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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간 기술협력과 성과 영향요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전략적 지향성

(기업가지향성), 역량(협력역량,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업가지향성의 기술협력성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협력역량과 흡수역량의 매개효과, 협력역량과 흡수역량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출연(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2,895개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332개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 기업가지향성, 협력역량, 흡수역량 모두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협력역량은 흡수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기술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기업가지향성과 협력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을 획득 및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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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sorption 

capability, alliance capability and cooperation performance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government-funded R&D Institut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otal 2,895 SMEs participating in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programs operated 

by government-funded R&D Institutes, and collected 332 survey responses. Data were analys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sorption capability, and alliance 

capability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addition, alliance capabil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bsorptive capacity. In order for th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eing successful,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compani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sorption capability and alliance capability that has the 

capabilities that SMEs needs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Key Words : Technological Cooperation, Government-funded R&D Institut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sorption Capability, Allianc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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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기술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기술의 융복합화 및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기술변화 추세는 한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혁신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 환

경이 기존 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하는 상황(Katila and Ahuja, 2002)에

서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은 기업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혁신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내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주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서로 다른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간의 협력은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영조, 2005; De Fuentes and Dutrenit, 2012; 

Nieto and Santamaria, 2007).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기술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가 혁신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산

연 협력은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반의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 개발과 

혁신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대기

업 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이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에게 모

두 중요한 변화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기술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과 출연(연) 간 기술협력에 있어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협력역량이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은 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혁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

하고 혁신과 연계시킴으로써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행동인 기업가 지향

성은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Covin and Slevin, 1989; 이응석･김병근, 

2018). 두 번째로, 내부 자원의 부족 문제로 인해 기술협력이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흡수역량의 보유 정도는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성과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김환진･김병근, 2014). 세 번째로, 협력을 위한 파트

너를 탐색 및 선정하고 협력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역량의 보유 여부는 협력성과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김병근･옥주영, 2017).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협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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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체 별 기술협력의 동기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 비용분담 및 연구자금 확보

･ 위험분담

･ 산업현장의 문제접근기회를 교육

에 활용

･ 새로운 교과목 개발

･ 프로젝트 참여학생들 고용효과

･ 협력 기업 및 기관들의 우수설비･

장비 활용

･ 신규 사업확보

･ 비용분담 및 연구자금 확보

･ 위험분담

･ 보유 또는 개발기술의 이전

･ 부족한 자체 연구능력, 설비, 장

비의 보완

･ 내부 연구자원의 창의성을 자극

･ 우수 연구･기술센터의 신설

･ 비용분담

･ 위험분담

･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기술, 

시설･장비, 전문지식 활용

･ 기술표준 설정에 참여기회 확보

･ 최신 기술정보 입수

･ 인력의 재교육 및 역량증진

･ 전문인력의 신규 채용

･ 신규 사업확보

자료 : Onida and Malerba(1988), Geisler and Rubenstein(1989)

에 주요한 요인으로 다뤄진 요인들과 협력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기술협력과 기술혁신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요인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 왔다(배종태･정진우, 1997; Rothaermel and Deeds, 2006; Kale and Singh, 2007; 김영

조, 2009; 김성준･용세종, 2011). 초기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는 협력의 동기(Kogut, 1988), 

협력파트너의 선정(Geringer, 1991)과 협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기술협력

이 기업의 경쟁우위와 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Spekman et al., 1998). 

이후 협력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Gulati, 1995), 계약적･관계적 거버넌스 등 구조적 요인

(Gulati and Nickerson, 2008), 관계적 요인 등 협력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기술협력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요인, 역량요인 등 다양

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Li et al.(2017)는 협력과 기업가지향성이라는 두가지 연구주제를 결합하여 제휴

상황에서 기업가지향성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류동우 외(2018)는 기업의 전략적 요인들

과 보유역량 등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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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협력 성과 주요 영향요인

구분 세부 영향요인 주요 연구자

환경적 

요인

협력 다양성 Kim et al.(1993), 김영조(2005) 등

시장･기술경쟁정도 배종태･정진우(1997), Kurokawa(1997) 등

기술적･지리적 인접성 홍장표(2005), 조유리(2011), 박성근･김병근(2013) 등

환경적 불확실성, 복잡성 Stafford(1994), Dickson and Weaver(1997) 등

파트너 특성 및 역량 Mora-Valentin et al.(2004), 윤용중･박대식(2015) 등

내부적 

요인

흡수역량, 기술역량
김영조(2005), Cohen and Levinthal(1990), 

Zahra and George(2002), 강석민･서민교(2013) 등

기업가지향성
배종태･정진우(1997), 배종태･차민석(2009), Li et al.(2017), 

최종열(2015) 등

협력역량 Kale and Singh(2007), 김병근･옥주영(2017) 등

관계적 

요인

사회적 자본 박성근･김병근(2013), 서리빈(2017) 등

신뢰, 헌신, 소통
Anderson et al.(2011), 김영조(2009), Schreiner et al.(2009), 

박일수･김병근(2012) 등

협력구조 Gulati(1995), Gulati and Nickerson(2008), Li et al.(2010) 등

기술협력에 대한 동기는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협력을 통한 이점을 제공

함으로써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자금 

확보나 교육적 활용,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이나 연구자원의 창의성 확보, 기업은 부족한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등 다양한 동기로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협력이 제공하는 주요 이점에 대해 Hagedoorn(1993)는 기술협력이 기업으로 하여금 

독자 개발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기술과 자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은 기업

의 자원집중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을 증대시키며 활용 가능한 정보와 자원기반을 

확충하여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Hagedoorn, 1993; Gulati and Singh, 1998; 

Ahuja, 2000). 

기술협력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 기업 내부적 요인, 관계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표 2>). 환경적 요인으로는 협력의 다양성, 시장･

기술경쟁정도, 인접성, 환경적 불확실성･복잡성, 파트너 특성 및 역량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시되어왔으며,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는 흡수역량, 기술역량, 기업가지향성, 협력역량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관계적 요인으로는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 한 관계 네트워

크에 포함되어 이를 통해 얻거나 파생 된 실제 자원과 잠재 자원의 합’으로 정의(Nahapiet 

and Ghoshal, 1998)되는 사회적자본과 신뢰, 헌신, 소통, 협력구조(관계적 거버넌스와 계약적 

거버넌스) 등이 협력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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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협력 형태 및 산･연 협력

기업의 기술협력 형태는 산･산, 산･연, 산･학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협력대상에 따라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협력은 공급사슬 내부에 있는 공급사나 고객사 

등으로 기존 지식의 활용성･효율성을 높여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수평적 협력은 경쟁

사,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기업은 수평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여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Tsai and Wang, 2009).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협력 형태 중 산연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철구(2004)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출연(연)은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영향

을 주는 주요 환경요인 중 하나인 기술요인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인 

출연(연)은 산업체가 시장실패로 공급하지 못하는 과학기술과 원천기술을 공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기술 분야의 제품개발 및 생산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간 국내 연구에서 산산 및 산학 기술협력에 대한 실증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유홍림･박성준, 2007; 김철회･이상돈, 2007; 홍은영･최종인, 2018), 산연 기술협력에 초

점을 둔 실증연구는 박일수･김병근(2012), 강인철 외(2015)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박일수･김

병근(2012)은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공동연구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파트너의 

특성과 파트너십 통합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강인철 외(2015)는 산

연 공동기술개발에서 지식 및 기술특성, 파트너특성, 관리과정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분석 수준이 과제단위와 기업 수준의 변수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공동연구 수행과정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 공동연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상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기

능을 수행하여 왔으나(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학

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되거나 기술협력의 양적인 한계로 인해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써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선진국 추격형 R&D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커지면서 대기업에 비해 연구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 특히 최근 정부 정

책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써 출연(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조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되고 있어 산연 기술협력에 대한 다양한 학술

적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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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연(연) 중소기업 관련 정책 변천 과정

연도 관련정책 주요내용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일반에 관한 법적 

근거 제시

200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일

반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회

의 역할 및 기능 정의

2013년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

장기 목표 및 비전 제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

력 생태계 조성(안)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자 역할 강조 및 동반성장 방

안 제시

201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과 책

임성 부여, 재정 마련 방안 수립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지원 전진기지

화 방안

전주기적 중소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해

결 강조

2015년 정부 R&D혁신방안 (1차)

출연연 미션을 미래선도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중소중

견기업 지원으로 명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 수행

2016년

제 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 및 퇴직연구자를 활용한 중

소･중견기업 애로기술 지원

정부 R&D혁신방안 (2차)

중소기업 지원 지속 확대 및 기업수요와 특성에 맞게 

다변화,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의 ‘프라운호퍼’ 예산지원 

방식 강화

자료 : 연구자 정리

그러나 출연(연)은 중소기업과 조직문화, 연구방식 및 목적, 보상시스템 등이 상이하기 때문

에 협력 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고 성공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연구결과의 활용측면에서도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는 새로운 지식을 가능한 빨리 논문으로 발표하여 공개하길 원하지만 

기업은 최소한의 내용만 외부에 공개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욱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Ponds et al., 2010). 기술협력 시 중소기업이 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원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행동이 수반되어야하며 역량을 보유한 적절한 파트너를 

탐색 및 선택하여 상호간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

을 획득 및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Bstieler et al., 2017; 

Steinmo and Rasmussen, 2016; 강인철 외, 2015).

3. 기업가지향성과 흡수역량, 협력역량, 기술혁신성과간의 관계

기업가지향성의 개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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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오고 있다. Miller(1983)는 기존 조직과 신생 조직이 보유한 특징 중 가장 큰 차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하려는 기업가적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가적 

행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Covin and 

Slevin(1989)는 조직의 이러한 성향을 기업가적 태세라는 개념으로 변화시켰으며, Lumpkin 

and Dess(1996)는 이러한 개념을 기업가지향성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를 시장기회에 직면

한 기업이 새로운 혁신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라

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경영자가 사용하는 방법, 관행 그리고 의사결정 스타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은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최근 연구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가치

인 시장지향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지향성이 고객의 니즈와 산업

의 트렌드, 경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경쟁자와 차별화하고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면(홍진환 외, 2010), 기업가지향성은 위험을 감수

한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실

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및 조직문화로 

작용하게 되며 다양한 의사결정이 포함된 기술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4> 기업가지향성의 개념적 정의

저자(연도) 용어 정의

Miller(1983) 기업가적 행동
제품시장의 혁신에 참여하고 위험성이 있는 벤처에 착수하며, 

경쟁자에 앞서 진취적으로 혁신을 제시

Covin and Slevin(1989) 기업가적 태세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혁신과 연계시킴으로써 내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이나 프로세스의 집합

Lumpkin and Dess(1996) 기업가 지향성
시장기회에 직면한 기업이 새로운 혁신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

자료 : 연구자 정리

일반적으로 기업가지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의 세가치 차원으로 보고 있다(Lumpkin and Dess, 1996). 혁신성은 신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적 프로세스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함을 이끌어 내는 

실험 및 창조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지원하려는 경향이며(Lumpkin and Dess, 1996), 진취성

이라는 용어는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1991: 937)에서 “미래의 문제 또

는 필요, 변화를 예상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신사업 기회를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기업의 경향성을 의미한다(Lumpkin and D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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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위험감수성은 기업이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거나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성향을말한다(Lumpkin and 

Dess, 1996).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

들이 기업가지향성의 수준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Covin and Slevin, 1989, 

1991), 이후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측면보다는 주효과와 조절효과에 주

목하여 기업가지향성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에서 환경적･조직적 요인 등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

이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기업가지향성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등 다양한 방향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실증연구들은 조절변수 및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을 검증하는 연구보다는 선행변수로 초점

을 맞추어 지적자본, 혁신역량, 협력역량, 흡수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연구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윤현중, 2014, 2015; 이재강･박태경, 2016). 구체적으로 Covin 

and Slevin(1991)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태세의 하위요인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보고 환경특성, 조직특성, 전략특성이 기업가적 태세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결정함과 동시에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기업성과는 수익창출(revenue generation)과 수익률

(profitability)로 측정하였다. Lumpkin and Dess(1996)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외에도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을 추가하여 5가지 차원에서 기업가지향성과 조직성과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Miller(2011)는 기업가지향성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거시적

인 맥락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가적 지향성의 개념을 다양한 조직이론과 연계

하여 이론적으로 확장하고 형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부분을 향후 연구의 이슈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기업가지향성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연구주제를 하나의 연구틀로 통합

한 연구들이 있는데, Li et al.(2017)는 기업의 제휴 상황에서 기업가 지향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에서 기업가지향성과 제휴의 성공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류동우 외(2018)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지향성과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의 제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기업가지향성은 제휴관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열(2015)은 역량관점에서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의 보유역량관의 관계를 분석하

였는데, 기업가지향성이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기업의 기술혁

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황경연 외(2017)는 수출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 흡수능력, 전략적 능력 및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

의 흡수능력과 전략적 능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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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는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등 R&D기반의 기술협력 시 중소기업의 기업가지

향성, 흡수역량, 협력역량과 기술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H1. 기업가지향성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기업가지향성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업의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기업가지향성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업의 협력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흡수역량과 기술혁신성과간의 관계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은 기업이 새로운 외부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동화

시키고 상업적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다(Cohen and Levinthal, 1990). Cohen and 

Levinthal(1990)은 흡수역량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흡수역량의 선행요소로 사전지식(Prior 

knowledge)과 노력의 강도(Intensity of effort)를 제시했다. 사전지식은 관련 분야의 기본기

술, 공유언어, 최신 과학적･기술적 발전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지식은 새로

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동화하게 하며 상업적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흡수역량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을 핵심적인 구성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흡수역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Cohen and Levinthal(1990)이 제시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Kim(1998)은 흡수역량을 지식을 모방하고 흡수하는 학습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

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하고 사전지식과 더불어 노력의 강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노력

의 강도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가를 말하며, 노력의 강도가 사전지식이 부족한 기업이 흡수능력을 축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Mowery et al.(1996)는 흡수역량을 획득한 기술의 암묵적 지식을 내재

화하고 지식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조직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Zahra and George(2002)는 Cohen and Levinthal(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흡수역량을 기

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이를 활용하는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y)이라 하였으며, 흡수역량 개념을 잠재적 흡수역량(potential absorptive capacity)과 

실행적 흡수역량(realized absorptive capacity)으로 구분하였다. 잠재적 흡수역량은 외부에서 

창출된 지식을 식별하여 획득(acquisition)하고 획득한 지식을 조직 내부적으로 동화(assimilation)

시키는 것이고, 실행적 흡수역량은 지식을 목적에 맞게 변형(transformation)하고 변형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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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활용(exploitation)으로 설명하였다. 

Lane et al.(2006)은 흡수역량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흡수역량의 개념을 새로운 지

식을 이해하고 찾아내어 학습을 통해 조직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

였다. 또한 흡수역량을 잠재적 가치가 있는 외부의 신지식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탐색적 학습, 

지식을 체화 가능하도록 하는 전환적 학습, 체화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활용적 

학습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5> 흡수역량의 개념적 정의

저자 정의

Cohen and Levinthal

(1990)

새로운 외부의 지식을 찾아내고 인식하여 그것을 내부의 지식으로 체화하여 기업의 

상업적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Mowery et al.(1996) 획득한 기술의 암묵적 지식을 내재화하고 지식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

Kim(1998) 지식을 모방하고 흡수하는 학습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Zahra and George

(2002)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이를 활용하는 동

태적 조직 역량

Lane et al.(2006)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찾아내어 학습을 통해 조직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

김병근･옥주영(2017)
지식의 획득･동화･변형･활용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차별화되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지식축적을 위한 오랜 투자를 통해 창출

자료 : 연구자 정리

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자원을 받아들여 내부 자원화하고 이를 혁신으로 연

계하기 위해서는 흡수역량이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내부 자원의 부족 문제로 인해 기술협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외부의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혁신의 성공과 직결

될 수 있는 부분이다(김환진･김병근, 2014). 

Lane and Lubatkin(1998)은 조직 간 협력은 지식의 공유 등 조직 간 학습효과를 통해 흡수

역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협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영조(2005)는 중소기업

의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기술협력 활동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진다

고 하였다. 정태석･임명성(2011)은 흡수역량이 협업 네트워크와 혁신성과간의 관계에 매개역

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강석민･서민교(2013)는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서 흡수역량이 혁신성과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산연 기술협력에서 중소기업의 

흡수역량과 기술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H4. 기업의 흡수역량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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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역량과 흡수역량, 기술혁신성과간의 관계

기업에게 협력이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짐에 따라 전략적 협력을 관리 및 통합하고 

협력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은 협력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

한 요인은 조직의 협력경험, 협력조직의 유무와 같이 단순한 수준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조직

적 차원의 역량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내는 중요한 조직적 

역량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협력역량은 협력의 기회를 발견 및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적 능력으로 정의되며(Lambe 

et al., 2002), 협력역량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협력역량, 협력관리역량, 

네트워크역량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 6> 협력역량의 개념적 정의

저자(연도) 용어 정의

Sivadas and Dwyer 

(2000)

Cooperative 

competency
NPD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간의 관계에 대한 속성들

Lambe et al. 

(2002)
Alliance competence 협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적 능력

Draulans et al. 

(2003)

Alliance management 

capability

협력에 대한 학습과 회사 내부의 협력지식 활용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Ritter and 

Gemüunden(2003)
Network competence 조직간 관계를 활용하는 기업수준의 역량

Kandemir et al. 

(2006)
Alliance orientation

협력기회에 대한 탐색, 협력전략에 대한 조정, 협력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역량

Jacob(2006)
Customer integration 

competence
기업의 개별화된 프로세스를 통합 조정 할 수 있는 능력

Kale and Singh 

(2007)
Alliance capability

표현, 체계화, 공유, 협력관리 노하우에 대한 조직 내재화를 

포함하는 협력 프로세스

Schreiner et al. 

(2009)

Alliance management 

capability
사후 형성단계에서 협력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구성기술

Mitrega et al. 

(2012)
Networking capability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비즈니스 관계를 시작, 개발, 종결하

기 위한 조직차원에서 구현되는 활동 및 루틴

자료 : 연구자 정리

협력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은 협력의 단계 및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Hoffmann 

and Schlosser(2001)은 협력의 단계를 협력여부에 대한 분석 및 의사결정 단계, 협력파트너의 

탐색, 협력관계의 설계단계, 협력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단계, 협력의 종료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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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e and Singh(2009)는 협력의 단계를 협력기획, 협력형성, 협력설계, 협력관리, 협력평가의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Sluyts et al.(2010)은 전략설정, 협력탐색, 협력형성, 협력운영, 협력종료

단계로 구분하였다. 

네트워크화 된 경제에서 협력을 통한 혁신과 가치창출을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협력역량은 협력성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Schilke and Goerzen(2010)은 연구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협력관리역량이 기업의 협력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Schreiner et al.(2009)은 조정, 의사소통, 유대형성의 협력관리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효정 외(2015)는 제휴성과 창출에 제휴관리 역량이 중요한 부분임

을 주장하고 제휴관리 역량을 조정역량, 관계역량, 학습역량, 경영진역량으로 구분하여 제휴를 

통한 재무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네가지 차원의 제휴관리 역량 모두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uppila(2015)는 협력역량에 대한 연구이슈를 제시하며 협력역량이 협력성과로 이어지는 

중간단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업의 

기술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협력역량은 이러한 

지식의 교환과 창출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식을 획득하여 이를 활용하는 동태적

역량인 흡수역량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Lane et al., 2006). 기업이 조직간 관계를 개발하

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기술을 축적하고 개발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이 

높은 수준의 협력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지식에 많이 노출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흡수역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윤기창･김문

홍, 2015).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산연 기술협력에서 중소기업의 협력역량과 흡수역량, 기술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H5. 협력역량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협력역량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 협력역량, 흡수역량 및 기술혁신성과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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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요인별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구분 변수 변수의 측정 항목 관련연구

종속

변수

기술

혁신성과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공정)혁신 정도 Miller and Friesen(1984),

Mjoen and Tallman(1997),

김성준･용세중(2011),

김병근･옥주영(2017)

기술협력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정도

기술협력을 통한 조직의 기술역량 향상 정도

독립

변수

기

업

가

정

신

혁신성

신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강조 정도

Covin and Slevin(1991),

Miller(1983), 

장현영･김병근(2017), 

이응석･김병근(2018)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장려 정도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 정도

진취성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지 정도

기술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과 추구에 대한 적극성 정도

위험

감수성

안정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지 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 정도

신술개발을 위한 자원 투입과 신속한 추진 정도

흡수역량

외부 지식에 대한 탐색과 획득 역량
Zahra and George(2002),

Lane et al.(2006),

김환진･김병근(2014)

획득한 지식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

새로운 지식에 대한 변형 및 가공 역량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

협력역량

협력 파트너에 대한 탐색과 선정 역량 Kale and Singh(2007),

Schreiner et al.(2009),

Sluyts et al.(2010),

이인수 외(2014),

김병근･옥주영(2017)

협력 관련 매뉴얼, 양식 등 보유 및 활용 정도

협력 파트너와 소통 및 관련 DB의 축적 정도

협력 점검 및 경험, 노하우, 지식, 공유 정도

통제

변수
기업규모 3년간의 평균 상시 종업원 수에 자연로그 값 -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종속변수인 기술협력성과에 대한 측정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며 그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Das and Teng, 2003). 일반적으로 협력이라는 관계적 차원에서 만족도(Mjoen 

and Tallman, 1997)나 협력관계의 지속기간 및 지속여부(Kogut, 1998)를 성과로 측정하거나 

매출액 및 수익 증가 등 재무적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목적의 조직간 협력 중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라는 부분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하고 있어 관계적 차원의 성과측정을 통해 성과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무

적 지표를 통한 성과의 측정은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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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응답기업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6년 기준 기업업력(년) 2.0 57.0 15.3 11.3

최근 3년간 종업원수(명) 1.0 1,233.3 53.0 106.7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백만원) 1.0 28,7621.3 15,528.9 35,902.7

최근 3년간 R&D 기술협력 수(건) 1.0 8.0 2.1 1.4

력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Kale et al., 2002). 따라서 연구 주제에 부합하

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의 차원에서 제품 및 공정혁신 

정도, 품질 및 생산성의 향상정도, 조직의 기술역량 향상 정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Miller and Friesen, 1984; Mjoen and Tallman, 1997; 김성준･용세중, 2011; 김병근･옥주

영, 2017). 독립변수인 기업가지향성은 Miller(1983), Covin and Slevin(1991), 장현영･김병근

(2017), 이응석･김병근(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대해 각 3개 문

항으로 총 9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단일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흡수역량은 Zahra and 

George(200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획득(acquisition), 동화(assimilation), 변형(transformation), 

활용(exploitation)의 차원에서 각 1개 문항으로 총 4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협력역

량은 Kale and Singh(2007)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협력의 단계를 협력 탐색 및 선정, 협력 형

성, 협력 운영 및 관리, 협력의 평가 및 내재화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 역량에 대해 각 1개 

문항으로 총 4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업규모를 사용하였으며 기업규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평균 상

시 종업원 수에 자연로그를 하여 영향력을 감소시켜 사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표본구성

본 연구의 사용 자료는 출연(연)과 기술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패밀리기업, 파트너기업 등 출연(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리스트를 각 출연(연)으로부터 제공받아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 까지 전자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895개 

중소기업이었으며 응답자는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하였다. 총 332

개의 응답자료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11.4%), 이중 최근 3년 내 출연(연)과 R&D기반 기술협

력 실적이 없거나 응답자료가 부실한 기업,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 등 42개를 제외하고 

290개 기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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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290개 응답기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평균업력은 15.3년, 2014~2016년 평균 종업원 수는 53.0명,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15,528.9백만원, 2014~2016년 간 출연(연)과 R&D기반 기술협력 누적건수는 평균 2.1회였다. 

IV. 분석결과

1.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개념(Constructs)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표 7>과 같이 선행문헌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변수를 개념화하고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을 개발

하여 사용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의 경우 다수의 국내 실증연구들이 단일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구성요인의 설문문항을 합산하여 평균하는 가산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이재강･박태경, 2016). 

본 연구 또한 기업가지향성을 구성하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라는 세가지 차원의 9개 

설문 문항을 합산하고 평균하는 가산방식으로 단일차원의 기업가지향성을 계산하여 사용하였

다(윤현중 외, 2012).

구조방정식 추정 전 각 구성개념의 척도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기술혁신성과(.772), 흡수역량(.918), 협력역량(.944)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인 0.7을 넘었으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차원인 기업가지향성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827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표 9> 신뢰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Constructs) 측정변수(Indicator)의 수 Cronbach’s α

기술혁신성과 3 .772

기업가지향성 9 .827

흡수역량 4 .918

협력역량 4 .944

다음으로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indicator)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

체 구성개념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X
2
=115.065, CMIN/DF=2.806, d.f=41, p=.000, RMR=.049, GFI=.933, NFI=.961, TLI=.965, 

CFI=.974, RMSEA=.079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치가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하

였다(노경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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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표준화 회귀계수, *(p<0.05), **(p<0.01), ***(p<0.001)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표 10> 신뢰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요인부하량(p)

기술혁신성과

혁신성과1 1.000 0.687(***)

혁신성과2 1.188 0.798(***)

혁신성과3 0.884 0.801(***)

흡수역량

흡수역량1 1.000 0.749(***)

흡수역량2 1.282 0.923(***)

흡수역량3 1.299 0.927(***)

흡수역량4 1.242 0.851(***)

협력역량

협력역량1 1.000 0.903(***)

협력역량2 0.985 0.877(***)

협력역량3 1.056 0.925(***)

협력역량4 1.054 0.892(***)

X2 CMIN/DF d.f p RMR GFI NFI TLI CFI RMSEA

115.065 2.806 41 .000 .049 .933 .961 .965 .974 .079

주) *** : p<0.001

  

2.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X
2
=156.044, CMIN/DF= 

2.738, d.f=57, p=.000, RMR=.050, GFI=.923, NFI=.951, TLI=.956, CFI=.968, RMSEA=.077 

등으로 모든 지수들이 추천지수를 충족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노경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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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요인간의 

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지향성이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은 지지되었다(표준화 회귀계수 = .125, p < 0.05). 기업가지

향성이 흡수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는 지지되었으며(표준화 회

귀계수 = .395, p < 0.001), 기업가지향성이 협력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은 지지되었다(표준화 회귀계수 = .521, p < 0.001). 다음으로 흡수역량이 기술혁신성

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는 지지되었으며(표준화 회귀계수 = .198, 

p < 0.05), 협력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는 지지

되었다(표준화 회귀계수 = .689, p < 0.001). 마지막으로 협력역량이 흡수역량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 또한 지지되었다(표준화 회귀계수 = .588, p < 0.001).

<표 11>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채택여부

H1. 기업가지향성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기업가지향성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업의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기업가지향성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업의 협력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기업의 흡수역량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협력역량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협력역량은 산연 기술협력에서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업가지향성과 기술혁신성과간의 관계가 흡수역량과 협력역량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기업가지향성과 기술혁신성과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유의성과 다른 경로들의 유의

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분석결과 모든 경로들이 유의하게 나타나 흡수역량과 협력역량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가지향성과 기술혁

신성과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고려한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해본 결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술혁

신성과간의 관계는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표준화회귀계수 = .618, p < 0.001). (그림 1)에

서의 기업가지향성과 기술혁신간의 관계는 유의적이긴 하나 경로계수값과 유의성이 약화된 것

을 알 수 있으며(표준화회귀계수 = .125, p < 0.05), 따라서 흡수역량과 협력역량에 의해 상당

부분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는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흡수역량 통한 경로의 간접효과는 0.078(p 

< 0.01)이며 협력역량을 통한 경로의 간접효과는 0.358(p < 0.01), 협력역량과 흡수역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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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의 간접효과는 0.060(p < 0.01)으로 나타났다. 검정결과 협력역량이 흡수역량에 비해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성과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2> 표준화된 간접효과 검정결과

경로 계수값

기업가지향성 → 흡수역량 → 기술혁신성과 0.078**

기업가지향성 → 협력역량 → 기술혁신성과 0.358**

기업가지향성 → 흡수역량 → 협력역량 → 기술혁신성과 0.060**

주 : *(p<0.05), **(p<0.01), ***(p<0.001)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기술협력에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협력역량과 기술혁

신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연(연)과 기술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332개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

한 기업 등을 제외하고 290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정과 분석모델 설계, 측정방법 

등은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협력역량과 기술

혁신성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모델의 모든 경로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또한 모두 지지되었다. 우선 기업가지향성이 흡수역량, 

협력역량,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조직차

원의 기업가지향성은 기술협력 성공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

를 확인해주었다(Li et al., 2017; 류동우 외, 2018; 최종열, 2015; 황경연 외, 2017). 

다음으로 흡수역량과 협력역량은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흡수역량과 기술

협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기업이 단지 기술협력을 하는 것만으로 편익을 얻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협력에 따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흡수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영조, 2005; 정태석･임명성, 2011; 박성근･김병근, 2014). 이는 산연 기술협력에

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산연 기술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성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협력을 통해 흡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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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이 좋은 협력의 파트너를 탐색하여 선택하고 협력과 관계된 부분을 관리하고 이를 

축적시켜 조직에 내재화하는 협력역량의 보유 여부는 협력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정형식, 2001; 윤용중･박대식, 2015). 특히 연구환경, 조직문화, 

보유지식, 관리 프로세스 및 제도 등이 상이한 조직 간의 협력에서 협력을 관리하는 역량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역량이 흡수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력역량이 외부지식에 대한 노출기회와 지식습득의 기회를 증가시켜 조직의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연 기술협력성과 영향요인들을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과 역량관점에서 규명

하여 기술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학술적인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보다는 단편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는 협력역량과 흡수역량의 기업가지향성과 성과간의 매개 효과뿐만 아니라 협력역량이 흡수역

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중소기업

과 출연(연)의 기술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기업가지향성을 갖추어야 하며, 협력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을 

획득 및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협력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 일부요인만을 변인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연 기술협력의 메커니즘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협

력의 다른 대상인 출연(연)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협력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고 출연(연)

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개발역량과 협력역량의 기술협력 성과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

며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관계와 구조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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