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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홍성효1) ‧ 김부경2)
요약
본 논문은 자료포락분석과 Tobit모형을 이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
율성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건
수와 연구개발활동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측정된) R&D 성과의 증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에 비해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보다 큰 효과를 야기한다. 중소기
업 가운데 성숙기에 속할수록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활발한 반면에 성장기에 속하는 경우 대학이나 국공
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이 보다 빈번히 이뤄짐을 미뤄볼 때,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은 주로 응용기술을 대
상으로 이뤄지나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은 원천기술에 대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통한 단기 R&D 성과가 대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하는 경우에 보다 크게 나
타날 수 있다. 한편, 효율성이 보다 낮은 중소기업일수록 기술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생성이 고려된 2단계 Tobit모형 결과는 본 연구의 실
증분석결과가 강건함을 제시한다.

주요용어 : 기술협력, 효율성, 동반성장

1. 서론
개방화(FTA 체결 등), 첨단기술화(AI, 4차 산업혁명 등), 우수 인력채용의 어려움 가
속화(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 등에 따른 기업경영 여건의 변
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단편적으로, 대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은 2007년과
2010년 사이 7.9%에서 8.4%로 상승한 반면에 중소기업의 해당 수치는 3.8%에서 2.9%
로 오히려 하락하였다(김세종, 2011). 임금수준 역시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는 대기업 종
사자의 절반(52.5%)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을 정도로 그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김경
아, 2015).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은 지원정책 대상의 하나에 해당하며, 특히 우
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상당한 국가 예산을 이들의 지원에 투입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예산규모에 대한 부담과
FTA체제 하에서 국제거래법 위반의 소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잦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
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혹은 선순환적 지원생태계의 조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1차 상생협력회의 개최를 비롯해 「대‧중소기업협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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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설립(2004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6년
3월), 상생협력지수의 개발,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2005년 10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0년 9월에 개최된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
성, 기술탈취 및 유용 행위 방지책 마련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여전히 회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
성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국제화에 따른 국제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이 대기업에
의한 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이상 경쟁이나 약탈의 관
계로 간주되지 않고 상호 보완의 관계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
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지원은 공공 영역에 해
당하지만, 지나친 공공의 개입보다는 민간 자체적으로 협력 및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
는 생태계의 조성에 치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다.3)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
을 통해 개선됨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해당 중소기업이 기술-지향적, 성숙기에 속하는 성장단계, 짧은 업력, 큰 고용규모
등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부기관과의 기술
협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는 기술협력 파트너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기
술협력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보다 크게 개선시키며 이러한 결과는 기술협력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연구들이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협력을 야기하는 선행요소와 협력이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관련 연
구들 역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관점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나
기여가 존재한다(이문성 외, 2011).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상생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3장은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들의 정의 및 이들
의 기술통계량을 설명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4장에서 논의되며, 마지막 장은 본 논문
의 분석결과 및 이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3)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 99.4%(123,661개),
종사자수 기준 77.4%(2,530천명), 생산액 기준 48.3%(748.2조원), 부가가치 기준 51.2%(260.0조원)
에 해당한다(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biz.or.kr/user/nd453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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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2.1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들(이를테면, Becker and Dietz, 2004)에 의하면, 기업들 간 협력의 긍정적 효
과는 이를 통한 경쟁력의 향상을 포함하며, 이는 협력이 지식과 정보의 파급, 비용과 위험
의 분담, 상호보완적 자원활용을 통한 역량의 개발 등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된다.
특히, 협력을 통해 보완적 자산이 기업들 간 공유되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더불어 서
로 다른 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는 딴꽃가루받이(cross-fertilization)형 기술
혁신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대기업은 자금, 마케팅, 브랜드, 인적자원, 규모, R&D
투자 등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생산기술과 공정 노하우, 인력에 체화된 기술
등과 같은 강점을 지닌다(한상린 외, 2013).
한편, 기업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수준, 상호적 수
준에서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ussoni, 2009). 기업-수준의 요인으로는 지식의
파급(지식이나 정보의 유입과 유출), 기업규모, R&D 지출, 기업의 혁신성, 다국적기업 여
부, 혁신의 비용과 위험 등이 포함되며, 지식의 파급과 관련해서는 지식의 전유성
(appropriability)에 따라 기술협력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4) 산업-수준의 요인은 해당 분야
의 기술수준과 시장점유율이 포함되고, 국가-수준의 요인으로는 국가의 규모,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 기술협력을 유인하는 공공정책 등이 해당한다. 기술의 유사성, 규모의 유
사성, 이전의 기술협력 파트너 여부 등이 상호적 수준의 요인에 해당하며, 이들은 기술협력
기업들 간 보완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술협력이 보다 활발하다. 결국, 이러한 개별 요인들이
협력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할 때, 기술협력이 촉진된다.
이러한 기술협력 결정요인들 가운데 기술협력 파트너가 누구인가에 따라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다. 특히, 수직적 기술협력에 있어 구매자와의 기술협력은 사용자
들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보완적 지식에 대한 접근 혹은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는데 있
어서의 위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Fritsch and Lukas(2001)에
의하면, 공급업자와의 기술협력은 비용절감혁신의 도입의 경우에 그리고 구매자와의 기술
협력은 제품혁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뤄짐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에 따른 상호이익의 증대가 충분
히 인지될 정도로 커야 한다(김세종, 2011).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해당
중소기업의 효율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2 분석모형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은 다음의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개별 중소기업
4) R&D 지출이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기술흡입력이 증진되고, 외부지식의 획득과 관련한 비효율성
이 감소되며 외부기관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이 상승되어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혁신의 비
용과 위험이 높을수록 이를 협력 파트너와 분담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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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추정한다.5) 이는 다수의 산출요소와 투입요소를 갖는 의사결정단위-본 연구에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선형계획모형이다(Cooper et al. 2006). 예를 들
면, <그림 2.1>은 하나의 산출요소, Y의 동일한 양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두 투입요
소, X1과 X2의 투입량 조합들을 나타낸다. 점 A에서 점 F까지는 생산가능집합의 가장
바깥쪽 경계인 생산변경(production frontier)을 구성하는 효율적인 기업들을 나타내며 이
들의 효율성은 1로 정의된다. 반면, 점 G는 비효율적인 기업에 해당하며 이의 상대적 효
율성은 
 / 
 로 측정된다. 산출요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는 기술적 성과


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는 기술개발 성공건수로 측정하고 후자는 연구
개발활동에 의한 매출액으로 측정한다(김흥규 외, 2013). 투입요소로는 기업유형, 기술수
준, 성장단계, 상시직 종사자수, 업력, CEO 특성을 포함한다. 효율성의 측정은 투입을 기
준으로 하되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한다.6) 즉, 연구개발활동 관련 효율성은 연구개
발활동의 주어진 성과-기술개발 성공건수와 연구개발활동에 의한 매출액-를 달성하기 위
해 개별 기업이 얼마나 적은 투입요소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측정된다.

<그림 2.1>효율성 측정
출처 : Ji and Lee(2010)

개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이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으로 인해 개선되는
5) 기술효율성의 측정은 확률변경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DEA는 기업의 생산함수 추정을 위한 함수형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산출요소와 투입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효율성 측정이
투입-지향적인 경우와 산출-지향적인 경우 간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이점이 존재한다
(Alvarez and Crespi, 2003). 물론, DEA가 가장 효율적인 소수 기업들의 투입-산출 조합에서 포
락선을 도출하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 자체의 측정에 대한 오류에 민감하고 많은 수의 투입요소가
고려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Leibenstein and Maital, 1992).
6) DEA를 이용한 효율성의 측정에 있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의 가정을 완화하여 가변적인 보수
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이 둘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각각에
의한 효율성 측정치 간 상관계수가 0.85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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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DEA에 의해 측정된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의 회귀식에
대한 추정을 통해 이뤄진다.

        
  






  






  

 

(2.1)

여기서, 종속변수인   는 개별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에 해당한다.


  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기술협력을 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과   는 중소기업 가 입지한 광역시도와 해당하는 중분류 산업을 각각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효율성의 측정
치는 0~1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좌측단절과 우측단절을 동시에 고려한 Tobit모형을 통해
식 (2.1)은 추정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기술협력의 가능성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의 기술협력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logit)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2.2)

이와 같이, 기술협력 여부가 아닌 기술협력 가능성을 이용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잠
재적 문제를 완화할 것이다. 우선,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가 아닌 일정기간 지속되는 특성
-이를테면, 기술수준, 성장단계, 업력, 고용규모, CEO의 성과 연령 등-에 기초하여 기술
협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가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영향(즉, 기술
개발이나 이를 통한 매출의 증대)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다. 더불어, 기술협력
이 해당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애초에 효율성이 낮은 중소기업일수록 독자
적인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타 기업과 기술협력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 기술협력을 통해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본선택오
류(sample selection bias)의 개연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7)

7) 이러한 내생성의 가능성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고려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협력을 맺고 있는 외부기관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기업/중견기업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너무 낮아 기술협력 여부에 비해 기
술협력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표 1>에서 보듯이, 2015년 기준 대기업이
나 중견기업과 기술협력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7.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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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및 변수
3.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이 국내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이들의 연구개발활동과 조직 및 인력, 기술 및 경쟁력 수준 등을 조사하는
｢중소
기업기술통계｣를 이용한다. 모집단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이다. 최종 실증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는 전국 2,463개
중소기업으로, 자료에 포함된 전체 표본의 수는 3,300개에 해당하나 제조업에 한정된 분
석대상의 설정과 일부 변수에 대한 결측치의 존재로 인해 표본수가 감소하였다.
<표 3.1> 연도별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 비중(%)
적어도
1개의
외부기관
55.2

연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및 기관

2007

32.5

18.1

6.6

11.0

16.8

4.4

2009

20.4

11.2

5.1

7.5

12.6

2.8

39.3

2011

18.6

9.1

4.8

8.7

12.3

2.1

36.9

2013

17.7

11.1

3.7

6.3

11.2

1.8

34.8

2015

11.6

7.4

3.3

7.0

7.1

1.0

24.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통계｣, 각 년도

<표 3.1>에 제시된 2007-2015년 기간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외부기
관과의 기술협력의 정도는 기술협력 파트너의 구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인다. 적어도 1개의 외부기관과 기술협력을 수행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7년
55.2%에서 매년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비중은 대학과의 기술협력이 11.6%로 가장 높고 국공립
연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이 각각 7.0%대에 해당한다. 대기
업이나 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은 전반적으로 감소의 추세를 보이지만 연도 간 등락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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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
<표 3.2>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효율성

0.359

0.323

비인증 기업 여부

0.501

기술수준
고기술

0.111

중간기술

0.610

범용기술

0.279

성장단계
시장진입기

0.043

성장기

0.470

성숙기

0.462

쇠퇴기

0.025

업력

14.9

9.9

상시직 종사자수

49.8

56.0

CEO 특성
남성

0.923

연령

54.3

8.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통계」, 2015

<표 3.2>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분석에 포함
된 표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벤처나 이노비즈(Inno-Biz)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중
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술수준별로는 고기술 기업이 11.1%, 중간기술 기업이 61.0%, 그리
고 범용기술 기업이 27.9%를 차지한다. 성장단계별 표본의 구성비는 시장진입기 4.3%,
성장기 47.0%, 성숙기 46.2%, 쇠퇴기 2.5%로 나타난다. 업력은 평균적으로 14.9년에 해
당하고 상시직 종사자수의 평균은 대략 50명에 이른다. 대표자들 가운데 92.3%가 남성이
며, 평균 연령은 54세에 해당한다. 비록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
율성의 개별 광역시도 내 표본들 간 변화의 정도(표준편차)는 전북에서 0.399로 가장 큰
반면, 서울에서 0.251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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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협력 결정요인
<표 4.1> 로짓모형을 이용한 기술협력 가능성의 추정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타
기업 등)과의 기술협력 여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여부

-0.0934**

-0.0374**

(3.76)

(3.58)

고기술

0.1643**

0.0054

(5.28)

(0.25)

범용기술

0.0274

0.0023

(0.97)

(0.19)

-0.0095

-0.0476**

(0.20)

(3.98)

0.0401+

-0.0198*

(1.94)

(2.04)

쇠퇴기

-0.0099

-0.0086

(0.19)

(0.24)

업력

0.0011

-0.0022+

(0.84)

(1.76)

0.0007**

0.0003**

(3.51)

(2.98)

0.0068

0.0206

(0.25)

(1.16)

-0.0017*

0.0009*

(2.07)

(2.54)

관측수

2,463

2,463

Pseudo R2

0.0369

0.0426

비인증 기업
기술수준

성장단계
시장진입기
성장기

상시직 종사자수
CEO 특성
남성
연령

주 : 수치들은 한계효과를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에 해당함.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기술수준과 성장단계에 대한
기준더미는 각각 중간기술과 성숙기에 해당함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통계」, 2015

<표 4.1>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기술협력을 할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이 외부기관과 기술협력을 수행할 가능성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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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혹은 경영혁신형 기업에 해당하거나,
보유한 기술수준이 높거나, 성장단계상 성장기에 속하거나, 상시직 종사자가 많거나, 대표
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8) 반면, 기술협력 파트너를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기술협력의 가능성은 기술수준에 따른 차이가 사라
지며 성장단계상 성숙기에서 가장 높고 업력이 짧거나 대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상승하여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외부기관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4.2 효율성 개선효과
<표 4.1>는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으로 인한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 개선의 효과에
대한 Tobit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에 포함된 2,463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DEA에
의해 측정된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이 0-즉, 좌측단절-인 기업은 77개에 해당하고 1즉, 우측단절-인 기업은 289개에 해당한다. 첫 번째 열은 기술협력 파트너에 대한 구분
이 없이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며, 나머지 열은 특정 파트너와의
기술협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기술협력 파트너로 모든 외부기관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기술협력이 해당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기술협력 파트너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지닌다. 중소기업이 민
간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외국기
업이나 외국기관과의 기술협력이 가장 큰 효율성 개선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
기업 혹은 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은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에 비해 해
당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서의 효율성 개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나타내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적어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지
지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9)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경우가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 혹은 타 중소기업의 경우에 비해 효율성 개선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기
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유형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 있다. <표 4.1>에서 볼 수
8) 기술수준에 따른 기업의 구분에서 고기술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R&D를 통한 제품혁신, 공정
혁신, 신제품 설계기술을 보유한 기업,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특허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기초(응
용) 과학기술을 상용화(제품화) 하고 있는 기업, 일부 기업이 독과점하는 기술(제품)과 경쟁하거나 국내 수
입대체를 이루고 있는 기업, 신기술 6T분야(IT, BT, NT, ET, CT, ST)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기타 해당
제품 관련 선진기업과 대등한 차세대 신기술 능력을 보유한 기업. 반면, 중간기술 기업은 독자적인 제품개
선, 공정개선, 기술능력을 보유하거나,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하거나, ODM, OEM 생
산능력을 지녔거나, 자본집약적 기술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범용기술 기업은 신흥
공업국에서 일반화된 제품이나 생산기술을 보유하거나, 자체 제품개선, 공정개선, 설계능력이 부족하거나,
단일공정의 특정 생산설비 능력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에서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큰 쪽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기술약
탈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의 주체 또한 대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협력을 통한 중
소기업의 효율성 개선의 실증분석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술
협력이 타당함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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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중소기업이 성숙기에 속할수록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이 활발한 반면에 성장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이 보다 빈번하며, 이는 대기업
과의 기술협력이 응용기술이나 사업화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
기관과는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강함을 함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
술협력을 통한 단기 R&D 성과는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에 공적 지원이 수반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공적 지원은 해당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거나 내부 재원에 의한 R&D투자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Fritsch
and Lukas, 2001).10)
<표 4.2> 기술협력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기술협력 파트너

기술협력

0.245**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및 기관

0.203+

0.342**

-0.915

0.852**

0.703**

1.647**

(2.88)

(1.69)

(2.89)

(-1.11)

(3.71)

(2.62)

(2.83)

0.049

0.085+

0.083+

0.135*

0.052

0.056

0.059

(1.06)

(1.86)

(1.75)

(2.11)

(1.10)

(1.14)

(1.39)

지역(광역시도)

15

15

15

15

15

15

15

산업(중분류)

23

23

23

23

23

23

23

관측수

2,463

2,463

2,463

2,463

2,463

2,463

2,216

좌측단절

77

77

77

77

77

77

64

우측단절

289

289

289

289

289

289

194

Pseudo R2

0.0983

0.0963

0.0972

0.0957

0.1030

0.0974

0.1370

상수항
고정효과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들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만일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이 낮은 중소기업일수록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부족한 내부 역량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해당 중소기업의 효율성 수준이 기술협력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tion)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한다. Busom and
Fernandez-Ribas(2008)는 기업이 단기간에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공 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기업과 기술협력할 개연성이 보다 큼을 제시한다. 반면에,
단기간에 걸친 신제품이나 신공정 도입의 계획이나 노력은 해당 기업의 효율성과 연관이
없음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기술협력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할 것이다.
10) 한편, Schmiedeberg(2008)과 Becker and Peters(2000)는 기술협력이 해당 기업의 내부 R&D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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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는 신제품이나 신공정 도입이 R&D활동의 주요 이유였음을 나타내는 변수를
도구변수로 기술협력의 내생성을 고려한 기술협력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2단계
Tobit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신제품이나 신
공정에 대한 중점 투자 여부를 설명변수로 하는 1단계 회귀분석의 결과는 부록의 <부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Busom and Fernandez-Ribas(2008)의 주장과 부합하게 신제품이
나 신공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4.3>에 제시된 외생성에 대한 Wald 검정의 결과는 이러한 내생성의
고려가 적절함을 나타낸다. 비록 기술협력의 효율성 개선효과의 크기는 상이하지만, <표
4.3>에 제시된 개선효과의 유의성은 내생성에 대한 고려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4.3> 기술협력의 내생성을 고려한 기술협력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2단계 추정결과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
기술협력

7.273**
(3.96)

상수항

-0.351**
(2.76)

고정효과
지역(광역시도)

15

산업(중분류)

23

관측수

2,463

좌측단절

77

우측단절

289

Wald  2

199.5

Wald test of exogeneity (H0 : no endogeneity)

18.8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5. 결론
개방화와 첨단기술화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
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들은 줄곧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공적 지원의 효율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점차 방대해지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을 전후
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동반성장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는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측
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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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을 포함하여 외부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의 정
도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는 기술협력의 부작용을 포함
하여 이의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이 외부기관-특히,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통계｣를 이용
한 DEA/Tobit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외부기관과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에 이
의 연구개발활동관련 효율성은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과의 기술협력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과의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보다 낮은 효율성의 중소기업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의 고려 이후(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Tobit모형 분석)에도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협력의 성과
가 대기업에도 나타남을 향후 연구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정책적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술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의 파악 및 개선방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을 파트너로 하는 기술협력은 주로 원
천기술개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경영성과로 가시화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긍
정적 영향의 존재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21일 접수, 2018년 5월 25일 수정, 2018년 6월 6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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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기술협력의 내생성을 고려한 회귀분석에서의 1단계 추정결과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제품이나 신공정 개발에 중점 투자

0.010**
(6.11)

상수항

0.056**
(11.30)

고정효과
지역(광역시도)

15

산업(중분류)

23

관측수

2,463

R2

0.106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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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or
medium-sized firms on R&D activities-related
efficiency improvements
Hong, Sung Hyo1) · Kim, Bu-Kyoung2)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or medium-sized firms on R&D activities-related efficiency improvements using
DEA/Tobi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small- or
medium-sized firms seem to experience an increase in the efficiency related with their
R&D performance measured by the number of successful R&D projects and R&D
activity-induced sales. Especially, cooperation with large firms creates a greater effect
than that with universities or public institutes. Since firms which belong to the mature
stage in their product-life-cycle are more active in technical cooperation with large firms
while it is more frequent for the firms in the growing stage to technically cooperate with
universities or public institutes, technical cooperation with large firms mainly occurs for
applied technologies and that with universities or public institutes is likely to happen for
original technologies. It is one of the plausible explanations of our finding. Meanwhile,
there would be a reverse causation between R&D performance and technical cooperation
when firms with lower efficiency intend to overcome their inefficiency with the help of
technical cooperation. However, the two-stage Tobit result where this endogeneity issue is
tackled indicates that our finding is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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