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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act that innovation activities of venture firms and start-ups play 

crucial role in driv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mportance of business incubator and techno-park which promote new businesses 

creations. This review paper aims at not only generating performance measurement index of 

business incubators but also categorizing performance determinants in accordance with three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of resource-based view, strategy patterns, and social 

networks. Futhermore, as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this paper emphasizes structured 

research efforts on the critical effects of incubator’s governance patterns, external and regional 

contexts, and analysis of government incubat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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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의  아이디어와 기술 신 기반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발 이 신산업의 창출과 경제

발 의 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벤처기업의 지속 인 창출은 기

술 신과 신제품 개발을 진하고 산업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 정부도 벤처기업 창업

을 신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

는 많은 험, 소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고 있다(Markham, 2002; 최종인, 2008). 이를 

극복하는 데는 다양한 경 자원의 축 과 네트워크 형성  창업활동을 뒷받침하는 보

완자산들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창업자들과 신규기업을 도와 이

들의 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 시키고 상업화를 지원하는 문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큐베이터란 기업가의 재능을 진시켜 새로운 기업의 발 을 가속하고 기술사업

화를 앞당기기 하여 기술, 자본, 경  노하우의 효과 인 연계를 구축하는 문조직이

다. 인큐베이터는 새로운 기업창출을 지원하기 해서 기본 으로 사무공간과 공동설비, 

그리고 사무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마  계획부터 경  의 구축, 자본

획득, 법률과 회계와 같은 문 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Mian, 1996; Grimaldi and Grandi, 2005). 사이언스 크, 테크노 크,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인큐베이터의 범주

에 속한다. 국내에는 300개 가까운 인큐베이터가 있으며, 유형으로는 학기반 인큐베이

터가 가장 많고,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연구소 그리고 테크노 크 등에도 치하고 있다.

인큐베이터가 수행하는 창업보육 활동이 지역경제와 산업발 을 진하는 주요기능

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인큐베이터 조직의 운 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효과

인 방안들과 이에 한 이론  이해는 정부의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의 운

자에 있어 매우 요한 심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주요 에 출 된 논문을 심으로 문헌을 분석하여, 인큐베

이터의 성과결정요인에 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문헌을 정리하여 제시

하는 리뷰논문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은 기존 논문의 시계열 인 나열

이나 역사 인 검토보다는 다음 세 가지 을 축으로 문헌을 정리, 분석하고 있다.

첫째, 실무자 심의 경험을 정리한 내용보다 학술 으로 분석한 논문들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사회과학의 이론에 기 하여 인큐베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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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 하 다.

둘째, 문헌들 사이의 계를 분석함에 있어 인큐베이터의 성과를 설명 상 (종속변수)

으로 상정하 다. 이를 한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이론들의 용방향과 인

큐베이터 성과와의 상호 계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 기존문헌들의 심 상과 용이론을 정리하고, 각각의 연구들이 가지는 분석의 

단 에 한 명확한 구분을 두고 문헌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과의 

인과 계와도 한 계를 가진다. 한 기존연구에서 분석의 단 에 한 명확한 구

분을 바탕으로 이론과 인과 계를 제시하는 논문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해 참고문헌의 선택은 기술 신과 창업연구에 한 국제 으로 명한 을 

우선시하 다. 참고 로는 Research Policy, Technnov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R&D Management,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등이 

포함 된다. 한 구  학술검색을 바탕으로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을 우선 으로 

선정하 다. 한편 본 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와 련한 기존 문헌연구들

(Hackett and Dilts, 2004;  Phan et al, 2005; McAdam et al, 2006)도 극 참고하여 인

과 계의 모델 구축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큐베이터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그 모형을 제

시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인큐베이터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성과를 설명하는 세 가지 요 이론인 1) 인큐베이터의  자원

심론 분석, 2) 략 패턴 분석, 3) 사회  네트워크 이론 분석 등을 정리하 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으로 1) 가버 스 분석, 2) 콘텍스트 분석, 3) 정책성과 분석

을 하고 있다. 

<그림 1>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요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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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큐베이터의 성과측정과 결정요인의 이론  분석 

1. 인큐베이터의 성과측정

인큐베이터의 체계 인 경 과 조직 활동  학술연구를 해서는 인큐베이터의 성과

에 한 정한 측정 지표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큐베이터 성과의 한 평가지

표에 한 연구는 실무  그리고 학술  의의를 가진다. 첫째 경 활동과 그 실 에 

한 명확한 단을 가능  한다. 둘째, 업무개선과 새로운 략수립을 한 기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이를 통해 새로운 개선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넷째, 학술연구 활

동에 있어 인큐베이터의 성과지표들은 성과결정요인과의 인과 계를 도출해 내는 실증

분석의 근간을 이룬다.  

인큐베이터에 한 연구 가운데 가장 기본 인 연구주제는 인큐베이터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에 있다. 이 주제는 인큐베이터나 사이언스 크에 입주한 기

업들과 그 지 않은 외부의 기업들 사이의 성과를 비교하여, 인큐베이터의 실제 효과를 

악코자하는 의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계량  연구방법론에 의존해 

인큐베이터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 , Lofsten and Lindelof(2002)의 연구는 스웨덴에 치한 10개의 사이언스 크를 

상으로, 사이언스 크에 입주한 기업과 비입주 기업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두 그룹의 

성과차이를 측정하고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성과측정은 세 가지 지표로서 입주

기업들의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그리고 수익성 증가율을 측정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사이언스 크에 입주한 기업들이 그 지 않은 기업들과 다른 특성을 분석하면서 인큐

베이터가 정한 성과를 보일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들의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분

석결과 사이언스 크 입주기업들이 고용과 매출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수익성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과의 결정요인으로는 사이언스

크의 입주기업들이 보다 범 한 시장을 확보하며 스웨덴과 로벌 시장에  근 할 

수 있었다. 주변 학과의 연계도 신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lombo and Delmastro(2002)의 연구는 이탈리아의 사이언스 크에 입주

한 45개의 기업과 비입주기업이 가지는 신성의 특징을 비교분석하 다. 인큐베이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지표로는 창업자의 개성, 창업 동기의 강도, 기업의 성장과 

신성, 그리고 외부네트워크 구축 성향과 공공자 의 확보 등을 비교하 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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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크는 학력이 높고 과학기술의 문성을 가진 뛰어난 인재들을 유인 할 수 있

으며, 이는 이공계의 창업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입주기업들

은 첨단기술 활용과 국제 인 R&D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한 학과의 산학

력을 포함해 신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개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Felsenstein(1994)은 이스라엘의 3개 사이언스 크에 입주한 기업과 주변의 비입주 기

업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하기 하여 생산제품의 신성, 주요시장에 한 근성, 학

과의 연계성, 창업자의 교육수 과 경력 등의 측면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입주

기업 가운데 창업자가 박사학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갖고 학과의 강한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비율은 조사 상의 5%에 불과하 다. 70%의 기업들이 낮은 

신성을 보이며, 기존 품이나 기술개선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창업자의 다수는 연구개

발 경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이언스 크가 기업의 성장을 

진하는 온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역으로 고립지로 략하는 험성을 가질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들은 인큐베이터의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을 비교 상으로 인

규베이터의 효과를 측정할 목 으로 성과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Mian(1997)의 연구

는 보다 입체 인 에서 인큐베이터 성과의 측정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Mian은 미

국 학에 설립된 4개의 인큐베이터 조직에 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네 가지의 성과분

석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큐베이터 로그램의 지속성과 성장은, 학당국이나 지역자치단체와 같은 인

큐베이터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이

와 함께 인큐베이터의 입주공간, 시설, 서비스의 확 는 인큐베이터에 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입주기업의 높은 생존율과 성장은 인큐베이터가 극 이고 효율 인 지원활동

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발 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인큐베이터의 지원자(Sponsor)인 학이 추구하는 미션에 해 충분히 공헌하

고 있는가 하는 은 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즉, 학에 설치된 인큐베이터는 학

생의 고용창출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수의 기술지도 활동과 창업을 지원한다. 나아

가 국가 는 지역 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의 교육  연구활동에 한 공헌 등을 통

해서 학 는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목 에 공헌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 한 공헌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명시 인 지표와 비명시 인 지표

로 나 어 분석할 수 있다. 먼  명시 인 지표로는 입주기업들의 고용창출, 매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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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납세액 등이 될 수 있다. 반면, 비명시 인  효과들로는 고 인력의 공 , 창

업경험을 가진 벤처 캐피탈과 기업가들의 증가, 공 업자와 구매자와 같은 연 기업들이 

집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와 함께 정보와 지식 흐름의 진과 같은 효과도 비명시 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지 까지 제시한 성과지표들은 학이나 지역자치단체가 운 하는 비 리의 공  인

큐베이터를 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연구개발부서가 운 하는 리

(For-profit) 인큐베이터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Becker and Gassmann(2006)의 연구에

서는 유럽과 미국에 치한 다국  기업이 운 하는 기업 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분

석하고 있다. 기업 내 인큐베이터는 내부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구하거나, 반

로 외부의 우수기술을 발 시켜 내부화하는 것을 목 으로 운 되고 있다. 즉, 모기업의 

기술 신 략과 한 계를 가지며 운 되고 있다. 

기업 내 인큐베이터의 성과지표로는 우선 내부 기술의 사업화 규모와 범 가 활용될 

수 있다. 한 모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외부기술을 발굴하고, 이

를 효과 으로 성장시켜 내부화 한 실 들이 성과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인큐베이터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하는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 성과측정 지표에 한 연구는 인큐베

이터에 한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한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

는 측면에서도 요한 연구이다. 향후 성과측정의 보다 효과 인 지표도출을 해서는, 

공통지표와 특정지표를 구분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먼 , 인큐베이터의 

략과 목  등에 계없이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활용 수 있는 공통분모 인 지표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큐베이터가 가지는 정책  목 이나 략  목 성에 

따라서 차별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를 해서는 인큐베이터의 략 형태와 타입에 한 체계 인 분류와 그 특징에 한 이

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 주요성과 지표 국가

Lofsten and Lindelof 

(2002)
입주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수익성증가율 스웨덴

Colombo and 

Delmastro (2002)

입주기업 창업자 신성향, 기업의 성장, 기업의 신성, 외부

네트워크 구축, 공공자  
이탈리아

<표 1> 인큐베이터의 성과측정 지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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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senstein (1994)
생산제품의 신성, 시장 근성, 학과의 연계성, 입주기업 

창업자의 교육수 과 경력
이스라엘

Mian (1997)
보육 로그램의 지속성과 성장성,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 시

설지원자와 지역사회 공헌도 
미국

Becker and Gassmann 

(2006)

기업내 인큐베이터의 내부 기술의 사업화 규모와 범 , 외부 

우수기술의 획득 성과
유럽, 미국

2. 자원 심론 분석

자원 심론(Resource-based View)이란 경 략이론에서 발 하여 재 가장 큰 지지

를 받는 이론이다. 이는 기업의 경 성과와 경쟁우 의 원천으로 기업이 가진 그 기업 특유

의 내부자원에 을 맞춘 이론을 말한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 능력(Capabilities) 

등의 이론 역시 기본 으로는 자원 심론의 범주에 속한다.

Chan and Lau(2005)는 홍콩 사이언스 크 내 6개 기업을 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경 자원과 서비스를 분류하고, 기업 발 단계에 따라서 그 요

성과 유용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먼 ,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경

자원 가운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무료 입주공간이 요한 경 자원으로 지목하고 있

다. 이는 창업 기 매출이 없고 운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한 기본자

원이기 때문이다.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기업경 에 련한 훈련 로그램 역시 비즈니

스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활동을 개하는 하이테크 입주기업들은 실험실과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은 

설비와 장비가 필요하며, 주변 학에 한 지리  인 성(Regional Proximity)은 요한 

경 자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창업 기 내부의 경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학실험실과 장비활용 기회는 더욱 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  컨설 과 조언 역시 기업

의 운 활동과 략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마  행사와 스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들은 기업의 시장공략에 직 인 

연 성이 없는 요식행 로 간주되고 있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인큐베이터는 매우 다양한 경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요성은 창업 기 매출실 이 없는 단계와 매출성과가 발생

하여 마 이 개되는 단계에 따라서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인큐베이터가 실

제 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입주기업의 발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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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McAdam and McAdam(2008)은 국에 치한 2개의 학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18

개 기업에 한 이스연구를 통해서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경 자원의 활용패턴과 입

주기업의 생명주기에 한 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 심기업의 발

단계를 크게 5단계로 나 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자와 경  의 형성과정과 

변화를 그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기업발 의 기에는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사무실

과 행정지원기능과 같은 공동시설의 공 이 가장 요한 자원으로 작용된다. 그 다음으

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의 구축지원

이 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외  신뢰성 보장 역시 요한 자원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성장하고 경  이 확립되면서부터 이러한 자원들

이 내부 으로 확보되면서 인큐베이터에 한 의존도가 낮아진다. 

자 주요 자원 국가

Chan & Lau (2005)
입주공간, 경 훈련 로그램, 실험설비  장비, 학 인

성, 입주기업의 성장단계별 차별성 강조
홍콩

McAdam and McAdam 

(2008)

사무실과 행정지원, 외부네트워크 지원능력, 외  신뢰성 

부여능력, 입주기업 성장단계별 차별성
국

Ratinho and Henriques 

(2010) 

인큐베이터 경 진 문능력(입주기업 선택, 기술이 , 사업

진의 지원력)  
포르투갈

Patton 외 (2009)
인큐베이터 운  로세스, 입주기업의 다양성과 발 단계에 

맞는 유연성과 응력
국

Gassmann and Becker 

(2006)

기업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모기업과 입주벤처기업 사이의 

자원 개자로서 정의  
유럽, 미국

<표 2> 인큐베이터 성과결정의 자원 심론 분석

Ratinho and Henriques(2010)의 연구에서는 포르투갈 정부와 지자체, 학 등이 설립

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언스 크와 인큐베이터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인큐베이터 조직

의 성공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포르투갈이 선진국 경제기반을 

갖고 있으나 아직 신을 통한 경제발 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면서, 인큐베이

터의 성공요인으로 학과의 연계와 경 진의 합성(Management Suitability)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학과의 연계는 단순히 공식 인 계나 지리 인 근성만으로 효과 인 연계가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의 정책이 창업과 벤처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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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정책을 극 으로 도입 할 때만이 실질 인 연계성과가 발생 할 수 있다. 인큐

베이터 경 진의 요성은, 창업보육활동에서는 우수 잠재기업의 선택, 기술이 , 사업

진과 같은 문성을 필요로 하고, 공 인 조직으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성공 인 인큐베이터 조직은 과학자, 정치가, 사업

가 등의 다양한 재능을 고루 통합 으로 갖춘 경 진을 필요로 한다.

Patton 외(2009)의 연구는 국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인큐베이터의 활동과 능력에 한 분석을 성공 인 운  로세스에 을 맞춰 분석

하고, 요 로세스들을 개념화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인큐베이터 조직

이 필요로 하는 가장 요한 능력으로 입주기업별 특성에 맞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유연성과 응력’을 지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육성과정에서 공식 인 로그

램의 실행과 함께, 창업자와의 비공시 인 방식에 의한 아이디어 교환의 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조직이 경  로세스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1) 새롭고 지속

인 창업제안의 흐름을 만들 이 라인 육성, 2) 우수 잠재기업의 선택, 3) 창업 의 사

업화능력 개발과 육성, 4) 성장에 한 평가와 감독, 5) 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6) 정

한 외부자 의 확보, 7) 졸업 리 등이 필요하고 각각의 특징에 해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Gassmann and Becker(2006)는 유럽과 미국의 다국  기업에 설치된 

기업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자원 심론에 기 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자원종류를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큐베이터가 활용 가능한 유형자원에는 자 , 

물리  공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랜드 등이  있다. 무형자원으로는 모기업 내에서 발

생하는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되고 이 되는 지식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는 정기  는 비정기 으로 행해지는 조언과 컨설 , 인  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정보교류 등이 있다. 

 자원 심론 에서 볼 때 기업 내 인큐베이터는 모기업과 입주벤처기업 사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원흐름을 연계하는 자원 개자(Resource Broker)로 정의된다. 기업 내 

인큐베이터는 모기업이 가지는 핵심역량과 기술에 근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 인 자

원, 그리고 시장조사와 같은 보완 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기업에서 확보한 

자원들은 입주벤처기업에 제공되며 보육활동을 개하게 된다. 입주기업들이 가장 시

하는 유형자원으로는 자 지원이며, 무형자원으로는 창업지원과 외부 네트워크 구축을 

지목하고 있다.

자원 심론은 인큐베이터에 한 다양한 연구 가운데 요한 치를 차지하며 인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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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성공과 발 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  이다. 하지만, 기존연구가 가지는 한

계 은 자원 형태와 분류를 정의함에 있어 그 근본 인 입장이 ‘입주기업’의 발 과 성장

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다. 이와 반 로 인큐베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기업들에게 

필요한 입주공간, 장비와 설비, 외부 자 의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들을 공 하기 해서 

인큐베이터 조직 는 경 진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며, 이들을 어떻게 조성하고 발 시

킬 것인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입주기업이 아닌 인큐베이터 조직의 입장에 서면 다

른 조직능력과 자원의 형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 심론 연구들은 정성  방법론에 의한 사례연구가 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 인 연구를 해서는 다수의 인큐베이터 조직에 한 계량  방

법론에 기 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즉, 인큐베이터가 가지는 다양한 자원과 능력의 요

소 가운데 운 성과를 설명하는 보다 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가를 설명하는 

이론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 략 패턴 분석

인큐베이터의 경제  산업  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뿐만 민간의 

리  인큐베이터 등, 다수의 조직들이 경쟁 계를 형성하며 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

로 다른 략을 바탕으로 발 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략은 육성지원 분야, 입주기업의 

선정기 , 지원방법과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를 꾀하면서 인큐베이터의 성과와 

목  달성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큐베이터의 략 패턴에 한 연구들은 

앞에서 논의한 자원 심론과도 깊은 이론  연 성을 가지며 다양한 방향에서 개되어 

왔다.

자 주요 략 패턴 국가

Grimaldi and Grandi 

(2005)
비 리 공  인큐베이터와 상업  민간 인큐베이터로 구분 이탈리아

Clarysse 외 (2005)  선택  모델, 지원  모델, 인큐베이터 (보육) 모델 유럽

Schwartz and Hornych 

(2008)
문화 략의 장 과 단  독일

Backer and Gassmann 

(2006)

기업내 인큐베이터의 기술의 요성과 내부화/외부화 략

에 따른 네 가지 유형분류
유럽, 미국

<표 3> 인큐베이터 략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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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aldi and Grandi(2005)는 이탈리아의 8개 인큐베이터 조직의 경 략 패턴을 비

교 분석하 다. 이들은 략 패턴을 구분하기 한 10가지 분류기 을 제시하고, 이 기

에 따라서 크게 ‘비 리 공  인큐베이터’와 ‘상업  민간 인큐베이터’라는 두 가지 

략 모델의 특징을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먼 , 략패턴을 분류하기 한 10가지 기 으로는 1)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 

2) 입주기업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산업분야, 3) 인큐베이터가 치하고 있는 학이

나 클러스터와 같은 지리  치, 4) 입주기업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국내외 시장 특징, 

5) 인큐베이터 조직을 탄생시킨 학이나 기업의 모태 조직 특징, 6) 벤처기업에 한 지

원개입의 단계, 7) 입주기업에 한 보육지원의 기간, 8) 인큐베이터 조직의 운 과 활동

에 필요한 수익의 원천, 9)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 10) 인큐베이터 

조직을 운 하는 경 진의 특징으로, 비 리 인큐베이터의 경우 외부와의 개자 같은 

역할 등이 있다.

첫째, 비 리 공  인큐베이터 략모델은 공공조직으로 운 되는 통 인 인큐베이

터의 형태이다. 이 조직의 미션은 지역경제와 기술발 을 진하는 것이며, 운 활동을 

특정 산업에 한정하며, 물류와 유형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2.5년 정도의 장기 인 

보육기간을 행하고 있다. 특히 학 인큐베이터는 학의 기술을 입주기업에 이 하는 

것을 요 목 으로 하고 있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진하고, 우수한 연구기

과 연 되어 있다는 을 이용하여 입주기업의 평 과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다.

학 내 인큐베이터가 벤처기업의 창출에 결정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

움이 있다. 그러나 학에 창업문화의 확 를 진하고 학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벤처

창출을 학의 새로운 사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제도화하는데 인큐베이터 조직의 활동이 

기여했다는 이 인정되고 있다.

둘째, 상업  민간 인큐베이터 략모델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들이 폭넓은 

외부의 기업이나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주기업들에 부족한 능력과 자원들을 

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다. 보육기간도 비교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자

과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독려하며, 비 리 인큐베이터들보다 상업  인큐베이터들

이 더 용이하게 외부 자 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업  인큐베이터와 비 리 인큐베이터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차이 은 바로 

조직 경 진의 경력과 구성이다. 상업  인큐베이터의 경 진은 과거 창업경험을 가진 

기업가 정신이 매우 강한 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 내 연계와 지원의 확보, 경

 컨설 의 실행과 같은 극 인 지원활동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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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ysse 외(2005)의 연구는 유럽의 학과 연구기 에 설치된 7개의 인큐베이터를 

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벤처창업의 목 , 으로 제공하는 경 자원의 특징을 기

으로 창업보육 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한 창업보육 략의 

세 가지 패턴이란 1)  선택  모델(Low Selective Model), 2) 지원  모델(Supportive 

Model), 3) 인큐베이터 모델(Incubator Model)이다. 이들의 특징을 구분하는 여섯 가지 

자원기 으로는 조직자원, 인 자원, 기술자원, 물리  자원, 재정자원, 네트워크 자원 등

이다.

첫째,  선택  인큐베이션 모델은 까다로운 자격지원조건 없이 가능한 다수의 벤처

기업을 창출하기 한 략이다. 기술 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산업까

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이 어려워 공  지원 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지

역시장 는 국내시장을 목표로 창업되며 소규모의 자본과 인원을 가진 창업도 지원된

다. 인큐베이터에 한 평가는 학 주변에 창업된 기업의 숫자가 요한 기 으로 지역

의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 요한 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

장하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제한 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지원  인큐베이션 모델은 학에서 창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기술이 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직  창업을 통하여 사업화를 추구하는 략이다.  선택  

모델 보다 기업 수가 고, 지 재산권을 포함해 커다란 규모의 자원과 재정지원을 필요

로 한다. 창업보육은 로젝트 방식으로 추진되며, 일단 사업화시킬 기술이 발견되고 연

구자 그룹이 형성되면 이들과 신뢰 계를 구축하며 경  컨설 을 제공하고 기업을 조

직하며 사업화를 진행한다.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로 을 이루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한 활동이 활발하게 개되며 기술사업화를 담당할 독립 인 조직설

립도 추진된다. 지원  인큐베이션 략의 궁극 인 목 은 지역에서 운 되는 상업 으

로 자립 가능한 기업을 창출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인큐베이터 모델은 기술 가능성이 분명하여 특허 라이센싱과 같은 기술이  방

식보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는 기술을 내부에서 충분히 보육하여 독립

시키는 략이다. 기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기술에 한 물리  투자가 선행되며 모듈

의 부분식 기술이 아닌 랫폼의 시스템 기술의 성격을 가진다. 독립을 한 충분한 자

원과 자 이 확보될 때가지 보육시설에 머물며 기술이  담조직이 기 펀드를 제공

하고 지속 으로 외부의 투자자 을 탐색하고 때로는 국제 인 경 지원자가 물색된다. 

다른 략에 비해서 창업기업 수는 지만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을 만큼 높은 신성

을 갖고 국제시장에서 장기 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창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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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 and Hornych(2008)는 독일 인큐베이터가 가진 특징을 이론화 하며 문화

략(Specialization Strategy)이 가지는 장 들에 해서 논의하고 있다. 독일에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400여개의 인큐베이터들이 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32.5%의 인큐베이터들이 특정한 하나의 분야 는 상호보완 인 소수의 분야

에 특화된 문화 략의 인큐베이터로 운 되고 있다. 문화 략의 인큐베이터가 가지

는 강 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큐베이터 문화 략은 특수장비와 시설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각

화된 인큐베이터의 경우 다양한 입주기업이 가지는 서로 다른 요구를 맞춰 제공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바이오테크와 제약과 같은 기술들에서는 매우 특수화된 장비들

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의 문화는 입주기업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인큐베이터 문화 략은 특정 분야에 매우 특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입

주기업에 제공한다. 일반 인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정형 인 경 지식과 훈련이 입주

기업에게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입주기업에 진정으로 유익한 지식은 

특정분야의 시장상황과 경쟁 환경을 이해하고 제공하는 문지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 략은 특정분야의 입주기업을 집 으로 육성하므로 입주기업 간 력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한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문화 략은 지명도가 낮은 입주기

업들에게 인큐베이터가 가진 지역 시장에서의 평 과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한편 단 으로는 인큐베이터의 문화 략이 동일 분야 입주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 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 입주기업 분야의 다양성이 가져 오는 상호보완  

상승효과를 기  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Becker and Gassmann(2006)의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 치한 다국  기업의 인큐

베이터가 가지는 략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기 의 축으로는 핵심기

술과 비 핵심기술 그리고 입주벤처기업의 목 을 외부 사업화와 내부흡수로 나눠 구분

하고 있다. 첫째, 빠른 이익(Fast-profit) 인큐베이터는 사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와 

비 핵심기술을 분사화(Spin-off)시켜 시장수익을 확 하기 한 략이다. 둘째, 지렛

(Leveraging) 인큐베이터는 재 개발 에 있는 핵심기술을 사업화 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서와 마 부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미래의 핵심 

사업 역으로 통합하여 이윤극 화를 목 으로 창업보육을 실시한다. 셋째, 내부 원천화

(In-souring) 인큐베이터는 모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목 으로 외부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보육시켜 내부로 통합할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는 

다국  기업들이 운 하는 인큐베이터의 가장 많은 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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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Market) 인큐베이터는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 핵심 인 보완기술에 한 시장

을 창출하기 한 벤처기업 육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보완 기술에 한 시장수요를 

확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모기업에 인수될 것을 제로 하지 않는다.

인큐베이터 조직이 가지는 략 패턴은 보육성과에 커다란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평가기  자체에도 큰 향을 가진다. 즉 략 으로 목 하는 방향성과 목표에 따라서 

보다 요한 성과지표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인큐베이터가 가지는 략패턴

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역시 향후 략패턴에 한 연구에서 요한 의미

를 가질 것이다. 

4. 사회  네트워크 이론 분석

네트워크 이론(Granovetter, 1985)은 재 제도경제학의 거래비용이론과 경쟁 계를 

유지하며 사회과학 이론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발 하고  있다. 이는 이노베

이션과 R&D 연구에서도 매우 커다란 향력을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개인과 개인 는 조직과 조직 사이에 장기간에 형성된 신뢰와 계  착근

성(embededness)에 주목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성격도 연성(weak)과 강성(strong)으로 

구분되며, 행 자 간의 사회  네트워크는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업의 

성과와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인큐베이터에 한 연구에서도 인큐베이터가 

입주기업의 보육성과와 성공  독립을 진하는 요한 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이론에 주

목하여 왔다.

Hansen 외(2000)의 연구는 169여개의 인큐베이터에 한 정성  조사와 화 인터뷰

를 바탕으로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형태를 분류하고,  성공 인 결과를 가

져 올 서비스로서 우수한 외 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기능을 가진 연계 심형 인큐베

이터(Networked Incubator)에 해서 논하고 있다. 성공 인 인큐베이터 조직이 제공하

는 네트워크는 갓 태어난 창업기업과 다른 성공 인 인터넷 기업들에 네트워크를 제공

함으로써 인재와 지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공 인 마  활동

을 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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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트워크 요성과 역할 국가

Hansen 외(2000)
입주기업에 한 외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재, 지식, 정보의 흐

름 진과 마  강화
다수

Bollingtoft and Ulhoi 

(2005)

강성 네트워크는 문제 해결형 력에 유리, 연성 네트워크는 정

보 근과 지식공유에 유리
덴마크

McAdam and 

McAdam (2006)

정부기 과 투자자 네트워크로 사업화 진, 성장 략 구축에 

한 컨설  제공기능 
아일랜드

Rothschild and Darr 

(2005)

학에 치한 인큐베이터와 학 구성원 간 비공식  네트워

크가 가지는 요성
이스라엘

<표 4> 인큐베이터 성과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는 인맥을 통한 특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보다 먼  요 경 자

원에 근할 수 있는 민첩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안정 인 경 기반을 가진 기업과 기

업가 정신이 넘치는 벤처기업과의 연계를 제공하여 기업발 을 꾀하며, 네트워크에서 발

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다. 우수한 인큐베이터는 문가로 구성된 자문 원

단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제도화하고 있다.

Bollingtoft and Ulhoi(2005)의 연구에서는 덴마크의 참가 찰법의 정성  방법론과 사

회  자본(Social Capital)이론에 기 해 연계 심형 인큐베이터(Networked Incubator)

의 차이 과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등장하 는지에 해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연계

심형 인큐베이터 조직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연계를 진시키거나 

해하는 요인들에 해서 분석하고 있다.

사회  자본이란 개인 인 는 집단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 인맥, 사회  

구조로 개인들이 정보와 노하우에 한 근을 가능  하며, 개인들 사이의 력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 다. 인  네트워크는 강성과 연성으로 구분되며, 강성 

네트워크는 문제해결을 한 력활동에 유리한 반면 연성 네트워크는 정보 근, 지식공

유 등에 유용하다.

입주기업들이 인큐베이터 조직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내외 네트워크이며, 

먼  외  네트워크는 잠재 인 비즈니스 트 , 고객, 지역의 력업체와의 연계와 

력을 가능  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입주기업들 사이의 내  네트워크는 

유사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며, 동일 건물에 치한 기업들 사이에 력의 효율성

을 높여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  네트워크를 주요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입주기업 간 연계의 형성 메커니즘을 보면, 먼  네트워크의 형태에는 기술  력과 



창업보육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 요인에 한 문헌연구  131

같은 단편 인 형태로부터 상호보완 인 스킬과 역량을 공유하기 한 략  제휴와 

같은 면 인 력 계가 존재한다. 한 네트워크의  다른 형태로는 개인 인 친분

과 같은 개인 벨의 네트워크와 사업상의 조직차원의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하지만 입

주기업 간 네트워크에서는 이들 사이의 경계선은 불분명하고, 많은 경우 개인 인 안면

과 교류가 사업상의 목  이 에 선행된다.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의 형성에 향을 주는 인큐베이터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큐베이터 건물과 공간 구조의 물리 인 환경은 입주자들의 동선을 규정하게 하며 같

은 건물, 같은 층에 입주할수록 연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입주기업 간에 공유하

고 있는 가치 (문화)은 인  연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하향식(Top- 

down)의 동인보다는 상향식의 자발 인 움직임과 분 기가 요하다. 셋째, 인큐베이터

가 주최하는 공동행사들은, 필요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할 기회가 없는 기업들 사이

에 과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넷째, 인큐베이터의 규모에 비해 입주기업 수가 무 

많을 경우 서로 간의 과 교류에는 한계를 가지며 실제 인 연계를 진하는 네트워

크의 형성은 어려워진다.

McAdam and McAdam(2006)의 연구는 아일랜드 학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12개 기

업의 네트워크에 한 장기 인 변화를 분석, 인큐베이터 네트워크가 입주기업의 발 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큐베이터의 외  네트워크에 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기 이나 투자자들과의 연계 구축이 학의 기술이 산업계로 이 되

는데 진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큐베이터의 외부 네트워크는 기업형성의 

기 발 단계에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 있으며, 이들은 입주기업의 성장

략의 구상과 실행을 도와주는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한다.

Rothschild and Darr(2005)는 이스라엘의 유명 연구 심 학 내부에 설립된 인큐베이

터에 한 사례연구에서 인큐베이터조직과 학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

가 가지는 요성을 분석하고 있다. 학구성원과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사이에 형성되는 

비공식 이고 친 한 네트워크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자 원과의 연계를 지원하기도 하며 

학내 연구시설과 장비의 활용을 진 시킬 수 있다. 학교원 는 박사과정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는 기술자문과 조언을 제공하여 다. 이러한 인  네트워크는 구소련에서 이민 

온 입주기업의 종업원들이 아니라 이슬라엘 출신의 경 자를 심으로 형성된다. 

인큐베이터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입주기업의 지속  성장과 독립을 진하는 요

한 요인으로 향후 보다 많은 연구들이 등장 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

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으로는 네트워크의 성격과 입주기업의 발 단계에 따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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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입주기업간의 내부와 지역사회 안의 외부 네트

워크, 강성과 연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분야별 다양성 등에 따라서 입주기업에 가져 올 

수 있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입주기업의 기 창업기와 성숙 발 기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계활동이 개 될 것이다. 한 지 까지의 연구는 아직 사례연구를 바

탕으로 하는 정성 인 연구로서 네트워크이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통계  방법론을 통한 성과 향 모델의 개발과 분석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

지 까지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요인에 한 주요 문헌들을 분석하며, 경 성과의 측

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과 함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한 이론으로서 자원 심

론, 략  패턴,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문헌들을 제시하 다. 

앞장에서 제시한 시 들의 공통 은 이들이 부분 인큐베이터와 입주기업사이의 내

인 측면을 심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이다. 3장에서는 인큐베이터 조직과 그 

활동의 외 인 측면에 한 부분들에 을 맞추고 있다. 그 다면 인큐베이터의 경

자원은 어떻게 구에 의해서 공 되는 것이며, 인큐베이터가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네트

워크의 범 와 강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나아가 인큐베이터가 선택하는 다양한 

략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큐베이터의 역량과 활동력을 결

정하는 요한 요인들이 된다. 

방향성 주요 문헌 요성

가버 스 

분석
Phan 외 (2005)

지배(소유)구조는 인큐베이터 경 진, 략패턴, 경 목표에 커

다란 향을 미치며, 공 /민간의 구분 바탕으로 그 차이 분석이 

필요

콘텍스트

분석

Autio and Klofsten 

(1998)

인  학,  산업직  여부, 기업 본사, 수도권 등 인큐베이터

의 외  콘텍스트가 성과에 한 향분석의 필요성

정책성과 

분석

 Hackett and Dilts 

(2004)

인큐베이터의 정책  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공과 성과 결

정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미흡하며 학술  연구의 필요성 

<표 5> 인큐베이터 성과요인 분석의 새로운 연구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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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의 활동력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인큐베이터를 둘러싼 외 인 환경에 크게 

의존하며, 아직 이들에 한 연구는 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3장에서는 인큐베이터 연

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성으로 <표 5>와 같이 인큐베이터 운 의 가버 스 분석, 활동의 

지역  콘텍스트 분석, 그리고 정부정책의 정책성과 분석 등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거버 스 분석

가버 스는 인큐베이터의 소유구조 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소유권

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해 계자들이 인큐베이터 활동에 지배력

을 행사하게 되는가를 결정짓는다. 가버 스 구조의 특징은 인큐베이터 경 진의 선출과 

구성 그리고 경 활동의 략과 궁극 인 목표를 설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앞장의 략패턴에 한 연구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가버 스의 형태는 크게 정부, 지역

자치단체 는 학이 설립한 비 리의 공  인큐베이터조직과,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이 

설립해 기업처럼 리추구의 민간 인큐베이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민 (Private-Public) 

력형 는 하이 리드 인큐베이터가 존재한다(Phan 외, 2005). 인큐베이터 가버 스의 

형태는 각국 정부정책과 창업활동의 시장메커니즘의 향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리형 인큐베이터도 크게 발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한국에서는 정부와 다른 공 주체들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공 주체가 설립하는 공  인큐베이터는 경 자원을 안정 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에서 입주기업에 해 안정 , 장기 인 보육활동과 필요자원 공 이 가

능하며, 경제와 산업발  그리고 고용창출을 제로 조직이 경 된다. 따라서 정책과 정

치  환경에 따라서 크게 향을 받으며, 료조직의 향을 받아 경 의 효율성과 경

진의 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민간 인큐베이터는 벤처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창업보육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

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극 인 경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창업

보육의 높은 성과 높이고, 문화를 진하여 경 효율성을 확 시킬 수 있는 장 을 가

진다. 하지만, 인큐베이터의 설립과 운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존한다는  때문에 서비

스의 공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인큐베이터의 설립과 이해 계자들의 구성을 보면 민 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하이 리드 가버 스가 존재하며, 조직의 재원조달 방법, 역할분담, 경 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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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출방법, 이해 계자들과의 계 등에 민 의 업이 이루

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  주체가 설립하고 민간의 주도의 성과 심으로 운

되거나, 반 로 민간이 설립하여 운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 되며 공

 주체의 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도 있다.

다양한 인큐베이터 가버 스 패턴이 있고, 그 특징들은 인큐베이터의 략과 운 효

율성에 한 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미비한 수

이다. 따라서 가버 스의 분류기 , 형태에 따르는 략  방향성과 운 상의 특징, 그

리고 보다 높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가버 스 형태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2. 콘텍스트 분석

콘텍스트란 인큐베이터 조직과 시설 등이 치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  조건을 말한

다. 이는 인큐베이터 운 과 활동에 양분을 공 하는 토양과 같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외 자원과 같다(Autio and Klofsten, 1998). 외  콘텍스트의 

표 인 사례로는 학의 존재여부, 첨단 기업과 산업의 집  여부, 기업 본사의 근

성, 경제활동이 집 된 수도권  도시의 근성 등이 포함된다. 

인큐베이터의 콘텍스트 분석에서 기존연구들은 특히 풍부한 연구자원과 기술이 능력을 

가진 학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으며(Mian, 1996; Autio and Klofsten, 1998; Rothaermel 

and Thursby, 2005), 학으로 부터의 기술이 이 입주기업의 발 에 어떠한 정 인 

효과를 미치는가에 한 실증 인 분석을 하고 있다. Rothaermel and Thursby(2005)는 

조지아공  내 인큐베이터에 한 연구에서 입주기업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bility)

에 따라서 학기술이 성공 으로 기업의 경쟁우 로 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큐베이터의 콘텍스트 분석은 경 자의 입지선정에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편, 정책입안자에게는 인큐베이터 설치의 입지선정과 실  평가 등에 있어 정책  딜

마를 가져온다. 다수의 공  인큐베이터 조직은 창업과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산

업과 경제의 발 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하지만, 인큐베이터의 성과는 입지한 

지역의 외 인 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규모 경 자원과 뛰어난 내부능력

을 가진 인큐베이터라고 하더라도 외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된 인큐베이터는 유

리한 외  환경을 가진 조직보다 활동  성과에 커다란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즉, 인큐



창업보육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 요인에 한 문헌연구  135

베이터의 외  환경 콘텍스트에 해서는 ‘닭이 먼 인가 달걀이 먼 인가’식의 논의가 

발생하게 된다.

에서 소개한 학의 역할과 공헌에 한 연구들은 학 내에 치한 인큐베이터를 

심으로 수행된 것들로 다른 요인들에 한 상  요성을 객 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콘텍스트에 한 연구에서는 학뿐만 아니라 첨단기업의 

집 이나 기업의 근성 등과 같은 다른 외 요인들이 끼치는 향에 한 보다 객

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이 가지는 각기 다른 향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의 상승

효과에 한 이해도 요한 연구의 방향성일 것이다.

3. 정책성과 분석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요한 정책과제로서 인큐베이터가 설치,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성공 인 정책의 형태와 이를 수행하기 한 조건 등에 

한 분석과 이해는 매우 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Hackett and Dilts(2004)의 문

헌연구는 지 까지의 정책연구들이 가지는 특징으로서 인큐베이터 운 의 성공요인들에 

한 ‘규범  명제’가 주로 제시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성공 인 인큐베이터의 운 을 해 필요한 정책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큐베

이터에 조언과 경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문 원회의 설치, 둘째 수익성 확보를 한 

입주기간 리의 요성, 셋째 포 인 지원메뉴의 요성, 넷째 입주기업 선정의 방법

과 기 , 다섯째 입주기업의 자 조달에 한 지원활동정도, 여섯째 인큐베이터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공헌, 마지막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인큐베이터 서비스의 유연성 확보의 

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인큐베이터에 한 정책연구는 아직 성공요인과 우수사례 등을 통한 규범  명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인큐베이터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성과에 한 분석 등, 일련의 정책과정을 분석단 로 상정한 연구들은 미약한 상

황이다. 향후 정책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발  로세스가 정책의 형태와 내

용에 미치는 향에 한 심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비교를 통한 성과의 결정요

인을 도출하는 연구가 요하다. 나아가 학술 인 이론에 기 한 인과 계의 모델을 구

축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큐베이터가 가지는 정책  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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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책의 성공과 함께 실패한 정책사례에 한 연구들 역시 

극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인큐베이터 정책에 한 국제비교연구는 각국이 

시행하는 서로 다른 정책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각국이 가지

는 사회 , 제도 , 정치  요인들에 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경우 정책의 성패를 좌

우하는 공통  요인을 도출하고 이론화하는 효과 인 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기술 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NTBFs, new technology based firms)의 창출은 산

업발 의 견인차이며 지역발 과 국가경제성장의 요한 원동력이다. 기술 신의 사업

화 과정은 핵심기술이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시작하며, 이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완성되

기 해서는 창업자의 능력과 열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 자원이 외부에서 지원 될 수 

있을 때 보다 성공 으로 추진될 수 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는 테크노 크는 입주

공간 뿐만 아니라 경 자원과 경 컨설 , 자  확보, 네트워크 등을 공 하여 창업활동

을 진하고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큐베이터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한 체계 인 이해는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큐베이터의 운 자에게도 매우 요한 이슈가 된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여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요인에 한 입체 인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큐베이터에 한 기존연구들의 요 내용과 특징을 제시

함과 동시에 기존문헌들이 가지는 한계 을 지 하면서 향후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앞에서도 언 된 바와 같이 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출발한 하나의 원천기술이 사업

화되고 시장을 형성하며 커다란 신을 이룩하는 과정에는 인큐베이터 조직뿐만 아니라 

기술이  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산학 력단, 벤처캐피탈, 

정부연구지원조직(Funding Agency) 등 다양한 지원 문조직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지원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능력과 자원의 공통 은 무

엇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연구 역시 요한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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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기존연구를 이론  시 에 의거해 분석한 이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 한 양의 인큐베이터에 한 문헌과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이들의 일부만을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큐베이터의 성과결정요

인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존문헌을 선별 으로 선택하

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큐베이터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요 설명요인으로서 

제시한 인큐베이터의 경 자원, 략 패턴, 사회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면, 

경 자원과 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략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며 발 하는가, 즉 이들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이들의 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역시 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성과는 핵심자원들을  경 리하기 한 효과 인 방안들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에서도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 크 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축 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는 차후 연구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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