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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이 기술역량에 따른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 고, 경 성과 단계에 지원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하 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

원이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의 필요단계와 경 성과단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단계의 효율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창업보육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를 찾

아내고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취지가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단계 찾아 기술사업에 단계

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 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소기업의 정부의 지원단계를 조사하고, 창업보육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 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에 따fms 

정부의 지원단계와 경 성과단계에 효율  지원단계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인 기 , 응용, 개발기술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 으며, 경 성과 단계의 출증 , 수출증 , 수입 체, 원가 감, 고용증 , 공정개선에 기술역략이 

필요한 단계를 체계 으로 분석하 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은 수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은 

필요자 지원과 자 의 지원시기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신청과 선정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

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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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support of government enterprise 

incubator, incubator companies examined, an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competence necessary steps management performance steps, support conditions 

required were investigated. Government suppor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business performance necessary steps to support the needs of the incubator companies and step 

conditions. Therefore, need funding and funding support, and the time and du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steps in the support business performance, the conduct of the government's 

support is the most needed step, showed a new growth engine projects of the application and 

selection screening, secto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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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기술의 사업화는 기업의 생존을 한 도구이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그

러나 창업보육 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여건마련과 

비에 상당한 어려움과 난 에 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사업

화를 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있다.

즉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업화에 필요한 요청과 

국가차원의 산업육성을 해 창업기업을 상으로 연

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한 비용, 인력, 물자, 

마 , 정보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산과 시스템의 제약 등으로 모든 기업에게 일률 인 

지원을 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기술개

발 가능성과 사업화 환경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 지원을 

하고 있다[1].

따라서 창업보육 기업에게 지원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은 지원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 성과를 높이고, 

기업차체의 생존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기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부는 창업보

육 소기업에게 무한경쟁시 를 도 하고, 미래의 성

장 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지원을 모색하게 

되며, 지원기업은 지원정책을 통해 정책  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과향상을 높이도록 하게 된다. 

여기에는 총체  국가 략 산업의 선별  추진과 분

산된 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통일된 지원, 기

업과 소기업 간의 기술 신역량의 조화  기술개발 

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국가산업의 효율성 확보  기업

의 안정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3]. 

이러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부분 자 지원에 우선

되나 소요액의 일부지원에 그치므로 기술개발사업화에

는 부족하고, 미흡하여 지원성과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다 효과 인 성과향상을 해 창업보육 기

업에게 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도형 소기업을 육

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창업활성화  보육 진사업

의 활발한 시행과 실질 인 기술사업화 추진과정에서 

지원기업의 성과검증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효율  지

원방안의 모색을 극 추진함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아이디어의 개발

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소기업

의 육성과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효율  방안을 모색하

는데 있다[4]. 즉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아이디어

와 사업화 능력을 발굴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

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우리나라 창업 소기업의 부분 보유한 창의성과 

신성에 한 사업화에서 각종 환경 인 제약과 능력

의 한계 때문에 좌 되거나 꿈을 실 시키지 못함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창업보

육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통한 성과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역량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악하고, 경 성과의 단계에 있

어서 기술역량의 지원단계의 필요단계와 효율  지원

분야의 필요성검증을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시행하

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필요단계를 제시해 으로

써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 한 정부지원이 잘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단계를 분석하고, 경

성과의 기술역량의 지원단계를 악하여 창업보육기

업의 지원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  지원방안을 연구함

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술사업화
기술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을 많

이 보유하는 것도 요하지만 해당 기술을 제품화시켜 

성공 으로 목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에 

달려있다. 일반 으로 사업화란 기업가의 능력인 자본

능력, 리능력, 신능력, 아이디어를 갖춘 개인이나 소

집단이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자본, 

노동력, 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9]. 특히 기술사업화는 기술 신과 더불어 기술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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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최근들어 그 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데, 기

업의 기술 략은 자체 연구개발이나 공동 탁연구 혹

은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조직에

서 소화, 흡수, 확산할 수 있도록 효율 인 사업화에 

심이 증 해야 할 필요성이 극 제기되고 있다[5].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의 일반  

개념은 “개발된 기술의 이 , 거래확산과 용을 통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으로 정의하

고 있으나[6], 그 범 나 의미는 연구자나 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의의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아

이디어의 창안을 통하여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개

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신제품, 신공정, 는 기존 제품

과 정정을 개랴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명주기를 창출하는 것과 련된 

일련의 제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련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상용화, 실용화, 산업화, 기업화 등의 개념은 

연구자나 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조 씩 다

를 수 있지만, 공통 으로 “연구개발 성과2)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 제 조 2 혹은 기술의 

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활동과 그 과정”의 의미로 해석

되고, 기술사업화는 사업경쟁력 확보와 경제발 을 

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리 인식되고 있다[6].

기술사업화는 자체개발이나 획득한 신기술을 이용하

여 실용화 내지 사업화한다는 에서 기술과 련된 시

장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부가가치 실 을 한 인력

의 고용을 증가시키며 성공 인 시장진입을 통하여 지

속 인 경쟁우 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는 

기술  능력의 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을 

개발, 획득하고 우수한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환경하에서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능력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5].

기술사업화 역량은 기술을 소화, 개량하여 기업의 생

산 활동  매활동에 직  응용하는 과정으로 기술을 

활용한 생산활동, 마 활동 등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Nevenetal, (1990)은 기술사업화 역량

을 비용감소, 품질향상, 신기술 습득을 통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경쟁  우 능력으로 설명하 다.

김 두 외(1991)는 개발기술의 사업화역량을 결정하

는 요인으로 크게 기술 요인, 경제  요인, 기업특성요

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술  요인으로 기

술정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의 흡수, 소화, 개선능

력, 기술의 상품성제고능력, 생산기술능력을 들고, 경제

 요인으로 시장조사능력, 시장조건, 상품의 특성, 유

통경로와 조직, 마  능력, 자 능력을 들고 있으며, 

기업 특성  요인으로 기업주의 특성, 기업의 크기, 기

업의 경험, 기업의 자 능력, 기업의 기술능력, 기업의 

리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술사업화역량은 의의 기술사업화 

정의에 따라 “자체 연구개발 는 외부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실제생산, 매로 연결하기 하여 신

제품제도, 시험 생산, 양산제제구축, 마   매활

동에 이르는 연속 인 과정을 수행하는 조직역량”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1.1 기술사업화의 정의
행 개별 법령에서 기술사업화에 한 정의를 살펴

보면 우선 「기술이 진법」상에서는 ‘사업화라 함

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매

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련기술의 향상에 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 다. 이러한 정의는 의의 사

업화와 의의 사업화 개념을 모두 포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의의 사업화란 개발된 무형

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뜻하며 주

로 개발된 기술을 생산과정에 용시키거나 응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양

산체제를 갖추고 매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의의 사업화는 기술의 비즈니스화, 즉 기술을 통하여 

경제  이익을 얻는 제반활동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한 공

동연구 등 사업성이 있는 기술의 개발활동자체를 포함

하며, 사업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개발된 기술의 

응용  개량, 기술의 배타 권리  경제  가치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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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한 지 재산권화, 사업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기

술이   거래활동,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

발. 생산  매활동, 기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창

업, 투자유치, 자 조달등 제반기업 활동을 모두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1. 국내 법령을 토대로 한 기술사업화의 정의
련 
법령

주요 내용

기술
이전
촉진법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
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제12조)

산업
발전법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제26조), 산업발
전법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실
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실용화에 의해 생산된 제
품의 판매촉진,특허/실용신안/의장기술의 실용화 촉진, 개발
된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기
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으로 규정(제26조 및 동법시행
령 제28조)

특허법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로 정의(제2조) - 물건의 발
명인 경우에는‘그 물건을 생산/시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하는 행위 등’-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기술
개발
촉진법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
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을 찾아 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
간 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제2조), 정부는 기
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
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
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하여 재정/금융지원 등 기술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
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제3조)

자료: 각 법령집, 05 기술이전사업화백서(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참고로 재
작업

이상에서 논의된 사업화에 한 정의를 토 로 본 연

구에서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다는 측

면에서 기술사업화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2 기술사업화의 유형
기술사업화의 개념이 다양하고 포 인 만큼 기술

사업화의 유형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 데 우선 공공부

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따라 크게 성격이 달라지며, 사

업형태(창업, 기술이 , Spin-off, 연구개발용역등)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사업주체가 연구원인가, 는 

교수인가 기업인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술사업화 유

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

업화주체  당사자를 기 으로 세분화하여 [표 2]에 

제시하 다.

표 2. 기술사업화의 유형
구분  사업화유형 내 용

공공부문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정부R&D자금의 투입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
간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것으로 정부
R&D사업의 효율성과경제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공공기술
개발자창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주관이되어개발한기술
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교수, 연구원등으로 하
여금 창업및사업화하도록 하는 방법

민간부문

자체기술
사업화

민간기업이 자체개발하였거나 공동으로 개발
한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방안

이전기술
사업화

기술의 판매희망자와 기술의 구매희망자가연
결되어 민간부분에서 해당 기술의거래가 이
루어지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

자료 : 한국기술거래소,「2004/2005 기술이전사업화백서」

공공기술의 이  사업화란 공공연구기 이나 학에

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부문으로 이 하여 사업화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하려고 하지 않거나 는 할 수 없

는 것으로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는 원천기반기술이나 

선도기술, 형국책기술 등이 해당된다.

1.3 기술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으로 기술사업화에 한 정책  심이나 

학문 , 실무  측면에서 가장 먼  연구를 시작한 나

라는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사업화

에 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첫 

번째 흐름은 공공부문에서 학, 연방연구소 등 연구주

체별로 개발된 기술이 어떠한 채 을 통하여 민간부분

으로 확산되어지며 이러한 확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경제에로의 확산을 진

하기 해서는 어떠한 인 라가 갖추어 져야 하는 지에 

한 것이다.  다른 연구흐름은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연구개발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사업화 진을 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측

면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의 상업  활용을 진하기 하여 사업화 련 성

공  실패요인에 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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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연구방법으로는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개발

로젝트에 한 사례연구 는 사업화 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사업화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밝 내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흐름은 주로 첫 번째 연구 흐름을 심으

로 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후자의 사업화 향요인에 

한 연구는 90년  반 이후부터 부분 으로 연구되

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의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에서 기업이 정부지원자 이 필요한 단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이 지원

단계와 경 성과단계에서 필요한 자 과 지원분야 단

계를 악하고자 한다. 

2. 기술역량
변하는 외부환경에 효과 으로 응하고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경쟁사보다 뛰어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기업의 역량과 련 기존연구들은 핵심

역량이나 기술역량과 같이 유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개념들에 한 정의와 기업 내에서의 용

범 는 다소차이가 있다. 역량은 환경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생산활동[13]  조직운 과 련된 지식, 기법, 

자산, 루틴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2]. 

이러한 역량 에서 기술에 기반한 기술역량는 제품

개발  생산과 련된 제반기술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

으며, 여기에는 기술의 선택, 획득, 개선  활용에 필요

한 지식과 기법을 포함한다. 기술역량은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련 역량으로 보유기술의 수 , 과

학기반과의 연계정도, 기술수명주기, 신제품수, R&D투

자비 , 보유특허건수, 연구개발인력규모와 비  등과 

같이 다차원 인 요소로 구성되어있다[15].

연구에서는 기술역량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의 보유정도를 

정의하고 기술역량에 한 기존 실증연구들과 같이 개

별 기업들의 기술능력과 련된 제반투자정도나 보유

기술수  등에 을 둔다. 자원기 이나 동태  

역량 에서 기술역량은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

속 인 경쟁우 의 창출과 강화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역량이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데, 기술역량 수 이 높을수록 매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속 인 성장 략의 추구에서

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역량과 성과간

의 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실증분석결과로 제시

되고있다[14].

Aw and Batra(1998)는 만의 제조업에서 기업의 효

율성(firm efficiency)과 기술역량의 상호 계를 평가했

으며, 기업의 효율성은 기술역량과 정(+)의 계를 가

졌다. 

석유산업에서 R&D지출, 출 물  특허로 측정한 기

술역량은 경 성과에 정(+)의 향 계를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3]. 한 기업의 성과 향요인 연구를 하

는데 기술역량은 신생기업 성과의 요한 결정요인으

로 제시되었다[16]. 

R&D 지출, 특허, 신제품출시, R&D 강도(R&D 지출

액 / 매출액) 등을 기술역량의 지표로 사용하여 기술역

량이 매출성장률과 경 수익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 다[3]. 기술역량과 성과와의 다양한 실증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역량과 성과간의 계가 다차원 계를 속성

을 갖고 있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한 기술역량의 

측정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은 R&D투자비 이나 R&D

인력비 과 같은 투입요소의 상  비율이나 특허건

수 등과 같은 기술 신의 결과물들을 기술역량의 요

한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변수에 따라 상호 다른 결과들

을 나타나고 있다[8]. 

기술 신 자체가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시차효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일부 결과들에 있어서 성과에 미

치는 향 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으나, 기술역량은 치

열한 경쟁환경하에서 경쟁기업 비 우수한 제품개발과 

생산우 를 확보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

속 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

심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역량의 두가지 요소인 문기술

인력과 지 재산권의 확보여부가 소기업의 경 성과

에 미치는 향에 을 둔다. 문기술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인 자원 뿐만 아니라 최신기술에 한정보와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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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지속 인 개선

이나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여 수익성 있는 시장으

로 진출이 가능하여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의 내부역량인 기술인력이 많을수록 기술 신의 

상용화가 높게 나타났다[10]. 

연구개발투자 비 , 기술인력의 비 , 석사 이상의 

문기술 인력의 비  등의 기술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은 

보다 많은 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 

문기술인력 비 과 같은 투입요소와는 별도로, 기술의 

빠른 변화나 경쟁기업의 모방은 기술투자에 따른 효과

를 얻기 어렵게 한다[14]. 특히, 경쟁기업의 유사기술 

모방은 자사의 매출확 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이므로 확보된 기술에 한 유성을 높이는 것은 기술

신에 따른 수익을 극 화하는데 매우 요하다. 

3. 경영성과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요인에 해서는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는 첫 

번째 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요인들, 창업보육

센터의 지원서비스, 창업보육센터 내부 조직 등과 창업

보육센터 성과와의 상 계분석 등에 을 맞춘 연

구와 두 번째 으로 입주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 입

주시 지니고 있는 잠재 인 역량 즉, 사업아이템 경력

이나 CEO역량, 기술사업화 역량들이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 는 창업보육센터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연구

들로 분류할 수 있다[7].

창업보육센터 성공요인들과 련된 연구로서는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제  력의 창업보육센터에 

한 연구에서 12가지의 성공요인과 7가지의 한계  

그리고 기술이 의 모델을 정립하 다. 네트워크를 통

한 국제간 사상 인 력의 모델정립은 창업보육센터

의 외부네트워크의 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로서 목표·운

략, 물 ·인  자원, 보육지원서비스, 연계 로그램

으로 성공요인들을 설정하고 각 요인에 한 요도를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졸업기업 에서 비교·분석하

다[1].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에서는 물 ·인 자

원, 보육지원서비스가 요한 성공요인으로 분석된 반

면 창업보육센터 에서는 물 ·인  자원과 목표·운

 략이 상 으로 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각 

에서 성공요인의 요도를 분석한 것은 의의가 있

으나 성과와의 연계를 입증하는데 연구목표를 두지는 

않았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환경특성과 기업성과  

보육서비스 성과에 한 종합  분석을 하여, 경 환

경과 기술환경을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악하고 이러한 경 환경  기술환경요인의 기업성

과에 한 련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학 

BI 입주업체는 연구소 BI입주업체보다 경   기술환

경과 보육서비스에 하여 보다 민감하게 평가하며 기

업성과의 향성을 한 보육서비스의 역할을 더욱 필요

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7].

4. 창업 보육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는 신규 창업

하여 자생력이 미약한 창업 기단계의 기업들에게 다

양한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

원하는 시스템이다. 

창업보육센터의 개념은 배타조직으로서 잘 통제된 

조건인 다양한 지원시스템  외부와의 네트워킹이 포

함된 시설이라 하 다[13]. 기업의 창업에 있어 기술 창

업자는 기업의 운 에 필요한 자원의 부분이 부족하

고 창업보육센터는 이들에게 인력, 기술, 자 , 노하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함으로서 창업 

인재를 육성하고 신생기업의 발 을 가속화시키며, 이

들을 통해 기술의 신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신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16].

한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소기업창업지

원법」제2조 제7항에 의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

기 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 ·기술 

분야에 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사업

장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즉, 기술과 사업성은 있

으나 자  사업장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는 비창업자에게 개인 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을 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 , 세무, 기술지도 등

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험 부담을 이고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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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진하고 창업 성공률

을 높이는 것을 주목 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인 것이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지역량을 지원조건, 

지원기간, 사업추진, 제품생산 매, 사업진출연구 개발, 

사업다각화으로 설정하고, 경 성과단계를 매출증 , 

수출증 , 수입 체, 원가 감, 고용증 , 공정개선으로 

하여 경 성과 단계에 지원의 필요단계와 지원분야를 

분석 검증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

한 단계를 검증분석하고, 경 성과에 기술역량이 필요

단계와 지원분야를 악하기기 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지원조건
지원기간
사업추진
제품생산 매
사업진출연구개발
사업다각화

연구개발 
정부지원단계

경영성과지원단계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이동석(2008)의 연구는 첫째, 기술 신역량 가운데 

기술축 능력과 기술 신체제는 반 으로 경 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치나 연구개발능력은 경 성과

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기술사업화능력 역시 경 성과에 반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eunks(1998)는 유럽 6개국의 200개 소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규모 기업집단에서 공정 신, 

마 신과 R&D 신이 각각 성장성과 정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Lee, Lee & 

Pennings(2001)는 기업의 기술능력이 신생기업의 성과

에 요한 결정요인임을 밝 내었으며,Schoenecker & 

Swanson(2002)은 R&D지출, 특허, 신제품의 수 등의 

기술 신역량 지표들이 매출성장율과 경 수익에 정

(+)의 향을 미침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를 추진

하는 가운데 기술역량인 지원조건, 지원기간, 사업추진, 

제품생산 매, 사업진출연구개발, 사업다각화에 따른 

연구개발에 정부의 지원필요단계가 요한 것으로 생

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 1 : 기술역량의 지원조건이 개발단계에 정부지원

이 필요한 단계는?

H 2 : 기술역량의 지원기간이 개발단계에 정부지원

이 필요한 단계는?

H 3 : 기술역량의 사업추진이 개발단계에 정부지원

이 필요한 단계는?

H 4 : 기술역량의 제품생산 매는 개발단계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H 5 : 기술역량의 사업추진연구개발은 개발단계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H 6 : 기술역량의 사업다각화는 개발단계에 정부지

원이 필요한 단계는?

Hise e tal.(1990)은 marketing function 과 R&D 

function간 개입의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는데, 부서간 개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성과

가 높아진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Moeneart & 

Souder(1990)는 마 능력과 R&D능력간의 통합과 

성과에 한 연구모형에서, 이들 통합의 메커니즘이 능

력간 정보교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정보교류

의 정도가 통합의 수 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에서 경 성과의 단계에서 경 역량의 사업

의 필요지원이 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H 7 : 지원조건이 경 성과에 필요한 단계와 분야는?

H 8 : 지원기간이 경 성과에 필요한 단계와 분야는?

H 9 : 사업추진은 경 성과에 필요한 단계와 분야는?

H 10 : 제품생산 매는 경 성과에 필요한 단계와 분

야는?

H 11 : 사업추진연구개발은 경 성과에 필요한 단계

와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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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2 : 사업다각화는 경 성과에 필요한 단계와 분야

는?

3. 조작적 정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역량이 지원

과 경 성 단계에 미치는 계를 악를 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조작 정 의를 작성하 다. 

표 3. 조작적 정의
기술사업화 
기술역량

정부의 지원단계
(연구개발)

경 성과
지원분야단계

지원조건
전략수립
기획
선정
수행

성과확산

필요자금
지원시기와 기간
신청과 신청심사
사업기회분야
녹색산업분야
사회기업분야

지원기간
사업추진

제품생산판매
사업진출연구개발

사업다각화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본장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을 

토 로 구성하 으며 일반 인 설문지작성기 에 유의

하여 설문지의 각 항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도록 한 수정을 하 다.

설문지는 첫째, 연구분석을 한 질문사항(기술의 역

량, 기술개발단계, 경 성과) 둘째, 기업의 일반사항

(R&D 정부지원단계, 자 지원, 매출증 , 인력지원, 수

출증 , 시험장비지원, 수입 체, 형제품화지원, 원가

감, 시장개척지원, 고용증 , 지원조건, 자 확보, 지

원기간, 생산기간단축, 사업추진, 품질공정개선, 재

련상품 매, 사업정보획득, 산업진출을 해 연구개발, 

기술의 자립완성도, 사업다각화,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효과, 기술사업화 가능성) 등 두 분야로 구분하여 

가설검정에 필요한 주요 변수들의 측정은 5  리커트

측정을 사용하 다. 항목별 평가 수는 ①매우 불만족 

(1 ) ② 불만족(2 ) ③보통(3 ) ④만족(4 ) ⑤매우 

만족(5 )로 정해서 측정하 다.

4. 자료의 설계와 분석방법 
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표집 상은 재 창업보육기업들을 상

으로 사업을 효율 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상으로 창

업보육기업 R&D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상을 심으로 

조사를 하 다. 연구자가 직 제작한 설문지를 연구

상으로 하여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 다. 조사는 사 조사와 본조사로 나 어 

실시되었다. 먼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본 조사에 실시한 사항들을 검하기 해 사 조사를 

실시하 다. 먼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본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하기 해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는 련한 학과에 학자 5

명에게,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두드러

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처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동일차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무 많은 것

이 지 되었으므로 문항수를 여서 다시 설문지를 구

성하 다.

사 조사를 통해 평가되고 구성된 설문지로 본 조사

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2012년 1월 1일∼1월 30일, 

30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150부가 배포되었는데 이

 9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

답을 한 설문지 58부를 제외하고 92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4.2 조사의 방법
본 연구에서 타당성 분석 후 도출된 요인에 하여 신

뢰도를 분석하 다. 변수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동일측정도구 2회 측정상 도(test-retest reliability), 동

등한 2가지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치의 상 도(alter- 

native-form reliability), 항목분할 측정치의 상 도

(split-half reliability), 내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변수를 측정하기 하여 복수로 

설계된 설문항목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장 표

인 방법인 내 일치도를 용하고자 한다.

내  일 성을 나타내는 값인 Cronbach's alpha 즉 

신뢰도 계수 alpha(α)는 검사한 검사내에서 변수들간의 

평균상 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이 동질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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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nally(1978)는 탐색 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분야에

서는 0.90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Ven 

de Ven & Ferry(1980)도 조직 단 의 분석 수 에서, 

일반 으로 요구되는 Cronbach Alpha값이 0.60 이상이

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

반화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역별

로 모두 신뢰도가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

가 없었다. 이를 해 사회과학 등의 통계분야에서 일

반 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처리 로그램인 SPSS/ 

WIN Ver. 20.0과 AMOS Ver. 7.0을 이용하여 처리하

으며 유의수를 0.05에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차이분

석을 통하여 지원조건이 정부지원에 필요한 단계를 분

석하고 경 성과에서 기술역량에서 지원이 필요한 단

계와 분야를 분석하 다. 

IV. 분석 결과

1. 기초자료 분석
1.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92 창업기업체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

면 기술창업기업은 56개 업체와 일반창업기업36개 업

체가 조사에 응답자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단계는 

략 수립 단계는 4개 업체 과제기획단계 15개 업체, 과

제선정단계 14개 업체, 과제수행단계, 42개 업체, 성과 

확산단계 17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창업기업년도는 3-5

년이 30개 업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부의 지원

은 매우불만족이1개 업체, 불만족이 6개 업체, 보통이 

30개 업체, 만족이29업체, 매우만족이 26개 업체로 나타

났으며, 종업원 수는 1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년 매출

액은 10억-20억 사이 업체가 가장 많았다. 정부지원이 

3-5년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56개 업체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1.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수는 신뢰도가 0.8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충족되었다.

표 4. 신뢰도 분석
구분 항목 수

신뢰도
(Cronbach의 알 )

R&D 정부지원 6 .863
기술개발 6 .863
사업역량 5 .872

사업의 필요성 5 .841

3. 가설의 검증
3.1 기술역량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단계.
지원조건이 R&D활동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수행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지원조건이 R&D활동시 정부지원에 필요단계

지원
조건

 R&D 활동 시 정부지원 필요단계

체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략 
수립 
단계

기획 
단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성과 
확산 
단계

필요자금
1 8 5 19 9 42

21.450
.371

2.4% 19.0% 11.9% 45.2% 21.4% 100.0%

금리수준
0 1 1 0 0 2

.0% 50.0% 50.0% .0% .0% 100.0%

담보조건
0 2 3 0 1 6

.0% 33.3% 50.0% .0% 16.7% 100.0%
심사/평
가기준

3 4 4 13 5 29
10.3% 13.8% 13.8% 44.8% 17.2% 100.0%

상환조건
0 0 0 3 0 3

.0% .0% .0% 100.0
% .0% 100.0%

중복추가
지원

0 0 1 2 0 3
.0% .0% 33.3% 66.7% .0% 100.0%

전체
4 15 14 37 15 85

4.7% 17.6% 16.5% 43.5% 17.6% 100.0%

(유의확률 > 0.05)

기술역량의 지원조건에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R&D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각 단계에서 필요자  

45.2%, 리수 은 선정단계와 기획단계 50%, 담보조

건은 선정단계 50%, 심사평가기  44.8%, 상환조건 수

행단계에서 100%, 복추가지원은 수행단계6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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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원기간이 R&D활동시 정부지원에 필요단계

지원
기간

R&D 활동 시 정부지원 필요 단계

체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략 
수립 
단계

 기획 
단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성과 
확산 
단계

지원
시기와 
기간

3 9 7 16 11 46

7.282
.507

6.5% 19.6% 15.2% 34.8% 23.9% 100.0%

지원신청 
기간

1 6 3 16 3 29
3.4% 20.7% 10.3% 55.2% 10.3% 100.0%

사후
관리 
기간

0 0 2 4 1 7
.0% .0% 28.6% 57.1% 14.3% 100.0%

전체 4 15 12 36 15 82
4.9% 18.3% 14.6% 43.9% 18.3% 100.0%

(유의확률 > 0.05)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지원기간 에서는 수행단계

에서지원의 시기와 기간이 34.8%, 지원신청기간 55.2%, 

57.1%,로 나타났다. 

표 7. 추진사업이 R&D활동시 정부지원에 필요단계

사업추진

R&D 활동 시 정부지원을 어느 단계

체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략 
수립 
단계

기획 
단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성과 
확산 
단계

지원정보
0 1 0 3 0 4

25.058
.804

.0% 25.0% .0% 75.0% .0% 100.0%
신청과 
선정심사

1 6 2 14 3 26
3.8% 23.1% 7.7% 53.8% 11.5% 100.0%

지원정책 
일관성/
규제

2 0 3 3 3 11
18.2% .0% 27.3% 27.3% 27.3% 100.0%

추진 및 
사후관리

0 2 0 2 2 6
.0% 33.3% .0% 33.3% 33.3% 100.0%

성과와 
보고

0 1 2 6 2 11
.0% 9.1% 18.2% 54.5% 18.2% 100.0%

투자/보
증지원

0 1 2 3 2 8
.0% 12.5% 25.0% 37.5% 25.0% 100.0%

 복잡한 
구비서류

0 2 2 3 0 7
.0% 28.6% 28.6% 42.9% .0% 100.0%

지식과 
노하우

0 0 0 1 0 1
.0% .0% .0% 100.0% .0% 100.0%

 상업화 
지원

1 2 2 3 3 11
9.1% 18.2% 18.2% 27.3% 27.3% 100.0%

전체
4 15 13 38 15 85

4.7% 17.6% 15.3% 44.7% 17.6% 100.0%

(유의확률 > 0.05)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정보, 신청과 선정심사, 지원정책일 성규제, 추진

사후 리, 성과보고, 투자/보증지원, 복잡한 구비서류, 

지식과 노하우, 상업화지원에서 모두 수행단계에서 정

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제품생산, 판매 시 R&D활동시 정부지원에 필요단계
제품
(서비스)
을 생산, 
매

R&D 활동 시 정부지원을 필요 단계

체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략 
수립 
단계

기획 
단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성과 
확산 
단계

신성장 
동력 분야

2 3 4 12 5 26

10.183
.600

7.7% 11.5% 15.4% 46.2% 19.2% 100.0%
녹색산업
분야

0 3 2 11 3 19
.0% 15.8% 10.5% 57.9% 15.8% 100.0%

신제조 
기반 기술 

분야

0 5 1 4 2 12
.0% 41.7% 8.3% 33.3% 16.7% 100.0%

사회기업
분야

2 4 7 15 7 35
5.7% 11.4% 20.0% 42.9% 20.0% 100.0%

전체
4 15 14 42 17 92

4.3% 16.3% 15.2% 45.7% 18.5% 100.0%

(유의확률 > 0.05)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제품을 생산, 매하는데 있

어서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수행단계 46.2%, 녹색산업분

야에서 수행단계57.9%, 신제조기반기술분야에서 수행

단계 42.9% 사회기업분야에서 수행단계45.7%로 나타

났다.

표 9. 해당산업진출 때 R&D활동시 정부지원에 필요단계
해당산업 
진출을 
해 

연구개발

 R&D 활동 시 정부지원을 필요 단계

체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략 
수립 
단계

기획 
단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성과 
확산 
단계

신성장 
동력 분야

0 2 3 8 5 18

11.327
.501

.0% 11.1% 16.7% 44.4% 27.8% 100.0%
녹색산업
분야

2 6 1 11 5 25
8.0% 24.0% 4.0% 44.0% 20.0% 100.0%

신제조 
기반 기술 

분야

0 1 0 5 2 8
.0% 12.5% .0% 62.5% 25.0% 100.0%

사회기업
분야

2 6 10 18 5 41
4.9% 14.6% 24.4% 43.9% 12.2% 100.0%

전체 4 15 14 42 17 92
4.3% 16.3% 15.2% 45.7% 18.5% 100.0%

(유의확률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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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역량의 R&D활동 시 해당산업진출을 해 정부

의 지원의 필요한 단계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분야 

44.4%, 녹색산업분야 44.0%, 신제조기술분야 62.5%, 사

회기업분야43.9%로 수행단계에서 모두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업다각화 때 정부지원에 필요단계

사업
다각화

 R&D 활동 시 정부지원을 필요단계

체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략 
수립 
단계

 기획 
단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성과 
확산 
단계

신성장 
동력 
분야

2 0 2 5 3 12

16.073
.188

16.7% .0% 16.7% 41.7% 25.0% 100.0%
녹색

산업분야
0 5 1 6 0 12

.0% 41.7% 8.3% 50.0% .0% 100.0%
신제조 
기반 
기술 
분야

0 2 1 3 2 8

.0% 25.0% 12.5% 37.5% 25.0% 100.0%
사회기업
분야

2 8 10 28 12 60
3.3% 13.3% 16.7% 46.7% 20.0% 100.0%

전체 4 15 14 42 17 92
4.3% 16.3% 15.2% 45.7% 18.5% 100.0%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사업다각화에서 신성장동

력분야 41.7%, 녹색산업분야50%, 신제조기반기술분야

37.5%, 사회기업분야46.7%로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

수행단계에서 나타났다. 

3.2 기술역량이 경영성과에서 필요단계와 지원분야
기술역량이 경 성과단계인 매출증 , 수출증 , 수

입 체(국산화), 원가 감, 고용증 , 자 확보, 생산기

간 단축, 품질, 공정개선, 사업정보획득, 기술의 자립완

성도,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효과, 기술사업화 가

능성, 자 지원, 인력지원, 시험, 장비지원, 형, 제품화

지원, 시장개척지원에 정부의 지원필요단계와 분야를 

제시하 다. 

지원조건은 경 성과단계에서는 “필요자 ”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경 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의 필요자 42업체, 심사

평가기 은 29업체로 나타났다. 경 성과 단계에서도 

필요자  지원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지원조건이 경영성과에 필요단계
구분 지원조건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경영성과
 단계

① 필요자금 42 3.9048 .82075

.858

.513

② 금리수준 2 3.5000 .70711
③ 담보조건 6 3.1667 1.60208
④ 심사/평가기준 29 3.7586 .98761
⑤ 상환조건 3 3.3333 2.08167
⑥ 중복추가지원 3 3.3333 .57735
합계 85 3.7529 .98689

지원기간이 경 성과단계에서는 “지원시기와 기간” 

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 지원기간이 경영성과에 필요한 단계
구분 지원 기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경
성과
단계

① 지원시기와 기간 46 3.8478 .96534

.238

.789

② 지원신청 기간 29 3.6897 1.07250

③ 사후 리 기간 7 3.7143 .95119

합계 82 3.7805 .99411

경 성과의 단계에서 지원기간의 지원시기와 기간이 

46개 업체, 지원신청기간이 29업체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성과의 단계에서도 지원시기와기간이 정부지원이 

가장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이 경 성과단계에서는 “신청과 선정심사”

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사업 추진이 경영성과에 필요한 단계
구분 사업추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경영
성과
단계

① 지원정보 4 4.5000 1.00000

2.024
.055

② 신청과 선정심사 26 3.7308 .82741
③ 지원정책 일관성/규제 11 3.0000 1.26491
④ 추진 및 사후관리 6 3.6667 .81650
⑤ 성과와 보고 11 4.3636 .92442
⑥ 투자/보증지원 8 4.1250 1.12599
⑦ 복잡한 구비서류 7 3.5714 .53452
⑧ 지식과 노하우 1 3.0000 .
⑨ 상업화 지원 11 3.8182 .98165
합계 85 3.7765 .99255

경 성과 단계에서 사업추진  신청과 선정심사에서 

26개업체, 성과와 보고와 지원정책일 성규제, 상업화 

지원에서 11업체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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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련제품생산, 매가 경 성과단계에서는 “녹

색산업분야”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현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 판매 (제공)의 경영성
과 필요한 단계

구분 응답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경영
성과 
단계

신성장 동력 분야 26 4.1154 .90893

1.791
.155

녹색산업분야 19 3.7368 1.04574
신제조 기반 기술 분야 12 3.3333 1.15470
사회기업분야 35 3.7143 1.01667
합계 92 3.7826 1.02524

경 성과단계 재 련 제품생산단계에서 사회기업

분야에 35개업체, 신성장동력분야 26개 업체가 정부의 

지원이필요한 것을 나타났다

재 연구개발이 경 성과단계에서는 “녹색산업분

야”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현재 연구개발(R&D)을 진행(계획) 중이 경영성과에 
필요한 단계

구분 응답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경영
성과 
단계

신성장 동력 분야 18 3.7778 .94281

.639

.592
녹색산업분야 25 3.6800 .98826
신제조 기반 기술 분야 8 4.2500 .88641
사회기업분야 41 3.7561 1.11311
합계 92 3.7826 1.02524

경 성 단계 재 연구개발진행  사회기업분야 14

개 업체, 녹색산업분야 25개 업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다각화 경 성과단계에서는 “사업기업분야”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사업다각화(업종전환, 사업영역확대)는 경영성과에 
필요한 단계

구분 응답 N 평균 표 편차
F
유의
확률

경영
성과

신성장 동력 분야 12 4.0000 .73855

.287

.835
녹색산업분야 12 3.8333 1.11464
신제조 기반 기술 분야 8 3.8750 .83452
사회기업분야 60 3.7167 1.09066
합계 92 3.7826 1.02524

(유의확률 > 0.05)

경 성과단계사업다각화에서 사회기업분야 60개업

체에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의 검증 요약
표 17. 가설검증 요약

기술역량 지원단계 정부지원필요단계

지원조건 R&D 활동 ⟶

필요자금 수행단계
금리수준 기획선정단계
담보 선정단계
심사기준 기획선정단계
상환조건 수행단계
중복추 수행단계

지원동기 R&D 활동 ⟶
지원시기 수행단계
지원신청기간 수행단계
사후관리 수행단계

사업추진 R&D 활동 ⟶

사업정보, 수행단계
신청과 선정심사 수행단계
지원정책일관성규제 수행단계
추진사후관리 수행단계 성과보고 
수행단계 투자/보증지원 수행단계 
복잡한 구비서류 수행단계 지식과 

노하우 수행단계 
상업화지원 수행단계

제품생산, 판매 R&D 활동 ⟶
신성장동력 수행단계
녹색산업분야 수행단계
사회기업분야 수행단계

산업진출 연구개발 R&D 활동 ⟶
신성장동력 수행단계
녹색산업분야 수행단계
신제조기반기술 수행단계
사회기업분야 수행단계

사업다각화 R&D 활동 ⟶ 신성장동력 수행단계
녹색산업분야 수행단계

기술역량 지원단계 기술역량필요분야
지원조건 경영성과 ⟶ 필요자금
지원동기 경영성과 ⟶ 지원시기와 기간
사업추진 경영성과 ⟶ 신청과 신청심사

제품생산, 판매 경영성과 ⟶ 사업기회분야
산업진출연구개발 경영성과 ⟶ 녹색산업분야

사업다각화 경영성과 ⟶ 사회기업분야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창업에 있어서 기술역량의 

단계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분석하 고, 기술

역량이 경 성과 단계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차이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 다. 이동석(2008)은 기술의 상

업  성과와 직 인 련이 있는 제품경쟁력 향상은 

기술 신체제나 생산화능력, 마 능력, 등의 경

리  측면에서의 능력이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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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과를 의미하는 신기술/신제품개발 성과는연구

개발능력, 기술축 능력, 제품화능력등 기술 측면에서

의 능력이 상 으로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한 이수태(2007)는 기술 신기반조성이 잘

되어있고 기술 신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그리고 시

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 성과와 기술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같이 역량에 따른 기업의 

성과를 주로 연구하 으나 본 연구는 창업보육 소

기업의 활성화를 해 지원단계와 경 성과단계에 효

율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는 창업보육 

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소기

업의 기술창업지원의 필요단계를 제시하고 , 창업기업

의 경 성과단계의 지원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 지원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정기술역량의 지원조건에 있어서 창업보육기

업의 R&D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각 단계에서 필요자 , 

리수 은 선정단계와 기획단계, 담보조건은 선정단

계, 심사평가기 , 상환조건 수행단계에서 100%, 복

추가지원은 수행단계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지원기간 에서는 수행

단계에서지원의 시기와 기간, 지원신청기간 으로 나타

났다. 

셋째,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

어서 사업정보, 신청과 선정심사, 지원정책일 성규제, 

추진사후 리, 성과보고, 투자/보증지원, 복잡한 구비서

류, 지식과 노하우, 상업화지원에서 모두 수행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제품을 생산, 매하

는데 있어서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수행단계, 녹색산업

분야에서 수행단계, 신제조기반기술분야에서 수행단계, 

사회기업분야에서 수행단계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술역량의 R&D활동 시 해당산업진출을 

해 정부의 지원의 필요한 단계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분

야, 녹색산업분야, 신제조기술분야, 사회기업분야로 수

행단계에서 모두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섯번째, 사기술역량의 R&D활동 시 사업다각화에

서 신성장동력분야, 녹색산업분야, 신제조기반기술분

야, 사회기업분야로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수행단계

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수행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조건이 경 성과단계에 미치는 차이분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경 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의 필요자 , 심사

평가기 으로 나타났다. 경 성과 단계에서도 필요자

 지원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 성과의 단계에서 지원기간의 지원시기와 

기간이 46개 업체, 지원신청기간이 29업체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성과의 단계에서도 지원시기와기간이 정부

지원이 가장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 성과 단계에서 사업추진  신청과 선정심

사, 성과와 보고와 지원정책일 성규제, 상업화 지원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경 성과단계 재

련 제품생산단계에서 사회기업분야, 신성장동력분야

가 정부의 지원이필요한 것을 나타났다

다섯째, 경 성 단계 재 연구개발진행  사회기

업분야, 녹색산업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 성과단계사업다각화에서 사회기업분야

에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성과에 미치는 조건은 필요자 지원과 

자 의 지원시기 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신청과 선정

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검증분

석여 , 효율  지원방안의 모색과 경 성과 단계에 지

원조건의 지원분야를 분석하여 창업보육기업의 지원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실무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에 하여 자 의 필요한 지원단계

를 연구함으로써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필요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자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지원이 필요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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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악하 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기업의 수행단계에 자 을 가장 많

이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시

사하는 바이다.

둘째, 경 성과 단계에서 기술역량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와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경 성과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경 성과단계에서도 각각 단계별로 

지원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경 성과와 지원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사업화에

따른 정부지원시 각 단계의 필요성을 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 다. 경 성과의 지원단계는 창

업보육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요하며 지원단계별 지

원분야를 제시함으로써 창업보육기업의 지원분야에 자

과 지원분야의 제시에 따는 정부지원하는데 있어서 

요한 자료가 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의 사업활성화지원시 각 단계의 

정부자 의 필요단계를 악고, 경 성과에서도 지원

의 단계와 지원분야를 악하여 정부의 기술사업화하

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로 하여 기술사업화 지원계획에

창업보육기업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직 있다. 

첫째, 창업보육기업을 상으로 기술사업화에 하

여 특정된 지원단계를 조사하 다. 

둘째, 본 연구의 지원단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회귀

분석을 사용하지 않았고 차이분석으로 결론을 토출하

다. 

셋째,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에 따른 경 성과를 연구

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우 창업보육기업의 지원단계에 따른 경

성과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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