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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intensified a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has been shortened, strong innovation is needed 
to meet consumers' nee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life cycle of the product and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product. In particular, venture companies where new technologies 
and ideas are important require more innovative capabilities than others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product development process capability, human resource capability and financial capability) 
on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for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and analyzed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and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The 
data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Technology Statistics' collected by the government every year were used for analysis.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were extracted from this data.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product planning capability, test capability, and R&D expenditure have a positive 
impact on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product development period showe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and sale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 development period showe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R&D expenditure and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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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기술발 과 제품수명주기가 차 짧아지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이 소기업에서는 

요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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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벤처기업에서는 제품개발공정을 한 기술 신

역량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통 으로 기술 신을 한 역량으로 기술개발을 

한 인 자원과 재무자원인 연구비 투자, 마 능력, 생
산역량, 학습역량, 략계획 등이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3]. 하지만 소기업
들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 상 기술 신을 한 모든 역량

을 보유할 수 없다.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다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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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하고 있다. 소벤처기업에서 

기술개발을 해 무엇보다 요한 역량은 연구를 한 

인 자원역량일 것이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요한 기업으로 다른 소기업에 비해 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이 요하다. 소기업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인력의 비 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면, 연구인력이 아니라 생산
직이나 매직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들도 있었다[16]. 따라서 소벤처기업은 일반 인 소

기업과는 달리 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역량이 요하지

만, 기업의 마 역량을 통한 매를 거쳐야지만 결국 

매출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소벤처기업에
서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향상에 인 자원역량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R&D 투자 수 을 높이면 기술경쟁력이 강화

되어 성공 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R&D 투자와 기업
의 성과 간에 계가 없거나 음의 계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10, 14]. 이러한 이유는 기업 간 기술경 능

력의 차이와 불명확한 략의 선택, 조직간 장벽, 경 층의 

리더십부족 등 기술경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3]. 따
라서 기술 신역량이 다양한 소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

비에 한 투자가 직 으로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제품이 기업의 지속  성장을 해 요해지고 있

지만,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여 신 인 제품을 만들

기 해 기획부터 상업화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이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많은 신제품
개발 로젝트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11, 15]. 벤처기업의 특성상 모든 제품개발 공정능력을 
해 노력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실제 매출에 

향을 미치는 요소능력에 집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개발공정능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매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서 기술 신역량이 기술

개발에 의한 매출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해 기술 신역량을 제품개발공정역량, 
즉, 제품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기
술역량, 인 자원역량, 재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역량이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한 최근 증가하는 소비자의 욕구로 기술 신

이 강해져 기술상업화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소요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술 신역량과 매출에 어떠한 조 역할

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존 연구를 통
해 기술 신역량의 구성요소로 제품개발공정능력, 인

자원능력, 재무능력을 제시하 다. 이후 가설을 검정하
기 해 기술개발소요기간이 기술 신역량과 매출성과

의 조 효과를 분석하여 실무에 시사 을 제시하 다. 

2. 이론적 배경

기업의 경쟁이 증가하고, 제품의 수명주기는 짧아지기 
때문에 경쟁우 를 유지하기 해서는 지속 인 신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술 신집약 인 소벤

처기업에서는 제품설계, 품질, 기술  서비스와 신뢰성 

같은 제품경쟁우 를 유지하기 해 기술 신역량이 강

화되어야 한다[23]. 
기술 신은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변형, 그리고 공정

변화 등을 유도하는 기술  변화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으며, 자원 에서는 기술, 제품, 로세스, 
지식, 경험 그리고 조직을 포함하는 일련의 특별한 자산 
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12]. 기술 신역량은 기술

신을 해 기업이 지니고 있어야 할 다양한 요소역량

을 통칭하여 정의할 수 있다[20]. 기술 신역량은 기업의 

경쟁우 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주는 요한 자원을 말

하며, 기술 신을 진하고 지원하는 기업의 포  특

성을 가지고 있다[4]. 
기술 신역량은 자원 의 근법, 로세스측면의 

근법, 기능  근법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져 왔다. 
첫째, 자원 의 근법에서 기업 신역량은 기업의 특

별한 자산으로 특징지어지며, 연구개발과 련된 자산, 
로세스 신과 련된 자산, 디자인과 련된 자산 등
으로 분류되고 평가되어졌다[6]. 둘째, 로세스 측면의 

근법에서는 로세스 신역량, 제품개발역량, 기술획
득역량, 리더십역량, 자원개발역량 등으로 평가되어져 
왔다[5]. 셋째, 기능  근법에서는 기술에 한 조직학

습역량, 연구개발역량, 자원할당  조정역량, 제조역량, 
마 역량, 조직역량, 략기획역량의 7가지로 구분하
여 평가되어져 왔다. 이러한 기술 신역량은 신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어져 왔다[21]. 
본 연구에서는 로세스측면의 근법을 이용하여 제

품개발공정능력과 자원 에서 인 자원능력과 연구개

발비 측면의 재무능력을 측정하 다. 제품개발 로세스
는 제품에 한 아이디어 도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연

속 인 활동의 집합이며, 제품개발공정은 제품(상품)기
획능력, 디자인 능력, 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능력, 부
품  공정설계능력, 시험․검사능력, 제조능력, 유지․
보수능력, 개발기술 사업화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빠짐없이 충실히 수행할 때 제품의 상업화를 성

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15]. 하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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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제품개발활동 단계와 순서는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7]. 로세스에 따라 단계 으로 제

품개발공정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명확히 선후
계가 구분되어질 수 없다[9]. 한 소벤처기업은 기업

의 특성상 여유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개발공

정에서 일정수 이상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다[15]. 따라
서 소벤처기업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으로 인해 제품개

발공정별 기술능력이 기업의 매출에 직 으로 향을 

미치거나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품
개발공정은 기존 연구에서 13개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기
술성과에 미치는 향이 분석되어지기도 하 으며[8], 다
른 연구자[15]는 10개의 기술요소로 구분하여 매출성과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 기존
의 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소벤처기업에서 제품개발공정능력은 기술개발

로 인한 매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 신역량은 기업내부의 자산자체로 평가되기도 

하 으며[6].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기술 등의 자산을 
신과정에서 하게 할당할 수 있는 할당 능력으로 고

려되어지기도 했다[21]. 통 으로 자산  인 자원인 

연구인력은 기술 신의 성공을 한 역량의 요한 요소

로 많이 활용되어져 왔다[3]. 추가로 기술 신역량은 연

구역량, 신결정역량, 마 역량, 생산역량, 재무역량
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연구역량은 종업원 비 연구인

력의 비 , 성공한 제품 수, 특허 수, 종업원 비 연구비

의 비율로 측정한 연구집 도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되기

도 하 으며, 재무역량은 재정확보역량, 한 자본할

당, ROI 등으로 측정되어져 왔다[23]. 
재무역량도 기술 신역량으로 고려되어지고, 재무역량

으로 주로 사용되는 R&D에 한 투자는 기업성과에 항상 
양의 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의 계도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3]. 맥킨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R&D에 
한 투자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증가한다고 제시

되었지만, 부즈알 해 턴 컨설 회사의 로벌기업 1000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R&D 투자가 기업성과

(매출성장률, 배당 등)에 양의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시되었다. 이러한 양면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양(+) 
는 음(-)의 계가 동시에 존재한다[17.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소벤처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소벤처기업에서 인 자원역량인 연구인력은 기술

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벤처기업에서 재무역량인 연구개발비는 기술

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상업화에 소요되는 기술개발기간은 제품의 기획부터 상

품화하는 시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기업 간 경
쟁이 치열해지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면서 개발기간

의 단축은 매우 요해지고 있다. 한 이러한 기술개발소

요기간도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18]. 
최근 고객들의 제품에 한 요구가 증가하여 기술개

발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에서 상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

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개발주기는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있으며, 부분 

로젝트가 성공하더라고 상업화하지 못하며, 매출 한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15]. 따라서 상업화를 한 기술개
발소요기간에 따라 기술 신역량이 기업의 매출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을 조 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소벤처기업에서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

기간에 따라 기술 신역량과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 간의 계를 다르게 조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해 갖추

고 있는 기술 신역량, 즉, 제품개발공정역량, 인 자원

역량, 재무역량이 매출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Product Development 
Process Capability 

HR Capability

Financial Capability

∙Product planning 
∙Appearance design 
∙New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 design
∙Process design
∙Test
∙Manufacturing
∙Maintenance
∙Commercialization

∙Number of researchers

∙R&D expenditure

Sales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H1

H2

H3

H4

<Figure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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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이 이들 계에서 

어떠한 조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기 해 <Figure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3.2 데이터수집과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소기업청과 소기업

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국내 소제조업체를 
상으로 한 ‘2015 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서 벤처기업
만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데이터의 수집 시 이 다소 

과거의 시 이지만 기술 신역량과 매출기여에 한 

향과 기술사업화 소요기간이 어떻게 조 효과를 하는지

를 악하는데 시 이 연구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분석에 활용된 벤처기업의 수는 654개의 소벤처기업 

데이터를 이용하 다. CEO 유형은 부분 창업자가 634명
으로 96.9%를 차지하 으며, 문경 인은 20명으로 3.1%
에 불과하다. CEO의 연령은 20 가 2명(0.3%), 30 가 42명
(6.4%), 40 가 230명(35.2%), 50 가 283명(43.3%), 60  

이상이 97명(14.8%)로 나타나 40 와 50 가 부분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 년 수는 5년 이하 기업
이 130개(19.9%), 6~10년 기업은 194개(29.7%)로 가장 많았
으며, 11~15년 기업은 175개(26.8%), 16~20년 기업은 86개
(13%), 21~25년 기업은 35개(5.4%), 26~30년 기업은 19개
(2.9%), 31년 이상은 15개(2.3%)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해서는 도입기로 응답한 기업이 24개(3.7%), 성장
기가 368개(56.3%), 성숙기가 258개(39.4%), 쇠퇴기가 4개
(0.6%)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소재기업이 133개
(20.3%), 기․ 자가 112개(17.1%), 정보통신이 121개
(18.5%), 화학이 101개(15.5%), 바이오․의료가 57개
(8.7%), 에 지․자원이 40개(6.1%), 지식서비스가 73개
(11.2%), 세라믹이 17개(2.6%)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기술
개발의 목 을 조사한 결과 기존 제품의 성능․품질향상이 

237개 기업으로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비 
감이 61개 기업(9.3%), 생산공정의 효율화가 86개(13.1%), 
수입품 체  국산화가 54개(8.3%), 국내외 표 을 수

하기 해서가 12개 기업(1.8%), 신제품 출시가 161개 기업
(24.6%), 제품의 다양화를 해서가 42개 기업(6.4%), 기타
가 1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즉, 소벤처기업들은 기존 제품

의 품질향상과 신제품개발을 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2015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에서 사용된 변수를 이용하 다. 

종속변수: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비율을 체 매출을 100%로 하
을 때 얼마인지를 백분율(%)로 측정하 으

며, 소벤처기업의 특성과 실을 고려할 

때 합한 변수로 단할 수 있다[2, 15]. 
독립변수: 제품개발공정 역량은 기술요소별 기술능력

을 세계최고 기술능력을 100으로 하 을 때 

어느 정도 수 인지로 측정하 다. 소기

업기술통계 자료에서 제시된 제품(상품)기
획능력, 디자인능력, 신기술(신제품) 개발능
력, 제품 설계능력, 부품  공정 설계능력, 
시험․검사능력, 제조(가공)능력, 유지․보
수 능력, 개발기술 사업화능력을 이용하
다. 소기업기술통계 자료에서 제시된 생

산 리능력은 다른 요소와 복되는 경향

이 있어 이를 제외하 다. 인 자원역량은 

연구원 수를 이용하 다. 재무역량은 연구
개발비를 이용하 다. 

조 변수: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제품개
발공정 역량, 인 자원 역량, 재무 역량이 
연구개발로 인한 기업의 매출비 에 어떠한 

조 효과가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해 상

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을 측정변수

로 이용하 다.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

요기간은 ‘최근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가 기
획단계 부터 사업화하는데 까지 얼마나 시

간이 소요되는 지’로 측정하 다.   

4. 분석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제품개발공정능력, 인 자원능력, 재무능력이 기술
개발로 인한 매출과 양(+)의 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은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과 부(-)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
변수인 기술개발소요기간으로 인한 조 효과의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검정을 해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에 

따른 조 변수를 이용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수행

하 다. 종속변수에 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한 연속형 상호작용 항은 독립변수 상호간 는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

다[1]. 기존 많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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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Product planning 1 　 　 　 　 　 　 　 　 　 　 　 　

2. Appearance design .701*** 1 　 　 　 　 　 　 　 　 　 　 　

3. New technology development .695*** .675*** 1 　 　 　 　 　 　 　 　 　 　

4. Product design .696*** .714*** .741*** 1 　 　 　 　 　 　 　 　 　

5. Process design .650*** .683*** .663*** .801*** 1 　 　 　 　 　 　 　 　

6. Test .541*** .534*** .526*** .564*** .622*** 1 　 　 　 　 　 　 　

7. Manufacturing .531*** .539*** .544*** .609*** .630*** .543*** 1 　 　 　 　 　 　

8. Maintenance .603*** .549*** .550*** .621*** .683*** .616*** .719*** 1 　 　 　 　 　

9. Commercialization .654*** .638*** .654*** .652*** .652*** .526*** .608*** .645*** 1 　 　 　 　

10. Number of researchers .091** .114*** .078** .097** .063 .122*** .095** .072 .096** 1 　 　 　

11. R&D expenditure .125*** .136*** .121*** .110*** .098** .125*** .087** .115*** .109*** .710*** 1 　 　

12.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166*** .124*** .109*** .132*** .113*** .143*** .082** .083** .096** .143*** .138*** 1 　

13.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108*** -.108*** -.033 -.072 -.078** .022 -.053 -.060 -.063 .018 .039 -.131*** 1
***p < .01, **p < .05.

<Table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s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Model 1 Model 2 Model3
Main effect

Product planning capability   .122*  .102 .111*

Appearance design capability  .003 -.013  .001
New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y -.025 -.010 -.050
Product design capability  .046  .045  .078
Process design capability  .015  .012 -.009
Test capability   .094*   .114**   .097*

Manufacturing capability  .014  .014 -.032
Maintenance capability -.064 -.070 -.039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028 -.029 -.017
Number of researchers  .078  .077  .050
R&D expenditure . 070  .076   .128**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134***  -.181***

Interaction effect
Product planning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151**

Appearance design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25
New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91
Product design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78
Process design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79
Test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75
Manufacturing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105
Maintenance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71
Commercialization capability×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64
Number of researchers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036
R&D expenditure×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186***

R2  .056  .073  .125
Adjust R2  .039  .055  .092
F  3.349**   4.097**   3.813**

Note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are reported. ***p < .01, **p < .05, *p < .1.

<Table 2> Resul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해 평균 심화(mean centering)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서도 다 공선성의 문제를 제거하기 해 평균화 심화 

방식으로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 평

균 심화를 한 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VIF 
값이 기 치인 10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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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action Plot of Product Plann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Figure 3> Interaction Plot of R&D Invest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가설 검증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은 
독립변수만을 이용하여 주효과만을 분석한 모형이고, 모
형2에서는 조 변수인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시간

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이 추가되어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

이다. 
모형 1에서는 제품(상품)기획능력이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의 비 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이 유의수  10% 수 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

다(t = 1.895, p = .059). 더불어 제품개발공정능력에서 시
험․검사능력이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에 정(+)의 방향으
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수  10%에서 채
택되었다(t = 1.741, p = .082). 반면, 디자인능력, 신기술
(신제품) 개발능력, 제품 설계능력, 부품  공정 설계능
력, 제조(가공)능력, 유지․보수능력, 사업화능력은 기각
되었다. 제품개발공정능력에서 제품(상품)기획능력과 시
험․검사능력만이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제품개발공정능력  기술․검사능력이 
유의수  5%에서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의 방향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 효과를 

해 투입된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기술

개발로 인한 매출에 부(-)의 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모형 3에서는 추가 으로 상호작용변수를 투입

하여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제품(상품)기획능력과 연구개발비용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 효과의 방향과 강도를 가시 으로 확인하기 하여 

상호작용그림을 제품(상품)기획능력과 연구개발비에 해 
<Figure 2>와 <Figure 3>에서 제시하 다. <Figure2>에서 
제품기획능력이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의 비 에 조 변수

인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정(+)의 조 효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이 길
어질수록 제품(상품)기획능력은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의 방향으로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는 연구개발비와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에 
부(-)의 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R&D 비용이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벤처기업을 상으로 제품개발공

정능력, 인 자원능력, 재무능력과 기술개발에 의한 매
출 간의 계가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에 의해 

어떻게 조 되는지를 분석하 다. 
첫째, 제품개발공정능력 즉, 제품(상품)기획능력, 디자

인능력,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능력, 부품  
공정 설계능력, 시험․검사능력, 제조(가공)능력, 유지․
보수 능력, 사업화능력이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제품(상품)기획능력, 
시험․검사능력이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에 정(+)의 방향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디자인능력, 신기술개발능력, 제품설계능력, 부품  

공정설계능력, 제조능력, 유지․보수능력, 사업화능력은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연구원과 연구개발비도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 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고 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이다. 따라서 제품개발공정능력에서도 제품기획능력이 
무엇보다 요하며, 기획능력과 더불어 외부의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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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이루어질 때 기업의 매출로 연계되어 질 수 

있다. 
둘째,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이 기술 신역

량인 제품개발공정능력, 인 자원능력, 재무능력에 어떻
게 조 되는지는 분석하 다. 기술 신역량과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에 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

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기획능력과 기
술개발소요기간의 상호작용 변수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연구개발비용과 기술개
발소요기간의 상호작용변수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개발소요기간
의 조 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기술개발의 매출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소요기간이 짧을
수록 제품기획능력이 증가하면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의 

비 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기술개발소요기간의 
짧을수록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기술개발에 의

한 매출의 비 이 어든다는 것이다. 
벤처 소기업은 다른 기업과는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

와 기술이 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

이 있다. 첫째, 분석결과, 제품기획능력이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 연구 [1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제품기획능력 향상에 집 하고 정부

는 이러한 기획을 사업화하기까지 업을 할 수 있는 인

라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업화를 한 기술개발소요기간이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기술 기획단계 부터 사업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는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투
입되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비용 감

을 해 소요기간을 기업의 상황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상업화를 한 기술개

발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제품기획능력이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연구개발비용은 매출에 음(-)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기획능력과 
연구개발비용을 하게 고려하여 상업화를 한 기술

개발소요기간에 한 수요 측과 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표본을 소기업 기술

통계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에 측정의 척도에 제약이 있

었다. 특히, 제품개발공정능력의 하 능력 척도는 세계 

최고 비 기술능력 수 을 주 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응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응답
자가 이에 한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

화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 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의 근성으로 인해 2015년 데이터
를 이용하 다. 소기업기술통계 데이터는 매년 조사하

고 있어 종단연구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이지만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여 
조사하 다. 포함된 벤처기업  기술의 특성들과 자 , 
연구원 등의 특성들이 다르므로 업종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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