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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술협력 관계 프로세스 모형이 개발되었다. 모델은 5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시작단계 파
트너 탐색단계, 계약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종료단계. 시작단계에서 산업체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파트너 탐색단계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파트너 탐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계약단계에
서는 국제법에 대한 어려움과 실행단계에서는 문화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단계별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a process model for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Model 
consists of five steps: Beginning phase, Partner search phase, contract phase, execution phase and exit phaseIn 
the beginning phase. The industries need to know about their own require and in the partners search phase 
they have difficulty navigating partner and to find the fit partner. In agreement phase the industries have 
problm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the execution phase they have cultural difficul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may need to seek support programs for each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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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기초한 
핵심역량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기술협력은 
국가전체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및 해외기술유치에
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기
술선진국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국제기술협
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공
적인 정책수행은 무엇보다 국제기술협력이 실행되고 있
는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 및 문제점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국제기술협력에 대해서 문제점
에 대한 몇몇의 연구[1,5-7]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국
제기술협력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모델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기술협력 관계에 대한 모델

을 개발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2개국 간에 이루어지
는 국제기술협력 관계를 묘사하였다. 본 논문은 총 4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절차가 제
시되었고 제 3장에서는 국제기술협력 모델이 개발되었으
며 제 4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이루어져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방법

국제기술협력 관계를 모형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중, 특히 한국과 독일 간에 이루
어지는 기술협력관계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저자는 2010년 7월 25일에서 8월 10일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한독 간 기술협력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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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을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활
용된 방법은 전문가 인터뷰 및 문헌자료들이다. 참여자들
은 기술협력이 양국 기업체에게 주요 전략적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2.2 연구절차

연구는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다룬 인
터뷰 내용으로는 국제기술협력에서 중요시하는 요인, 문
제점 그리고 상대방 파트너로부터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2차적으로 1차적으로 다룬 인터뷰에 토대를 두고 이
론적으로 모델로 묘사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3. 국제기술협력관계 프로세스 모형

3.1 프로세스 모형을 위한 이론

일반적으로 관계를 모델에 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조모델(structure model)과 프로세스 모델(process 
model)이다. 구조모델에서는 개개의 영역의 관계가 정적
으로 표현되는 데, 이것은 그 구조상의 상호관계가 정해
지는 거래과정을 모델에 묘사하는 것이다. 그의 접근방법
은, 공급자와 수요자, 아니면 그것은 넘어선 쌍방 간의 비
즈니스 관계 안에서의 장기적인 안정성, 질과 성공을 결
정하는 어떤 요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모델은 프로세스 모델과 상이하게 하나의 동시묘사
를 통해 시간적인 관점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
해, 프로세스모델에서는 시간을 하나의 중요한 관계를 결
정하는 요소로써 고려하고,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거
래관계자의 작용과 반작용과 그의 연속인 상호영향을 규
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거래관
계자의 행동의 흐름, 구조와 관계의 성공을 규정짓는 요
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구조모델
과 프로세스모델의 차이점은 구조모델에서는 상황구조가 
중점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해 프로세스모델에서는 행
동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프로세스모델에 담은 접근방법에
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특정한 거래만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리고 다른 거래와는 단절시켜서 묘사하는 거래 
안의 접근방법(intraprozessual)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적으로 총괄적으로 거래와 거래사이에서의 흐름을 묘사
하는 거래간의 과정을 묘사하는 접근하는 방법(inter-)이 
있다. 첫 번째의 접근방법에서는 한 거래가 다른 거래로
부터 분리되어 고찰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들을 연쇄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의 접근방법
은 거래 하나 하나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한 거래 전체의 흐름에 중점들 두는 방법
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상황구조에 행동구조를 덧붙여
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동시에 고려한다.

어떤 한 모델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모델객체의 특이성이 모델 안에 잘 내포되었음을 말
한다.

하나의 프로세스모델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프로세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 단계의 수가 정해져야 되고, 그 바탕에 각 단계의 
내용이 묘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구조모델
과 다른 프로세스모델의 장점이 강화될 수가 있다. 모델
개발의 기본을 본 논문에서는 전형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두고,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의 이론적 사고는 
행동학인식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모델단계구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실과 일치할 수 있는 지수를 근거
하여 각 단계를 나누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델접근방법을 제외하고도, 어떤 프
로세스모델을 개발할 때 모델개발자는 요구사항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준에 의
해서 모델이 개발되느냐는 것이다[9]. Little(1965)의 
Decision Calculus 에 의하면, 그 판단기준은 1)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쉬워야 한다. 3) 일치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런 기본적인 모든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본 논문
의 모델은 전형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뜻하는 의지준비
과정 (정보수집단계와 정보평가단계)과 의사결정 그리고 
의지실행과정에 기반을 두고 국제기술협력 관계 안에서
의 단계를 구성하였다.

3.2 국제기술협력 프로세스 모형

국제기술협력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는 기업의 높
은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 분야에 종속되어 있다. 실무진에서 국
제기술협력은 모든 파트너가 서로 비슷한 목적을 지향하
지 않고 상이한 여러 가지 목적을 기술협력 안에서 달성
코자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한 파트너는 외
국시장구축을 위한 것이고, 다른 파트너는 기술이전을 원
하는 것 등이 있다[8]. 특정 협력에 투입되는 정보는 그 
결과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기술특유의 문제해결을 내
포하는 것은 아니다. 한 파트너가 적합한 정보를 통해서 
협력에 중요한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술협력은 한정된 시간 안
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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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협력은 기업의 특정 동업형태로서 파트너가 
시작과 종결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동업 안에서 파트너 각자는 경제적 독립성을 유
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7]. 또한 공동목적달성을 
위해서 비종속적으로 새로운 것의 한 부분이 특정 기업
부분에서 포기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
술협력은 기업의 과업분야 특히 R&D 기능분야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기술협력프로젝트는 협력의 강도와 대상에 
따라서 가장 협력이 낮은 인적교환에서 가장 높은 결과
지향적인 협력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

3.1 교섭단계

각 파트너는 각자 고립되어서 기업내부 안에서 신제품 
및 생산프로세스 등과 연관되어서 상이한 여러 가지 적
용 가능한 결과와 연관되어서 연관된 제조 프로세스 및 
연구기술개발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2]. 핵심적인 
의사결정내용은 특별한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
지와, 연구개발의 종료기간 또한 비용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연구개발 종료 시간에 대
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시장역동성은 개발코
자하는 대상이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시장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비회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다시 한 번 make or buy, 
즉 자체개발을 할 것인지 외부파트너와 함께 기술협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만일 자체적으로 해결하
지 못한다면 먼저 기술매입(이전) 또는 기술협력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외부로부터 기술이 이전되어야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면 기술협력파트너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시작단계는 
다시 문제분석단계, 전략개발, 파트너선정 및 확정 그리
고 형성단계로 나누어진다(참고 [그림 1]).

부분단계 문제 분석 전략 개발

활동영역 기술과 연관된 기업자
체 및 환경 분석

가능한 행동방경에 대
한 예견

결과 문제인지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그림 1] 시작단계에서의 의사결정요인
[Fig. 1] Decision-making factors in the beginning

문제분석단계에서는 환경에서 오는 기술과 연관된 기
업자체에 대한 능력을 분석하게 된다. 기업이 여기에서 
문제로 인지하게 되면 전략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전략개
발단계에서는 기업이 가능한 행동방경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 즉 기업이 구체적으로 필

요한 자원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협력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생각하게 되며 이것은 협력에 대한 기
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된다.

교섭단계에서의 성공요인으로는 자사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다. 자사에 대한 지식에는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 
분석 및 기업자체 분석을 통해서 향후 기술적인 경쟁우
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하며, 특히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새로운 문제해결이 가능한 시스템
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10]. 만일 기업자신이 한계를 가
지고 있다면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분석해 
보아야 한다[11]. 자사분석에서는 자신의 재무력, 기술력 
등이 해당한다. 기업목적을 재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교섭단계는 외부파트너 탐색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을 작성하는 것으로 교섭단계는 종료하게 된다.

시작 단계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이 국제
기술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늦게 감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
술과 미래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점
검시스템과 더 나아가 경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 파트너 탐색

파트너 탐색단계에서는 크고 작은 가능한 파트너에 대
한 스크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력목적, 규모와 협력활동 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4]. 

파트너 탐색단계에서는 여러 방안들이 고려된다. 정부
를 통한 국제기술협력 파트너를 탐색할 수 있고,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협력 파트너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협력 기본방향에 비추어 탐색 하나 
또는 몇몇의 파트너를 잠정적으로 정하게 된다. 적합한 
협력 파트너 분석은 파트너의 강점 및 약점, 기업문화 등
에 관한 요인들이다.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파트너의 기
업문화는 서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서 해당하는 것으로는 조직문화, 갈등해결방법, 커뮤니케
이션 문화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파트너 간에 잘 맞으
면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기업전
략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협력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한 목적, 규
모와 협력활동에서의 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
게 된다. 파트너가 확실하게 선정되면 다음 계약단계로 
넘어간다.

파트너 탐색단계에서 조사된 기업체들은 파트너 탐색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파트너 탐색
을 위해서 상시 온라인 개설 및 협회 등을 통해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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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필요가 있다.

3.3 계약단계

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사안이다. 협력계약서에 포함되
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술이전의 규모와 형태
• 협력을 통해서 달성코자 하는 상위목적과 하부목적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약속

• 협력의 규모
• 협력결과의 상용화 확립사항
• 협력기간
• 명확한 결과에 대한 분배규정과 원칙
•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
  - 조직형태와 목적
  - 협력의 조건
  - 책임한계
  - 과제분배/비용분배/결과분배
  - 갈등해결을 위한 가능한 합법적 대응방안

이러한 계약서 체결 시 국제기술협력 파트너 간에 갈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쌍방이 만족스럽게 계약협상이 
마무리 짓게 되면,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실행단계로 접어
든다.

계약단계에서 많은 기업체들은 국제기술협력과 연관
된 계약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언어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정부는 계약단계와 연관 지어서 국제기술 협력법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3.4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협력파트너가 서로 신뢰를 가져야 하
고 서로의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노력은 양국 
협력에 중요하다[3]. 신뢰는 실행단계에서 실행코자 하는 
프로젝트가 협력참여자에게 비중이 크면 클수록 중요하
다. 왜냐하면 협력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해결방법을 신
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실행단계에서 참여파트너 서로가 장기적
으로 이미 파트너를 서로 잘 알고 문제해결방법도 스스
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때 국제기술협력은 성공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협력 안에서 통제와 화합을 쉽게 할 수 있
으며 거래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고, 이것은 성공적인 기
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실행단계에서 기술협력의 실패가 될 수 있는 원인

은 아래와 같다.
• 충분한 조화도구와 인적지원 없이 기술협력이 의도되
고 또한 기업에 적용시켰을 때.

• 충분한 공동 정보관리체제가 미비할 때, 즉 협력에 참
여한 기업 간에 기업을 넘어선 공동의 정보관계체제가 
미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기술협력은 실행과정에서 또한 여러 활동들
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프로젝
트의 진행과정과 달성도를 정규적으로 최초의 목적에 비
추어 보아야하며 거기에 의해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한 시점에서 
필요한 수정방안이 유도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목적과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부목적이 필
요하다. 하부목적 설정은 협력 안에서의 발전이 역동적으
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부목적점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문제점들을 교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무목적의 규칙적
인 점검은 곧 프로젝트관리를 효율적으로 각 상황에 맞
게 점검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미팅, 하부목적 보완 또는 
변경, 필요한 사항은 외부과업과 연결을 통해서 실행 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행단계에서 기업체들은 문화적 차이 및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단
계에 대해서 국가별 군을 설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5 종료단계

종료단계에서는 다시 협력의 종료와 새로운 협력형성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협력이 종료될 경우에는 
성공적인 협력의 종료와 실패로 끝난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실패로 마무리를 한 협력은 경제적인 원인 또는 기
술적인 원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 밖에 기술협력의 
종료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이루어진다.
• 국제기술협력 파트너가 협약한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 종료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 기술협력에 참여한 특정 파트너가 기술전략을 변경함
으로 인해 실행되는 기술협력 프로제트가 의미를 잃어
버렸을 경우

• 협력 과정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할 수 없는 제약요인
이 인지되었을 경우

• 기술협력 파트너가 협력 능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파트너가 협력파트너로부터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 부족한 재무, 인적 기술적인 자원을 협력을 종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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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업의 핵심 또는 주변부분에 의한 기술협력
결과가 참여기업의 경쟁전략에 주는 의미도 크다.

종료단계에 있는 산업체들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는 성공적으로 종료를 그룹과 둘째는 비성공적으로 종료
된 그룹이다. 정부는 종료된 그룹을 심층 분석하여 모든 
산업체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술협력 프로세스모형은, 시작단계, 파트너탐색
단계, 계약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종료단계로 이어진다
(참고 [그림 2]). 

→정보수집 → 정보평가 →의사결정 →실 행 →

↑ ↓

↓ ↓ ↓ ↓ ↓

력

(A) ―

시작

단계 →

트

탐색 →

계약

단계 →

실핻

단계 →

종료

단계 ―

력

(B)

↓ ↓ ↓ ↓ ↓

트  

탐색

트  

선정

계약

서체

결

기술

개발

계약기한

종료

[그림 2] 국제기술협력 Process Model

[Fig. 2]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rporation Process 

Model

4. 결론 및 제언

국가 간 기술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술협력 관계를 묘사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을 프로세스 모델로서 5단계로 구성되
어있다. 본 모델에 의하면 시작단계에서 산업체들은 자신
이 필요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
서 정부는 산업체들이 조기에 국제기술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파트너 탐
색단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계약단계에 있
는 기업들은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으며 실행단
계에 있는 기업들은 문화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기술협력은 단기간 성공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여러 관
점에서 노력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처음으로 국제기술협력 프로
세스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프로세스 모형 개발에서 이론에 토대를 두
고 개발하였지만 신뢰도 분석 등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
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모형에 
토대를 두고 여러 기술협력 주최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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