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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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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조직의 생존에 

향을 미친다. 과거의 경 환경은 비교  안정된 

환경 하에서 당한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기업은 

성장할 수 있었다. 량생산 량소비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만 하면 팔렸다. 따라서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서

비스 개발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윤

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변하면서 소비자의 제품

에 한 인식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신제품에 한 욕구 역시 

하게 증가하 다. 이는 기업들이 자체의 개발

역량을 발 시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

을 출시하여 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게 있어 과거에는 자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패러다임에서 오늘날은 기술획

득․활용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

년  이후 세계 각국의 기술개발경쟁 가속화로 인

하여 세계 각국은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지속 으

로 확 시켜왔고, 결국 원하는 기술을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는 기술 신환경이 개되었으며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과 기업 내부의 지식간의 격

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기업경쟁력이 외부

의 기술지식을 얼마나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

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 가 되었다. 

나인시그마(NineSigma)사가 수행한 기업R&D

매니 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이 기업의 외부기술 획득 략의 요성이 증 되

고 있으며, 2008년경에는 신제품기술의 30～50%

정도가 외부에서 조달될 것이고 응답자의 35%는 

신제품기술의 50% 이상이 외부에서 조달할 것으

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체R&D

보다 외부의 기술획득을 통한 신사업․신제품 개

발 략의 실효성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세계 인 보안회사인 시만텍이나 정보통

신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 그리고 그락소 등의 다

국 기업이 기술이 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아웃소싱은 학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Matkin, 1994). 학

은 오늘날 산업체에서 필요한 많은 기술을 공 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학이 기술이 센터

를 설립하여 박사학 를 가진 담기술인력을 배

치하고 학에서 발명한 기술을 민간에 이 시켜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로리다 학이 Riley

사에 기술을 이 시켜 33백만달러의 기술이 수

입을 올렸고 미시간주립 학은 86백만불의 기술

이 수입을 올렸다[17].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조직마다 특유의 자원

을 보유하며 이러한 자원 혹은 자원들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조직능력이 경쟁우 의 원천이 된

다는 것이다[2]. 자원기반이론은 조직의 내부자원

이 요소시장에서 획득되거나 혹은 조직 내에서 개

발되고 축 되는 과정에 을 두고 이를 지속  

경쟁우 의 원천으로 악한다는 에서 그 독창

성이 있는데 이러한 략  자원은 지속성(dura-

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이 가능성(transfer-

ability), 반복가능성(replcability) 등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9]. 

조직의 략  자원은 이 가능하며, 학과 기

업간의 기술이 은 략  자원의 이 을 볼 수 

있다. 최근 학과 기업간에 기술이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아웃소싱을 통한 기술사

업화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이 학으로부터 신기술

을 도입하여 신기술사업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략 자원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데 주요 목 이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의 기술이 사업화 요인을 설명하고 기술이 사

업화를 성공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술이   략  자원에 한 

기존문헌을 연구하고, 3장에는 연구설계에 해 

기술하 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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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성과  한계를 

포함한 결론을 기술하 다.

2. 기존문헌연구

2.1 기술이 에 한 연구

최근에 학에서 신기술벤처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 으로 학은 기업과 기술라이센싱

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로열티를 받는 것이다[8]. 기술이 사업화에 

한 연구는 미국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으며 

지 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Siegel 등(1999)은 98개의 학기술이 담당자 

 책임자를 상으로 학기술이 에 장애가 되

는 요인을 연구하 다. 연구결과 문화차이, 료

경직성, 보상체계미흡, 비효율 인 운 체계 등

이 민간에 기술이 이 되는 것의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하 다. Bozeman 등(1992)이 미국 533개 연

방연구소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직 내의 낮은 수 의 료화, 산업과의 연계, 그

리고 사업지향 인 미션이 가장 성공 인 기술사

업화의 요인으로 악하고 있다. Dill(1995)은 90

여개 조직을 상으로 기술이 상  메카니즘을 

연구하 다. 연구결과 경험년수, 기술 인 지향, 

기술이 에 한 의사소통빈도가 기술이 사업화

와 연 이 있는 변수임을 밝 냈다. Jenson 과 

Thursby(1999)는 62개 미국 학의 기술이 책임

자를 상으로 교수들의 학기술이 을 극

으로 참여시키기 한 수단으로 기술이 을 통하

여 발생되는 로얄티 수입을 분배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란 것을 연구하 다. Kramer 등

(1997)은 펜실베니아 학으로부터 기술이  받은 

24개 기업을 상으로 기술이 사업화에 한 성

과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 기술이 을 통하여 

학은 151백만 달러의 기술이 수입을 올렸으며 

242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다.

Matkin(1990)은 학기술이 의 성공요인은 기

업 활동을 한 지원 인 교수문화가 학으로부

터의 기술이 조직에 한 지원이 성공요인으로 

연구하 다. Siegel 등(1999)은 5개 학의 기술

이 책임자와 55개 기업의 표에게 인터뷰조사

를 하여 기술이 사업화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조직 인 요소로서 교수와 기술이 조직구

성원에 한 보상시스템이라고 연구하 으며, 

학과 기업사이의 비공식 이고 문화 인 장벽제

거를 한 책임자의 역할이 요하다고 하 다. 

한 Thursby와 Thursby(2000)는 65개 미국

학과 112개의 기업을 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교수나 기술이 책임자의 의

지를 꼽았으며, 기업의 연구조직구성원과 학기

술이 구성원과의 개인 인 유 가 요한 기술

이 을 자극시키는 요한 원천임을 분석하 다. 

Powers(2000)는 학기술이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108개의 학기술이  

센터와 회귀분석을 통하여 학기술이 조직의 

크기 등이 기술이 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don 등(2005)은 218개 학의 기술

이 센터를 상으로 수익지향 인 학이 기술

이 사업화에 보다 많은 향을 받는 것을 연구하

다

한국에서의 기술이 사업화에 한 연구는 아

직 많지 않으며 일부 공공연구소 기술이 책임자

들이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최

만기 등(2001)은 연구개발집단의 지식경 활동으

로 인하여 지식이 이 되는 과정을 분석하 는데 

연구개발자의 자원  특성과 제도  특성이 지식

이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 다. 특히 

연구개발집단의 자원특성으로서 업무의 상호의존

성, 집단응집성 등을 변수로 측정했으며 제도특성

으로서는 지식경 평가제도, 지식경 보상제도 등

을 변수로 설정하 으며, 자원특성  제도특성 

모두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이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이 을 통한 사업화는 실제 으로 매우 

요함에도 이스스터디를 통하여 연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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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t, Gibson, & Smilor, 1991 ; Roberts & 

Malone, 1996),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연구

한 것(Hauksson,1998)이 부분이다.

2.2 략 자원(Strategic Resources)에 한 

연구

자원기반이론은 기업의 내부자원이 요소시장에

서 획득되거나 혹은 기업 내에서 개발되고 축 되

는 과정에 을 두고 이를 지속  경쟁우 의 

원천으로 악한다는 에서 그 독창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내부자원을 요소시장에서 즉시 획득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제학  에 비해 자

원기반이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불유동

성(immobility)과 자원의 축 에 필요한 시간  

비용을 강조한다.

1984년 Wernerfelt가 “A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자

원기반이론은 심이 일기 시작하 으며, 특히 

1980년  후반에 들어와 략이론과 기법을 선도

으로 도입해왔던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

과 유럽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1990

년 에 자원기반이론은 더욱 발 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경쟁우 와 경쟁능력의 획득과정에 한 

심이 고조되었으며, 기업의 내부능력과 같은 개

념들이 등장하고 분석의 이 외부환경 보다는 

기업 내부에 두어졌다. Wernerfelt(1984)는 기존

의 제품측면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하여 Wernerfelt(1984)는 자원지

장벽(resource position barriers)이라는 개념을 

시여기고 이를 창출하는 자원으로서 기계용량, 

고객충성, 생산경험, 기술에서의 선두 등을 강조

하고 있다. Barney(1991)는 기업의 자원과 유지 

가능한 경쟁우 와의 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업자원의 이질성, 기업자원의 불이동성을 심

으로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를 창출시키는 자

원에 하여 연구하 다.

한편 Hall(1992)은 기업의 지속 인 경쟁력은 

상 으로 차별화된 능력, 즉 특허, 라이센스, 명

• 기업 자원의 이질성
(Firm Resource 
Heterogeneity)

• 기업 자원의 불이동성
(Firm Resource 

Immobility)

• 가치성
(value)

• 희귀성
(rareness)

• 불완전한 모방
(imperfect imitability )

— 역사적 의존성
(history dependent)
— 원인 모호성
(causal ambiguity)
— 사회적 복잡성
(social complexity)

• 대체 가능성
(substitutability )

지속적
경쟁우위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자료 : Barney(1991)

[그림 1] 경쟁우 와 기업자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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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무형의 자원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형자

산이 기업의 자원으로서 경쟁우 의 원천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Hall(1992)은 이에 근거하여  

분류를 좀 더 확  발 시켜 무형자원을 크게 자

산인 무형자원과 기술인 무형자원으로 나 었다. 

자산인 무형자원을 살펴보면 첫째, 특허권, 상표

권, 작권, 의장권과 같은 지 재산권을 들 수 있

다. 둘째는 계약으로 이는 두사람 이상 사이의 합

법  의무를 창출하고 강제할 목 으로 맺는 정

이며, 리 정, 면허 정, 임 계약 등의 형식에

서 계약은 가장 요한 자원범주의 하나이다. 셋

째, 업비 을 들 수 있다. 이는 공식이나 노우하

우, 작업과정과 같은 기술  비 을 포 한다. 넷

째, 회사와 제품의 평 이 있다. 특히 기술인 무형

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이 가지

고 있는 조직의 운 능력, 경 능력과 같은 독특

한 무형자원인 노우하우와 조직 내 개인이 보여주

는 믿음, 지식, 태도와 습 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가 있다. Peteraf(1993)는 기업의 경쟁우 를 갖

게 하는 자원으로서 차별화된 자원, 경쟁의 사후

인 제한(ex post limits to competition) 등으

로 설명하고 이러한 상 인 우 자원을 하

게 사용하는 것이 기업 략수립의 기 가 됨을 주

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의 략 자원은 경쟁우 의 원

천이 궁극 으로 기업내부에 존재하고 그 기 때

문에 략의 수립은 보유자원에 기 하여야 한다

는 것이 그 핵심이다. Collis(1991)는 자원기반이

론에서 요시되는 자원으로 핵심역량, 조직능력, 

리  유산(administrative heritage) 등을 들고 

있다. 핵심역량은 기업이 우 를 리고 있는 비

가역  투자(irreversible investment)의 집합체

라 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능력, 보완  자원, 조

직의 계  능력을 들 수 있다. 를 들면 소니

(SONY)의 소형화능력, 3M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Praharad와 Hamel(1990)은 첫째, 유형자원 보

다는 무형자원의 요성을 강조하며, 핵심능력을 

조직의 집단학습, 특히 다양한 생산기량(production 

skills)을 어떻게 조정하고, 복수의 기술흐름을 어

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한 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조직능력은 무형자원을 의미하며,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경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로 

리  유산은 무형 인 문화유산과 물질  유산

을 분류된다. 이  무형  문화유산은 설립자 

는 지배  리자의 카리스마 인 리더십스타일

과 비 , 조직의 반 인 문화, 역사 이며 상징

 행동 등을 의미하며, 물질  유산은 공장의 입

지, 사무시설, 통신시스템,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5].

자원기반이론에서 볼 때 기업이 성공하는데 있

어 요한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창출하는 능력(capability)

이 보다 요하다[21, 23]. 이는 기업이 어떠한 자

원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그러한 자원

을 획득하고 축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창출되었느냐는 것이 

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 Dierickx 과 Cool(1989)

은 략자원은 기업의 투자패턴에 의해 장기 으

로 축 된다고 설명하면서 략자원으로 기술  

경험, 상표충실도 등을 제시했다. Grant(1991)는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설비, 개인 종업원의 기

술, 특허를 자원으로 구분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들 자원을 결합하는 능력의 개념을 제시했다.

3. 연구설계  변수

3.1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는 기업이 학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

여 사업화하는데 향을 끼치는 략  자원요인

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악하고 어느 정

도의 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선행연구들에 

한 이론  검토를 통해 략  자원요인들을 도

출하 으며,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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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하 다. 연구모형은 기술이 을 받아 실제 

사업으로 연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으로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 에서도 기업이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하 으며, 자원획득과 련하여 다섯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Barney(1991)는 조직의 성과우 를 

확보해주는 자원으로서 조직 내의 인 자원의 특

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 자원의 특성은 조직

구성원의 교육훈련이나 경험, 단력, 지 능력, 

친 성, 통찰력 등이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조직구성원의 기술이 에 한 

문성은 기술이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 증가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 하에 가설 1～가설 2

를 설정하 다. 

가설 1 : 기술이 담조직의 인원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 기업의 정보수집능력이 높을수록 매출

액이 증가할 것이다.

자원으로서 조직의 활동은 요한 의미를 갖는

다. Zahra와 Bonger(1999)는 소 트웨어 산업에

서의 특허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향을 연구

하 고, Deeds 등(1999)은 기업의 특허가 생명공

학업체의 성과에 향을 미친 향을 연구하 다. 

특허는 기술사업화의 요한 자원이며 기업의 

요한 조직자산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3을 

정립할 수 있다. 

가설 3 : 기술이 상 련 특허보유건수가 많

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성과를 결정짓

는 요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에 있다

고 한다. Barney(1991)는 자원으로서의 요성은 

자원의 가치성(value), 경쟁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희소성(rareness), 불완 한 체성(incomplete sub-

stitutability), 불완 한 모방성(incomplete imi-

tability)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는 자원변수로

서 기업의 종업원 비 연구인력 비율과 기술인력 

비율을 사용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립할 수 있다. 

 

가설 4 : 기업의 연구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

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5 : 기업의 기술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

액이 증가할 것이다.

3.2 변수설정  표본 추출

본 연구의 분석수 은 조직이며, 실증 상 조직

은 학으로부터 기술이 을 받은 기업체를 상

으로 하 다. 자원기반이론을 기반으로 기술이  

향요인을 검증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 담

인력  정보수집능력, 특허건수, 연구능력, 기술

능력  매출을 변수로 사용하 다. 우선 특허건

수는 지 재산권소유와 라이센스 계약이 기업과 

산업간 력에 있어서 요한 변수이고 학과 기

업들 모두 지 재산권, 특허, 라이센스를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우 를 확보하며 조직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한다고 주장

한 Phillips(1966)의 연구 등을 참조하여 학으로

부터 도입하는 기술과 련된 특허건수로 측정하

다. 기술능력, 연구능력, 기술이 담인력 등은 

조직의 성과우 를 확보해주는 자원으로서 조직 

내의 인 자원의 특성을 들고 있는 Barney(1991)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내 인력규모를 측정하

다. 기술이 담인력은 기업내 담당자의 수로 

측정하 으며 연구인력과 기술인력은 체종업원

수 비 해당 인력 비율로 측정하 다. 그리고 정

보수집능력은 정보수집, 분석 등의 변수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 사용된 매출은 학

으로부터 이 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기업에서 

실 한 매출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학으로부터 기술이  경험



기술이 을 통한 기술사업화에 향을 미치는 기업자원요인 탐색연구 1   157

<표 1> 응답기업 황

구분 표본수 비율(%)

기업유형

기업  3 3.8%

소기업 32 41.0%

벤처기업 37 47.4%

기타  6 7.7%

기술분야

기․ 자․정보통신 26 33.8%

기계  장비 10 13.0%

화학  9 11.7%

속․비 속  5 6.5%

자동차․운송장비  1 1.3%

생활용품  2 2.6%

정 ․ 학기기  1 1.3%

정보처리․컴퓨터운  7 9.1%

생물․미생물  5 6.5%

기타 11 14.3%

설립년도

1980년 이  7 9.6%

1980～1990년 이  7 9.6%

1990～2000년 이 25 34.2%

2000년 이후 34 46.6%

종업원수

10명 미만 24 31.2%

10명～20명 미만 19 24.6%

20명～30명 미만  9 11.7%

30명～40명 미만  4 5.2%

40명 이상 21 27.3%

매출액

1억 미만  4 5.6%

1억～5억 미만  8 11.1%

5억～10억 미만  8 11.1.%

10억～15억 미만  8 11.1%

15억 이상 44 61.1%

이 있는 169개 기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수집

결과, 169개 기업들 에서 최종 78부가 회수되어 

46%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설문에 한 응답자는 

조사 상 기업에서 기술이 사업화에 한 체

인 황을 이해하고 재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우선 으로 상으로 선정하 다. 

자료의 수집  측정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

하 다. 설문지를 배포할 때는 연구 상으로서의 

합성여부를 사 조사한 후, 합한 곳으로 선정

된 기업들을 상으로 화상으로 사 에 조를 

얻었다. 한 해당 설문지에 한 작성요령에 

해서는 화상 달  서면상 설명을 통해 사  

숙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내용에 한 검토

를 확인하기 해 설문지 시안을 가지고 사 조사

를 실시하 다. 사 조사에 한 코멘트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한 후 본 조사에 착수하 다. 설문

지 배포와 회수는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26일

까지 5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3.3 표본의 특성

연구 상 기업들의 황은 기업유형, 기술분야, 

설립연도, 종업원수, 매출액을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유형에 따르면, 소기업이 41.0%, 벤처기업

이 47.4%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로는 기․ 자․정보통신이 체의 33.8%로 가

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속․비 속이 

6.5%, 자동차  운송장비가 1.3%, 등으로 기타

의 기술분야는 상 으로 소수 비 만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연도는 1980년 이 이 체의 9.6%, 1980

년～1990년 이 이 체의 9.6%, 1990～2000년 

이 이 체의 34.2%, 2000년 이후가 체의 

4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

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가 80.8%로서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의 경우 10명 미만

이 체의 31.2%, 10명～20명 미만이 체의 24.6%, 

20명～30명 미만이 체의 11.7%, 30명～40명 미

만이 체의 5.2%, 40명 이상이 체의 27.3%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경우 1억 미만이 5.6%인 반

면, 15억 이상이 6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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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결과

4.1 기 통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본 인 사항들을 

검증하기 해 기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기술

이 을 통해 올리게 된 매출액, 즉 기술이 매출

액을 살펴보면 평균 132,062만원으로 제시되고 있

다. 최소의 경우 50만원에서 최 의 경우 1,000,000

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기술인력수는 평균 14.3명으로 나타났으

며, 아  기술인력이 없는 기업도 존재했으며 기

술인력이 120명인 기업도 있었다. 회사가 설립된 

시 은 평균 9.71년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2005년에 설립된 경우도 있

었으며 가장 오래된 기업의 경우는 설립된지 40

년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직원수는 평균 6.39명

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수가 1명으로 구성된 곳이 

있는가 하면 59명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특

허건수는 평균 4.49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소값

은 0, 최 값은 9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에 가설

검증에 사용될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을 실시

하 다. 기업과 기술이 사업화 련 가설들에 사

용될 변수간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은 가설검증에 사용될 변수들간의 계의 강

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분의 상 계수가 낮아 

회귀모형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과 연

구인력간 등에 상 계수가 0.575로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성격의 인자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표 2> 기 통계분석결과

변수명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기술이 매출액 132,062.84 194,541.258 50 1000,000

기술인력수(명) 14.31 21.006 0 120

연구소소유여부( /아니오) 0.75 0.672 0 5

연구소직원수(명) 6.39 8.592 1 59

특허건수 4.49 7.012 0 9

<표 3> 독립변수간 상 계 분석표

특허 이 담인력 연구인력 기술인력 정보수집

특허 1

이 담인력
.059
(.617)

1

연구인력
.548

**

(.000)
.063
(.589)

1

기술인력
.483**

(.000)
.127
(.363)

.575**

(.000)
1

정보수집
.079
(.503)

.094
(.418)

-.114
(.322)

-.142
(.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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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은 기업들의 기술이 사업화(기술이

을 통한 매출액)를 종속변수로 하고 략  자원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방정식은 기술이

담인력(X1), 정보수집능력(X2), 특허(X3), 연

구인력(X4), 기술인력(X5), 그리고 매출액으로 결

과변인(Ŷ)을 나타내는 다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Ŷ = 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e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R2과 이 모형의 자기상

성 여부를 한 Durbin-Watson 값과 설명변수

간 다 공선성 여부를 한 분산확 인자(VIF : var-

iance inflation factor)의 분석을 실시하 다. 연

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한 Durbin-Watson 

값과 VIF값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기상 성을 검정하기 한 Dubin-Wat-

son 값이 1.971로 1% 유의수  하에서의 임계치 

내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한 상 계 분석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다 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한 VIF 검정통

계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일반  

기 치인 10보다 휠씬 낮은 값을 가졌고 다른 검

정통계량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도출된 모형의 타당성은 체로 인정되므

로 연구모형의 설명력에 한 통계량은 유의 인 

결과를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F값은 12.844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R2는 .61이다. 따라서 가설

검증 사용된 다 회귀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단된다.

<표 4>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잔차

합계

5.837E+14

3.726E+14

9.563E+14

 5

41

46

1.1674E+14

9.0889E+12

12.844 .000

<표 5> 회귀분석 결과

모형
표 화계수
(Beta값)

t 유의확률
다 공선성 검증

공차한계 VIF

 기술이 담인력

 정보수집능력

 특허보유

 연구인력

 기술인력

 .204

-.002

.458

.408

-.031

.063*

-.015

3.654**

3.142**

-.241

.045

.988

.001

.003

.811

.970

.925

.605

.565

.591

1.030

1.081

1.652

1.771

1.691

R
2

수정된 R
2

F

   .610

   .563

12.844
**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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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가설과 련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기업의 기술도입

을 한 담인력은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

의 이 기술에 한 정보수집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이 기

술과 련된 기업의 특허는 유의수  0.01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가설 4의 

연구인력 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을 

단되었다. 그러나  다른 인력요인인 기술인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가설 검증의 요약

연구가설 변수명 계 결과

가설 1 기술이 담인력 정(+) 채택

가설 2 정보수집능력 정(+) 기각

가설 3 특허보유 정(+) 채택

가설 4 연구인력 정(+) 채택

가설 5 기술인력 정(+) 기각

5. 결  론

첨단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지에 있어

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근 경 환경 

속에서 첨단기술의 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

엇보다 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

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지만 학

과 기업의 력은 가장 효율 인 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 이러한 력은 궁극 으로 기술이 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

사업화에 주안 을 두고 이에 향을 미치는 략

 자원요인을 악하고 기업의 성공 인 기술이

사업화요인을 연구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기술이 사업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연구목 에 맞게 

략  자원요인들로 구분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연구가설 설정  연구모형 설계를 하 다.

본 연구는 오늘날 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요한 기술획득 략으로서 기업의 기술이 사업화 

략을 연구하 다.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기

술이 조직이나 기술기업의 기술이 사업화 략

에 비추어 이제 창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체의 기술개발 략

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빠른 욕구변화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학이나 연구소를 통하여 기술을 

이 받아 이를 제품화하는 략이 보편 으로 수

행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경우 1990년 이

에 설립된 기술이 센터가 1.9%에 불과하고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기술이 센터가 체의 84.9%

로서 미국은 이미 1980년 에 180여개 학에서 

기술이 센터가 설치된 것에 비하여 매우 설립역

사가 일천하다. 기술이 과 이에 따른 실  역시 

10건 이하의 실 을 보이고 있는 학이 73.9%로

서 매우 미흡하다. 한편 이 된 기술의 황을 보

면 기 자정보통신등이 37.5%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이

을 통한 사업화가 88%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발

 속도가 매우 빨라 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기술이 을 통한 사업화욕구가 기업에 비하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기술이 사업화에 있어 요한 

기술의 공 원인 학과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기

술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 인 요소를 

악하는데 있었다. 략 인 자원변수로서 Barney 

(1991)는 인 자원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Zabra와 Bogner(2000)는 소 트웨어산업에서 특

허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이 기술 상과 련

이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 기술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술이 을 한 담조직  연구인력의 비

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 으로 인한 매

출액 증 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술이 을 통

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해서는 이 상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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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특허와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 을 

한 담조직을 만들어서 기업에 맞는 기술을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조직

이론연구가 그 듯이 표본회수율이 작아 발생하

는 문제 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상은 기술이 을 받은 기업에서 이

받은 기술에서 매출이 발생된 경우가 연구 상으

로 하 는데 일부 기업들이 이 받은 기술에서 매

출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 기술이 성공 인 매출

이 발생되기 해서는  다른 자원이 투여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 아직 기술이 을 통

한 사업화가 미약하고, 한 역사 역시 일천하여 

극 인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 많지 않다. 그러

나 미국의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략  자원으로

서 기업의 기술인력이나 연구소, 특허 등은 기술

이 사업화에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  받은 기업들이 매출이 보다 많이 발생된 

데이터가 축 되어 연구소와 특허가 연계된, 그리

고 융지원, 조세지원, 행정 인지원 등을 독립

변수로 하는 기술이 사업화의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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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 해 (shhyun@skku.ac.kr)

재 성균 학교 경 학과  교수로 재직 이며 성균 학교 입학처

장을 맡고 있다. 성균 학교 경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DAHO STATE 

UNIV에서 경 학석사를, COLORADO UNIV에서 경 학 박사를 취득하

다(인사․조직 공). 인사 리연구와 경 학연구, 생산성연구 등 문

학술지에 조직  인사 리분야에 한 논문을 발표하 다, 주요 심분

야는 인사조직시스템설계, 기술이 , 경 신 등이다. 

최  진 (yuzin@sh.ac.kr)

서울보건 학 병원경 과에 조교수로 재직 이다. 한국외국어 학교 경

정보 학원에서 경 정보학 석사학 를 취득하 고, 성균 학교에서 

경 학으로 박사학 를 취득하 다. 한국 산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

무한 바 있으며 정보시스템 감리  평가, 로젝트 리 투자성과평가

가 주요 심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