장될 때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 혹
은 공정을 끊임없이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지민웅 외,
2016에서 재인용).

22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적용 방안

로 제안한다. 또한, 2014, 201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각 연도 원자료에 한국기업데이터의 2010~2018년 기간의 기업별 매출
액 및 연구개발비 정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10~2018년 기간의 기
업별 수출액 구간 정보,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지원사업들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리스
트를 결합하여 통합한(pooling) 횡단면 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역량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초기 → 도약 → 성숙’의 각 단
계별 잠재적으로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군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각 단계 잠재적 기업군의 혁신의지를 포함한 각종 혁신성 및 판
로역량 지표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고찰한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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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 관련 논쟁:
기존 연구 검토

제2장에서는 민간 R&D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한 논쟁을 담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R&D 지원의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본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들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R&D 지
원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정부의 R&D 지원 관련 이론적ㆍ실증적 논쟁
(1)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관계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
고, 이러한 원동력은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Schumpeter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6)라는 개념을 통해 혁신이라는 아이
디어를 소개한 이후 혁신, 좁게 말해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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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Solow(1956)로 대표되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
가 경제성장의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기술진보를 결정
하는 요인은 경제성장과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겼다. 이러한 신고
전파 성장이론에서는 기술혁신을 단순한 외부의 충격으로 보고 있지만,
기술혁신이 없이는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이
르기 때문에 기술혁신은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외생적
인 성장을 가정하면, 기술혁신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
로 기업의 R&D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한편, Romer(1990)에 따르면 “혁신을 수행하는 인력”에 의한 기술과
지식의 창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혁신인력에
대한 투자는 경제 내에서 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통해 “내생적으로” 결
정된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혁신에 의한 기술과 지식이
기업 내에 있는 인력을 통해 축적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혁신이 창출되
는 호순환의 구조 가운데 경제성장은 둔화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각 기업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7)로 인해 혁신인력에 대한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국가 간 성장격차도 좁혀지지 않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 간 성장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충분한 혁신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6) Schumpeter(1928)와 Schumpeter(1934)에서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기술을 대체하려는 기업가의 혁신활동에서 비롯된다
고 주장하였다(신태영 외, 2006; 지민웅 외, 2016에서 재인용).
7) 이는 후술할 R&D의 시장실패로 인한 최적 이하의 생산의 문제와 더불어 개별기업이 외부
환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혁신역량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와 금융 환경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혁신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 개
입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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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R&D를 수행하는 기업에 나타나는 학습효과(learning-bydoing)에 대해 Hall and Hayashi(1989), Lach and Rob(1996), Klette
(1996) 등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
업들의 R&D 투자를 통해 기업에는 지적자본(knowledge stock)과 물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본을 보유한 기업들은 미래에 R&D
를 보다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서 R&D
투자가 높게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미래에 R&D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자본도 빠르게 축적되어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Klette and Møen(2011)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효과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실증연구를 통해 R&D 지원의 동태적인
효과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R&D의 학습효과로 인해
자본이 축적되는 정도가 강한 경우, 특정한 시점에서 받은 R&D 지원은
그 시점의 R&D와 기업의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R&D 지
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시점에서도 R&D를 활발히 수행하고 기업의 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성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따른 R&D투자의 증가는 단기적인 성과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
라 인적ㆍ물적 자본에 의한 장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2) R&D의 시장실패와 정부 R&D 지원의 필요성
정부의 R&D 지원의 필요성 대한 미시경제학적 연구는 Arrow(1962)
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Arrow(1962)는 민간 기업이 R&D를 통해 생산
해내는 기술이나 지식이 공공재적인 성격8)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R&D 생산에 따른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benefit)에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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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R&D의 결과 생산되는 지식 혹은 기
술의 외부성(externality) 때문에 R&D 활동은 사회적 최적 수준 이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R&D로 인해 생산되는 기술 또는 지식
에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으며, R&D를 수행한 기업은 일부러
비용을 투자해서 다른 기업이 이를 모방하거나 참조하는 것을 배제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R&D활동에는 기술 또
는 지식의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가 수반된다.9)10)
Arrow(1962)는 이에 더해 R&D 성공의 불확실성 또한 시장실패를 강
화한다고 보았다.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R&D를 수행할 경우 기술개
발의 성공여부, 성공시점 등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위험회피(riskaverse)적인 기업의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의 R&D보다 적게 투자할 가
능성이 크다. 특히, Nelson(1959)의 연구에서는 중대한 성과(significant
advances)를 내는 특성을 지닌 기초연구일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가 클 것이라고 논하였다.
R&D의 시장실패와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은 다수의 후속 연
구들에서 실증되었다(Griliches, 1979; Griliches, 1991; Jaffe, 1986;
Leyden and Link, 1991).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 내 R&D의 파급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개별기업의 R&D
투자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Geroski(1995)

8)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9)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direct subsidy, tax credits, property rights, public production 등이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tax credit의 R&D 유인 효과에 대해 밝혀냈지만, 특
정한 R&D를 타기팅(targeting)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direct subsidy와 같은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10) R&D의 이러한 공공재적인 특성은 Romer(1990)의 내생적 성장이론에도 반영되어 있으
며 R&D로 인해 생산된 지식과 기술의 외부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 폭은 더욱 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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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R&D에 있어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
한 이유 중 하나는 R&D의 파급효과가 가져오는 이익이 기업의 의사결
정에 반영되기 어려우며, 각 기업이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의 이익을 측정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시장실패로 인한 R&D의 과소투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
는 근거가 된다.

(3) R&D 지원의 구축효과와 유인효과에 대한 논쟁
지금까지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의 R&D 지원이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긴 시간 동안 학문적ㆍ정책적 논쟁 주제로 자리 잡아
왔다. 한편, R&D의 파급효과와는 별도로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의 혁
신역량을 증가시켜 R&D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하여 정
부의 R&D 지원이 민간의 R&D 투자를 유인하거나 둘 사이에 보완관계
가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
은 정부의 R&D 지원에 과연 구축효과가 존재하는지, 유인효과가 존재
하는지, 둘 다 존재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더 큰 것인지에 대한 실증을 하
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David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북미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2000
년대 이전의 R&D 지원성과를 실증한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연구
들에서 대체관계(구축효과)와 보완관계(유인효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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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효과가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유인효과가 구축효과를 상쇄
하는 경향을 보였다.11) 또한,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는 일부 존재하지만, 산업단위의 분석이나 거시분석
과 같은 더욱 큰 집합 수준의 분석에서는 정부 R&D 지원과 개별기업의
R&D 사이의 보완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R&D의 파급효
과로 인해 구축효과가 상쇄되어 유인효과가 부각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12) 다만, 일부 횡단면 분석에서는 구축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13) 하지만, 비슷한 샘플의 패널 분석에서는 구축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유인효과가 나타났음을 고려했을 때, R&D 지원은 단기적으로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Klette and Møen(2011) 등
의 연구에서 논한 것처럼 인적ㆍ물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민간 R&D
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의 선행연구들은 선택편의(selection
bias)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David et al.(2000)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
학자들에 의해 논해졌다. 즉, R&D 지원의 선정과정에서 이미 성과가 좋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winner pick-

11) 미국의 기업체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들(Lichtenberg, 1987;
Lichtenberg, 1988; Wallsten, 2000)이나,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유럽의 횡단면과 패널데
이터를 분석한 연구들(Klette and Møen, 2011; Howe and McFetridege, 1976; Holemans
and Sleuwaegen, 1988; Antonelli, 1989)에서는 R&D 지원의 구축효과가 뚜렷하지 않거
나 유인효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12) 개별기업보다 큰 단위의 산업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Globerman, 1973; Buxton,
1975; Lichtenberg, 1984)이나 거시분석을 수행한 연구들(Levy and Terleckyj, 1983;
Lichtenberg, 1987; Levy, 1990; Robson, 1993; Diamond, 1998; Von Tunzelmann and
Martin, 1988)은 대부분 R&D 지원과 기업의 R&D 투자 간의 보완관계에 대해 밝혔으며,
따라서 R&D 지원의 유인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13) 미국의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체 단위를 횡단면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이 대체관계
에 의한 구축효과를 보고하고 있다(Shrieves, 1978; Carmichael, 1981; Higgins and Link,
1981; Lichtenberg,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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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R&D 지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의 차이가 과대평가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
구에서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계량경제학적 노력들이
더해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역시 구축효과가 존재하지 않거
나14) 유인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였으며15), 일부 구축효과가 존재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함을 보였다.16)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구축효
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보였다.17)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이 선택편
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R&D 지원과 민간 R&D 투자
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
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R&D 지원에는 구축효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상쇄하는 유인효과와
R&D 관련 시장실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R&D 지원의 구축
효과의 존재와 이에 따른 R&D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일부 존재하는 구축효과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구축효과
를 최소화하고 유인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최소한의 혁신의지가 표출된
기업에 대해 정부의 R&D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축효과는

14) Lach(2002)와 Kaiser(2006)는 DID(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면서 R&D 지원의 구축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15) Hussinger(2008)의 연구에서는 Heckman의 선택모형(selection model)과 이를 바탕으로
한 semiparametric 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면서 R&D 지원이 R&D 투자를
유인함을 밝혔다.
16) Busom(2000)은 그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활용하여, Czarnitzski et al.(2007)은
성향점수매칭모형(PSM)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구축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17) Wallsten(2000)의 연구에서는 3SLS방식을 활용하여 R&D 보조금과 R&D 투자 간의 부정
적인 관계를 밝혀냈으며, Görg and Strobl(2007)은 성향점수매칭(PSM:propensity score
matching)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보조금의 구축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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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으로 혁신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
기 이전에 수행하던 R&D 투자마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기업이 혁신을 끌어낼 수 있
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때, 구축효과를 완화하는 유인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하
도록 하겠다.

2. 한국 중소기업 R&D의 시장실패 요인과 정부 R&D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쟁제한적 환경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다뤄진 논쟁을 통해 주로 기술의 외
부성과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R&D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의 외부성과 불확실성은 R&D와 관련
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요인 중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구조 등의 경제환경에 따라 시장실패 요인이
더해질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기업이 R&D 혹은 넓은 의미로 혁신활
동을 할 가장 중요한 유인은 그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인해 이윤이 높
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지민웅 외(2016)에 따르
면, 기업은 혁신에 의한 경제적 이윤을 예측한 후, 혁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며, 이윤이 증가될 가능성이 낮다면 그 기업이 혁신을 수행
할 유인은 지극히 적다. 따라서 연구소 혹은 대학이 아닌 이윤 창출을 목
표로 하는 기업에는 ‘판로’가 가장 중요한 혁신유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
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경제구조는 중소제조기업의 절반 정도18)가 대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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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시장집
중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 거래가 수탁기업의 혁신유인을 저
해하는지 증진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도급 거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주문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고, 위탁기업의 전용
자산(specific asset)19)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과의 거래에서 벗어나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며, 이
는 위탁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촉진해 수탁기업들의 협상력 저하
로 이어지게 된다(홍장표, 2011; 지민웅 외, 2016). 협상력에 있어서 불
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은 위탁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
아래 놓여 있으며 높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워 혁신유인이 저해될 가
능성이 크다(이병기 외, 2010; 이규복, 2009). 이에 더해, 위탁기업의 높
은 시장지배력은 수탁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하도급 중소기업의 협상력 저하 문제를 가속할 가능성
이 있다(지민웅 외, 2016).
하지만, 하도급 거래가 언제나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탁기업 역시 이미 거래하고 있는 수탁기업의 공급을 대체하
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ㆍ위탁 거래 기업
간의 강한 연계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Williamson, 1986; 홍장표,
2004; 지민웅 외, 2016). 특히, 수탁기업이 기존 위탁거래 외의 다른 수
요기업을 통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탁기업의 협상력이 제고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안정적인 납품에 대한 불확실성

18) 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제조업 중 46.7%(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기업중앙회, 2019).
19) 홍장표(2011)의 연구에 따르면,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공급기업이 하도급 거래를 통
해 주문생산한 제품을 위탁기업에 판매하는 과정 중에 형성된 전용자산이라는 것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전용자산은 위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에 비해 위
탁기업과 거래할 때 가치가 훨씬 높다(지민웅 외, 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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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대되며 위탁기업의 핵심정보가 다른 수요기업으로 넘어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탁기업과의 강한 연계와 더불어 기존의 불공정거
래 관행이 개선되고, 그 결과 수탁기업이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환
경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수탁기업의 판로 다변화 노력은 기존의 단가
인하 압박에서 행했던 원가절감 중심의 혁신활동에서 탈피해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시장선도형 기술을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혁신을 추구하
게 되는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지민웅 외, 2018). 또한, 수ㆍ위탁기업
간의 강한 연계는 양사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단순
히 납품하고 있는 부품ㆍ소재의 품질 개선뿐 아니라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해 최종재의 급진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기업의 제품혁신에 의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0) 따라서, 수ㆍ위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간 협력에 의한 혁신은
그 산출물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며 그 파급효과도 클 가
능성이 높다.
한편, 주된 판매처가 일반 개인소비자인 중소기업(이하 B2C 중소기
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수직적 거래에서 민간기업에 공급
기업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하 비하도급 B2B기업) 또한 판로개척에 어
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
심의 경제구조에서 B2C 중소기업은 최종재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
는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며,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20) 그러나 지민웅 외(2016)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기업들은 다른 판로를 가진 기
업에 비해 단가인하와 관련이 높아 보이는 공정혁신 수준을 제외하고는 혁신역량, 혁신
활동, 혁신실현, 혁신에 의한 경제적성과 등 전 부문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협력에 의한 혁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수탁기업
이 외부 판로의 옵션을 가지지 못해 혁신의 유인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에 빠져있
음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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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이외의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2C 중소기업과 비하도급 B2B
중소기업 또한 수출 등의 판로개척 노력을 통한 매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경제학 이론에만 의지해 외부효과와 불확실성이 높은 선도
기술의 확보만을 위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기술을
통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야 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등을 통한 질좋은
판로 확보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을 증대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민웅 외(2016)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수출을 주된 판로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높은 혁신성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수출을 통한 높은 수준의 판로의 확보는 혁신의 강력한 유인
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겪는 시장실패에 기반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에 대해 살펴봤지만, 이러한 시장실패에 의한 정책 목
표는 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다변화될 수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의 어
려움을 겪거나 시장 판매가 어려워 혁신의지는 있으나 충분한 혁신을 하
지 못하는 기업, 혁신의 실현으로 이미 판매는 하고 있지만 판로의 양적
제고가 일어나지 않아 혁신유인이 떨어지는 기업,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
를 확보하고 있지만 판로의 질적 제고를 통한 높은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기업들은 모두 각 수준에서 판로의 제한성에 의한 혁신유인 저하의 문제
에 처해 있지만 서로 다른 R&D의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다. 즉, 중소기
업들은 혁신역량의 단계별로 판로에 의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
으며 이를 반영한 정부의 중소기업 R&D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R&D
고유의 시장실패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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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와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기준

제3장에서는 연대별로 다소 상이한 정책적 특성을 보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등장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현
R&D 지원체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에 더해, 현 지
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혁신역량별 지원체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
고, 제2장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R&D의 시장실패 요인을 반영하여 역량
별 지원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지원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이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1960
년대 이르러 「중소기업기본법」(1966)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공업화를 위
한 산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80년대까지의 중소기
업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
식이 강했으며, 이에 더해 대기업과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경제체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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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이 시기에는 중화학공업 정책이 본격 추진
되면서 “지정계열화제도”(1980년) 도입에 따른 계열화가 진행되었으며
부품 공급의 생산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라는 의식은 미약하였기 때문에 R&D 지원
정책은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1976년 신용보증기금 설립, 197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1989년 기
술보증기금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
추기 시작했다. 한편 1980년대부터 (구)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한 국
가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또 다
른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
소기업 정책의 기조와는 달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민간 기업육
성이라는 또 다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영삼 외,
2009).
중소기업 R&D에 대한 직접 지원은 1996년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구)
중소기업청이 설립되고, 199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시작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생존 및 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경제
적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과 기술혁신의 주체로
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존하기 시작했다. 특히, 「벤처기업육
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7) 제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인 국내 벤처기
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KOSBIR(1998)21)이 최초

21)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
업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R&D 예산을 300억 원 이상 운영 중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을 벤
치마킹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1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98
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1년 제정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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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되면서 중소기업 R&D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22)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
작한 시기는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 위주의 정책
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는 급속한 기술변화, 중국의 추격, 임금인상 등의 환경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더해갔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위상과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
이 나타나면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혁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2004년부터 5년 단위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제1차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
획」(중소기업청, 2003)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제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나타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어
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 요인은 ① 기술개발자금, ② 기술인력, ③ 개발기
술 상품화 및 시장확보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에 전개된 정책들
로 인해 열거된 요인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R&D 투자의 외형은 증
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
되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조영삼 외, 2002).
22) KOSBIR(1998)의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R&D 지원의 추진 구조는 KOSBIR을 포함한 광의
의 지원과 (구)중소기업청만의 중소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 전
용 R&D 지원”이라는 협의로 구분하게 된다. KOSBIR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중소기업 R&D의 고유의 특성과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부처별로 지원비율이 할당되고 있어(안승구, 2019),
각 시행 기관의 참여 유인이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조영삼 외,
2002), 이와 더불어 KOSBIR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과제만을 지원
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의 차별성에 대한 필요성 또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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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며, 중소제조업종의 R&D 투자 저조 및 기술개발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단순한 지원액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도 하였다.
상기한 애로 요인과 정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
저,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의 지정을 통해 신기술과 사업화 능력
을 겸비한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시작한다. 또한 「구매조건부 기
술개발사업」23)의 확대를 통해 대기업 수요기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정책자금을 확대하여
개발기술의 상품화와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하는 등 기업들의 개발기술
상품화 및 시장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책을 촉진하였다. 또한 기
술혁신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책에 대
한 부처 간 협력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KOSBIR의 확대를 추진하였으
며, 기술지원 시책에 「일몰제ㆍ예시제」, 「한정지원제」를 적용하여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조영삼 외, 2009).
2000년대 후기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
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매출증대
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환율 및 고유가의 위험 극복 및 재도약 기반의 구축을 위해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부족하고 대외적 불
확실성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R&D 지원의 목표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23) 중소기업이 수요자와 협약하에 개발한 제품을 5년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청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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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중소기업 R&D, 시장
밀착형 체질 강화방안」(중소기업청, 2008)을 통해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대책에서는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
해 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① 표준형 기술개발과 비표준형 기술개발의 차
별 지원24), ② SBIR식 지원방식을 개별부처 모든 사업에 전면 도입25),
③ 상시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④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과제는 사업화까지 후속 지원하여 완성형 상용개발 일
괄 지원체제 수립 등이 있다(안승구 외, 2019).
이에 더해,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국가과학기술위원
회, 2009)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R&D 투자 위축과 낮은 수준의 중소기
업 R&D를 극복하기 위해 R&D 직접 지원과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유망 R&D 과제를 사전 발굴ㆍ기획하여 R&D 과제의 사업화 연계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시기의
새로 부각된 문제의식에는 기업판로 및 규모별 기술혁신의 목적과 애로
요인은 다소 차이난다는 현실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소
기업의 “혁신역량”을 감안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의 필요성이 인지

24) 비표준형의 경우 단독형 기술개발 추진으로는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해되었다고
보고, 향후 제품개발 단계까지를 고려하여 공동개발이 필요한 경우 협동형으로 지원한다.
25) ‘사업화타당성평가’ 과정을 R&D 기획단계로 전면 개편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는 R&D 단계로 바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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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R&D 예
산의 전략적 배분을 목표로 하여, ① 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예산의 배
분을 추진26), ②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및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에 선택
과 집중 전략, ③ R&D 지원을 개발단계 전ㆍ후의 기획단계 및 사업화 단
계까지 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2010년 중반부터는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였으
며, 중소기업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였음을 인지하여 우리 경
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내수시장에
서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
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이 증가하였다.
해당시기에 R&D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사업 성공률을 보
이는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약 70%가 정부의 R&D 지원으로
부터 소외되는 등 R&D 저변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신성
장동력 확보 및 신기술 등 유망분야 관련 기술개발이 대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인식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
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문제의식 또한 부각
되기 시작하였다.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에
서는 “초기 → 성장 → 글로벌” 단계의 수준별 지원으로 개별 기업의 기
술경쟁력 제고 및 개방적ㆍ효율적인 기술혁신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제
시하였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역량 취약 기업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 R&D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성장단계에서는
26)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부분 배분되어 있는 예산 중 일부를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및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예산의 증가를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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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는데, 마케팅과 수출연계를 추진하였
으며, 기술개발 제품 초기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공공 구매,
‘구매조건부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사업’을 통한 대기업 등의 구매와 연
계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
율이 20% 이상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인 가젤형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이에 더해, 글로벌단계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한
국형 히든챔피언’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글로벌강소 → Pre-World Class →
World Class 300/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트랙을 구
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중소기업청,
2016)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장촉진 R&D”(단독
형)와 “산업생태계 R&D”(협력형)의 양대축으로 개편하고 성장촉진 R&D

<그림 3-1> 중소기업청 R&D 지원 포트폴리오(2016년)
혁신역량

성장촉진
R&D
(단독형)

정책미션
TIPS

수출 중소중견기업

World Class-300

창업과제

신성장동력분야

글로벌 도약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주력, 신산업, 제품서비스)

(’17 신설, 후불형/융자형)

민간(기업간) 협력
(구매조건부, 기업간공동, 디자인/시험평가)
산업
생태계
R&D

글로벌화 및
신시장 개척

주도적 R&D
수행역량 확보

산학연 협력
(산학연 공동 R&D, 협력 인프라 구축)

(협력형)

R&D 역량제고
성장단계
창업기업

혁신형기업

R&D
초보역량 확충

중견기업

자료: 중소기업청(2016), 「중소ㆍ중견기업 R&D정책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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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R&D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 → 혁신형 →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
며, 산업생태계 R&D 지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 R&D 촉진을 추진하
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였
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대두되었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관계부
처합동, 2018)에서는 시장 중심 과제 선정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지향형 혁신, 개방형 혁신 지원, 공정하고 일관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림 3-2>에

<그림 3-2>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구조(2015~2018년)
단독형

혁신창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디딤돌
창업

수출

네트워크형 초보

저변확대형

창업기업

국내
수요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해외
수요처

수출
유망

글로벌
강소

혁신형 기업
글로벌
스타벤처

지역유망
연구마을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1억원
여성참여활성화

기술혁신

민관공동투자

5억원

2억원

WC300

상용화
기술개발

민간투자주도형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견지원

선택집중형

협력형

공정품질
기술개발

산연전용

첫걸음

기술전문기업협력

도약

연구장비활용

중소기업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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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서도 살펴볼 수 있듯, 이시기의 지원체계도 여전히 “창업기업 → 중소기
업 →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원 규모에 따라 역량 취약 기업들에 R&D 기회를 확대하는 저변확대
형 사업과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자원배분을 목표로 하는
선택집중형으로 세분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의 결과로 지
원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R&D 투자액,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
으며 창업기업의 생존율 또한 우위에 있는 등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
졌지만, 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따라서 기술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로 연
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서 R&D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오
승환ㆍ김선우, 2017; 안승구, 2019). 또한, 과거의 지원체계에서는 역량
취약 기업들의 혁신성 제고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육성 등을 목표로 하
는 혁신역량별 지원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여전
히 기업 규모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전용
R&D 2배 확대”27)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
원체계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편될 필
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증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7)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전용 R&D에 대한 정의를 “예산서상 연구수행 주체가 중소기
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기부의 R&D 지
원 사업만이 중소기업 전용 R&D라는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인 KOSBIR의 경우 수행 주관기관이 반드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학, 기
업, 연구소 등 모든 주체가 경쟁을 통하여 선정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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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일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에 “일몰관리혁신제도”28)의 도입을 통해 일몰
관련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R&D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
며, 이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하에서는 ① 단기 소액 중
심으로 지원받는 다수의 기업들의 기술혁신 저변이 떨어지고, ② 사업화
성공률이 낮으며 개발된 기술이 시장판매 기반(판로 중심)이 되지 않고,
③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선도 혹은 수출 및 협력을 통한 높은 수
준의 판로개척의 미진 등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R&D의 시장실패가 여
전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기존의 지원체계는 기업의
“혁신역량”별로 시장실패의 요인이 다르리라는 것을 고려한 지원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업의 역량 단계를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혹은 “창업기업 → 혁신기업 → 글로벌기업”이라는 업력과 규
모를 주 기준으로 삼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기된 중소
기업 R&D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존의 기준 하에서는 각 단계에
속한 기업들에 상당히 이질적인 시장실패의 특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된다.

28) 국정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사업은 5년 주기로 연장여부를 재평가하는 “일몰관리혁신제
도”를 도입하여 일몰사업 모두 5년 주기 연장평가 사업으로 전환되어 일몰 관련 문제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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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과 관련 현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의 고유성 확립에 대한 요구와 정책 수요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중소벤처기업부, 2019)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방안
을 통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현 지원체계에서는 기존의 저변확대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에서 탈피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R&D 지
원방안을 제시하여 단기ㆍ소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에 따라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 도약 → 성숙’으로
이어지는 혁신역량 단계별로 ‘① 기술 아이디어의 구현 → ② 시장경쟁력
확보 → ③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시장 선도기술 확보’로 혁신역량을 키우
도록 지원(Scale-up)하는 사업구조가 제시되었다. <그림 3-3>과 <그림
3-4>에서는 현 지원체계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한 기본적인 체계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적인 목적하에
세부분야의 R&D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전략 기
술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
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를 우선공모하여 연간 1,000억 원 이상 지원
한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 독립 지원 강화를 위해 「대중
소상생협의회」를 통해 분업적협력을 지원하며, 상생형 R&D의 활성화
로 해당분야의 실험적ㆍ모험적 R&D를 장려하고,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
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현 지원체계에서 제시한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이라는 체계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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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구조 개편방안(2019년)
Track 1

기업혁신(단독형)

혁신역량

Track 2

개방형혁신(협력형)

민간매칭 투자형
∙ 투자방식 R&D(신규 기획)

Scale-up 형(기술혁신)
수출지향형

∙ TIPS

Scale-up 형(창업기술)
시장확대형

기술혁신 선도형

성숙

(신규 기획영역)

∙ 글로벌 협력형 기술개발
∙ 분야ㆍ업종별 공동활용 기술개발

∙ 글로벌 강소기업
∙ 투자연계ㆍ민간선별

시장확대형
∙ 투자연계ㆍ민간선별
∙ 전략서비스

시장대응형
∙ 일반(혁신지원)
∙ 재도전, 사업전환

일반기업

∙ 기술이전기업

혁신주체간 협력성

도약

∙ 중소기업ㆍ대학ㆍ출연연의 공동 기술개발
∙ 시장 구매기반 등 협력형 기술개발
∙ 산ㆍ학ㆍ연 보유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지원 (신규 기획)

∙ 스핀오프

시장대응형
∙ 디딤돌 창업
(저변확대)

혁신기반 지원형

초기

(신규 기획영역)

∙ 대학ㆍ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소, 공정개선
∙ 대학ㆍ출연연의 연구기반ㆍ연구인력 제공

창업기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역산업육성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스타기업 육성 / 지역규제특구 R&D지원

기술혁신 인프라

연구인력지원 / 연구장비활용 / R&D역량제고 / 기술교류 네트워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

<그림 3-4>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혁신역량단계별 지원체계(2019년)
지원단계
(혁신역량)

1단계
(역량 초기)

2단계
(역량 도약)

3단계
(역량 성숙)

R&D 수요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Test
⇨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Start-up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

R&D 사업화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 1억 원 내외

2~3년,
2억~10억 원 내외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

시장경쟁력 확보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

성장단계별 지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기업 규모와 업력이 각 단계의 주요한 선정의 기준이 아니
라는 점이 아니라 혁신역량별 R&D 정책 수요를 고려한 단계를 설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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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기업의 규모와 업력만으로 구분할 경우 각 단계에 속한 중
소기업 R&D의 시장실패의 유형이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스
타트업 기업의 경우 진입 시 일괄적으로 규모와 업력이 “초기” 혹은 “소
기업”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① 기술개발
을 위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구현이 어려운 경우, ② 이미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③ 유니콘 기업과 같이 진입과 동시에 선
도기술로 매출에 눈에 띄는 증가를 이루어낸 경우와 등과 같이 혁신역
량에 있어서 이질성이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지원체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계의 지원 대상으로 여
겼지만 현 지원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원 단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표 3-1>의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3-2>에서 보여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
업의 단계별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변확대형과 선택집중형의 사업29)
을 각각 현 지원체계의 ‘초기→도약→성숙’의 기준으로 나눈결과 저변

<표 3-1>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별 기업의 혁신역량 분포
단위: %

계

초기

도약

성숙

저변확대형

100

36.1

59.0

4.9

집중지원형

100

26.0

61.3

1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
주: 1) 2017년 중소기업부 R&D 지원사업 수혜기업 3,492개 분석.
2) R&D 집약도, R&D 투자액, 매출 증가율의 가중평균 점수를 구한 후, 점수구간별로 초
기, 도약, 성숙을 구분.

29) 이전 지원체계에서 창업단계 지원 중 민간투자주도형(TIPS)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저변
확대형이고, 중소기업 단계의 지원은 기술전문기업협력만이 저변확대형이다. 중견기업
의 지원인 WC300사업은 2017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중기부의 중견기업 정책기능 산업
부로 이관되며 산업부의 지원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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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형과 집중지원형의 분포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혁신역량별로 지원하도록 하는 현 지원체계가 기존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의 기준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 R&D 고유의 정책 목표가 혁신역량별 지원체계에서는
더 뚜렷이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은 제2장 제2절
에서 살펴봤듯이 단순히 시장 선도기술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닌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하에서의 판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시장실패 요인을 제
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R&D 지원체계에
서도 이러한 중소기업 R&D 고유의 시장실패 요인을 해결하려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단계별 지원이라는 틀은 자칫 정책 수혜자
와 정책의 집행자에게 기업 규모의 “성장” 자체가 중소기업 R&D의 목표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중소기업 R&D 사업
이 기술의 외부성 및 불확실성에 의한 과소투자 등 R&D 관련 시장실패
를 완화 혹은 해소한다기보다는 중소기업 규모의 성장을 주 목표로 하
고 있다는 인식을 사업 평가ㆍ선정기관에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만, 현 혁신역량별 지원체계에서는 중소기업 R&D 고유의 시장실패 요
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판로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R&D 시장실패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제한적인 판로가 중소기업의 혁신성 저하로 이어지는 시장
실패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담긴 정책목표가 현 체계에서 직접적
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30)
30) 물론 소재ㆍ부품ㆍ장비 R&D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가능성
이 높지만, 중소기업의 R&D의 시장실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중 하나인
수요독점적 생태계의 문제에 대한 노력이 지원체계의 정책목표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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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현 지원체계는 기존의 성장사다리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
역량별 지원이라는 큰 틀을 재편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단계별 혁신
역량에 대한 뚜렷한 정의와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
안」에서 1차적으로 제시한 혁신역량의 단계별 구분기준은 <표 3-1>에
나타난 것처럼 매출 증가율, R&D 집약도, R&D 투자액이다. 하지만 이
러한 기준만을 통해 가중평균된 점수를 매긴다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
하게 되면 지원체계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달리 각 역량 단계별로 상이
한 정책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기업이 처한
시장 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의 시장실패 요인인 판로 요인이 조금 더 명확
하게 드러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새로운 지원체계에 드러난 단계별 차등지원이 지원기간과 규모
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각 단계의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31) 기준이 기업들이 시장실패를 극복하도록 하는 유인체
계로서 작동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32) 이에 더해, 각 단계별 세부사
업을 실제 진행하면서 세부 사업 목적에 맞는 정책지원 대상 기업의 시
장실패를 완화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4>에서 나타낸 현 지원 체계에는 단계별 R&D 지원
수요는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각 단계별 기업들이 어떤
성과 혹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한 기업들이 어떤 조건을 갖
31) 초기 미만에서 초기, 초기에서 도약, 도약에서 성숙으로 넘어갈 경우를 의미한다.
32) 이는 2장 2절의 구축효과의 완화 방안으로서도 서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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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 지원체계는
각 단계별 지원은 중복될 수 없으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한 번 넘어
간 기업들은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올 수 없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기업들이 달성해야 하는 성
과 기준 및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각 단계별 지원 기준은 뚜렷하게 구분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별 기준
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3.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 기준(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제시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은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R&D 지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구분하
여 기업의 R&D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
책지원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혁신역량 제고를 지향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 R&D 정책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제시된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은 분명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역량
단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 역시 ‘매출 증가율’, ‘R&D 집약도’, ‘R&D 투자액’만을
점수화하여 고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종별ㆍ기업 규모
별 격차에 기인한 기업의 혁신역량의 차이가 개별 혁신역량 단계 기준
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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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정된
정책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라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단계별’로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혁신의지와 노력’ 그리고 이들 기업의
‘혁신성과’가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시장’에 대한 고려 역시 혁신역량별
식별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초기→도약→성숙’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단계
별 구분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혁신역량 단계별로 중소기업의 R&D 수요와
정책목표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지원 대상 군(群)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안)을 크게 ‘혁신의지 기준’과 ‘판로개척 역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33) 먼저,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위한 최소 기준 설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기준으로 포함한 이유는 한정된 정책자
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R&D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고 혁신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함
으로써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34) 한편,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역량’을 중소기업 R&D 지원의
또 다른 기준으로 포함한 이유는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의 혁
신 유인은 결국 시장에서의 매출 실현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판로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혁신의 경제적 성과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33) 기업은 혁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내부의 혁신역량과 속성 그리고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한다.
34) 이에 더해, 혁신의지 기준은 각 단계의 지원을 받음에 따라 요구되는 혁신노력을 충분히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2장 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준
을 통해 R&D 지원에 의한 구축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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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 따라서 ‘판로개척 역량’을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혁신의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단계별 혁신 유인제고를 도모하
는 유인체계로서 작동할 수 있다.

(1) 혁신역량 초기 단계
본 연구에서 혁신역량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은 최소한의 아이디어와
혁신의지를 갖추고 있지만, 기술 아이디어의 실현과 사업화에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R&D에 필요한 혁신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
나 주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논의할 ‘도약 단계’와 ‘성숙 단계’의 기준과 달리 혁신역량 초기
단계에서는 ‘판로개척 역량 기준’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혁신
의지 기준’만을 정책대상 식별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술 아이디어의 구현과 사업화 성공의 결과물이 없는 R&D 수행 초기
중소기업 입장에서 판로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역량 초기 단계 R&D 지원의 1차적인 정책목표는 혁신역량의 저변
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혹은 공정혁신 노력이 본격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혁신의지를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분명한 정부의 정책 의지 전달이
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당장은 초기 단계의 정책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일지라도 혁신의지가 있다면, 미래에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할 경우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식별기준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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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역량 초기 단계의 최소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 보유’와 ‘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비 총액 3,000
만 원’ 이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R&D 수행이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연구개발
활동 수행에 있어 적어도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고,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적어도 해당 연구전담요원 1인의 연봉에 상응하는 수준이
라면 R&D 수행을 시작하는 여타 중소기업보다 혁신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혁신역량 도약 단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혁신역량 도약 단계의 중소기업은 초기 단계의
R&D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결과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검증은 성공하였지만, 시장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매출 확대에 어려
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역량 도약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기준’과 함께 ‘판로
개척 역량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도약 단계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일정 수준의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기업의 혁신유인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혁신노력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에 성공한 중소기업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의 ‘혁신의지’와 ‘판로개척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의지 전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혁신성과를 통한 일정 수준의 매출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을 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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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도약 단계 R&D 지원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예: 제품 혹
은 공정혁신 성과)를 활용한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이러한 경쟁력에
기반한 매출ㆍ수출실적 ‘확대’가 정책의 목표가 된다.
한편, 도약 단계의 정책대상에 대한 최소 기준은 혁신역량 초기 단계
기업의 목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개편된 정부의 중소
기업 R&D 지원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
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약 단계의 정책대상에
대한 최소 기준이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약 단계 R&D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도약 단계 중소기업 식별을 위한
‘혁신의지 기준’ 요건을 초기 단계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
개발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연구개발비 총액 6,000만 원’ 이상을 모
든 도약 단계 중소기업의 공통 요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연
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적어도 연구전담요원 2인의 연봉에 상응하는 수
준이라면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에 성공한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혁신의지가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약 단계의 경우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을 전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비 기준만으로는 여전히 기업이 상대적으
로 높은 혁신의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
에서는 3개의 추가적인 ‘혁신의지 기준’(①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
발전담부서의 보유, ②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③ 제품 혹은 공정혁신
실현(공급사슬관리, 린생산방식, 식스시그마 도입 등을 포함))을 설정한
후, 이들 세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 도약 단계 중
소기업의 ‘혁신의지 기준’ 전체를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택 요건으로서의 ‘혁신의지 기준’을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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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이 성공했다는 의미는 혁신의 결
과물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품 혹은 공정혁신 실현’을 추가적
인 기준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시장경쟁
력 확보 측면에서는 적어도 여타 중소기업과 달리 혁신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조직을 보유하거나, 혹은 별도의 연구시설 및 공
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전담조직 설립ㆍ신고에 필요한 최
소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 중소기업보
다 혁신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선택 요건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한편,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 가운데 기업의 혁신활동
결과가 시장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경우, 추가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면서 매출 확대를 도모할 유인이
여타 기업에 비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도약 단계 중
소기업 식별을 위한 ‘판로개척 역량’ 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
적이나, 일정 기간 수출실적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업의 평균 매출이 동종 산업×규
모 중소기업 매출액 중위값(50%)의 3년 평균 이상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
업이 ‘판로개척 역량’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하나 강조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판로 관련 최소 기준 설정에
있어, 단순히 기업의 매출실적만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업종별ㆍ
규모별 격차에 기인한 ‘판로개척 역량’ 차이를 가능한 유사한 기업군 내
에서 고려하기 위해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기준을 설정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로 측정한) 규모가 작은 기업도 동 규모 내에서 매출이 충분히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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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역량’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력 제고 가능
성이 높은 기업을 다양한 기업 규모에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과 달리 기업의 수출 여부 자체가 기업
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연속해
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판로개척 역량’을 갖춘 것으로 기
준을 설정하였다.

(3) 혁신역량 성숙 단계
마지막으로 혁신역량 성숙 단계의 중소기업은 R&D 사업화 성공 등을
통해 축적된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은 아직
보유하지 못하거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 혹은
수요(대)기업과 여전히 협력 혁신활동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35)
혁신역량 성숙 단계에서도 최소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도약 단계
와 마찬가지로 ‘혁신의지 기준’과 ‘판로역량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만, 성숙 단계의 기업들은 도약 단계와 달리 축적된 R&D 역량을 바탕
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거나 수출실적이 존재한다고 전제
하기 때문에 R&D 수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기업 간 협력
을 통한 혁신활동 제고, 시장 선도기술 확보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며,
이러한 혁신수요 충족이 정책의 목표가 된다.
앞서 논의한 초기, 도약 단계의 정책대상에 대한 최소 기준 선정 논리
35)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한해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시장실패가 해소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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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성숙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R&D 역량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보유한 중소기업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를 상회하
는 수준의 ‘혁신의지’와 ‘판로개척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의지 전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 단계의 정책대상에 대한 최소 기준은 도약 단계에 있는 중
소기업이 성숙 단계 R&D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으로 작용한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혁신역량 ‘성숙’ 단계의 경우 초기, 도약 단계와 달리 R&D 지원의 최
종 단계로 해당 단계를 ‘졸업’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임에도 세 단계에서 제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성숙 단계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혁신역량 ‘성숙’ 단계에서 소위 ‘졸업’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최소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성숙 단계의 정책
목표에 기초해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한정해
R&D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해소된 중소기업 모두가
R&D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소기업 R&D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
는 정책목표(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
신활동 제고, 시장 선도기술 확보)를 달성하려는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성숙 단계에 ‘졸업’ 기준이 있을 경우 성숙 단계 기업들이 혁
신을 통해 성장하기보다 계속적인 정책수혜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는 소
위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36)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성숙 단계 중소기업 식별을 위
36) 정책의 대상 기업군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숙 단계에 졸업기
준이 없는 것이 지나치게 너그러운 기준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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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성숙 단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기준’은 해당 기업의 최근 3년
간 평균 연구개발비 총액 6,000만 원 이상(도약 단계의 기준과 동일), 기
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보유,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제품혁신 실현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성숙 단계 중소기업의 최소 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성숙 단계에서 설정한 이유는 초기 혹
은 도약 단계 기업과 달리 성숙 단계에서는 기업이 이미 R&D 사업화 성
공을 통해 혁신역량을 축적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혁신의지가 외부
에 드러날 필요가 있고, 공정혁신과 같은 혁신활동으로는 성숙 단계에
서 지향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일정 수준의 R&D 역량을 축적한 기업 가운데 기업의 혁신활동
이 시장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경우, 추가적인 혁신활동
을 통해 기존의 판로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거나 혹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활동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서 높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성숙 단계 중소기업 식별을 위한
‘판로개척 역량’ 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증가율 혹은 수출실적
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 증가율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매출액 관
련 ‘도약’ 기준을 충족하는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들의 3년 평균 매
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성숙 단계에서 ‘판로개척 역
량’을 갖춘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37)

37) 성숙 단계에서도 도약 단계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유사한 기업군 내에서 나타나는 기업
간 ‘판로개척 역량’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기
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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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논리로 수출의 경우 동종(소분류) 산업 중소기업들의 각
연도 평균 수출액을 3년 연속 상회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판로개척 역
량’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때 수출에서 증가율을 사용하
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수출액 자
체로도 기업의 의지를 엿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소결
지금까지 우리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위한 최소
기준(안)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결과는 <표 3-2>에 제시된 (1안)에
요약되어 있다. 본 기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별로 기업의 ‘혁신의
지’와 ‘판로개척 역량’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정책대상 군(群)
으로 식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중소기업이 정책 수혜의
대상군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에 기준 그 자체가 중소기업에는 최소한의 달성목표로서 역할을 담당하
며, 이러한 유인체계 내에서 정부의 혁신역량 단계별 정책 의지는 더 분
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다만, 혁신역량 단계별로 최소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기준의 경계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안 도약 단계의 ‘판로개척 역량’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역량’ 차이를 가능한 유사한 기업군 내에서
고려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여
사실상 시장검증에 성공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산업×규모 내에
서 50%에 미치지 못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1안 ‘도약 단계’의 판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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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대상 선별기준(1안)
혁신역량
R&D 수요

초기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테스트

도약
시장경쟁력 확보

성숙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와 시장 선도기술 확보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R&D 사업화 성공 우수기업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 1억 원 내외

2~3년, 2억~10억 원 내외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

축적된 R&D 역량에 기반한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촉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통한
제품혁신을 통한 수출 증대,
정책목표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기업의 경쟁력 있는 매출/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마련
수출 실적 확보
시장 선도기술 확보
⋅해당 없음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①매출액 관련 ‘도약’ 기준을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 충족하는 동종 산업×규모
매출액 중위값(50%)의 3 중소기업들의 3년 평균 매
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년 평균 이상
중소기업
②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②동종(소분류) 산업 중소기
업들의 각 연도 평균 수출
액을 3년 연속 상회하는 중
소기업

판로 개척
역량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①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이상
①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개발비 총액 3,000만 원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이상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이상
②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①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②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1인 이상
혁신의지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기준
②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③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2인 이상
③제품혁신 혹은 공정혁신
④ 제품혁신 실현기업
실현기업(공급사슬관리,
린생산방식, 식스시그마 도
입 등을 포함)
비고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혹은 4차산업 유망분야 등 ‘투자 대비 혁신실
현의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주: 1) 본 기준(안)에서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2) 기업 규모는 상시근로자 기준이며,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중소기업.
3)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매출액, 수출액 등 재무제표 정보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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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대상 선별기준(2안)
혁신역량
R&D 수요

초기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테스트

도약
시장경쟁력 확보

성숙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와 시장 선도기술 확보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R&D 사업화 성공 우수기업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 1억 원 내외

2~3년, 2억~10억 원 내외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

축적된 R&D 역량에 기반한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촉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통한
제품혁신을 통한 수출 증대,
정책목표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기업의 경쟁력 있는 매출/
기업 간 협력 혁신활동 제고,
마련
수출 실적 확보
시장 선도기술 확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판로 개척
역량 기준

①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①매출액 관련 ‘도약’ 기준을
동종 산업×규모 중소기업 충족하는 동종 산업×규모
매출액 중위값(50%)의 중소기업들의 3년 평균 매
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중
3년 평균 이상
소기업
②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해당 (소분류) 산업 10인 ② 동종(소분류) 산업 중소기
미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업들의 각 연도 평균 수출
매출액 이상인 중소기업
액을 3년 연속 상회하는 중
소기업
③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해당 없음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①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구
이상
개발비 총액 6,000만 원
①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연
구개발비 총액 3,000만 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이상
이상
①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②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혁신의지 ②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개발전담부서의 보유
기준
1인 이상
②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③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2인 이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③ 제품혁신 혹은 공정혁신 ④제품혁신 실현기업
실현기업(공급사슬관리,
린생산방식, 식스시그마
도입 등을 포함)
비고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혹은 4차산업 유망분야 등 ‘투자 대비 혁신실
현의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주: 1) 본 기준(안)에서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2) 기업 규모는 상시근로자 기준이며,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중소기업.
3)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매출액, 수출액 등 재무제표 정보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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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더하여,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해당 (소분류) 산업 10인 미
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이라는 기준을 선택요건으로 도약
단계에 추가하여 매출액 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2안을 함께 제시한다
(<표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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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기준의 적용

본 장에서는 앞 장의 후반부에서 제안한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체계 기준을 현실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초기→도약→성숙’ 각 단계에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군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각 단계
잠재적 기업군의 혁신의지를 포함한 각종 혁신성 및 판로역량 지표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체계 기준
이 혁신의지 및 판로역량 측면에서 현실 중소기업의 분포를 적절히 고
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이질적인 혁신역량을 잠재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 연구의 기준은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지원사업들에 참여하
여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에도 적용된다. 이에 기초하여 2019년 후반 정
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의 단계별 기준에 따른
기존 참여기업들의 분포와 본 연구 기준에 기반한 이들 참여기업의 분
포가 어떻게 상이한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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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 연구의 기준이 시장실패의 성격을 담지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판로역량과 R&D 정부지원을 통한 성과 혹은 실패를 크게
좌우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1. 연구자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 201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
업 부문 각 연도 원자료에 한국기업데이터의 2010~2018년 기간의 기업
별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정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10~2018년 기
간의 기업별 수출액 구간 정보,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지원사업들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리스트를 결합하여 통합한(pooling)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본 장 분석의 관측치를 구성하는 주된 연구자료로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원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 자료가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R&D 지원체계의 개별 혁신역량 단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지난
3년 동안(2014년 조사의 경우 2011~2013년 동안) 혁신제품을 출시했는
지 여부, 공정혁신을 실현했는지 여부,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조사 직전 연도 연구개발 전담인력 수, 최근 3년 각 연도 상
시근로자 수를 4,000개에 가까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OECD 오슬로 매뉴얼에 기초하여 지난 3년간
해당 제조기업에서 수행된 조직ㆍ마케팅 혁신실현 여부, 혁신의 경제적
성과, 혁신활동 유형 등 각종 혁신성 지표들을 조사하여 혁신역량 단계
별 중소기업군 내 혁신지표의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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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6, 2018년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전체 제조기업은
1만 1,575개 기업이지만,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정부의 R&D 지원사업
에 참여 가능한 ‘중소기업’이므로 동 조사에서 법정 중소기업이라고 응
답한 중소기업 1만 1,069개사가 분석대상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R&D 지원체계의 개별 혁신역량 단계를 식별하는 추가적 기준
인 최근 3년간 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 증가율, 표준산업분류(9차 개
정) 정보를 2010~2018년 한국기업데이터 재무제표 원자료에서 추출하
여 사업자 등록번호에 기초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38), 2014, 201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전체 중소기업의 10.01%에 해당하
는 1,108개 중소기업의 정보가 분석에서 제외된다.
한편 또 다른 기준인 최근 3년 동안의 각 연도 수출액 실적을 파악하
기 위해 2010~2018년 기간의 기업별 수출액 구간 정보39)를 제공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 원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 정보가 존재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 응답기업에 사업자 등록번호에 기준하여 매칭한다.
이러한 각종 데이터 결합과정 및 혁신역량 단계별 기업군을 식별하는
과정40)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최종 분석대상은 2014, 2016,
38) 2014년 한국기업데이터 원자료에는 2010~2013년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정보를, 2016년
원자료에는 2012~2015년 정보를, 2018년 원자료에는 2014~2017년 정보를 결합함으로
써, 해당 기업의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및 각 연도 연구개발비 수준을 식별하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예를 들어 2014년에 조사된 제조기업의 경우, 2010~2011년의 매
출액 증가율ㆍ2011~2012년의 매출액 증가율ㆍ2012~2013년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한다.
39) 동 정보는 특정 기업의 연간 수출액을 10개 구간으로 범주화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액이 특정 혁신역량 단계의 수출액 기준을 상회하는지를 판별하
는 데 초점을 두고 동 정보를 활용하는 본 연구는 범주화된 구간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각 구간의 최소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수출액이 2구간(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이라면 해당 구간의 최소값인 10만 달러라고 수출액을 규정하고 수출액
기준과 비교한다.
40)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혁신역량 단계별 기준에 기초하여 ‘초기→도약→성숙’ 각각의 기업
군을 식별하는 과정에서도 결측치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는 특정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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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1만 1,069개사의
82.37%인 9,118개 중소제조기업이다.
<표 4-1>은 어떠한 결측치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와 (데이터 결합 및 정제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본 연구의 분석에 사
용되는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의 관측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는
데, 분석에서 제외된 관측치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편의(bias) 수준이 유
의하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의 주력 판매처별 분포는
물론 <표 4-2>에 제시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ㆍ연구개발 전담인력 수
의 평균, 제품혁신ㆍ공정혁신의 비중,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의 비중 측면에서 양 자료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표 4-1> 분석에 사용되는 횡단면 자료의 관측치 수
주력 판매처별 중소기업 구분
비
하도급
하도급
B2B
B2B

정부
혹은
공공
부문

일반
소비자

해외
시장

기타

4,069

5,182

546

971

806

1

100.00

35.15

44.77

4.72

8.39

6.96

0.01

관측치 수 9,118

3,229

4,083

451

706

649

0

35.41

44.78

4.95

7.74

7.12

0.00

내용

중소기업
전체
본 연구자료

전체

관측치 수 11,575
비중(%)
비중(%)

100.00

자료: STEPI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5~7차(2014~2018)년도 원자료에 2010∼2018
년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정보, 중소기업기
술정보진흥원의 2011~2018년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 참여한 ‘기
업’ 리스트를 결합하여 종합한(pooling) 횡단면 데이터임: 데이터의 구축 및 정제과정에
대해서는 4장 1절의 본문 내용을 참조.

기업혁신조사의 일부 기업이 무응답하였거나, 특정 산업소분류×규모의 매출액 정보가
본 분석자료에는 존재하지만 해당 산업×규모의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기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2010ㆍ2015년 경제총조사에서는 공표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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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분석에 사용되는 횡단면 자료의 주요 기업 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중소기업
전체
본 연구자료

제품혁신
여부

공정혁신
여부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
보유여부

8.5329

0.2377

0.1551

0.3915

90.0681

24.8555

0.4257

0.3620

0.4881

69.0918

9.2040

0.2574

0.1646

0.4250

93.0782

26.4201

0.4372

0.3709

0.4944

내용

상시
근로자 수

연구전담
인력 수

평균

65.3266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료: <표 4-1>과 동일.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한국기업혁신조사 중소기업의 23.91%
인 2,647개사가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
부가 주관하는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점
이 마지막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11~2018년 기간 동안 동
R&D 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혹은 참여기업으로서 참여한 총
4만 8,567개 ‘기업’ 리스트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
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는데41), 이들 기업 리스트의 5.45%가 사업자 등록
번호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매칭42)된 결과 2019년 후반 정
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의 단계별 기준에 따른
기존 참여기업들의 분포와 본 연구 기준에 기반한 이들 참여기업의 분
4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리스트에는 각종 대학교(산학협력단) 혹은
연구기관 포함 총 5만 250개 기업ㆍ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기업혁신조사와의 결합
을 목적으로 해당 리스트를 활용하는 본 연구는 이 리스트에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을 제
외한 영리기업만을 매칭하였다.
42) 바로 이러한 점에 의해 2012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원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다. 2012년 원자료는 해당 제조기업의 2009~2011년 기간 동안의 각종 혁신활동 관련 정
보를 조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R&D 사업에 2011년부터
참여한 중소기업 리스트가 제공된 까닭에 2009년과 2010년에 이들 사업에 참여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원자료에는 주력
판매처ㆍ하도급 여부 등 판로 관련 정보들도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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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얼마나 상이한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소기업 R&D의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 기준에 대한 보다 깊이 있
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기준을 적용한 중소기업의 분포
본 절에서는 <표 3-2>와 <표 3-3>을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혁
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체계 기준을 상술한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초기→도약→성숙’ 각 단계에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군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 기준이 혁
신의지 및 판로역량 측면에서 현실 중소기업의 분포를 적절히 고려하면
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이질적인 혁신역량을 잠재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표 4-3>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기준(안)에 따른 관측치 수
내용

전체

초기 미만 단계
1안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관측치 수

9,118 4,816

4,816

1,702

1,383

2,265

2,547

335

372

비중(%)

100.00 52.82

52.82

18.67

15.17

24.84

27.93

3.67

4.08

자료: <표 4- 1>과 동일.

<표 4-3>에는 <표 3-2>와 <표 3-3>을 통해 각각 설명된 혁신역량 단계
별 지원기준 1안(이하 1안)과 2안(이하 2안)의 단계별 기업군의 관측치
수와 분포가 나타나 있다. 1안의 혁신역량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전체 중소기업의 52.82%, ‘초기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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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도약 단계’는 24.84%, ‘성숙 단계’의 중소기업군은 전체 중소기
업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4>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기준 1안과 2안의 비교(관측치 수)
1안

2안

초기 미만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전체

초기 미만

579

0

0

0

579

초기 단계

0

230

58

11

299

도약 단계

0

0

442

0

442

성숙 단계

0

0

0

89

89

579

230

500

100

1,409

전체
자료: <표 4-1>과 동일.

1안의 단계별 비중과 흡사하게 2안 역시 ‘초기 미만 단계(52.82%)’,
‘도약 단계(27.93%)’, ‘초기 단계(15.17%)’, ‘성숙 단계(4.08%)’ 순으로 중
소기업들이 구성되고 있다. 1안의 분포에 비해 2안의 분포는 초기 단계
에서 3.5%p 감소한 반면 도약 단계에서는 3.09%p, 성숙 단계에서는
0.41%p 증가하였는데, 1안의 초기 단계에 있던 319개 중소기업들이 2안
의 기준에서는 도약 단계로 282개, 성숙 단계로 37개 이동하였기 때문
이다(<표 4-4> 참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동종 산업(소분
류)×규모 중소기업 매출액 중위값의 3년 평균 이상’ 혹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짓던 1안 ‘도약 단계’의
판로역량 기준에 더하여, 2안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해당(소분류)
산업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는 기
준을 선택요건으로 도약 단계에 추가하여 매출액 규모 기준을 완화하였
기 때문이다. 실제로 1안과 2안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표
4-5>에 따르면 2안의 기준에 따라 도약 단계로 이동한 282개의 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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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63개 기업이, 성숙 단계로 이동한 37개의 54.05%인 20개 기업이 상
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이다. 이렇게 2안 도약 단계의 매출액 관련
기준이 완화된 까닭에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2안의 도약 단계 중소기
업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도 관찰된다.

<표 4-5>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기준(안)의 기업규모별 분포
전체

초기 미만 단계
1안

2안

초기 단계
1안

2안

도약 단계
1안

2안

성숙 단계
1안

2안

83
94
10~ 관측치 수 4,176 2,855 2,855 805 724 433 503
29인 비중(%) 45.80 59.28 59.28 47.30 52.35 19.12 19.75 24.78 25.27
70
76
30~ 관측치 수 1,399 736 736 316 261 277 326
49인 비중(%) 15.34 15.28 15.28 18.57 18.87 12.23 12.80 20.90 20.43
89
100
50~ 관측치 수 1,409 579 579 299 230 442 500
99인 비중(%) 15.45 12.02 12.02 17.57 16.63 19.51 19.63 26.57 26.88
102
100인 관측치 수 2,134 646 646 282 168 1,113 1,218 93
이상 비중(%) 23.40 13.41 13.41 16.57 12.15 49.14 47.82 27.76 27.42
전체

관측치 수 9,118 4,816 4,816 1,702 1,383 2,265 2,547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35

372

100

100

자료: <표 4-1>과 동일.

동시에 본 연구의 안이 혁신역량 단계별 매출액 혹은 매출액 증가율
요건에 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까닭에, 규모가 제일 작은 기
업군인 10~29인 중소기업43)이 2안의 성숙 단계 중소기업군의 25.27%,
도약 단계 중소기업군의 19.75%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30~49인 중소기업 역시 2안 성숙 단계 중소기업군의

43)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이 제일 작은 기업군이 아닌 이유는 한국기업혁신조사 제
조업 부문의 모집단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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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특정 중소기업군이 충분한 혁신의지 혹은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 투자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요하는 기술 혹은 혁신투자44)를 주
저하게 될 가능성을 중소기업 R&D 지원체계가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제안이 현실에서 잘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9인 중소기업이 여전히 초기 미만-초기-도약성숙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초기 미만 단계 전체 중소기업군의 59.28%
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은 혁신의 불확실성하에서 규모가 해당 기업의
혁신의지 혹은 혁신역량 구축에 가장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
고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표 4-6>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기준(안)에 따른 관측치 수(중소기업 R&D 수혜기업)
내용

전체

관측치 수 1,583
비중(%)

100

초기 미만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218

218

426

313

813

911

126

141

13.77

13.77

26.91

19.77

51.36

57.55

7.96

8.9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 가운데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기업부가 주
관한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한 자료.

<표 4-6>은 분석자료 가운데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만 1안과 2안을
적용하여 도출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전체 샘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안과 2안의 분포에 유
44)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 따르면, 도약 단계의 중소기업군에는 지
원과제당 2~3년 동안 최대 10억 원 이내 R&D 자금지원을, 성숙 단계의 중소기업군에는
3년 이상 기간 동안 최대 20억 원 내외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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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안의 초기 단계에 있던 일부
중소기업이 2안의 도약과 성숙 단계로 이동하였다(<표 4-7> 참조).

<표 4-7>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기준 1안과 2안의 비교(중소기업 R&D 수혜기업)
2안
1안

초기 미만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미만

218

0

초기 단계

0

도약 단계

0

성숙 단계
전체

도약 단계

성숙 단계

전체

0

0

218

313

98

15

426

0

813

0

813

0

0

0

141

126

218

313

911

141

1,583

자료: <표 4- 6>과 동일.

전체 샘플과 구별되는 주목할 만한 차이는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초기 미만 단계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
(13.8%)이라는 점인데,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혁신 관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 역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4-8>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기준(안)의 분포(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유형 비교)
R&D 지원사업

전체

초기 미만 단계
1안

2안

초기 단계
1안

2안

도약 단계
1안

2안

96
24
24
26
21
38
43
저변 관측치 수
확대형 비중(%) 100.00 25.00 25.00 27.08 21.88 39.58 44.79
91
19
19
25
20
39
44
집중 관측치 수
지원형 비중(%) 100.00 20.88 20.88 27.47 21.98 42.86 48.35

성숙 단계
1안

2안

8

8

8.33

8.33

8

8

8.79

8.79

자료: <표 4-6>에서 사용한 자료 가운데 2014, 2016, 2018년도에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기업
들만 대상으로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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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들 R&D 참여기업 가운데 2014, 2016, 2018년도에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기업에 1안과 2안을 적용한 후 초기 미만 단계에 속한 비
중을 제외하고 도출된 분포, 특히 2안의 분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표 3-1>의 분포와 놀랄 만큼 흡사하다.
이에 더해, 현 지원체계 이전에 적용되었던 2018년까지의 지원 단계 구
분인 저변확대형과 집중지원형의 분포와 비교해보면, <표 3-1>에서 보
인 분포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의 초기 미만-초기-도약-성숙 단계의 분
포가 저변확대-집중지원의 분포와 상관관계가 멀어짐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1안과 2안의 혁신역량 단계별 기준은 업력과 규모에 따라 구분
한 기존 지원체계와는 차별화된 지원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단계별 기준이 정부의 지원정책 개편안의 의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기준의 유효성을 역설한다.

3.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기준을 적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표 4-9>와 <표 4-10>은 R&D 지원단계를 결정하는 판로 및 혁신 관련
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혁신역량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바로 위 단계인 초기 중소기업
군에 비해 모든 혁신 관련 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위에 있
음이 확인된다.
다만 지난 3년간 연속 수출 여부와 수출액 평균 등 수출 관련 지표에
서는 오히려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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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흥미로운데, 이는 50~99인 중소기업과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각각 초기 미만 단계 전체 중소기업의 12.02%, 13.4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4-9> 혁신역량 단계 결정에 활용된 판로 및 혁신 관련 지표의 기술통계량(1안)
전체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백만 원)

초기 미만
단계

초기 단계

26,621.06 18,477.70 *** 18,143.18
(57,733.97) (49,843.06) (36,466.54)

도약 단계

성숙 단계

51,057.77 *** 26,968.33 ***
(79,440.48) (35,400.12)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감률 평균

-6.26
(424.95)

-11.29
(583.77)

0.89
(63.84)

-1.89 *
(28.55)

0.0758
(0.2647)

0.9051 ***
(0.2932)

지난 3년간 연속
수출 여부

0.3886
(0.4875)

0.2199 ***
(0.4142)

지난 3년간 수출액
평균(만 달러)

1,535.71
(2,580.42)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
(백만 원)

663.73
(6,690.11)

55.48 ***
(346.42)

420.61
(726.71)

연구개발인력 수(명)

9.17
(26.37)

3.91 ***
(18.23)

9.02
(23.40)

19.70 ***
(38.08)

12.56 ***
(17.24)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 보유 여부

0.4250
(0.4944)

0.1564 ***
(0.3632)

0.6657
(0.4719)

0.7302 ***
(0.4439)

1.0000 ***
(0.0000)

제품 혹은 공정혁신
여부(식스시그마,
린생산방식 등 새로운
업무수행방식 도입 포함)

0.3575
(0.4793)

0.1960 ***
(0.3970)

0.4718
(0.4994)

0.5201 ***
(0.4997)

1.0000 ***
(0.0000)

제품 혁신 여부

0.2574
(0.4372)

0.1169 ***
(0.3213)

0.3596
(0.4800)

0.3695
(0.4828)

1.0000 ***
(0.0000)

제품 혁신 유형1:
완전히 새로운 제품

0.1062
(0.3081)

0.0438 ***
(0.2047)

0.1516
(0.3587)

0.1519
(0.3590)

0.4627 ***
(0.4994)

제품혁신 유형2:
크게 개선된 제품

0.2302
(0.4210)

0.1020 ***
(0.3026)

0.3161
(0.4651)

0.3408
(0.4741)

0.8896 ***
(0.3139)

1,328.68 ***
807.90
(2,509.54)
(1,903.11)

-1.64
(172.65)
0.9104 ***
(0.2860)

2,065.26 *** 2,115.98 ***
(2,826.57)
(2,627.78)
2,087.72 *** 1,254.88 ***
(13,424.89)
(2,246.23)

자료: <표 4-1>과 동일
주: 1) 본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2) 2, 4, 5열의 *, **, ***는 혁신역량 초기단계의 중소기업과 그 외 단계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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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혁신역량 단계 결정에 활용된 판로 및 혁신 관련 지표의 기술통계량(2안)
전체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백만 원)

초기 미만
단계

26,621.06 18,477.70 *** 14,734.03
(57,733.97) (49,843.06)
(28,935.51)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감률 평균

-6.26
(424.95)

-11.29
(583.77)

지난 3년간 연속
수출 여부

0.3886
(0.4875)

0.2199 ***
(0.4142)

지난 3년간 수출액
평균(만 달러)

초기 단계

도약 단계

48,964.99 *** 26,713.18 ***
(77,416.68)
(35,318.72)

0.33
(70.29)

-1.44
(27.60)

0.0933
(0.2909)

0.8049 ***
(0.3964)

1,535.71 1,328.68 ***
837.29
(2,580.42) (2,509.54)
(2,008.24)

성숙 단계

0.02
(163.36)
0.8199 ***
(0.3848)

1,926.42 *** 2,010.62 ***
(2,755.37)
(2,565.85)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
663.73
(백만 원)
(6,690.11)

55.48 ***
(346.42)

196.83
(206.57)

2,000.48 *** 1,273.90 ***
(12,599.85)
(2,149.80)

연구개발인력 수(명)

9.17
(26.37)

3.91 ***
(18.23)

7.44
(19.53)

19.36 ***
(37.94)

12.30 ***
(16.86)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 보유 여부

0.4250
(0.4944)

0.1564 ***
(0.3632)

0.6385
(0.4806)

0.7330 ***
(0.4425)

1.0000 ***
(0.0000)

제품 혹은 공정혁신
여부(식스시그마,
린생산방식 등 새로운
업무수행방식 도입 포함)

0.3575
(0.4793)

0.1960 ***
(0.3970)

0.4526
(0.4979)

0.5175 ***
(0.4998)

1.0000 ***
(0.0000)

제품 혁신 여부

0.2574
(0.4372)

0.1169 ***
(0.3213)

0.3471
(0.4762)

0.3659
(0.4818)

1.0000 ***
(0.0000)

제품 혁신 유형1:
완전히 새로운 제품

0.1062
(0.3081)

0.0438 ***
(0.2047)

0.1424
(0.3496)

0.1531
(0.3602)

0.4570 ***
(0.4988)

제품혁신 유형2:
크게 개선된 제품

0.2302
(0.4210)

0.1020 ***
(0.3026)

0.3066
(0.4612)

0.3345 *
(0.4719)

0.8925 ***
(0.3102)

자료: <표 4-1>과 동일.
주: <표 4-9>와 동일.

초기 미만 단계 중소기업군의 21.99%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수출실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고 평균 수출액이 1,328만 달러에 이르며, 심지어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와 연구전담요원 수의 ‘평균’이 각각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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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인 5,548만 원, 3.91명임을 감안하면45) 이들 기업
군이 매우 작은 혁신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초기 단계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군에 속하면 과제당 1년 1억
원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3년간 연평균 연구개
발비로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연구전담요원 1인을 고용하는 등의 추
가적인 노력은 수지타산 맞추기에 무리가 아닌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제품혁신 관련 지표와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을 제외하고는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군 역시 바로 위 단계인 도약 중소기업군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와 연구전담요원 수의 ‘평균’이 각각 도
약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인 1억 9,700만 원, 7.44명이고 지난 3년
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달성한 비중이 45.3%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
군이 도약 단계의 잠재적 기업군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혁
신노력 수준이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과연 이들 기업군이 ‘혁신투자를 통해’ 추후 3년 평균 매출액
이 동종 산업(소분류)×규모 중소기업 매출액 중위값의 평균 혹은 해당
(소분류) 산업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을 달성하거나
3년 연속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어도 초기 기업군에
서 3년 연속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약 10%의 기업들에 이러한 달성
여부가 장애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2015년 경
제 총조사 기준 10인 미만 기업 매출액의 제조업 소분류 평균이 (초기 단
계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10~29인 기업 매출액의 (해당 소분류) 하위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군이 초기 단계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분
석자료에서 3년 평균 연구개발비 수준이 초기 단계를 상회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3년
평균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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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46), 초기 단계의 기업
에 제공 가능한 과제당 1년 1억 원 수준의 R&D 자금지원으로 이러한 매
출의 달성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전체 도약 단계의 47.82%에 달할 정도로
매출액 규모나 수출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도약 단계의 중
소기업들이 웬만한 규모의 혁신투자로 이러한 실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증가율 지표까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
지만 도약 단계의 기업들에 제공 가능한 과제당 2~3년 총 10억 미만의
R&D 자금지원을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출
시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출시된
혁신제품을 통해 현재 ‘성숙 단계’ 기업군으로의 진입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주 요건인 제품혁신47) 실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과제당 3년 이상 20억 원 내외의 R&D 자금지원은 해당 기업이 글로
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거나 수출실
적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유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수가 도약 단계가 성숙
단계보다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도약 단계의 기업들이 연구개
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을 통해 공정혁신만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수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48) 이는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공정혁신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제품혁신을 실현하지 않거나 못하는 기
46) 2015년 경제 총조사 기준 10인 미만 기업 매출액의 제조업 소분류 평균은 4억 2,400만
원인 한편, 10~29인 기업 매출액의 (해당 소분류) 하위 1%의 평균과 5%의 평균은 각각
3억 500만 원, 7억 8,600만 원이다.
47) 도약 단계 중소기업군의 36.6%의 기업이 지난 3년간 제품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48) 절반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수요독점적 대기업과의 수ㆍ위탁거래 관계를 주된 판로로 하
고 있으며, 지민웅 외(2016)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하도급 수탁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공정혁신을 활발하게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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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다수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제품혁신의
유인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숙 단계의
“제품혁신실현”의 혁신의지 기준이 선순환의 유인체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각 혁신역량 단계별 기업군의 기타 혁신성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표
4-12>에 따르면, R&D 지원이 필요한 최종 혁신역량 단계인 성숙 기업
군이 그 외 단계의 중소기업군에 비해 거의 모든 혁신 관련 지표에서 우
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제품혁신 실현이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사와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은 18.82%에 불과하며, 출시제
품이 국내 최초였던 비중도 33.54%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타 기관과 협
력하여 혁신활동을 도모한 기업의 비중도 33.6%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
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수출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의 비중과 3년 평균
수출액조차 도약 단계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서의 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에 기초한 제품혁신의 제고, 시장 선도기
술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은 기업 선별ㆍ성과 평가ㆍ유인 등 정책
유인체계가 제공된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체계가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현실의 시장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
며 선순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78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적용 방안

<표 4-11> R&D 혁신역량 단계 결정에 활용된 기타 혁신성 지표의 기술통계량(1안)
전체

초기 미만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타사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
수행 여부

0.1531
(0.3601)

0.0703 ***
(0.2558)

0.2051
(0.4039)

0.2033
(0.4026)

0.3522 ***
(0.4784)

타사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품혁신
실현 여부

0.0427
(0.2021)

0.0156 ***
(0.1238)

0.0605
(0.2385)

0.0636
(0.2441)

0.2000 ***
(0.4006)

국내 최초 제품혁신

0.0630
(0.2429)

0.0210 ***
(0.1435)

0.0852
(0.2792)

0.0994 ***
(0.2993)

0.3458 ***
(0.4764)

공정혁신 여부

0.1646
(0.3709)

0.0997 ***
(0.2996)

0.1992
(0.3995)

0.2393
(0.4267)

0.4179 ***
(0.4940)

타사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혁신
실현 여부

0.0202
(0.1406)

0.0091 ***
(0.0952)

0.0329
(0.1784)

0.0287
(0.1670)

0.0567 **
(0.2316)

국내 최초 공정혁신

0.0204
(0.1413)

0.0072 ***
(0.0845)

0.0287
(0.1671)

0.0346
(0.1828)

0.0787 ***
(0.2697)

조직혁신 여부

0.2739
(0.4460)

0.1827 ***
(0.3865)

0.3149
(0.4646)

0.4022 ***
(0.4905)

0.5075 ***
(0.5007)

마케팅 혁신 여부

0.2130
(0.4094)

0.1464 ***
(0.3535)

0.2544
(0.4357)

0.2909 **
(0.4543)

0.4328 ***
(0.4962)

제품 혹은 공정혁신
활동 여부

0.4290
(0.4950)

0.2216 ***
(0.4153)

0.6063
(0.4887)

0.6525 ***
(0.4763)

1.0000 ***
(0.0000)

R&D 활동 여부

0.3785
(0.4850)

0.1597 ***
(0.3663)

0.5593
(0.4966)

0.6212 ***
(0.4852)

0.9642 ***
(0.1861)

특허 출원 여부

0.2652
(0.4414)

0.1134 ***
(0.3171)

0.3796
(0.4854)

0.4483 ***
(0.4974)

0.6269 ***
(0.4844)

특허 출원 개수

1.49
(8.81)

0.34 ***
(1.70)

1.40
(3.54)

3.68 ***
(16.56)

3.72 ***
(10.36)

16.02
(9.79)

15.81
(9.86)

20.42 ***
(11.14)

17.38 ***
(9.76)

업력

17.12
(10.33)

자료: <표 4-1>과 동일.
주: <표 4-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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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R&D 혁신역량 단계 결정에 활용된 기타 혁신성 지표의 기술통계량(2안)
전체

초기 미만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타사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
수행 여부

0.1531
(0.3601)

0.0703 ***
(0.2558)

0.2036
(0.4029)

0.2045
(0.4034)

0.3360 ***
(0.4730)

타사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품혁신
실현 여부

0.0427
(0.2021)

0.0156 ***
(0.1238)

0.0578
(0.2335)

0.0644
(0.2455)

0.1882 ***
(0.3914)

국내 최초 제품혁신

0.0630
(0.2429)

0.0210 ***
(0.1435)

0.0800
(0.2714)

0.0988 *
(0.2985)

0.3354 ***
(0.4729)

공정혁신 여부

0.1646
(0.3709)

0.0997 ***
(0.2996)

0.1945
(0.3960)

0.2352 ***
(0.4242)

0.4113 ***
(0.4927)

타사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혁신
실현 여부

0.0202
(0.1406)

0.0091 ***
(0.0952)

0.0347
(0.1831)

0.0287
(0.1669)

0.0511
(0.2204)

국내 최초 공정혁신

0.0204
(0.1413)

0.0072
(0.0845)

0.0263
(0.1601)

0.0353
(0.1845)

(0.2614)

조직혁신 여부

0.2739
(0.4460)

0.1827 ***
(0.3865)

0.2986
(0.4578)

0.4016 ***
(0.4903)

0.4866 ***
(0.5005)

마케팅 혁신 여부

0.2130
(0.4094)

0.1464 ***
(0.3535)

0.2386
(0.4264)

0.2952 ***
(0.4562)

0.4167 ***
(0.4937)

제품 혹은 공정혁신
활동 여부

0.4290
(0.4950)

0.2216 ***
(0.4153)

0.5821
(0.4934)

0.6549 ***
(0.4755)

1.0000
(0.0000)

R&D 활동 여부

0.3785
(0.4850)

0.1597 ***
(0.3663)

0.5315
(0.4992)

0.6239 ***
(0.4845)

0.9624
(0.1906)

특허 출원 여부

0.2652
(0.4414)

0.1134 ***
(0.3171)

0.3644
(0.4814)

0.4470 ***
(0.4973)

0.6156 ***
(0.4871)

특허 출원 개수

1.49
(8.81)

0.34 ***
(1.70)

1.31
(3.59)

3.45 ***
(15.65)

3.68 ***
(10.01)

16.02
(9.79)

15.41
(9.80)

20.13 ***
(11.02)

17.21 ***
(9.89)

업력

17.12
(10.33)

자료: <표 4-1>과 동일.
주: <표 4-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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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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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관계부처합동,
2019)은 중소기업의 R&D 지원체계를 ‘초기 → 도약 → 성숙’으로 연결되
는 혁신역량 단계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혁신역량을 구분하
여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지원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실질적인 혁신역량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은 분명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큰 영향을 미쳐온 판로의 제한성으로
인한 혁신유인 저하 문제와 정부의 R&D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중요한 혁신의지와 같은 기준이 지원체계에 구체적
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혁신역량 단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산업별 이질성 및 기업 규모 역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 속성
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혁신역량의 차이 역시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초기 → 도약 → 성숙’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단계별 구분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혁신역량 단계별로 중소기업의 R&D
수요와 정책목표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지원 대상 군 식별에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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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기준(안)을 크게 ‘혁신의지 기준’과 ‘판로개척 역량 기준’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역량별 R&D 지원대상 최소 기
준에 혁신의지 관련 요건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역량과 관련한 요건을
포함하는 이유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기업의 혁신유인이 결국 시장
에서 발생하는 혁신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최소 기준안인 <표
3-2>와 <표 3-3>에서 제시된 1안과 2안의 현실 적용의 유효성을 확인하
기 위해 2014, 201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각 연도 원
자료에 한국기업데이터의 2010~2018년 기간의 기업별 매출액 및 연구
개발비 정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10~2018년 기간의 기업별 수출
액 구간 정보,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
부가 주관한 R&D 지원사업들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리스트를 결합
하여 통합한(pooling)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안과 2안의 기준을 분석자료에 적용한 결과 관찰된 분포는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기준안의 유효성을 역
설한다.
1안과 2안의 기준을 동 분석자료에 적용한 결과, 1안의 경우 어떠한
단계에도 지원 불가능한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전체 중소기
업의 52.82%, ‘초기 단계’는 18.67%, ‘도약 단계’는 24.84%, ‘성숙 단계’
의 중소기업군은 전체 중소기업의 3.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안 역시 이와 흡사하게 ‘초기 미만 단계(52.82%)’, ‘도약 단계
(27.93%)’, ‘초기 단계(15.17%)’, ‘성숙 단계(4.08%)’ 순으로 분포하고 있
다. 다만 2안의 기준에서는 도약 단계의 매출액 관련 기준이 1안에 비해
완화된 까닭에 충분한 혁신의지 혹은 혁신역량을 보유하는 동시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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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검증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의 일부가
초기 단계에서 도약 혹은 성숙 단계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본 연구의 안이 혁신역량 단계별 매출액 기준에 산업×규모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까닭에, 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군인 10~29인 중소
기업이 2안의 성숙 단계 중소기업군의 25.27%, 도약 단계 중소기업군의
1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9인 중소기업 역시 2안 성숙 단계 중소
기업군의 20.43%에 이르고 있는 양상 역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에 대한 제안을 통해 특정 중
소기업군이 충분한 혁신의지 혹은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규모가 작아 투자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요
하는 기술 혹은 혁신투자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분석자료 가운데 2011~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만을 추출하여 1안과
2안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전체 샘플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1안과 2안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안의 초기 단계에 있던 일부 중소기업이 2안의 도약과 성숙 단계로 이
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전체 샘플과 구별되는 주목할 만한 결
과도 도출되었는데,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초기 미만
단계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13.8%)이었다.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들 R&D 참여기업 가운데 2014, 2016, 2018년도에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기업에 1안과 2안을 적용한 후 초기 미만 단계에
속한 비중을 제외하고 도출된 분포, 특히 2안의 혁신역량 단계별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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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른 분
포와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혁
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기준의 유효성을 역설한다.
둘째, 분류된 단계별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가 제
안하고 있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체계가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현실의 시장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며 선순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바로 위 단계인 초기 중소기업
군에 비해 모든 혁신 관련 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위에 있
음이 관찰되었다. 다만, 지난 3년간 연속 수출 여부와 수출액 평균 등 수
출 관련 지표에서는 오히려 초기 미만 단계의 중소기업군이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50~99인 중소기업과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각각 초기 미만 단계 전체 중소기업의 12.02%, 13.4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 미만 단계 중소기업군의 21.99%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수출실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고 평균 수출액이 1,328만 달러에 이르며, 심지어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와 연구전담요원 수의 ‘평균’이 각각 초기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인 5,548만 원, 3.91명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군
이 매우 작은 혁신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초기 단계의 R&D 지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군에 속하면
과제당 1년 1억 원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3년
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연구전담요원 1인을
고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지타산 맞추기에 무리가 아닌 수준이
라고 판단된다.
한편,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군 역시 바로 위 단계인 도약 중소기업군
에 비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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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비와 연구전담요원 수의 ‘평균’이 각각 도약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
준인 1억 9,700만 원, 7.44명이고 지난 3년간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달
성한 비중이 45.3%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군이 도약 단계의 잠재적 기
업군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혁신노력 수준이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과연 이들 기업군이 ‘혁신투자를 통해’ 추후 3년 평균 매출액
이 동종 산업(소분류)×규모 중소기업 매출액 중위값의 평균 혹은 해당
(소분류) 산업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을 달성하거
나 3년 연속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어도 초기 기업
군에서 3년 연속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약 10%의 기업들에 이러한
달성 여부가 장애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2015
년 경제 총조사 기준 10인 미만 기업 매출액의 제조업 소분류 평균이 (초
기 단계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10~29인 기업 매출액의 (해당 소분류)
하위 5%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의 기
업에 제공 가능한 과제당 1년 1억 원 수준의 R&D 자금지원으로 이러한
매출의 달성이 무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전체 도약 단계의 47.82%에 달할 정도로
매출액 규모나 수출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도약 단계의 중
소기업들이 웬만한 규모의 혁신투자로 이러한 실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증가율 지표까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
지만 도약 단계의 기업들에 제공 가능한 과제당 2~3년 총 10억 원 미만
의 R&D 자금지원을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출시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출시
된 혁신제품을 통해 현재 ‘성숙 단계’ 기업군으로의 진입을 크게 제약하
고 있는 주 요건인 제품혁신 실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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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제당 3년 이상 20억 원 내외의 R&D 자금지원은 해당 기업이 글로
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거나 수출실
적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유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 단계 기업군의 경우 그 외 단계의 중소기업군에 비
해 거의 모든 혁신 관련 지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
만 성숙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제품혁신 실현이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사와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
은 18.82%에 불과하며, 출시제품이 국내 최초였던 비중도 33.54%에 그
치고 있다. 심지어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도모한 기업의 비중
도 33.6%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수출실적이 존
재하는 기업의 비중과 3년 평균 수출액조차 도약 단계의 수준과 거의 유
사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에 기초한 제품
혁신의 제고, 시장 선도기술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은 기업 선별ㆍ
성과 평가ㆍ유인 등 정책 유인체계가 제공된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
는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체계가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현실의 시
장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며 선순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86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적용 방안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관계부처합동(2018),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

(2019),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

(2014),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안)」.

⋅국회예산정책처(2018),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
적 및 2018년 계획(안)」, 2018.4.

⋅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
관」, 2019.10.

⋅신태영ㆍ송종국ㆍ이우성ㆍ송치웅ㆍ김현호ㆍ손수정(2006), 「제조업 부문 기술
혁신의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승구(2019),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전략성 분석과 제고방안」, KISTEP Issue Paper,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승환ㆍ김선우(2017),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①] 중소기업 R&D 지
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규복(2009), 「대ㆍ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 간 협상력 변
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성호(2017),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
개발연구원.

⋅이병기ㆍ신석훈ㆍ강선민(2010), 「수ㆍ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이병헌 외(2006),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보고
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조영삼ㆍ지민웅ㆍ신종원ㆍ박상인ㆍ강민지ㆍ박진(2017), 「대기업체제의 한계
와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참고문헌

87

⋅조영삼 외(200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방안」, 용역보
고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2009), 「중소기업 R&D 특성 분석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 용
역보고서, 중소기업청ㆍ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기업중앙회(2019), 「2018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Ⅰ):
제조업」.

⋅중소기업청(200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

(2008),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 강화방안」.

⋅

(2016),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

⋅지민웅ㆍ신종원ㆍ강민지ㆍ박양신ㆍ박진(2016),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하도급
거래와의 관계」,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지민웅ㆍ신종원ㆍ박상수ㆍ박진(2018),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작업장수준의 혁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산업연
구원.

⋅홍장표(2004), “한국, 미국, 일본의 기업 간 거래관계와 도급형 거래의 개혁방
안”, 「지역사회연구」, 12(2), pp.43~70.

⋅

(2006), “하도급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기술협력과 혁신성과”, 「중소기
업연구」, 28(4), pp.95~116.

⋅

(2011), “하도급거래에서 구매업체의 기회주의가 공급업체의 연구개발투
자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37, pp.311~344.

⋅홍장표ㆍ최홍봉(1995), “하도급체제에서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3, pp.77~108.

2. 해외문헌
⋅Acemoglu, D., Akcigit, U., Alp, H., Bloom, N., and W. Kerr(2018),
“Innovation, Reallocation,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108(11), pp.3450~3491.

⋅Antonelli, C.(1989), “A Failure-inducement Mod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talian Evidence from the Early 1980s”,

88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적용 방안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2(2), pp.159~180.
⋅Arrow, K.(1962),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NBER.

⋅Acemoglu, D., Akcigit, U., Alp, H., Bloom, N., and W. Kerr(2018),
“Innovation, Reallocation,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108(11), pp.3450~3491.

⋅Aghion, P., N. Bloom, R. Blundell, R. Griffith, and P. Howitt(2005),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 Inverted-U Relationship”,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2), pp.701~728.
⋅Aghion, P., and P. Howitt(1990),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No. w322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kcigit, U., and W. R. Kerr(2018), “Growth through Heterogeneous
Innov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4), pp.1374~1443.

⋅Buxton, A. J.(1975), “The Process of Technical Change in UK
Manufacturing”, Applied Economics, 7(1), pp.53~71.

⋅Busom, I.(2000),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R&D Subsidies”,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9(2), pp.111~148.
⋅Carmichael, J.(1981), “The Effects of Mission‐Oriented Public R&D Spending
on Private Industry”, The Journal of Finance, 36(3), pp.617~627.

⋅Czarnitzki, D., Ebersberger, B., and A. Fier(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ollaboration, Subsidies and R&D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Finland and German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2(7), pp.1347~1366.
⋅Czarnitzki, D., and S. Thorwarth(2012), “Productivity Effects of Basic
Research in Low-tech and High-tech Industries”, Research Policy,
41(9), pp.1555~1564.

⋅David, Paul A., Bronwyn H. Hall, and Andrew A. Toole(2000),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of the

참고문헌

89

Econometric Evidence”, Research Policy 29(4-5), pp.497~529.

⋅Diamond, A. M.(1998, January), “Does Federal Funding Crowd out Private
Funding of Science”, In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s.
⋅Geroski, P.(1995), “Markets for Technology: Knowledge, Innovation and
Appropriability”, Handbook of the Economics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Globeman, S.(1973), “Market Structure and R&D in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13(2),
pp.59~67.

⋅Griliches, Z.(1979),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tivity Growth”,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pp.92~116.

⋅Griliches, Z.(1991), “The Search for R&D Spillov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rossman, G. M., and E. Helpman(1991), “Quality Ladders in the Theory of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1), pp.43~61.

⋅Görg, H., and E. Strobl(2007), “The Effect of R&D Subsidies on Private R&D”,

Economica, 74(294), pp.215~234.
⋅Hall, B., and F. Hayashi(1989),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n Invest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973).
⋅Higgins, R. S., and A. N. Link(1981), “Federal Support of Technological
Growth in Industry: Some Evidence of Crowding out”,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4), pp.86~88.
⋅Holemans, B., and L. Sleuwaegen(1988), “Innovation Expenditur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Belgium”, Research Policy, 17(6), pp.375~379.

⋅Howe, J. D., and D. G. McFetridge(1976), “The Determinants of R&D
Expenditur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pp.57~71.

⋅Hussinger, K.(2008), “R&D and Subsidies at the Firm Level: An Application

90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적용 방안

of 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Two‐Step Selection Model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3(6), pp.729~747.
⋅Jaffe, A. B.(1986),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Spillovers of R&D:
Evidence from Firms’ Patents, Profits and Market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76(5), pp.984~1001.
⋅Jaffe, A. B.(1989), “Real Effects of Academic Research”, American Economic

Review, 79(5), pp.957~970.
⋅Kaiser, U.(2006), “Private R&D and Public R&D Subsidies: Microeconometric
Evidence for Denmark”, Nationaløkonomisk Tidsskrift, 144(1),
pp.1~17.

⋅Klette, T. J.(1996), “R&D, Scope Economies and Plant Performance”, RAND

Journal of Economics, 27, pp.502~22.
⋅Klette, T. J., and J. Møen(2011), “R&D Investment Responses to R&D
Subsidies: A Theoretical Analysis and a Microeconometric Study”,

NHH Dept. of Finance & Management Science Discussion Paper,
(2011/15).

⋅Lach, S.(2002), “Do R&D Subsidies Stimulate or Displace Private R&D?
Evidence from Israel”,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0(4),
pp.369~90.

⋅Lach, S. and R. Rob(1996), “R&D, Investment and Industry Dynamic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5(2), pp.217~49.
⋅Levy, D. M.(1990), “Estim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 R&D”, Economics

Letters, 32(2), pp.169~173.
⋅Levy, D. M., and N. E. Terleckyj(1983), “Effects of Government R&D on Private
R&D Investment and Productivity: a Macroeconomic Analysi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pp.551~561.
⋅Leyden, D. P., and A. N. Link(1991), “Why are Governmental R&D and Private
R&D Complements?”, Applied Economics, 23(10), pp.1673~1681.

⋅Lichtenberg, F. R.(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Federal Contract R&D

참고문헌

91

and Company R&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4(2), pp.73~
78.

⋅Lichtenberg, F. R.(1987), “The Effect of Government Funding on Private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a Re-assessment”,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pp.97~104.
⋅Lichtenberg, F. R.(1988), “The Private R&D Investment Response to Federal
Design and Technical Competi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3), pp.550~559.

⋅Nelson, R. R.(1959), “The Simple Economics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3), pp.297~306.
⋅Robson, M. T.(1993), “Federal Funding and the Level of Private Expenditure
on Basic Research”, Southern Economic Journal, pp.63~71.

⋅Romer, P. M.(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pp.1002~1037.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art 2), S71-S102.
⋅Schumpeter, J. A.(1928), “The Instability of Capitalism”, Economic Journal,
38(151), pp.361~386.

⋅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Shrieves, R. E.(1978), “Market Structure and Innovation: a New Perspective”,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pp.329~347.
⋅Solow, R. M.(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pp.65~94.
⋅Von Tunzelmann, N., and B. Martin(1998), “Public vs. Private funding of
R&D and Rates of Growth: 1963-1995”,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SPRU) Working Paper.
⋅Wallsten, S. J.(2000),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92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적용 방안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pp.82~100.

⋅Williamson, O. E.(1986), “Economic Organization: Firms, Markets and Policy
Control”, Hemel Hempstead, England: Wheatsheaf Books Ltd.

3. 기타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5차~7차(2014, 2016, 2018)”.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제표 정보: 2010~2018년”.
⋅통계청, “경제총조사(광업제조업) 원자료: 2010, 2015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기업별 수출실적 정보: 2010~2018년”

4. 웹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https://www.smtech.go.kr/)

참고문헌

93

Abstract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n Korea: Systems by
Innovation Capabilities
Minji Kang* et a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ed for R&D policies to solve market
failures of SMEs and discusses the need to enhance innovation capabilities through the increase of the “market capabilities” of SMEs as the
primary way to resolve market failures. Because the innovation output
without market value does not mean much to firms, the incentive for
the innovation of the firms must be low unless the factors that impede
innovation by the weak market capability are resolved. Therefore, it
should not be just the realization of the innovation, but rather an enhancement of its market capabilities through the achievement of the
innovation, as the primary policy objective of R&D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market capability that represents the nature of
market failure faced by SMEs as a new criterion of the innovation capability for each step of the “early-leap-mature” along with the will* minjikang@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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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ness of innovation. For the analysis, the pooled cross-sectional
firm-level data of the Korean Enterprise Innovation Survey manufacturing sector in 2014, 2016 and 2018 are merged with the firm-level
financial statements from the Korean Enterprise Data(KED), information on the export volume by firm during the 2010-2018 period
of th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and a list of firms
that participated in R&D support projects organiz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during 2011-2018. Then, we apply the proposed criteria to the data to
figure out the distribution of supportable groups of SMEs by each stage
of the “early-leap-mature” and draw out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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