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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경제와 공급가치사슬의 영향 분석

김경아 (전북대학교)
1)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R&D파트너십, 지역화경제(LQ), 공급가
치사슬, 기업R&D역량 등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2018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R&D 성공건수’와 ‘그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익성 증가’로 측정
하였다. 분석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에 응답한 2,425개 소재․부품․장비 제조
업체이다.
이 논문이 기술혁신 선행연구모형들과 차이점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입지가 특정지역에 집
중되는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효과를 모형에 반영했다는 것, 그리고 제품특성상 기업간
(B2B)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이 기술과 생산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간 거래비중을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이 혁신성공건수, 특허건수, 사업화 건수 등 가산변수(count data)를 종속
변수로 하면서도 OLS 회귀분석을 할 때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
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지역화경제(LQ)는 연구개발 성공건수와 혁신에 의한 수익성증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
다. 기술혁신 파트너십은 R&D성공건수에는 중견기업과의 혁신파트너십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고, 오히려 국공립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기업들은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는 부
(-)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특성이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과 같이 장기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 성공건수에는 연구
개발직 종사자규모가 큰 영향을 주는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의 경우 혁신형기업 여부만 영
향을 주었다.
분석결과 중 해석에 주의할 것은 공급가치사슬을 의미하는 기업간 거래변수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클수록 연구개발성과에는 부(-)의 관계라는 것이다.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커질수록 혁신
성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의 동인
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혁신성공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기술혁신에 따
른 수익성의 증가도 뚜렷하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주제어: 기술혁신 정부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가치사슬, 음이항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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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4차 산업시대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는 시대
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변화가 초래할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거버넌스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의 핵심이다. 한국은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이 2~3% 저성장시대에 직면하였고, 동시에 지난 20
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라는 경제사회
측면에서도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 5천명씩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고령인구는 같은 시기 연
평균 48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9).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기
술집약적 산업경쟁력의 중요성 강화 등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도전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적 시장중심의 국가들에서조차 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경아, 2014, 2017). 특히 COVID-19 팬데믹은
2020년 전세계 국가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개입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가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의 ‘혁신성장정책’은 사
회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김상우․최세중,
2020: 3). 혁신성장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집적경제에 기반한 지역혁신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을 계기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정책이 특정산업 등에 집중되고 있
다(산업통상자원부, 2019.8.5. 보도자료).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공급가치사슬과 집적경제 특성에
주목하였다. 실증분석 연구대상은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의 대상 산업이면서, 일본과의 통상마찰
을 계기로 기업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격히 확대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을 대상으
로 한다1).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R&D활동을
위한 파트너십의 유형, 집적경제효과로서 기업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화경제 수준, 다른 산업에
비해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특성상 기술혁신에 더 긴밀한 공급가치사슬의 대리변수로서 거
래기업의 비중을 선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R&D역량특성으로 혁신형 기업여부, 연구개
발직의 비중을 선택하였고, 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노동생산성과 기업규모를 선택하였다. 종속
변수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이며, 설문조사 조사년도인 2018년 12월 기준
1) 일본과의 통상마찰과 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정책들은
2019년 6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9.6.26. 보도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자
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2019년 발표된 중소기업기술혁신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원자료이다. 분석자료에서 기술혁신활동의 기준시점은 2018년 12월 기준이므로, 2019년 한
-일 통상마찰에 따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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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답기업이 R&D에 성공한 기술혁신건수’와 ‘그 기술혁신으로 인한 5개 관점에서의 수익
성 증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이 논문이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
부품・장비 제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입지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집적경제효과로서
지역화경제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점이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 다른 제조
업과 비교해서 B2B 기업간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이 기술과 생산성에서 매우 중요
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해외수출 기업의 거래비중
을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성과는 R&D 성공건수와 같
은 산출(output)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는가’라는 기
업의 목표달성(outcome)을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소재・부품・장비 제조
업과 같이 B2B형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구성하는 공급가치사슬
(Supply value chain)과 집적경제의 효과를 실증분석모형에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혁신성과를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
별화 된다.
분석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논문의 기여점은 가산자료 실증분석에 적합한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성과에 대한 종속변수로 혁
신성공 건수, 특허(출원) 건수, 사업화 건수 등 가산자료(count data)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성공건수, 특허건수, 사업화건수 등의 경우 정규
분포도 아니고 양수 값만 갖는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
지 못해서 발생하는 통계적 문제를 고려하였다(Blundell, et al., 1995; Cameron and Trivedi,
1998; 이재완・정광호, 2011; 이재완, 2017).

Ⅱ.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혁신의 이론적 논의

1.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혁신과 성과
한일 통상마찰과 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부문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지원정책들이 추진되었다(<표1> 참조). 이에 따라 소재・부
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부지원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은 부소재(部素材)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김양태・임상혁
(2020)은 일본의 부소재(部素材)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정부정책과 기업행태라는 관점에서 실증
분석 하였다. 일본은 소재산업의 원천기술확보를 정책목표로 명확히 하고, 부소재 제조업의 공
업화과정에서 R&D에 대한 보조금 및 연구개발 감세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 중국, 대만의 추격을 따돌리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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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표 1>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제조업 중분류 유형

제조업중분류

13
17
20

섬유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제외)

제조업 중분류

23
24
25

비금속

광물제품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가구 제외)

제조업중분류

2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트레일러

21 의료용

전자부품/컴퓨터 31
26 영상,
음향,통신장비

22

27

물질/의약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전기장비

58

기타

운송장비 제조
출판업

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에서 명시한 대상업종.

한국의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에 정부지원의 필요성 또
는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2005년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발전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관한 초기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광호
(2006)는 그 당시 부품소재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부품소재산업이 nut-cracker 상황이라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핵기
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소재 등 4개 산업으로 분
류하고, 한국에 입지한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법으로 중핵기업전
략을 서술하고 있다. ‘중핵기업’이란 용어는 2005년 산업자원부가 부품소재 발전전략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제조업의 Supply value chain에서 완제품 생산기업에게 모듈단위의 부품을 공급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광호, 2006: 1). 중핵기업의 외형적 조건을 수출1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 2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국제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지영・강근복(2016)은 국가R&D사업에서 기술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산업기술별 특성을 고려해서 기계 및 화학산업을 대상으로 한 ‘부품소재산업경쟁
력향상사업’의 R&D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술혁신의 성과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
허건수, SCI 논문게재건수 등으로 측정하였다. 민간투자비율은 성과유형별 차이가 없었지만, 정
부연구비와 과제참여기관수, 연구수행주체에 따라서는 성과가 상의하다고 분석하였다.
김갑수(2017)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혁신을 가치사슬 구조
차원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Hu, 2012; 조용래 외, 2016; 김갑수,
2017). 이 연구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에서도 대규모 첨단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매우 다양한 전자부품과 화학소재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결합되는 공정산업
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급기업들이 단계별로 거대한 제조업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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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여기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imon(1962)의 복잡성의 아키텍처(architecture)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Henderson and Clark(1990)의 ‘아키텍처 혁신이론2)’으로 디스플레이 산
업의 가치사슬혁신을 분석하였다(김갑수, 2017: 208-210).

2.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집적경제, 공급가치사슬
혁신성장정책3)이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
고, 민간부문에서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혁신역량강화, 제도개혁 등을 통해 국
가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김경아, 2019). 문재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의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의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에서 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
한 기술혁신 지원정책까지 체계적인 혁신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0년도 소재・부품・
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8.24.)’와 같이 신속한 국내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업간 정보제공, 협업유도 등 실질적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R&D지원뿐만 아니라, B2B
supply chain 또는 R&D를 위한 산-관-학-연 협업지원 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제
시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이 발표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1.31.보도자료).
혁신성장정책, 산업기술혁신계획,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기술혁신에 관한 지원정책은 기
본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기술혁신성과를 향상시키
고, 기업의 기술혁신성공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산업정책이자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갑수, 2017; 이우형 외, 2019; 김상우.최세중, 2020). 이러한 정책들의 가장 큰 특징
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로부터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에 대한 고민을 공간과 연계해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지역혁신시스템, 또는 국가혁신시스템과
이론적 기반을 같이 한다(김선배, 2001; 김경아, 2008). 국가혁신시스템 즉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
협업파트너십에 대한 분석은 기술혁신성과도출에 있어서 지역 또는 국가내 기업-연구기관-정
부지원의 트라이앵글이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연구이다(김경아, 2017;
김양태. 임상혁, 2020).
2) Henderson and Clark의 ‘Architectural Innovation(1990)’에서는 제품의 핵심개념(Core Concept)
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성요소와의 관계성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혁신을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정의하였다(김선배, 2017: 209)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글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
하는데,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에서 R&D 성과의 신속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을
4대 추진전략에 포함시켰고, 그 중에서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구축 사업이 있다(산업통
상자원부, 2019.6.26. 보도자료). 제7차 계획에는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수요발굴
-R&D지원-현장실증-공공조달’까지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이 기술획득을 하거나 사업재
편 목적의 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
인 정책지원과 개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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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경영학 및 기술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Barros, 2015; Kolk and Lenfant, 2015). Du, Leten and Vanhaverbeke(2014)
는 대규모 유럽의 489개 다국적 기업에서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외부와의 협력적 기술혁신
(open innovation)의 관행과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력적 기술혁신과 R&D 프로젝트
의 재무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는 협력파트너십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
는데, 기술혁신 주체와 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의 관계에 더 집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와의 협력적 기술혁신 파트너십을 과학기반 파트너십과 시장기반 파트너십 등 2개 유형으
로 분류하고, 2개 유형의 파트너십에 따라서 실제 혁신으로 인한 재무성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R&D 프로젝트 관리방식이 이러한 혁신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더 좋은 재무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Du, Leten and Vanhaverbeke, 2014). 적합
한 방식이란, 시장기반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프로젝트관리를 통해서 느슨하게 관리되는 경우
R&D 성과가 낮아지고 집중적으로 더 많은 양의 R&D에 서로 참여할 때 더 높은 성과를 보였
다. 반면, 과학기반 파트너십은 느슨하게 관리되는 프로젝트에서만 더 높은 프로젝트의 재무적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선행연구 결과에서 산-학-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이론적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서는 대학과의 협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에 대
한 기업들의 만족도 또는 기술혁신 성과가 낮게 나오는 현상들은 한국의 기술혁신 실증분석 성
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경아, 2017, 2019).
김태양・임상혁(2020)은 일본의 부소재(部素材)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기술혁신 R&D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기술연구조합이라는 일본의 연구개발 파트너십 제도를 설명하고 정책적 도
입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시험연구부터 제품의 개발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술혁신 파트너십
제도이다. 일본의 기술경쟁력은 대학의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확대와 공동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이미 한국에서도 집적경제에 기반한 지역혁신도시, 산
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에서도 산학연 기술혁신체제가 이미 20여년 간 진행되어 왔다
는 것(김선배, 2001; 김경아, 2008; 김갑수, 2017), 그리고 혁신의 내용과 기술의 원천성에 따라서
산업과 연구기관과의 혁신 파트너십과 기업간 혁신파트너십의 성과가 다르다는 다양한 선행연
구결과 논의를 검토 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김경아, 2017; 김갑수, 2017; 이우형 외, 2019).
집적경제는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설명된다. 특정 지역에 특정산업이 집중됨으로써,
특정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노동(L)과 자본(K)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도시경제학에서는 집적경제로 설명해 왔다(Hoover & Giarratani, 1971; 김경환 외, 2005;
박성훈 외, 2008). 집적경제로서 특정지역으로 집적된 산업에서는 집적된 특정지역에 입지한 기
업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을 실증분석하고, 암묵지(tacit knowledge)에 의한 혁신적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그 원인으로 설명한다(Polanyi, 1962, 2015; 김경아, 2004).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처럼 기업간 협업파트너십 및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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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강한 산업에서는 특정지역에 해당제조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김갑수, 2017). 예
를 들면, 자동차산업 울산, 조선산업 울산 및 거제, 석유화학산업 여수, 제철산업 포항 등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지역화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집적경제를 분
석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효과를 설명하는 선행연구 중에서는 집
적경제 효과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김경아, 2004, 2008; 김경환 외, 2005; 김대
중・고경호, 2020; 김양태・임상혁, 2020).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제 또는 지역개발정책 분야에서 주요개념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온 집적
경제와 연계해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공급가치사슬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
께 실증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 또한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
이 실제 기업간 거래라는 관점과 깊은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이 R&D성공이
나 신제품/개선제품의 출시 등을 종속변수로 기술혁신성과를 설명하는 것과 차별화 된 ‘기술혁
신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효과’를 종속변수로 함으로써 공급가치사슬의 영향력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갖는다.

3. 기술혁신과 기업특성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혁신에 유리하다거나 벤처 및 혁
신기업들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라는 등 기업규모가 기술혁신과 영향이
있다는 상반된 실증연구결과들을 보여준다(최종민.박일주, 2018; 김경아, 2008, 2017, 2019; 박용
훈. 한현옥, 2019; 이양복, 2019; 최예술.임업, 2020).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본동원능력 및 다양
한 기업역량에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더 혁신적일 수 있다는 관점은 ‘창조적 파
괴(creative destruction)’의 개념을 도입한 슘페터 가설(1942)에서 출발한다(김경아, 2004). 그러
나 슘페터의 가설의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부문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R&D집약도
등을 중심으로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이 역의 관계를 갖는다는 실증연구들도 있다(이동수.조
택희, 2014).
슘페터의 주장은 기술혁신에 관한 활동관점에서 상품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다 기술혁신도 주도하게 된다는 것과 시장의 구조적 차원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또는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이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리스크도 더 낮기 때문에 기
술혁신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관점이다. 기업규모와 독점의 관계를 분석한 Kamien and
Schwartz(1982)의 연구, 또는 대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포착 또는 기술의 전유성
(appropriability)4)이라는 관점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Levin and Cohen(1989),
4) 전유성(appropriability)이라는 개념은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R&D 기술혁신
성과를 독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의 개념이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리스크와 비용에도 불구하
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즉, 기술혁신의 성
공 그 자체보다도 기술혁신에 의한 수익을 배타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술혁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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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melinna‐Laukkanen et al. (2008), Pérez-Cano(2013), Hall and Sena(2017) 등의 연구가 있
다.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혁신파트너십
에 강한 동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성과에 상관관계가 형성할 가능성
도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자본력 부족 또는 R&D역량의 빈곤은 협업(Alliance)에 대한 강
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ichtenthaler, 2005). 이러한 경우 더 효과적으로 또는 더 빠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기업의 혁신성과를 추격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Narula 2004, 김경아, 2008, 2019).
R&D 연구인력의 규모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김경아, 2019). 특히 연구인력의 중요성은 Cohen and Levinthal(1990), Lane and
Lubatkin(1998)와 Zahra and George(2002) 등이 제시한 기술혁신 성공의 핵심개념으로서 ‘지식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과 관련된 주요변수이다. 혁신성공을 위해서는 자체개발활동과
더불어 외부지식의 흡수를 위한 혁신기업 자체인력과 조직의 혁신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은 그 자체가 기술혁신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노동생산성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황덕순, 1999; 이영범․지현정,
2011),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의 성
공확률 또는 기술혁신 성공에 따른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허찬영․이현도,
2006). 고성과 지향의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Wright and McMahan, 1992; 배종석․박오원, 2005).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기술중심
의 제조업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의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생산성이 기업의 기술혁신성과로서 기
술개발성공건수,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성의 증대, 기술혁신에 따른 산출량의 증대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기술혁신
을 위한 파트너십유형, 집적경제수준, 기업간 거래비중(공급가치사슬), 그리고 기업특성의 영향
전유메카니즘(appropriability mechanism)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 영업비밀, 시장선점,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보완적 제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전유메카니
즘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혁신성과의 가치전유는 전략적 공개보다는 특허나 영업비
밀을 통해서 잘 달성되고,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영업비밀보다는 특허를 통해 더 잘 달성된다고
설명한다(Cohen and Levin, 1989; Hurmelinna‐Laukkanen et al., 2008; Pérez-Cano, 2013; Hall
and Se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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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증분석 하였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제품과 공급가치사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중에서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 효과보다는 지역
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대리변수는 기업이 입
지한 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 지역화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LQ(Location Quotient)
으로 측정하였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 공급가치사슬에서 B2B 관계 비중이 높은 산업이
라는 점을 고려한 산업적 요인으로서 구매자인 기업유형별 거래비중을 측정하였다.

<그림 4>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의 특성과 기술혁신성과의 관계
기술혁신 파트너십은 대학 및 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형성여부로 특정하였다. 통제변수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중에서 혁신적 활동에 관련된 기업특성은 혁신형기업으로 인증받았는가 여부, 연구개발
직 종사자의 비중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기업특성으로는 슘페터 가정에 입각하여
종사자수로 측정한 기업규모와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파트너십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학교수 및 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등 기초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로하는 기관과의 혁신파트너십은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업화 관련된 기술혁
신활동을 주로 하는 민간연구기관과의 혁신파트너십은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
술혁신역량 또는 혁신관련 자원동원 능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의 혁신파트너십과 중견기업과의 혁신파트너십은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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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재・부품・장비제조업의 특성상 집적경제효과 중에서도 지역화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는 기술혁신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소재・부품・장비제조업의 특성상 공급가치사슬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중견기
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클수록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넷째, 각 응답기업의 특성중 기술혁신적 특성을 나타내는 혁신형 인증기업인 경우, 연구개발직
의 비중이 높을 수록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응답기업 특성중 일반적인 기업특성
으로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또는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2.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 실증분석모형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활동으로서 R&D의 성공여부
와 R&D성공에 의한 수익성 증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R&D성공이란, R&D활동과 관련된 기
술혁신활동 또는 외부지식의 구매, 인력지원 등 비R&D활동을 통한 기술혁신활동을 통해서 기
업제품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도출되었는가 여부이다.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는 기업이 R&D
성공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 기업전체수익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기술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집적경제로서 지역화경제(LQ), 공급가치사슬 특성을
고려한 거래기업 및 기관 유형별 비중을 선택하였다. 기업의 R&D역량에 관한 변수와 일반적
기업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제조업 중분류
섬유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제외)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표 2> 산업유형별 응답기업

빈도

(%)
제조업 중분류
137
5.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130
5.4
전기장비
159

6.6

90
178
142
171

3.7
7.3
5.9
7.1

177

7.3

171

7.1

전체응답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출판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그 외 기제조업
타 운송장비

빈도

(%)
161
6.6
189
7.8
183

7.5

163
146
92
41

6.7
6.0
3.8
1.7

54

2.2

41

1.7

2,425 100.0

참조:산업유형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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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D성공 기업비율

<그림 6> 사업화성공 기업비율

분석대상산업의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
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입법예고 2020.1.23.~2020.3.3.)의 붙임 1에 해당하는 것
이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이 2020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9년 12월 31일
공포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본 시행령 전부개정이
되었다5). 분석자료는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중소기업의 기술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추출한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해당하는 2,425개 중소제조업체이다(<표 1> 참고).
분석대상인 2019년 소재・부품・장비제조업의 2,425개 기업 중에서 R&D에 성공한 기업은
52%로 과반수가 넘었다. 반면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22.8%로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R&D 활
동의 성공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상업화 성공률보다 비율이 높다.
공급가치사슬이 중요한 소재・부품・장비제조업의 특성상 기업대상 매출의 비율도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응답기업 2,425개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래가 전혀 없
는 기업이 41.9%나 되었으나, 반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100% 거래하는 기업의 비율도
17.9%나 되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이 전혀없는 응답기업의 비율은 26.9%이고, 거
래기업이 오직 중소기업 뿐인 응답기업도 28.3%나 되었다. 중소기업 거래비율이 70% 이상인
응답기업 비율은 41.8%나 되었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20.1.23.부터 입법예고)은 특별조치법의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① 대상은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② 범위는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 + 장비’
로 범위 확대하였다. ③ 기능은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을 강화하
는 내용을 지향하였다. ④ 방식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
원하고 있다. ⑤ 체계는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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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의 ‘중견&대기업’ 매출비중
분포

<그림 8>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의 ‘중소기업’ 매출비중 분포

<그림 9> 응답기업 입지지역(n=2,425)

응답기업의 집적경제효과를 실증분석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분포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은 2,425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입지한 지
역이 경기지역과 경남지역이며, 대도시지역 중에서는 부산과 인천에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의 비율이 높았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 가장 적게 입지한 지역은 대도시권의 서울과 광
역도 중에서는 제주와 강원이다. 충남과 충북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다
른 광역도에 비해서 기업입지 집중도가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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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집적경제로서 지역화 경제 LQ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의 특징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산업특성을 고려한 변수로서 지역화 경제(집적경제)와 기업간 거래(공급가치사슬)을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수의 석유화학, 제철의 포항, 자동차의 울산 등
과 같이 전통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입지함으로써 교통비, 인
건비, 전문성 확보 등의 집적경제 이익을 향유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
재・부품・장비 제조업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제품혁신성과가 하나의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안에서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혁신활동이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음을 언급한 선
행연구들에 주목하였다6). 이를 반영하여 거래비중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선택하였
다.
집적경제에서 지역화 경제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는 전체산업 중에서 특정산
업의 비율이 전국대비 특정지역에서의 비율로 설명하는 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낸다(<식 1> 참
조).
지역 산업 종사자수

지역 총 종사자수
   
전국 산업 종사자수

전국 총 종사자수

<식 1>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2018년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재・
부품・장비 제조업의 LQ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도시권에서 서울이었고, 광역도에서는 강원도
이다. LQ의 값이 1보다 낮은 지역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집중도가 전국평균보다 적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대도시권에서는 인천(1.233)과 울산(2.464)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특별도를
포함 모두 1보다 작은 값이다. 광역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충남(2.078), 경남
(1.831), 경북(1.718), 충북(1.676)을 비롯해 광역도 지역이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는

6) 향후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는 아키텍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Henderson &Clark, 1990; 김갑수, 2017; 이우형 외, 2019;
Henders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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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8년도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의 지역화 경제(LQ)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000
0.075
0.631
0.856
1.233
0.848
0.474
2.464

1.00
0.15
0.71
0.84
1.25
0.80
0.50
2.30

세종

1.076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세종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5

충남

 

  

1.296
0.311
1.676
1.967
0.796
0.850
1.718
1.831
0.054
2.078

1.33
0.45
1.85
1.97
0.96
0.93
1.67
1.76
0.14
2.08

주:   에서  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이고,  는 제조업체가 입지한 광역자치도.
   에서  은 제조업 전체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전국대비 지역별 전체제조업의 비중과 비교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특화
도(LQ)를 살펴보면, 울산, 경북 및 경남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집중도가 제조업전체 비
율과 비교해서 더 밀집되어 있는 특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한 실증분석

1) 음이항 회귀분석모형과 가산변수(count data)인 종속변수

실증분석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OLS 회귀분석이 아닌 음이항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Hilbe,2011; 이재완・정광호, 2011; 장미희・박
창기, 2012; Na and Gottfredson, 2013; Na, et al. 2015; 이재완, 2017).
종속변수인 R&D 성공건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가산데이터(count data)라는 특징이 있
다. 이러한 가산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제곱근 변환을 하거나 로짓함수로 변환하여
도 최소자승법(OLS)의 정규분포 가정에 적합하지 않은 이분산성과 비선형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음의 값이 없는 양의 값으로만 구성되고, 정규분포 가정도 위배하게
되는 가산자료(count data)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분석에서는 포아송분포를 활용하는 포
아송 분석(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하거나7),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Allison, 1999; Hilbe,2011; 이재완, 2017).
7)

포아송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가산데이터(count data)인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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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아송 분포를 활용한 방법 중에서 포아송 회귀분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분산
이 동일해야한다는 포아송 분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포아송 회귀는 OLS와 달리 과대산포(over-dispersion)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포아송 회귀분석의 모형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를 위해서 피어슨 통계량

 가 5이상의 값을 갖고,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합 값
 와  의 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된다(Agresti, 1996; Hilbe, 2011; 이재완, 2017).
현실자료에서는 평균보다 분산이 큰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과대산포
의 문제를 무시하고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하게 될 경우, 회귀계수의 추정량의 표준오차가 편
향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Cox, 1983; McCullagh and Nelder, 1983; Hilbe, 2011; Na and
Gottfredson, 2013). 추정량의 불일치와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Grogger and Carson, 1991; Na, et al. 2015; 이재완, 2017).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은 포아송 회귀분석이 갖기 쉬운 한계인 과
대추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선택되었는데, 포아송 분포와 감마분포를
활용한 회귀모형으로, 독립변수가 주어질 경우 종속변수( )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는 회귀분석이다(McCullagh and Nelder, 1983; Hilbe, 2011).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R&D 성공건수라는 가산변수(count data)를 종
속변수로 실증분석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며, 대안으로서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고려해야한다. 평균과 분산을 고려하고
과도분산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은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선택하였다.

  와 우도비 통계량   를 보는데, 적 도








2) 기술혁신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기술혁신성과로서 R&D 성공건수와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 영향을 주는 기술혁신을 위
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집적경제로서 지역화 경제, 공급가치사슬의 영향의 대리변수로
서 거래비중, 그리고 개별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귀모형이다. 독립변수 벡터 가 주어졌을 때, 일어날 사건계숙 의 확률을 포아송 분포에 의
해서 구한다(Hilbe, 2011).




  
       



  

평균모수 (  번째 개체의 조건부 평균 수)는 다음 식과 같이  번째 사건의 독립변수 벡터의 함
수가 된다.
      exp′ 
     ×  모수벡터
  독립변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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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파트너십 유형별로 살펴보면, R&D성공건수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혁신을 위한 협
력관계를 갖은 기업의 경우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을 갖은 기업들에 비해서 더 기술혁신 건수가
더 많았다.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국공립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기관들
의 경우 오히려 혁신성과가 더 낮았다. 그 원인으로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기관과의 혁신
을 위한 협력파트너십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상품화 단계의 파트너십보다는 장기적이고 근원적
인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공공부문 연구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집적경제의 효과 중에서 특히 지역화 경제의 대리변수로 LQ는 R&D성공건수와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라는 종속변수 각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제조
업의 특성상 산업의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입지하는 성향이 큰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기업과 거
래비중(공급가치사슬)의 영향력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났다. 공급가치사슬의 대리변수로 거래비
중을 사용하였는데, R&D성공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오히려
R&D 기술혁신 성공건수는 적어지는 음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혁신
에 의한 수익성 증가라는 기술혁신성과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혁신에 의한 수익성은 더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확인되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인데, 기업이 특정 거래처와 거래비중이 높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거래처별 거래비중은 대기업만
100%인 기업, 중소기업만 100%인 기업 등 거래처 비중이 특정 유형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 또는
혁신에 기반한 제품의 공급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R&D성
공의 ‘건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가치사슬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새로
운 거래처를 확대 또는 변경해야하는 변화의 시점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우에 더욱 적극적인
R&D활동과 성공건수의 증가를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설명은 동일한 맥락에서, 종속변수가 기술혁신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성의 증가라는
관점에서는 공급가치사슬을 대변하는 기업간 거래비중(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높을수록 혁신에 따른 수익성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특정유형의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R&D성공 ‘건수’라는 혁신성과의 양적인
증가와는 무관하게, 단 몇 개의 기술혁신에 성공했더라도 그 기술혁신들을 통해 얻게 된 기업의
전체 수익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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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집적경제, 공급가치사슬, 파트너십의 영향 분석

종속변수

모수
(절편)
대기업
공급
중견기업
가치사슬
중소기업
공공기관
(거래비중)
해외수출
집적경제: 지역화 경제(LQ)
대학 교수/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기술혁신
민 간 연구기관
파트너십
대기업 혁신협업
중견기업혁신협업
혁신형기업 여부
연구개발직 비중
노동생산성
기업규모
(척도)
(음이항)
Scaled Deviance
Pearson 
Scaled Pearson  
Log Likelihood
Akaike 정보 기준(AIC)

R&D성공건수(2018)
혁신에 의한 수익성증가

B
B
Wald 
Wald 
.095
.057
1.603 ***
27.443
-.062 **
.000
.046 **
8.021
-.104 ***
.
.043 **
6.604
-.089 ***
4.089
.048 **
9.409
-.069 ***
.
.055 **
8.697
.041 *
5.301
.020
1.001
.118 **
.
.093 **
5.688
-.212
1.986
.033
.063
.137
.
-.488 ***
20.494
-.375
1.034
.310
1.805
-.002
.
-.050
.056
.600 **
2.385
.070
.106
.074
9.112
.238 ***
25.552
.521 ***
20.509
.009
.076
-.018
24.447
-.074
5.809
-.001
8.884
-.001
2.312
b
b
1
3.011
1
b
1
1.460
1b
2308.775
2308.775
1586.363
1586.363
1586.363
1586.363
-6883.793
-6883.793
13799.585
13799.585

끝으로, 공급가치사슬 중에서 해외기업과의 거래비중 변수는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성과에 대
한 영향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이 응답기업 중에서 해외수출입 기업
의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수준 등의 원
인 때문에 해외거래처와의 거래비중보다는 국내시장형 공급가치사슬에 국한된 공급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지 등과 같은 분석은 향후 과제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특성 중에서 기술혁신역량에 해당하는 혁신형기업과 연구개발직 종사자 비중을 살펴
보면, R&D연구성과 건수의 증가에는 연구개발직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직 종사자 비중은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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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혁신형 기업인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서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설명에서 주로
언급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혁신적’일 것이라는 슘페터의 가정은, R&D성공건수 또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수익성 증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당 매출액의 자연로그값으로 추정한 노동생산성이라는 기업특성이 R&D성
공건수와 혁신에 의한 수익성증가로 측정한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십, 집적경제,
공급가치사슬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R&D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R&D성
공건수’와 기술혁신의 궁극적인 기업목표로서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 증가’으로 추정하였다.
기술혁신성과를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산출물(output)로서 성공건수, 장기적인 결과(outcome)로
서 혁신성공에 따른 수익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에서 OLS가 아닌 ‘음이항회귀분석’을 선택했다는 점, 이론적 측면에
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분석대상산업인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특성
을 고려하여 ‘집적경제’와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의 영향에 대해 함께 주목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실증모형은 최소자승법(OLS)의 가정에 위배되는 가산변수(count data)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다는 것, 그리고 분산과 평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기술경영분야에서 혁신성공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공급가치사슬’로서 기업간 관계를 기업간 거래비중으로 추정하여 그 효
과를 설명하였다. 도시경제학 또는 지역개발학 분야에서 제조업 기술혁신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설명되는 집적경제의 개념 중에서 특히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화 경
제의 효과를 입지계수 LQ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집적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업의 공급가치사슬은
판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R&D의 건수에는 음의 영향을 주지만,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업
의 수익성이 증가하는데 있어서는 거래비중으로 측정한 공급가치사슬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기업특성 중에서는 R&D관련된 개별기업의 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9년 한국-일본 통상마찰이후 정권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
원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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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재・부품・장비제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B2B 공급가치사슬과 집적경제
논리를 이해하고 지역별 산업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고 있는 지금의 방향이 옳다
고 판단된다. 둘째, 정부의 지원정책의 설계단계에 개별기업들이 진행하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R&D성공건수라는 투입에 대한 직접적 산출(output)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증대 또
는 시장점유율 증대와 같이 궁극적인 성과(outcome)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도 정책대안 또는 정책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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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Localization Economy and Supply Value Chain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Industries us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Kim, Kyung-Ah
This study focuses on a key industry in the government's innovative growth policy and
targets the manufacturing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which are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corporate technology innovation. The types of partnerships
for R&D activities, the level of localization econom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and the portion of the trading companies we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industry,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successful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increased profitability from those innovations by December 2018, the year of the survey.
The sample size is 2,425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manufacturers that
responded to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Venture
Business's survey on technology status of SMEs. This study recognized the problems of
OLS regression, which is mainly used by prior studies, and analyzed it with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Both the number of successful R&D and the increase in profitability through innovation
have been confirmed as positive effects of the localized economy. Only innovation
partnerships with mid-sized compani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 on R&D success, and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fitability. These results are estimated because the technology that forms an innovative
partnership with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s mainly invested in the long term
and basic science and original technology. While the size of R&D workers greatly affected
the number of successful R&D cases while innovative companies affected positively
increased profitability.
One of the notable analysis results is that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with
large companies, medium-sized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more neg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erformance while these
transac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innov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 less likely the driver for R&D is,
but the higher the ratio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when the innovation succeeds, the
more the profitability of innovation increases.
[Key Words: Open Innovation, Government's Innovative Growth Policy, the Manufacturing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