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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nD Service기업은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이며 비즈니스생태계를 촉진하는 바, 우리는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선도
하는 RnD Service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독립경제로서 RnD Service기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보고서 
및 제반 인터뷰 통해서 RnD Service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RnD Service기업의 생성과 혁신과정을 분석하였다. 
RnD Service기업은 독립된 경제이지만 비용 극복이 어려워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속될수록 지역의 혁신이 늦어
진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RnD Service분야는 제반 산업과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RnD 
Service기업의 독립적인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전의 RnD Service의 비즈니스 모
델은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종속된 발전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독립된 기술개발모델로서 혁신을 가져오는 주체
로 성장해가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ABSTRACT

RnD Service firms are the innovative company that supports innovation, determines the healthy ecosystem in the 
high tech business sector. RnD service also brings up a regional innovation through the business eco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RnD Service firm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high tech industry. We analyze the role of the 
RnD Service firms through reports and interviews with corporate managers. We understand the growth process was 
RnD Service firms, and identify the cost of organizing. RnD Service firms are independent economy, but was also a 
problem that appears is dependent o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sometimes. When the subject of a regional 
innovation take place the RnD Service secto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mergence of innovative business. RnD 
Service model should not be developed by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it should be a technology development 
model that occur betwee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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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와 BT기반경제가 진척되면서 RnD활동의 전문성

과 개방성은 가속화되고 있다[1]. 스카이프(Skype)는 

스웨덴사람과 덴마크사람이 설립하였지만 에스토니아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되었고, BMW X3모델은 오스

트리아 Magna Steyr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P&G는 제품

혁신의 반 이상을 외부에서 만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중국의 WuXi PharmaTech는 2000년 10명
으로 출발하여 2008년에는 2,700명이 근무하는 제약 및 

Biotech RnD Outsourcing 전문기업이 되었고 글로벌 

제약업체인 Merck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 일본, 유
럽 기업에게 RnD Service를 제공한다[2]. 외부의 새로

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자원 및 비용의 절감과 RnD효

과를 배가하고 외부의 파트너나 고객의 믿음까지 RnD
과정에 포함시키는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은 확

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측에서 개방형혁신은 RnD의 인하우스

(inhouse)와 아웃소싱(outsourcing)간 전략적 선택문제

이며 Outsourcing협력의 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RnD 
Service의 제공자가 된다. 협력을 근간으로 외부의 지식

을 가져오거나 내부의 지식을 내보내는 개방적 활동은 

자연스러워졌다. 
본 연구는 RnD Service와 혁신의 관계를 사업화궤적

으로 옮기고 있는 대전의 IT기업을 분석한다. 하이테크

비즈니스에 속하는 RnD Service기업의 사례는 기업가

와 시장 및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혁신적 의미를 보여

준다.  

Ⅱ. RnD Service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RnD Service의 개념과 유형

RnD Service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RnD
활동, 설계 및 기술서비스, 경영컨설팅, 정보 및 통신서

비스, 인력관리 및 채용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 재무, 
그리고 시장관련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식집약비즈니스

서비스(KIBS: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 
중 하나이다. RnD Service는 정보와 지식, 기술을 제

공하기 때문에 서비스기업의 역량은 성과에 영향을 

준다. 

RnD Service는 한편 Outsourcing 목적에 의해 분류

될 수 있다. 이유는 RnD를 공급하면 서비스이지만 RnD
를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RnD Outsourcing이기 때문이

다. RnD Outsourcing은 비용절감과 이윤확대라는 궁극

적인 목적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의 Outsourcing
을 통한 비용절감형 경영효율화와 혜택(이윤포함)확대

형 신사업발굴에 목적이 있다. 비용절감형 Outsourcing
은 대상이 성숙시장인 반면 혜택확대형 Outsourcing은 

신시장 개척이 주요 목표이다[3]. 간혹 Outsourcing의 

예측자(목적)로 기술 불확실성이 거론되지만 확고하지

는 않다[4][표 1]. 

표 1. RnD Outsourcing의 형태

Table. 1 Types of RnD Outsourcing

효율적 RnD 
Outsourcing

혁신적 RnD 
Outsourcing

목 적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신사업의 발굴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이윤(혜택)확대

수탁기업과

의관계

수행사항결정을 

발주기업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

관심분야가 유사하며 

상호신뢰 구축

기술,시장, 
생산 형태

검증이 끝난 기술,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제품및서비스 

생산outsourcing

미래기술 및 신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생산

RnD Service는 계약의 형태로서 위탁연구, 공동연

구, 협력개발로 분류되기도 한다. 첫째, 위탁연구는 단

기적인 업무비용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기업의 기술자

산이 과부하이어서 위탁하는 상황(특허관리 위탁 등)이 

있으며 특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제3자에게 단기적 RnD 
Outsourcing을 하게 된다. 둘째, 공동연구는 장비제공

이나 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기업이 대

학 및 연구기관에 RnD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공하

여 원천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컨소시

엄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협의체를 형성하여 기술역량

을 보완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유형으로 제품개발 및 시

장창출에 초점을 둔다. 기업들은 기술환경이나 대외여

건이 불확실한 시장상황에서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RnD Service는 따라서 거래비용의 절감과 혜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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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며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술개선 및 개발 

등에서 중요하다.  

2.2. RnD Service와 혁신환경

RnD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일수록 

혁신소스를 찾기 위해 RnD Service를 필요로 한다. 더 

많은 혁신소스(기회)를 원하게 되고 역량의 확대를 위

해서 RnD Service를 의뢰한다. 반대로 기술역량이 부족

한 기업은 RnD Service를 제공하거나 외부협력기관을 

선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5].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RnD Service를 제공하는 미국

의 실리콘벨리, 영국의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등 혁신

환경의 존재는 기업의 혁신에 직접적이다. 기업은 혁신

소스를 찾기 위해서 RnD Service기업을 중요한 파트너

로 이해하는 만큼 접근성은 혁신의 가능성은 높인다.  
무엇보다도 RnD Service기업은 클라이언트의 지식

창출이나 정보처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정보기술을 사용하며 지식조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의 인풋과 아웃풋의 구매자이자 공

급자이며 사용자인 동시에 혁신시스템의 직간접적인 

기술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혁신활동, 인적자본, 신기

술의 도입, 과학기술 지식네트워크의 확산, 지식의 정

교화 등 시스템의 잠재성을 확장한다. RnD Service기업

은 클라이언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비즈

니스를 창출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경제의 혁신을 지원

하는 연결다리가 되는 것이다[6,7]. 
따라서 혁신스시템에서 산학협력이 직접적인 인프

라에 속한다면 RnD Service는 두 번째의 지식인프라에 

위치하며[8] RnD Service기업은 엔지니어의 최종학교

가 되기도 한다. 비록 혁신시스템에서 RnD Service기업

의 역할이 산학협력에 비해 잘 보이지 않지만 지역클러

스터를 규정짓거나 지역혁신의 차이를 결정하는 문제

해결플랫폼일 수도 있다.  

2.3. RnD Service와 기업가정신

2.3.1. RnD Service와 RnD역량 향상

기술기업가정신에서 RnD의 조직화는 성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 RnD역량의 향상은 기술적 보완, 기
술적 명료, 그리고 기술적 자산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9]. 첫째, 기술보완성은 RnD Service기업으로부터 가

져오는 독특한 역량범위로 정의된다. RnD Service기업

은 클라이언트의 연구기반을 촉진시키며 기술보완에 

공헌하게 된다. RnD의 복잡성이 낮은 경우보다 복잡성

이 높을 때에 RnD Service 의뢰가 발생한다. 둘째, 기술

명료성은 RnD Service 기업으로부터 표준화된 기술을 

가져오는 범위로 정의된다. 기술개발과정의 규칙과 질

서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RnD Service의뢰는 이루어진

다. 셋째, 기술자산확보성은 지식재산권 권리화 또는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확장성으로 정의된다. 첨단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각적인 응용을 위하여 기술

의 자산화를 기대한다. RnD Service기업에게 의뢰함으

로써 기술자산이 회석되는 위험이 있지만 응용의 복잡

성이나 내부 RnD를 통해서 해결을 못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의뢰가 발생한다.

2.3.2. RnD Service와 백업비용 감소

기술기업가정신에서 신뢰비용의 감소는 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준다. 백업비용(back up cost)은 경영층

의 RnD지지도, 자체개발, 인프라구축비용 등을 말한다. 
보통 시장개발경험을 보유한 RnD Service기업과의 협

력은 신뢰중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백업비용을 감소시

킨다. 백업비용이 적게 드는 RnD Service기업의 선택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하다.
보다 직접적인 백업비용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

하는 서비스비용의 감소와 신뢰의 중가이다. 첫째, 서
비스비용(기술료 등)은 전문성에 대한 대가이다. 클라

이언트의 RnD프로젝트조직은 협력과정에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미팅에서 다른 기업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기업의 문제는 실제수요를 반영

하는 만큼 시장정보도 수집된다. 고객을 직접 접촉하

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품컨셉과 잠재적 고객 또는 기

술개발방법과 응용방법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

디어를 디자인으로 변환하거나 기초실험데이터의 수

집, 특허신청서 작성, 상용화 개발 등 RnD Service의 

전문성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둘
째, RnD Service기업과 클라이언트의 신뢰는 장기적인 

RnD과정을 목적별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계약할 수 있

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개발결과의 라이센스를 통해

서 로열티 지급과도 관련되어 있다. 간혹 개발과정에 

참여한 프로젝트 팀의 일부가 스핀아웃할 수 있는 기회

도 해당된다. 더불어서 벤처로 분리되거나 벤처캐피탈

의 후원, 고객확장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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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nD Service와 비즈니스 모델

RnD Service는 기술컨설턴트 모델이다. RnD Service
는 하이테크클라이언트(전기전자, IT, BT, 국방, 항공,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및 시장접근까지 포함한다. 
기술혁신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큰 RnD Service기업

은 노동비용우위를 지닌 생산협력업체와 함께 일한다. 
장비가 잘 갖추어진 연구실과 작업공간을 가지고 있으

며 제품의 컨셉에서 양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한다. 소
규모의 RnD Service기업은 생산협력업체를 관리할 여

력이 적은 편이다. 전문화된 장비와 작업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엔지니어링이나 산업디자인 같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시장혁신 측면에서 보면, RnD 
Service기업은 전문기술과 IP(Intellectual Property)를 

구축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를 미리 제

안하기도 한다. 
RnD Service기업은 또한 국내외 RnD계약시장을 지

향하고 라이센싱하거나 스핀오프를 통해 수익을 확보

한다. RnD의 수행 중 발생된 IP는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되지만, RnD Service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였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라이센스하게 된다. RnD Service기업

이 보유한 동일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의 계약을 통해서 IP의 창조적 사용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 IP는 소유권과 상용화의 관리에서 중요하며 자회사 

또는 스핀오프 기업을 설립하는데도 활용된다.

Ⅲ. 조사방법

3.1. 조사방법

3.1.1. 우리나라 RnD Service산업과 대전지역

통계청의 2011전국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RnD Service산업의 사업체 수는 총 36,403개, 
총종사자는 770,401명 규모이다. RnD업은 11,835개
(32.5%), RnD지원업은 24,568개(67.5%)이다. 대전지

역 RnD Service산업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체수

는 495개, 종사자수 20,495명이다. 대전 RnD Service산
업은 ‘물리화학 및 생물학 RnD업’과‘기타공학RnD업’
을 제외하고 기업규모가 영세하다. 다만 출연연 및 RnD 
관련기관의 집적도가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10][표2].  

표 2. 대전지역 RnD Service산업

Table. 2 RnD Service industry and Daejeon Area

구분 세부 산업범위 업체수 종사자수

RnD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 RnD업 62 8,708
전기전자공학 RnD업 73 4,046

기타 공학 RnD업 95 5,09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87 507

RnD
지원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39 634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62 1,114

제품 디자인업 31 97
변리사업 46 287

합 계  495 20,492

3.1.2. 분석내용 및 대상

사례연구는 혁신환경, 기업가정신, 비즈니스모델(기
술, 시장, 사업전략)을 구조화하여 접근한다[표3]. 

표 3. 혁신시나리오

Table. 3 Innovation Scenarios

프로세스 상황(초점) 혁신 시나리오

Input 혁신환경
(산업집중)

1. RnD집약도(기술)가 큰 산업(기
업 수 or 규모, 해당시장)일수록 RnD 
Service가 촉진된다

Through 
put

기업가정신
(경력/기술

/기업화)

2.1 클라이언트의 RnD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기술완성도: 기술의 보
완, 명료, 자산의 확보가 가능)
2.2 클라이언트의 백업비용이 적게 
든다(신뢰성: 클라이언트의 RnD지
지도, 개발결과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연구개발력, 인프라구축비용의 감
소차원, 수수료 감소 등이 가능)

Output

기술력
(핵심기술/
생산역량/
기술인력)

3.1 RnD Service기업의 규모가 작다
면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연구보다 
개발프로세스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로 제품엔지니어링이나 산업디자
인 같은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3.2 RnD Service기업규모가 크다면 
범용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노동
비용이 뛰어난 생산업체와 함께 일
하며, 컨셉에서 양산까지 넓은 활동
을 한다

Outcome
시장접
근력

(시장개발)

4.1 RnD Service기업은 국내외 클라
이언트에게 프로젝트를 미리 제안
하기도 한다
4.2 RnD Service기업은 수익원으로
서 라이센싱을 활용하거나 스핀오
프에 초점을 둔다

Impact 
신규사업전략
(직간접적

기술사업화)

5. RnD Service(간접적 기술사업화)
와 직접적인 기술사업화 간에 전략
적 선택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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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는 충청지역사업디렉토리북을 활용하여 IT
융합형비즈니스를 성공시킨 50여개의 업체 중 R&D 
Service경험이 있는 20개를 융합기술성과 시장접근성

을 평가하여 5개 업체를 발굴하였다. 분야별 균형을 고

려하여 전자IT, IT시스템, 바이오IT 분야의 3개 기업을 

선택하였다[표4]. 

표 4. 사례연구 기업

Table. 4 Case Study Sample 

분류 설립 기술 응용분야

A사

전자IT 98년
영상센서

(적외선

센서 등)

군수무기, 의료영상, 일반산업 

냉난검사 등, 우주항공관측, 
보안 및 소방시스템, 운전자보

조 등 

B사

IT시스템
01년

보안

네트워크

시스탬

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 이동

통신, 교통정보통신, 기업네트

워크솔루션, 출입통제시스템

(바이오생체인식기술)  등

C사

바이오IT 01년 신약후보

발굴기술

자원 → in silico → in vitro/ in 
vivo → 신약타겟, 신약후보

Ⅳ. 대전의 IT사업화전문기업 사례

4.1. 대전의 전략산업과 IT산업

대전의 4대 전략산업은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

기), 바이오(생물의약),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

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이다. 1,300여개 

기업 중에 IT가 36%(전기전자 15%, 정보통신 21%), 생
명공학 및 섬유화학이 29%, 기계 및 소재가 22%, 경
영․경제․기타가 13%이다. 세부분야별 기업분포(대
덕특구 내)는 IT산업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29.1%, 정
보통신기기 제조 28.1%, 소프트웨어 42.7%로서, 소프

트웨어 업종이 가장 높다. 생명공학산업은 전국대비 

8.0%인 수준인 약 70여개 업체이며 바이오의약이 20
개, 바이오화학이 20개 등이다. 메카트로닉스산업은 약 

17여개 업체에서 청소로봇, 축구로봇, 교육용로봇, 완
구용 로봇 등의 일반서비스로봇과 국방전투 로봇, 원자

력용 로봇, 비행체 등 특수서비스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에서 산업용로봇을 생산한다. 첨단부

품 및 소재산업은 전자정보용나노소재 관련 RnD연구

센터와 의약중간체화장품소재 분야의 50여개의 기업과 

소수의 에너지․환경소재분야 기업이 있다[11]. 

4.2. 사례연구 

4.2.1. A사의 RnD Service
A사는 적외선센서와 X-Ray센서를 통해 전자눈(영

상센서)을 연구개발․제조하는 회사이다. 센서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시뮬레이터와 위성용카메라전자부 등 

컴퓨팅․통신시스템 및 영상을 연구한다. 
Input(혁신환경): 국내 적외선센서전문기업은 A사가 

유일하며 국제적으로 소수이다. 국내 방산업체는 총 

314개로 체계종합업체가 13개, 전문방산업체가 75개, 
협력업체가 72%인 226개이며 대전에는 73개의 국방관

련기업이 있다. 국방산업의 특성상 기술경계가 명확하

기 때문에 대전지역 내 기술간 의존구조는 미미하다. 
적외선센서와 국방분야에서 대전은 산업집중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의존적인 산업기술은 아니다[11, 
12]. 

Throughput(기업가정신): A사는 KAIST 전자공학특

화연구센터의 적외선검출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1998
년 창업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적외선센

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바탕이다[13]. 2003년에는 적

외선검출기의 해상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3년간

의 연구를 통해서 2010년 레이저-적외선 관측세트용 적

외선검출기로 기술을 완성하였다. 적외선검출기는 현

재 6개국 13개회사, 비냉각형검출기는 4개국 9개 회사

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큼 기술독립형 기업가정신의 전

형이라고 할 수 있다. A사는 현재 200여명의 종업원과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적외선검출기는 

2012년 스웨덴으로 첫수출하였다. 
Output(기술력): 방산분야진출은 2005년 이차원배열

적외선센서(해상도 320×240)제작결과를 인정받아 이

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K-1전차의 열상장비에 적용될 

적외선검출기를 개발하였다. 특히 반도체는 영하 40도 

이하에서 작동이 멈추지만 영하 190에도 작동하는 ‘냉
각형적외선검출기’는 일본도 이룩하지 못한 기술이었

다. 한편 A사의 생산역량은 적외선센서 소재생산을 위

한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분석장비, 패키지조립장비, 
시험평가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화가 불가능한 

분야인 만큼 창업초기의 연구팀을 유지하여 기술장벽

에 도전하고 있다. 
Outcome(마케팅력): A사는 센서응용기술을 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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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독자적인 시장을 개발하고자 한다. 군수용 RnD 
Service(관측장비·열상조준경·유도무기)에 집중하고 있

지만 민간제품시장(적외선카메라 등)도 주목한다. 적외

선센서를 응용하여 IT융합형의 의료, 보안, 소방구조, 
차량용 나이트비전 등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시장의 유연성은 큰 편이다. 일례로 치과용 엑스레이센

서는 2006년부터 생산하고 있다. 공항스캐너 등 산업용

엑스레이센서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한다[14]. 
Impact(신규사업전략): A사는 현재 방산분야 RnD 

Service기업의 속성을 벗어났다. 과거처럼 클라이언트

에게 RnD Service를 제안하는 비즈니스가 핵심은 아니

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보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싱이나 신규사업개발, 스핀오프도 가능할 뿐 아

니라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RnD Service기업으로도 성

장가능하다. 독자적인 기술개발력을 지닌 A사의 전략

적 선택은 지역혁신의 궤적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2.2. B사의 RnD Service

B사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초고속통

신, 이동통신, 교통정보통신, 기업네트워크솔루션 기술

을 개발한다. 기업의 비전은 생체인식기반 씨큐리티시

스템(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콘텐츠)이다. 
Input(혁신환경): A사와 유사한 기업은 대전 뿐 아니

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체

는 총15,658개이며 경기도 5,224개, 서울 5,175, 인천 

972개인 한편 대전은 582개(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기기 209개 중 응용기반기기 75개, 소프트웨어 373개)
이다[15]. 대전은 소프트웨어(패키지소프트웨어, IT 서
비스) 부문의 산업집중도가 있지만 광역시도에 비해 현

격하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 분야의 지역의존성은 높

지 않은 편이다.    
Throughput(기업가정신): CEO는 삼성전자에서 정보

시스템부 파트장을 경험하였고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

에서 2001년 분사했다. ICT분야에서 R&D Service를 

제공하고 RFID/USN제품과 보안솔루션 기술을 개발한

다. 최근에 바이오생체인식기술을 융합한 출입통제시

스템(지문, 카드, 얼굴인식 활용형 보안시스템)을 개발

하는 시장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B사는 시장 응용형

에서 기술응용형으로 진화하는 기업가정신이 특징적이

다. 2013년 63명의 종업원과 148억 원의 년 매출을 올

렸다. 
Output(기술력): B사는 보유 ICT를 바탕으로 생체인

식기술, USN/RFID기술을 접목하여 보안 네트워크시

스템에 RnD역량을 집중한다. 지문인식기술을 자체적

으로 개발하여 바이오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통

제시스템 제품을 확장해가고 있다. 생산력과 기술력은 

2006년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였던 바, 지식재산권(출원)의 확대로 나타났다(2009년
의 경우 총 15건, 해외출원 1건, 특허등록 5건). 주차관

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유무선 통합게이트웨이 

동작방법 등 발명특허도 1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의 고도화를 위해서 삼성전자 등에 기술연수를 장

려하고 있다.   
Outcome(마케팅력): B사는 기술응용 사업을 제안해

왔으며 독자적인 사업의 런칭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

품은 자동요금징수제품(티머니), 출입통제시스템이며 

연구개발분야는 RFID/USN, ITS, 보안기술, 지능형 

HVI(차량편의장치)이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과 지능

형교통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요금의 자동징수단말기도 생산한다.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RnD Service컨설팅을 직접하고 있으며 생체

인식기반 시큐리티 분야를 지향한다. 
Impact(신규사업전략): B사는 모기업의 후원을 받으

면서 RnD Service기업으로 출발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을 수행해왔으며 클라이언트

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RnD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파트너로서 RnD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인식기반 출입통제시스템까지 런

칭하였다. 전략적 입장에서 본다면 B사는 RnD파트너

로서도 매력을 제안할 수도 있으면서 보유기술의 라이

센싱이나 스핀오프, 신규사업화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술창업을 도와주는 아주 

전문화된 RnD Service 제공도 가능하다. B사는 혁신적 

궤적을 다양한 경로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것

으로 사료된다.    

4.2.3. C사의 RnD Service
C사는 지노믹스분야에 속하는 생물정보(Bioinfor- 

matics) RnD Service기업이다. 2001년 유전자정보분석 

소프트웨어솔루션과 시스템솔루션을 출시하였다. 발현

된 유전자조각(EST)분석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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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DB화와 데이터마이닝, 시각화를 쉽게 해주는 솔

루션이다.  
Input(혁신환경): C사와 같은 국내 바이오인포매틱

스 기업은 소수가 있다. 국내 기업(산업분류상 바이오

검정·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은 총 57개이며 서울

에 24개, 경기 18개 업체가 있으며 12%인 7개 업체가 

대전에 소재한다. 대전의 주요 전문기업은 3개 이며 바

이오니아와 같은 인하우스 바이오인포매틱스 보유기업

이 있다. 수요기업인 대전의 바이오기업은 79개(바이오

의약 18개, 바이오화학 34개 등, 국내 913개 대비 8.6%)
로 경기 301개, 서울의 157개 다음으로 많지만[16] 직접

적인 클라이언트는 아니기 때문에 산업집중도가 높지 

않다. 지역의존성이 크지 않은 산업 중 하나이다.     
Throughput(기업가정신): C사는 ETRI출신 IT전문인

력이 바이오인포메틱스 시장에 뛰어든 사례다. CEO는 

컴퓨팅기술전문가였지만 생명공학연구원(KRIBB)을 

협력파트너로 정하고 유전자정보분석 솔루션을 개발하

였다.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의뢰비용을 10분의 1수준

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분석결과 및 신뢰성에서 검증받

았다(인삼연초연구원의 인삼 유전자조각 분석 등). 최
근에는 퇴행성디스크 재생․치료물질씨리즈개발을 직

접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퇴행성디스크치료제는 이미 

임상단계에 있고 관절염치료제, 수퍼항생제 등 개발 중

인 타깃의약품을 확보하고 있다. 과학지식정보라는 바

이오인포매틱스의 특성상 RnD Service도 가능하고 후

보물질의 사업화도 가능한 과학 접형 기업가정신의 

전형이다. C사는 종업원 20여명의 규모로 대부분 연구

개발에 집중한다.  
Output(기술력): C사는 신약후보물질개발체계를 구

축하고 있으며 1차과정은 컴퓨터분석과정(in silico)이
고 2차과정은 실험관 실험과정(in vitro), 또는 생체 실

험과정(in vivo)으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원하는 특성의 물질을 발굴해 내거나 재창

조해내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 특성

상 생산역량과 기술개발력이 접한 만큼 유전체분석

시스템, 발현체분석시스템, 단백질분석시스템, 대사체

분석시스템 등 핵심기술의 개발이 생산역량을 대변한

다.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중심축으로 하는 기술연구소

를 통해서 바이오 신약 및 신물질 개발인력의 양성을 

기대한다.   
Outcome(마케팅력): C사는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

아 수행하는 RnD Service와 더불어 신약후보 및 신물질 

발굴결과를 가지고 기업과의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수

행한다. 일례로 퇴행성관절염 관련치료제 개발은 국내 

제약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체가 치료

제개발과 전임상 및 임상비용을 부담하고 전세계 판매 

및 개발권한을 갖는 한편 신약개발이 성공할 때는 제약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또한 신물질개발사업으

로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에너지, 세제용효소, 천연감

미료 등의 생산을 연구하고 있다. 
Impact(신규사업전략): C사는 신약개발플랫폼기술

을 바탕으로 타깃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력적인 파트너로서 신약 및 신물질을 발굴하고 사업

화하는 RnD Service기업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바이

오분야의 상용화는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 되는 만큼 

기술의 라이센싱이나 조인트벤처 등의 협력모델을 고

려해 볼 수 있는 한편 제품상용화를 위한 직접적인 개

발은 제한적이다. 협력모델이 보편적이라고 할 때에 

국내외 파트너에 따라서 혁신의 궤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4.3. 시사점

전자IT(전자정보디바이스), IT시스템, 바이오인포메

틱스 사례는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있어서 R&D Service
를 통하여 초기에 부담되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다. A, 
B, C사의 경우에 초기에 판매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계약을 우선 하였

다. 사례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보면 대전지역을 초월

하고 있으며 RnD Service에 머물러 있지 않고 IT융합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표5]. 
혁신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대덕연구

단지의 RnD집약도로 인해서 출연(연)이 대전의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업아이디어

와 과학기술 인재의 확산에 더 큰 기여가 있는 듯하다. 
대전지역기업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기술 및 기업

가의 소소는 과학기술관련기관에서 배출된  경우가 많

으며 파생된 RnD Service기업은 대전지역의 하이테크

화를 선도했다. 사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기술 및 사업

화 역량의 학습이 가능한 경험이 중요하고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사례기업이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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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Throughput Output Outcome Impact

사업화궤적1
2.1 2.2 3.1 3.2 4.1 4.2

5
기술 시장 기술 시장

A사 M N M Y Y N Y N Y M ITC→DTD

B사 M Y M Y Y N Y N Y M ITC→ITC
C사 M N Y Y Y N Y Y Y M ITC→ITD

주: ITC_Indirect Tech. Commercialization, DTC_Direct Tech. Commercialization

표 5. 사례연구 종합

Table. 5 Synthesis of Case Studies

무엇보다도 사례기업은 설립자가 사업분야의 조합

(즉 플랫폼)을 가져왔으며 기술개발계약모델을 발전시

키거나 제품을 직접개발하는 혁신의 제공자로서 건전

한 기업가정신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Ⅴ. 결  론 

대전지역의 RnD Service기업의 사례는 개발계약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사업화모델로 발전해가는 궤적을 

보인다. RnD Service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나지 않

은 한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수도 있지만 RnD Service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지분관계를 

맺거나 스핀오프까지 가능하다.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

신에 의문을 제시하는 이론이 있지만 외부와의 R&D협

력으로 인해서 기술유출의 두려움보다는 상반할만한 

혜택이 더 커기 때문에 기업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적으로 RnD Service가 클라이언

트의 기술개발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비즈니스생태계의 

건전도를 높여서 지역 및 국가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 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대만

신주과학원구, 캠브리지기술파크 등 하이테크클러스터

의 발전에는 RnD Service의 긍정적 역할이 거론되어 왔

다. RnD Service 모델은 기술성숙도에 따라 사업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함으로써 관련된 숙

련도와 역량의 축적을 만들고 응용하게 함으로써 혁신

속도와 환경을 가속시킨다.  
본 연구는 한계도 있다. 제시한 RnD Service모델이 

지역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

다. 벤처캐피탈, 공공자금, 리스크 등도 포함하여 혁신

의 구조를 설명하여야 하지만 연구범위의 제한으로 인

하여 차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는 

모델도 존재하기 때문에 RnD Service모델의 다양성 검

토는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이다[17]. 그럼에도 RnD 
Service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RnD Service기
업은 개발기간이 긴 ‘플랫폼기술’의 개발자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기술개발

단계에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개발비용으

로 R&D Service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식파생의 근원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술과 기업

가의 소스가 KAIST, 삼성전자, ETRI이다. 지식의 재생

산 과정이 RnD Service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역

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RnD Service기업의 역량은 따라서 지역과 국가의 간

접적인 기술사업화와 직접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

략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의 파트너임에 틀

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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