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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혁신(Innovation)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은 혁신을 통

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고, 정부 역시 혁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정

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무, 국가별 에너지안보 및 경제성장 등 사회전반적인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특성상 민간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분

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Research and Developmen

t)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사항이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1) 상향식(Bottom-up) 기획과제에서 하향식(To

p-down) 기획과제보다 높은 성과가 발생하는지, 2) 연구개발의 성과인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과 결과(사업화성과)는 서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지 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는 세부기술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에너지분야 세부기술별로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에 종료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204건

이며, Crepon, Duguet and Mairesse 모형을 변형하여 기술혁신투입(Innovation Input)-

기술혁신산출(Innovation Output)-기술혁신결과(Innovation Outcome)간의 종합적인 관

계를 확인하였다. 기술혁신투입요소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사항인 과제기획유형, 정

부지원금(출연금)의 규모, 과제수행 참여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였고, 연구개발에 따른 기

술혁신산출로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 기술혁신결과로 사업화성과를 측정하였다. 

  계량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기획유형은 하향식(Top-down) 기획과제가 상

향식(Bottom-up) 기획과제에 비해 기술혁신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이 유의미하게 



- iv -

긍정적이었으나, 과제기획유형으로는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둘

째, 정부지원금(출연금)은 기술혁신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

를 보였으나,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는 설명할 수 없었다. 셋째, 과제수행 참여기관의 

유형이 기술혁신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나,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

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기술혁신투입과 기술혁신산출 중에 논문성과는 기

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으나, 기술혁신산출 중에 특허성과는 기술혁신결

과(사업화성과)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임을 보였다. 

주요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 혁신

학  번: 2014-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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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혁신(Innovation)은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서비스나 공정, 새

로운 마케팅 방법 또는 사업수행과정, 업무조직, 외부와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적 방법을 실행한 것을 의미한다 (OECD, 2005).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

는 무한경쟁 체제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

성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생산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혁신이 기업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Griffith et al., 2006).

1912년 Schumpeter가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이 일어난다는 ‘혁신이

론’을 제안한 이후 혁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Carlsson and Sta

nkiewicz(1991)는 혁신과 혁신의 확산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의

미하며, 이는 경제변화의 근본적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기업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혁신을 기술력, 사업화 성공, 

손익분기 시점 등으로 정의했다 (Montoya‐Weiss and Calantone, 1994 : C

obbenhagen, 2000 : Palmberg, 2006).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기업의 제품이 상품화 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과 손익분기점을 지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제품의 기술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고객의 요구가 다

양화 되고, 시장이 세분화 되고, 국제화가 진행되는 등 시장의 경쟁은 점점 심

화되고 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 증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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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업이 아이디어 발생부터 사업화까지 걸리는 시

간을 단축시키는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가 되었다 (Nevens, 1990 : 

Cooper, 2001 : S. Lee et al., 2009). 기업은 아이디어 발생부터 사업화까

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장선도자(First-mover)로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으면 지속적으로 혁

신에 투자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li et al., 1995 : Karlsson 

and Ahlstrom, 1999). 

많은 연구자들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

pment)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Freeman, 1987 : Carlsson and 

Stankiewicz, 1991 : Lai and Chang, 2010). Scherer(1965)는 미국 Fort

une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특허와 매출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를 발표하고 특허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성과지표임을 보였

다. Dugal and Morbey(1995)는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투자액을 증가시킨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매출성

장률을 보였음을 설명하였다. Foster(2003)는 각 업종을 대표하는 1,200개 

글로벌(Global) 기업들이 1990년대 경기침체 기간에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

를 확대하였으며, 그로 인해 경쟁사에 비해 높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Mairesse and Mohnen(2004)은 첨단기술(High-tech)산업과 

기술수준이 낮은(Low-tech)산업에서 연구개발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는데, 연구개발은 혁신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혁신 연구로 이성화・조근태(2012)는 기술개발 연구소를 보

유하고 있는 민간기업 11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기술개발 투자가 기술사업

화 성과,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 경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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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신용세・하규수(2012)는 기술개발투자를 기술경영능력

의 주요요소로 정의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기술경영능력과 기술사업화는 양

(+)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기업의 생산성간에 관계가 없거나 음의 관

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Jaruzelski et al.(2005)은 세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6년간 기술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투자와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도요타나 구글 같은 업계 최고의 기업들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

다. 신영수 외(2009)는 기술개발 연구소를 보유한 175개 국내회사를 대상으

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투자수준과 기업성과 간에 음(-)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개발 투자금액보다는 이를 어떻게 효

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에 대한 연구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적, 사회적 혁신 연구도 진행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에 대

한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

기에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과소투자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

(Market failure)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뤘

고, 최근에는 기술혁신의 시스템 실패(Systemic failure)를 해소하기 위해 정

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용석・노도환, 2009). David et 

al.(2000)은 기업이 혁신을 위해 신규 연구개발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초

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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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보조) 해준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감소함을 보였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 기업은 연구개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따른 혁신을 

견인한다고 주장했다. Dinges et al.(2007)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 가지 

목적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경쟁이 치열하거나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술개발

을 시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시장에서는 위험회피적인 선택을 한다. 특히 자금

력 및 인력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경우 해당시장에 관심이 있더라도 경쟁이 치

열하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 시장진입을 포기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 및 신생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지만 기술이 고착(Lock-in)되어있는 

경우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

다. 세 번째로 국방 분야의 기술개발과 같이 보안이 중요한 기술의 경우 정부

에서 민간의 기술을 구매하여 국가기술경쟁력을 증진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었다. A

rrow(1962)는 연구개발이 기술적, 경제적 확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했을 때 해당 민간의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Romer(1989)은 지식생산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며, 

특정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했을지라도 연구개발에 의한 사회적인 이득이 연

구개발을 수행한 특정기업이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다양

한 방법(대출, 보조금, 정부출연연구소, 세금감면 등)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ok report(EC, 2004)는 유럽국가에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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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연구개발 성과 확산 덕분에 노동생산성이 약 40% 향상되었음을 보였

다. Dinges et al.(2007)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유럽국가에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요소라고 주장했다. David et al.(2000)은 연구개발 투자의 주체(정

부, 민간 등)에 상관없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GDP의 증가에 직접적인 관

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이 투자하는 연구

개발사업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정부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줄이

고 민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할 경우 고위험(High-risk)에 장기(Long-t

erm)로 성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고 저위험(Low-ri

sk)에 단기(Short-term)로 성과가 발생하는 기술개발 위주로 연구개발 과제

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Dooley, 1998 : Riley et al., 1996). 이뿐만 

아니라 기관간의 공동연구가 감소하고 사내(In-house) 연구개발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The Netherland’s 

Economic Ministry, 1996). 

Supapol(1990)은 민간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은 기술의 사업화에 있기 때문

에 사업화 성과가 높을수록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공률만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주도의 기술개

발로 시작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스핀오프(Spin-off)하여 민간에서 활용하게 

된 사례들을 보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위험도

가 높은 연구개발을 수행해야하고 기술개발 완료 직후에는 해당기술의 상업화

가 실패했더라도 향후 해당기술을 통해 신기술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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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는 에너지 안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 경제성장 등 사회전

반적인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ilton 2015 : Hendry et al., 2010 : 

Aghion et al., 2009). 에너지분야의 특징은 공급부문(발전)이 중앙집중적이

고, 이미 시장을 차지한 몇 기업들이 과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의 혁신의지가 적은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시장진입을 위한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산업구조이다 (Costa-Campi et al., 

2013). 에너지분야 기술의 범위는 소재에서 플랜트 건설 및 운영까지 다양한 

형태이고, 제품은 고내구성 및 장수명을 요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

단, 2015). 기술 완성주기(Life cycle)가 산업기술에 비해 길기 때문에 장기

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과 함께 실제 환경

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Tilton, 2015 : Hendry et al., 2

010 : 산업부 전략기획단, 2015 : Sagar and Holdren, 2002 : Paul Ching, 

2005).

[그림 1] 산업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소요기간1)

1)

1) Paul Ching's Shell International Exploration & Production presentation at 

SPE-IADC Conferen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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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에너지분야의 특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에너지기술개발에 민간자금을 투자하여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하

는데 주저하고 있다 (Costa-Campi et al., 2013). 이는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김현민, 2012 : 김재홍, 2010 : 김종범, 1993). 

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연구는 1979년 RAND 연구소에서 최초로 수행

하였다. RAND 연구소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를 위해서 연구과제의 기획단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

업의 사업화 성공 요소로 1) 기획단계 사업자 참여, 2) 민간부담금 의무화, 

3)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최종목표는 기술사업화이며, 정책결

정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한다. RAN

D 연구소에서 제시한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요인과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획단계의 사업자 참여 

: 정책결정자는 담당사업의 과제별 과제공모 유형을 결정한다. 과제공모유형

은 정책지정공모, 지정공모, 품목지정공모, 자유공모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지정공모와 지정공모 유형은 정부에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도전적 과제를 기획(연구개발이 필요

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제시)한다. 기획한 과제를 공고하여 사업수행희망

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반면에 품목지정공모와 자유공모 유형은 사업수행희

망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사업수행



- 8 -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2) 

민간부담금 의무화 :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라 

영리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3) 

사업화 프로그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최종목적은 기술사

업화에 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촉진과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부분의 과제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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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혁신(Innovation)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중요

한 요소이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사회적 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에너지분야의 혁신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선정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

성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현

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투입요인(주로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성과가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성과가 투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지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

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성과평가 방법이며, 성과 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등 투입 및 성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어려운 평가 방법이

다. 

본 연구는 기존에 부분적으로 수행한 투입요인과 각 단계별 성과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1) 국

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단계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사항이 기술

개발과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

과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할 것이다. 

Sagar and Holdren(2002)가 연구개발의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연구

한 이후로 Salies(2013), Lee and Park(2005), Cozzarin(2008), Costa-c

ampi et al.(2014) 등이 실증분석을 수행했지만, 해당연구들은 해외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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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했거나 산업분야의 기술혁신 위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별 성과를 계량분석하

고,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 제고를 위한 기획단계에서의 요인을 제

시할 것이다. 이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창출 및 효율적인 국

정예산 집행을 고려하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에 관한 기존 

논문들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계량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

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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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 고찰

제1절 연구개발(R&D)의 혁신성과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Cohen and Levinthal(1989)는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연구개발은 성과가 불확실하고 성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어

렵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연구개발성과를 개념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정원. 2000 : 최태진, 2007 : 김대인, 2010). 

연구자들은 연구개발성과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김재홍(201

0)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논문, 특허, 

기술적 노하우 등 직접적 산출물과 산출된 지식과 기술의 사용을 통해 얻어지

는 기업의 경제적 수익, 기술의 사회적 확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수익

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주(2007)는 연구개발성과를 특허, 실용

신안, 논문 등의 기술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로 구

분하였다. Fahrenkrog et al.(2002)은 연구개발성과를 산출(output)과 영향

(impact)로 구분했다. 산출은 논문, 특허, 제품, 공정, 인력, 과학적 지식 등이

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정책적 영향으로 

세분화하여 간접적 성과에 의한 파급효과라고 정의했다. 이길우 외(2012)도 

연구개발성과를 1차 성과와 2차 성과로 구분하였는데, 1차 성과인 연구결과

(output)는 논문, 특허, 시제품, 2차 성과(outcome)는 비용절감, 매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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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인력양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효과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

다 ([표 1] 참고).  

Brown and Svenson(1989), Cozzarin(2008), Kerssens‐van Drongelen 

et al.(2000)등은 연구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연구개발에 투입(인

력, 아이디어, 투자, 정보 등)을 통해 1차적 성과인 산출(output)이 발생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2차적 성과인 결과(outcome)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표 

2] 참고).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측정 및 평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정 및 행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과 결과에 초점을 둔 단순한 측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했다 (Brown and Svenson, 1989).

구분 주요 논문 내용

김재홍
(2010)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적 산출물(논문, 특허, 기술적노하우 등)과 기
술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수익(경제적 수익, 사회적 확산 
등)으로 구분

김한주
(2007)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적성과(특허, 실용신안, 논문 등)와 경제적성과
(기술적 성과를 통해 발생)로 구분

Fahrenkrog, 
et al.(2002)

연구개발성과를 산출(논문, 특허, 제품, 공정, 인력, 과학적 지식 
등)과 영향(과학기술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정책적 
영향)으로 구분

이길우 
외(2012)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성과를 1차적 성과인 연구결과(논문, 특허, 
시제품)과 2차적 성과(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인력양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효과 등)로 구분

Brown and 
Svenson

(1989) 등

연구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투입(인력, 
아이디어, 투자, 정보 등)을 통해 발생한 1차적 성과인 산출(output)과 
사업수행과정에서 2차적 성과인 결과(outcome)로 구분

[표 1] 연구개발 성과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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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input)
성과(performance)

영향(impac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인력, 아이디어, 정보, 

장비, 시설, 투자, 

수요

특허, 신제품, 

신규공정, 지식, 논문

비용절감, 매출, 

기술이전 

기술, 사회, 과학, 

경제

[표 2] Measuring R&D productivity (Brown and Svenson(1989) 등)

 

2. 연구개발 성과간의 관계

연구개발의 성과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주로 특허성

과와 경제적성과(사업화성과 등)가 유의미한 양의 관계임을 주장했다. Pavitt

(1985)는 특허통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 패턴과 기업성과 및 산업구

조에 대한 영향, 서로 다른 기술 영역과 산업분야에서 혁신 활동의 속도와 방

향 등을 보이며, 특허가 혁신활동의 대리지표(proxy measure)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Supapol(1990)는 특허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선정

되는 경우에 해당기술이 더 높은 비율로 사업화를 한다는 것을 보였다. Choi 

et al.(2012)는 K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축된 특허가 많을수록 연계된 기술

에 사업화 성과가 높음을 보였다. Cohen et al.(2000)은 특허 등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요소임을 주장했다. 이기환・윤병섭(2006)은 발명기술의 고

급정도와 종업원 1인당 특허지표는 기업성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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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논문 내용

Pavitt(1985) 특허를 혁신활동의 대리지표(proxy measure)로 사용할 수 있음

Supapol
(1990)

특허를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선정하면 해당기술의 
사업화율이 높아짐

Choi et al.
(2012)

비축된 특허가 많을수록 연계된 기술에 사업화 성과가 높음

Cohen et al.
(2000)

특허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요소임

이기환・
윤병섭(2006)

발명기술의 고급정도와 종업원1인당 특허지표는 기업성장성에 
양(+)의 영향임

[표 3] 연구개발 성과간의 관계 선행연구 : 특허와 사업화는 양(+)의 관계

반면에 특허성과와 경제적성과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 Galli

ni(2002)는 기업이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신기술의 사

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음을 보였고, Palmberg(2006)은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기술을 빨리 사업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Webster and Jensen(2011)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조능

력이 부족한 기업의 사업화 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였다. Hahn

(2003) 역시 특허권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기업들이 보유

한 기술을 대부분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구매한 것이지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Arora et al., 2001 : Santoro and Chakrabarti, 200

2 : Thursby and Thursb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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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논문 내용

Gallini
(2002)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술의 사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음

Palmberg
(2006)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기술을 빨리 사업화시킬 
수 없다

Webster and 
Jensen
(2011)

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조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사업화 
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Hahn(2003)
특허권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부족함

Arora et al. 
(2001) 등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대부분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구매한 
것이지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

[표 4] 연구개발 성과간의 관계 선행연구 : 특허와 사업화는 음(-)의 관계이거나 관련 없음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1. 한국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국은 196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예산

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게 국가재원을 이전하여 지

출하는 정부 이전지출의 한 유형인 ‘출연금2)’형태로 지원한다.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일반+특별+기금)은 19조 942억원이고, 1965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18.6% 증가하였다. 한국의 국가연구

2)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

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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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추진 목적 및 성과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엄익천・이장재(2009)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을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

완하고, 미래 핵심기술의 선행적 개발을 지원하며,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술영역인 기초, 공공, 복지 분야 등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고 정의하였다. 김종범(1993), 이장재 외(2011) 또한 한국정부에서 연구개

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시장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과학

기술분야의 투자는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지만 시장에서는 사

적이익의 극대화가 어렵고,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초기에 기술개발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정부의 입장

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력의 습득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요소

1979년 RAND 연구소에서 발간한 The role of department of Energy 

field offices in the commercialization of energy technology에 따르면 미

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사업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제의 기획단계가 중요하며, 연방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1) 기획단계 사업자 참여, 2) 민간부담금 의무화, 3) 사업화를 목적으

로 한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역시 정책

결정자의 의사결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한국 정부의 국

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에 RAND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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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사업화 성공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의 1) 기획유형, 2) 정

부지원금(정부출연금) 규모, 3) 협력연구(컨소시엄)의 특징에 대한 문헌조사

를 수행하였다. 

 가. 기획유형 

Kassicieh and Radosevich(2013)은 공공분야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사

업이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사업화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Supapol(1990)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정 목적을 갖고 

정부가 지원한 기술이 스핀오프(Spin-off)되어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있었

으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형(unsolicited) 프로젝트가 더 높은 사

업화 실적이 있음 보였다. Goldfarb and Henrekson(2003)는 대학에서 발생

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시키기에 좋은 정책을 연구하

였는데 스웨덴과 미국의 정책사례를 비교하였다. 스웨덴의 대학들은 학문적성

과는 우수하지만 미국의 대학들에 비해 사업화 비율은 떨어진다. 이에 대한 

이유로 스웨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

어 연구자간에 경쟁을 저하시키지만, 미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상향식(Bott

om-Up)으로 추진되어 연구자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자

발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사업화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Balachandra 

et al.(2010)은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의 확산 요인을 분석

하였는데, 하향식(Top-down)의 확산 정책은 일부만 성공했으며, 정부주도가 

아닌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을 고려하여 시장참여자(사업자)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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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동수(2011)는 시장선도기술은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나 기술자

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때문에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상향식(Botto

m-up)을 위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형

선 외(2013)는 국가 차원의 전략육성 산업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하향식(T

op-down)의 중점지원분야 선정방식이 적절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Botto

m-up)방법으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주요 논문 내용

Kassicieh and 
Radosevich

(2013)

공공분야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책의사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업화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음

Supapol
(1990)

일정 목적을 갖고 정부가 지원한 기술이 스핀오프(spin-off)되어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있었으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형(unsolicited) 프로젝트가 더 높은 사업화 실적이 있음

Goldfarb and 
Henrekson

(2003)

하향식(Top-down 방식)과제보다 상향식(Bottom-Up 
방식)과제의 사업화율이 낮음

Balachandra 
et al.(2010)

정부주도가 아닌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을 고려하여 
시장(해당분야 사업자)이 주도하는 필요함

유동수
(2011)

시장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Bottom-up 방식) 위주로 기획해야함

유형선 
외(2013)

국가 차원의 전략육성 산업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하향식(Top-down)의 중점지원분야 선정방식이 적절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표 5] 기획유형에 따른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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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매년 국회를 통해 사업별 예산을 확정한다. 사업별 예산을 바

탕으로 공모유형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공모유형은 정책지정공모,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정책지정공모와 지정공모는 정

부에서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도전적 과제를 기획하며, 과제의 기술개발내용 및 목표를 제시한다. 

정부는 기획한 과제를 공고하여 사업수행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데, 과제의 

기획기간이 필요하므로 기획위원회 구성부터 사업자 선정 후 과제를 시작할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된다. 정책지정공모는 사업수행자를 정부에서 지

정하기 때문에 사업수행희망자 간에 경쟁이 없지만, 지정공모는 사업공고 후 

사업수행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수행희망자 간에 경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품목지정공모는 정부에서 지원할 기술의 세부분야만 공고하고 사업

수행희망자가 자유롭게 과제의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술개발 방법론 등을 제

시하는 형식이고, 자유공모는 정부에서 기술분야만 공고하고 사업수행희망자

들이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술개발 방법론 등을 제시하는 형식의 공모방식이

다. 품목지정공모와 자유공모는 과제의 기획위원회 운영이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아이디어부터 과제시작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하

거나 연구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개발내용을 직접 제시하기 때문에 경쟁

률이 높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제고를 위한 ‘17년 산업 R&D 제

도 개선방안’에 품목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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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과제기획방식에 따라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

m-up)으로 구분하여 기획유형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하향식(Top

-down) 과제기획은 정부가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하고 공모한 유형인 정책지

정공모와 지정공모가 해당되고, 상향식(Bottom-up)방식은 시장의 수요로부

터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사업자에 의해 과제세부내용이 결정되는 품목지정공

모 및 자유공모가 해당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향식(Bottom-up)과제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상향식(Bottom-up)과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종료과제 1,204개 중 하향식(Top-down(정책지정공모, 지정공모))과제는 589

개이고 상향식(Bottom-up(품목지정공모, 자유공모))과제는 615개로 비슷한 

비율로 하향식(Top-down)과제와 상향식(Bottom-up)과제가 추진되었다. 

공모유형 내용 기획유형

정책지정
공모

·정부에서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자를 정부에서 지정하여 경쟁이 없음

하향식
(Top-down)

지정공모
·정부에서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자를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아 사업수행희망자간

에 경쟁이 발생

품목지정

·정부에서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술세부분야 공고

·사업자가 자유롭게 과제의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술개발 
방법론 등을 제시

상향식
(Bottom-up)

자유공모
·정부에서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술분야 공고
·사업자가 자유롭게 과제의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술개발 

방법론 등을 제시

[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모유형 및 기획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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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상향식(Bottom-up)과제 비율

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과제기획유형에 따른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고, 성과제고를 위

한 기획유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정부지원금 (정부출연금)

OECD(2006)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소,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기금과 

공공부문에서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정의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

발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 운

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정부지원금)

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부지원금이 연구개발성과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다. 

Pavitt(1984)는 산업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기술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공급자주도형 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특허출원수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Rogers et al.

(2000)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클수록 사업화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민창・성낙일(2012)은 정부지원금과 중소기업의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증가시켰지만, 경제

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였다. 이용석・노도환(2009)

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 연구개발 총사업비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부담금은 역(-)의 영향을 미침을 보

였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연구개발 총사업비는 정(+)의 영향



- 22 -

을 미치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은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금영(2010)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가 클수록 연구개발의 

성과가 높고, 민간부담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높음을 확

인했다. 이는 연구개발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과

제의 성과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우중・김은실(2010)은 국가과학기술지

식정부서비스(NTIS)를 이용하여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

했다. 정부지원금이 과제지원 직후의 기술적성과 및 사업적성과의 상관관계는 

낮으나, 정부지원금의 투입 3년 후에는 기술개발성과와 상관계수가 높아짐을 

보였다. 이는 연구비의 투입이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됨을 의

미한다. 

구분 주요 논문 내용

Pavitt(1984)
공급자주도형 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특허출원수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

Rogers et al.
(2000)

정부지원금이 클수록 사업화률이 높음

김민창・
성낙일(2012)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증가시켰지만,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용석・
노도환(2009)

정부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 정(+)의 관계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영향관계가 없음

장금영
(2010)

전체 과제규모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과제의 
성과가 높음

심우중・
김은실(2010)

정부지원금 투입 3년 후에는 성과와 정부지원금의 상관계수가 
높아짐

[표 7] 정부지원금이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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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Pavitt(1984)는 규모집약형 산업에서 정부

지원금이 기업의 혁신노력이나 기술적 성과와의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정부지원금과 민간 연구개발투자금 사이에 보완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Ali-

Yrkko(2005)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자금이 부족하여 혁신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민간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보완효과가 일어나고, 보완효과는 특히 

대기업에서 크다는 것을 보였다. David et al. (2000)에 의하면 정부의 연구

개발지원금과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금은 개별회사의 수준에서는 음의 관계이지

만, 사회전체의 수준에서는 양의 관계임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지

원금이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투자금의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OE

CD(2006)는 한국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금액(민간부

담금)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효용이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김호・김병근(2012)은 정부지원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보완효과가 일

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

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최석준・김상신(2007)은 정부지원금

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대기업의 경

우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 자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지만 중소기업 및 벤

처기업은 연구비를 늘리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혁심역량(연구원 보유

여부,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여부 등), 재무적 특성(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

과가 다르며, 종업원수, 업력, 기업형태, 소재지역 등에서는 의미가 없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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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외 여러 연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이 기업 자체의 연구

개발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오준병, 2008 : 김헌, 

2008 : 송종국·김혁준, 2009), 일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기업의 연구개

발 자체부담금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의 연구도 있었다(권

남훈·고상원, 2004 : 김학수, 2007). 

구분 주요 논문 내용

Pavitt(1984) 정부지원금과 민간 연구개발투자금은 보완 관계임

Ali-Yrkko
(2005)

정부지원금과 민간 연구개발투자금은 보완 관계이며 대기업에서 
보완관계가 더 큼

David et al. 
(2000)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이 개별회사의 연구개발투자금과는 음(-)의 
관계지만,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투자금의 증가의 요인임

OECD
(2006)

한국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금액(민간부담
금)을 증가시킴

김호・김병근
(2012)

정부출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보완효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최석준・
김상신(2007)

정부출연금이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금은 증가시키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금을 증가시키지는 않음

권남훈·고상
원(2004) 등

연구개발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자체부담금을 감소시키는 경향

[표 8] 정부지원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이 정부의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정부출연금)에 대한 연구는 1) 정

부지원금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 2) 정부지원금과 민간연구개발투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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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책결

정자의 의사결정사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민간연

구개발투자금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정부지원

금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협력연구(컨소시엄)의 유형

기술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연구개발(R&D)은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거래비용(Tra

nsaction cost)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외부주체와 협력연구 등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Carlsson and Stankie

wicz 1991 : Nalebuff and Brandenburger, 1997 : Chesbrough, 2003 : 

Rothwell, 1991 : 황정태 외, 2010 : Branstetter and Sakakibara, 2000 : 

Lai and Chang, 2010). Beije(1989)는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Carlsson and Stank

iewicz(1991) 역시 성공적인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자원을 묶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owell and Grodal(2005)는 경쟁업체들과의 공동

연구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위험을 분산하여 초기단계의 연구개발 비용

을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으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기관 간

의 공동연구는 기업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Das and Teng(2000), Hag

edoorn et al.(2000)등은 대학은 기초연구능력, 정부출연연구소는 응용연구

능력 기업은 기술의 상용화능력이 높기 때문에 산학연 기관간의 협력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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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anstetter and 

Sakakibara(2000)는 협력연구가 일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고, 유사한 자원을 보유한 기업 간에 수행한 공동연구는 혁신적

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협력연구는 컨소시엄 내부의 연

구개발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스필오버(Spillover)효과로 인해 컨소시엄 외부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일정 목적을 갖고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이 스핀오프(Spin-off)되어 사업화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우수한 성과가 발

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과항목이 연구

수행주체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연구는 

논문 등을 위주로 성과가 발생하고, 민간부문에서 추진한 연구는 특허 등을 

위주로 성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도, 2006 : 최태진 2007). Schwar

tz et al.(2012)은 대학이 참여한 연구는 논문성과가 우수하고, 대기업이 참

여한 연구는 특허 성과가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Costa-Campi et al.(2014)

는 에너지산업에서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 요소와 혁신을 방해하는 연구개발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많은 경제적성과를 보임을 확인

했다. 또한 신생기업은 일단 연구개발을 시작하면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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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의 참여기관을 구성할 때도 하향식(Top-down, 정부에서 연구참

여기관을 지정해주는 경우)일 경우와 상향식(Bottom-up, 민간에서 자발적으

로 연구참여기관을 구성하는 경우)일 경우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많은 학자들이 협력연구의 참여기관 구성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의지를 반영한 

상향식(Bottom-up)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장이 협력연구 참여기관 간의 네

트워크를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oelandt et al., 2000, p 13 : Enright, 

2003 : Formica, 2003). 하지만 Fromhold-Eisebith and Eisebith(2005)

은 협력연구의 참여기관구성 유형에 관계없이, 협력연구를 통해 정보의 교류

구분 주요 논문 내용

Beije(1989)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이 가능함

Carlsson and 
Stankiewicz

(1991)

성공적인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자원을 묶는 것이 
필요함

Das and 
Teng(2000) 등

산학연 각각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간의 협력이 상호보완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킴

Powell and 
Grodal (2005)

경쟁자들과 공동연구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위험을 
분산하여 초기단계의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임

Branstetter and 
Sakakibara(2000)

협력연구의 성과는 컨소시엄 내부의 연구개발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스필오버(spillover)효과로 인해 컨소시엄 외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해도(2006), 
최태진(2007)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연구는 논문 등을 위주로 성과가 발생하고, 
민간부문에서 추진한 연구는 특허 등을 위주로 성과가 발생

Schwartz et 
al(2012)

대학이 참여한 연구는 논문성과가 높고, 대기업이 참여한 연구는 
특허 성과가 우수

Costa-Campi  
et al.(2014)

에너지 분야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을 때 더 
많은 경제적성과를 보임

[표 9] 협력연구의 특징에 따른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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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새로운 협력이 창출되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고, 경쟁

력과 혁신도 역시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산학연협동연구개발촉진법(1994) 및 산학연 선진화방안(2010) 등

을 제정하여 기관간의 협력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이란 기업, 대

학, 연구소가 공식, 비공식 협정을 통하여 자원을 공동 투자, 활용하여 기술적 

지식을 공동개발하고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서상혁, 2003).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연구가 필요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2004, 심우중·김은실, 2010),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대학

들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2003)에 근거하여 대학의 산

학연협력 사업을 관리 및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장금영(2010)은 단독개발에 비해 협력개발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기술개

발의 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기업의 특허성과가 높은 것을 확

인했다. 배진희 외(2014)는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

고,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성과가 증가하는 반

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의 성과는 감소함을 보였다. 정도범 외(2012)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간의 협력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음(-)의 관계에 있고, 기업-학교-연구소의 협력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양

(+)의 관계로 유의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는 협력유형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철 외(2012)는 대학이 포함된 협력연구의 논문성

과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산업체가 포함된 협력연구에 비해 높고, 산업체가 

포함된 협력연구는 특허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정태원 외(2014)는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연구에서 더 높은 논문성과를 내는 방법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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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활동이 적은 기관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력활동

이 적은 기관과 기존에 협력활동이 활발한 기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염동기・신현대(2013)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상대적 효율성

을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지방 국공립대학의 산학협

력단이 가장 효율적임을 보였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혁신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 현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Hansen(2001)은 혁신에 관한 정부정책은 촉진자로서 

구분 주요 논문 내용

장금영
(2010)

단독개발에 비해 협력개발이 대체적으로 기술개발성과가 높음.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기업의 특허성과가 높음

배진희 외
(2014)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음.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는 비영리기간과 협력할 때 성과가 
증가하는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의 성과는 감소

정도범 외
(2012)

산산 협력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음의 관계에 있고, 산학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양의 관계. 경제적 성과와는 관계 없음

권재철 외
(2012)

대학이 포함된 협력연구의 논문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가 포함
된 컨소시엄에 비해 높고, 산업체가 포함된 협력연구는 특허의 
성과가 높음

정태원 외
(2014)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연구에서 더 높은 논문성과를 내는 방법은 
협력활동이 적은 기관의 협력을 늘리는 것임

염동기・신현대
(2013) 대학중 지방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경제성 성과가 가장 우수함

[표 10] 협력연구의 특징에 따른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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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규제자 그리고 민간분야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자로 활동하

고, 이를 위해서 기술혁신을 이해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Georghiou

(1998)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혁신시스템의 성과는 

평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OECD는 기술혁신조사 방법론의 

표준화 과정에 대한 논의 결과로 기업의 혁신수준 평가도구인 Oslo manual을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EU차원에서 CIS1(Community innovation survey) 

시행 이후 서비스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을 조사에 포함한 개정판을 발간하여 CI

S2를 시행하였다. CIS2에서는 기술혁신을 크게 기술제품의 혁신과 기술 프로

세스의 혁신으로 분류하고, 제품혁신을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개선으로 나누

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

mpact)으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이 중 산출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직접적이

고 일차적인 유형의 성과로서 여러 연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논문과 특허로 측정했다 (Crespi and Geuna, 2006 : Bozeman, 2002 : 장

금영, 2010, 이철주 외, 2012).  

반면 간접적인 성과인 기술사업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1979년 RA

ND 연구소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

구과제의 기획단계가 중요하며, 사업화 성공 요소로 기획단계의 사업자 참여, 

민간부담금 의무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했다. Ettlie

(1982)는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점진적인 혁신, 가격 잠재력, 실행의 용이성임을 보였고, 시장 잠재력은 유의

성이 없음을 보였다. Brown et al. (1991)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기

술의 기술사업화 영향요인으로 기술지표, 시장지표 정책지표의 18가지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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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으며, 특히 공정/제품기술속성, 연구개발 속성, 기술성숙도 및 복잡성, 

정보특성(적합도 정도), 기술적 불확실성을 기술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Kimura(2010)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높이려면 장기 기술개

발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하고, 프로젝트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하고, 기술

보급정책이 있어야 하며, 비용 및 시장수요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수행해야 

함을 제시했다. Spann et al.(1993) 등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부처가 추진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분 주요 논문 내용

Hansen
(2001)

혁신에 대하여 정부는 촉진자, 규제자, 조정자로 활동하고 기술혁신
을 이해하고 측정해야함

Georghiou
(1998)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스템 성과는 평가를 통해 확인 가능함

OECD 
기술혁신조사

기술혁신을 기술제품의 혁신과 기술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분류하
고, 제품혁신을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개선으로 분류

Crespi and 
Geuna  

(2006) 등

투입된 예산활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유형의 결과물로서 
여러 연구에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논문과 특허

Rand 
(1979)

미국 연방정부 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의 기획단계가 중요하며, 사업화 성공 요소로 기획단계의 사업자 
참여, 민간부담금 의무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추진

Ettlie
(1982)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점진적인 혁신, 가격 잠재력, 실행의 용이성임

Brown et al. 
(1991)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기술의 기술사업화 영향요인으로  정/
제품기술속성, 연구개발 속성, 기술성숙도 및 복잡성, 정보특성(적
합도 정도), 기술적 불확실성을 기술지표로 설정

[표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성과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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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매년 성과목표지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 목표 달성도를 점검한다. 또한 국가연구개

발사업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를 실시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과학적 성

과(새로운 발견 등), 기술적 성과(특허, 논문 건수), 경제적성과(매출, 기술이

전 등), 사회적 성과(고용창출 등)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출연금 대비 성과를 

사업별로 비교분석한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 : 미래창조과학부, 2014).

사업유형 / 기간 초기 중기 장기

1. 기초연구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2. 단기산업기술개발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3. 중단기산업기술개발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경제적성과

4. 공공기술개발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5. 지역연구개발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6. 국방기술개발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인프라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인프라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인프라성과

7. 인력양성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8. 시설장비구축 인프라성과 인프라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표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및 기간에 따른 5대 핵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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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5대 핵심성과 유형과 서론에서 제시한 Brown and Sven

son(1989)의 성과모형을 비교해보면, 정부 핵심성과유형 중 기술적성과가 B

rown and Svenson 모형의 산출(output)과 대응되고, 정부핵심성과유형 중 

경제적성과는 Brown and Svenson 모형의 결과(outcome)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표13-1], [표13-2] 참고). 

투입(input)
성과(performance)

영향(impac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정부의 의사결정사항 기술적성과 경제적 성과
기술, 사회, 과학, 

경제(기획유형, 

정부지원금, 협력유형)
(논문, 특허성과) (사업화 매출액 등)

투입(input)
성과(performance)

영향(impac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인력, 아이디어, 정보, 

장비, 시설, 투자, 

수요

특허, 신제품, 

신규공정, 지식, 논문

비용절감, 매출, 

기술이전 

기술, 사회, 과학, 

경제

[표 13-1] Brown and Svenson의 모형(1989)([표2]와 동일) 

[표 13-2] Brown and Svenson 모형(1989)의 변형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사항에 따른 혁신성과에 대한 두 가지 가

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상향식(Bottom-up) 기획과제에서 하향식(To

9. 성과확산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인프라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인프라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인프라성과

10. 국제협력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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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own) 기획과제보다 긍정적인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가 발생한

다. 가설2. 정부지원금의 규모가 클수록 우수한 성과가 발생한다. 가설3. 단독

수행과제보다 협력연구과제에서 더 우수한 성과가 발생한다. 또한 대학이 참

여한 과제는 논문성과가 우수하고, 기업이 참여한 과제는 특허성과가 우수하

다. 가설4. 연구개발의 산출(논문, 특허 등)과 결과(사업화 매출액 등)는 서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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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제1절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간한 에너지기술개발 성과활용조사·분석보고서(2016)이다.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에너지법 제13

조를 근거로 하여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

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과제 종료 후 5년간 동일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주

체를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조사표에 의한 성과조사를 실시하며, 사업별 성과

분석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는 과제수행기간 중에 이루어지지만, 연구개발성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누

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과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의 누적적인 성과총량을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수행

을 종료한 1,204개의 연구개발과제이다. 이 과제들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

립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4)에 따라 에너지수요기술 546개, 공급

기술 658개로 분류했고, 공급기술은 에너지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술 384

개, 화력기술 65개, 원자력기술 129개, 자원기술 80개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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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Crepon, Duguet and Mairesse 모형(이하 CDM 모형)은 혁신활동의 성

과를 분석하는 계량분석 모델 중 하나이다(Crepon, Duguet and Mairessec, 

1998; Hall and Mairesse, 2009; Heshmati and Loof, 2005). CDM 모형

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본으로 하는 이론적 배경에 기술혁신 투입(i

nnovation input), 기술혁신 산출물(innovation output), 생산성(productivit

y)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기술혁신 투입요소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산출물이 생산성에 영향이 있음을 보이며 이를 통해 혁신과정에서의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으로 기술혁신조사를 이

용한 기업수준의 기술혁신 성과 및 생산성 연구가 가능해졌다. Crepon, Dugu

et and Mairesse에 의해 본 모형이 제시된 이후로 선택도(selectivity)문제

와 생산성과의 동시성(simultaneous)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Loof and He

shmati(2002), Griffith et al.(2005) 등이 더 정교하게 계량된 CDM 모형을 

제안했다.

표준 CDM 모형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성과가 발생하기까지를 4단계

로 나누고 있다. 1단계: 기업이 혁신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2단

계: 기업이 혁신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 했다면 혁신활동에 투입할 재원의 규

모를 결정하는 단계, 3단계: 혁신 투입(innovation input)을 통해 혁신 산출

물(innovation output)이 발생하는 단계, 4단계 : 혁신 산출물(innovation ou

tput)을 통해 생산성(productivity)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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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므로, 표준 

CDM 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

다는 것은 기관이 이미 혁신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표준 CDM 모형의 1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 CDM 모형에서 1단계를 제외하고 2~4단

계를 변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형은 그림2와 같다.

기술혁신 
투입(Input)

기술혁신 
산출(Output)

기술혁신 
결과(Outcome)

기획유형
정부지원금
컨소시엄

논문성과

사업화성과기술혁신 
산출(Output)

특허성과

[그림 2] 연구모형

1. 기술혁신 투입(Input) : 투입변수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요소를 고려

하여, 과제의 기획유형, 정부지원금(출연금)의 규모, 협력연구의 형태를 기술

혁신 투입으로 설정하였다. 

2. 기술혁신 산출(Output) : 특허성과 및 논문성과를 기술혁신 산출로 측

정했으며, 기술혁신 투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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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 결과(Outcome) : 사업화성과를 기술혁신 결과로 측정했으며, 

기술혁신 투입 및 기술혁신 산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14]과 같으며,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변수명 내용

기술혁신
투입

(Input)

기획유형
(Plan)

과제기획의 유형으로 하향식(Top-down)과 상향
식(Bottom-up)으로 구분

정부지원금
(Fund)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로 정부에서 지원
한 총 정부출연금 (단위:억원)

협력연구유형
(Cons)

협력연구의 기관 참여형태로 산, 학, 연, 기타, 산
산, 산학, 산연, 학학, 학연, 연연, 산학연로 구분

기술혁신
산출

(Output)

논문성과
(PUBLI-
CATION)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2015년까지 발생한 
논문건수의 합

특허성과
(PATENT)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2015년까지 발생한 
특허건수의 합

기술혁신
결과

(Outcome)

사업화성과
(COMM)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2015년까지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표 14] 변수명 및 변수 내용

* 통제변수 : 에너지 세부기술 (수요기술, 공급기술(신재생, 화력, 원자력, 자원)

- 기획유형(더미변수) : 기술혁신 투입(Input)에 해당한다. 연구개발과제

의 기획 유형에 따라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구분하

였다. 과제기획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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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 기술혁신 투입(Input)에 해당한다.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로 정부에서 지원한 총 정부출연금으로 본 연구에서의 단위는 억원

이다.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협력연구(컨소시엄)의 유형(더미변수) : 기술혁신 투입(Input)에 해당

한다. 협력연구의 유형은 기관의 단독연구개발수행인지 기관간 협력연구개발

수행인지 구분하고, 협력연구개발수행일 경우 어떤 유형의 기관이 참여했는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독연구는 4개(산, 학, 연, 기타), 협력연구는 7개(산

산, 산학, 산연, 학학, 학연, 연연, 산학연)로 분류된다. 협력연구 참여기관의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논문성과 : 기술혁신 산출(Output)에 해당한다.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2015년까지 발생한 논문건수의 합으로 연구개발의 1차성과 이다. 기

술혁신 투입(Input) 및 기술혁신 결과(Outcome)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다.

- 특허성과 : 기술혁신 산출(Output)에 해당한다.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2015년까지 발생한 특허건수의 합으로 연구개발의 1차성과 이다. 기

술혁신 투입(Input) 및 기술혁신 결과(Outcome)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다.

- 사업화성과 : 기술혁신 결과(Outcome)에 해당한다.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2015년까지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기술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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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Input)과 관계가 있는지 또는 기술혁신 산출(Output)과 관계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 에너지 세부기술(더미변수) : 통제변수에 해당된다. 에너지기술은 범위

와 쓰임이 광범위해서 세부기술별 특징을 확인하고자 에너지 세부기술을 구분

했다.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4)에 따라 에너지수요기술과 에너지공급

기술(신재생, 화력, 원자력, 자원)로 구분하였다. 에너지 세부기술별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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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계량분석 모형

본 분석이 CDM 모형을 수정하였으므로 각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Becheikh et al.(2006)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혁신연구에 이

용될 수 있다.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

ssion)은 가장 기본적인 회귀분석 방법이고,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로짓(Lo

git), 토빗(Tobit), 프로빗(Probit), 음이항(Negative binomial), 포아송(Pois

son) 모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종속변수의 형태를 고려하여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과 이원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계량분석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1. 논문성과 

    ×   ×  ×   수식 1 

종속변수가 빈도 변수(Count variable)일 때는 일반적으로 포아송 회귀분

석(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하는데, 포아송 회귀분석은 평균과 분산의 값

이 동일할 때 가능하다(De and Heller, 2008).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표본의 

경우 종속변수의 분산이 평균에 비해 큰 과대산포(over-dispersion) 문제가 

발생하여 음이항(Negative Binomia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투

입요소(Input)인 과제의 기획유형, 정부지원 규모, 협력연구의 유형을 고려하

였다. 종속변수로는 해당과제를 통해 발생한 논문의 건수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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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성과 

     ×   ×  ×   수식 2 

 

특허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논문성과와 동일하다. 특허성과 역시 종

속변수의 분산이 평균에 비해 큰 과대산포(over-dispersion) 문제가 발생하

여 음이항(Negative Binomia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요소

(Input)인 과제의 기획유형, 정부지원 규모, 협력연구의 유형을 고려하였고, 

종속변수는 해당 과제를 통해 발생한 특허의 건수를 고려했다. 

3. 사업화성과 

          

   ×   ×  ×
  ×    ×  

수식 3 

 

해당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인 사업화성과를 0과 1로 구성(0은 사업화 실

패, 1은 사업화 성공)하였으므로 이원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

gression)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이 CDM 모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독립변

수로 투입요소(Input)인 과제의 기획유형, 정부지원 규모, 과제참여자의 특성

과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를 고려하고, 종속변수는 사업화성과의 유무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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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 CDM 모형을 수정하여 연구개발의 기술혁신 

투입요소(Input), 기술혁신 산출요소(Output), 기술혁신 결과요소(Outcome)

를 정의하였고, 각 단계에서 어떤 요인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요인인지 분석

하였다. 본 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개발의 기술혁신 

투입(Input)은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요소인 과제 기획유형, 정부지원금의 규

모, 과제수행 협력연구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기술혁신 산출(Output)은 특허

성과 및 논문성과로 설정하고, 기술혁신 결과(Outcome)는 사업화성과로 설정

하였다. 

제1절 기술통계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된 표본은 제3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2014)에 따라 에너지수요기술과 에너지공급기술로 나누어지며, 

에너지공급기술은 에너지원에 따라 신재생, 화력, 원자력, 자원으로 나눴다 

([표 15] 참고).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가 부록1.

과 같이 0.4 이하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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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투입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기획
유형

하향식(TD) 0.49 0.50 0 1

상향식(BU) 0.51 0.50 0 1

정부
지원금

정부출연금
(단위:억원) 19.5 30.1 0 348

협력
연구
특성

단독

산 0.10 0.30 0 1

학 0.08 0.27 0 1

연 0.04 0.2 0 1

기타 0.01 0.08 0 1

협력

산산 0.07 0.25 0 1

학학 0.04 0.2 0 1

연연 0.01 0.09 0 1

산학 0.22 0.41 0 1

산연 0.16 0.36 0 1

학연 0.06 0.24 0 1

산학연 0.22 0.42 0 1

통제
변수

수요
기술 수요기술 0.45 0.50 0 1

공급
기술

원자력기술 0.11 0.31 0 1

신재생기술 0.32 0.47 0 1

화력기술 0.05 0.23 0 1

자원기술 0.07 0.25 0 1

종속
변수

논문성과 5.73 8.43 0 101

특허성과 7.52 15.23 0 344

경제적성과 0.18 0.38 0 1

[표 1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표본의 통계량                                

(유효수 : 1,204개)



- 45 -

제2절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그림 3] 논문성과(왼쪽)와 특허성과(오른쪽)의 분포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는 빈도변수이기 때문에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빈도변수에 대한 회귀모형은 Poisson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Poisson 모형은 분산과 평균이 동일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분산이 큰 본 데이터에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논문성과와 특허성과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다음으로는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설정을 위해 Akaike Information Criteri

on (AIC)를 이용했다. AIC는 주어진 데이터 세트에 대한 통계모형의 상대적 

품질을 측정한 것이다. AIC를 측정하는 법은 수식4와 같으며, L은 모형의 우

도함수(likelihood function)의 최대값이고 k는 모형에서 추정된 매개 변수(e

stimated parameter)이다. 

    ln  수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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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AIC모형 중 최소 AIC값을 갖는 모형이 선호모형이다 (Akaike, 197

4). AIC의 결과는 [표 16]과 같은데, 에너지기술전체에 대한 산출을 분석하

는 것보다는 에너지세부기술별 산출을 분석해야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짐을 확

인하였다.  

논문 성과 특허 성과

Coef. Sig.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0.41 　 0.26 0.26 0.01

하향식 0.43 *** 0.40 *** 0.19 *** 0.34 ***

정부지원금 0.01 *** 0.01 *** 0.02 *** 0.01 ***

산 -0.64 　 -0.61 1.01 ** 1.03 **

학 1.30 *** 1.32 *** 0.98 ** 0.85 *

연 1.22 ** 1.22 ** 0.83 * 0.83 *

산산 0.06 　 0.06 1.25 *** 1.26 ***

학학 1.63 *** 1.66 *** 1.25 ** 1.02 **

연연 0.88 　 0.94 1.20 ** 1.10 *

산학 0.93 ** 0.94 ** 1.14 ** 1.12 **

산연 0.45 　 0.46 1.00 ** 1.02 **

학연 1.65 *** 1.69 *** 1.34 *** 1.12 **

산학연 1.05 ** 1.05 ** 1.28 *** 1.21 ***

수요기술 0.17 0.15

공급(원자력) -0.14 -0.25

공급(신재생) 0.11 0.64 ***

공급(화력) 0.45 ** -0.12

AIC 6423.2 6419.1 7004.4 6933.2

[표 16] AIC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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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표 17]에 따르면 논문성과는 1% 유의수준에서 하향식(Top-down) 기

획유형(0.43), 정부지원금(0.01)에 양(+)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또한 대학 

단독수행과제(1.30)와 대학이 참여한 협력수행과제(학학 1.63, 학연 1.65)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임을 보였다. 모형의 분석결과를 5% 유의수

준에서 확인해보면 비영리 기관이 과제에 참여할 때 논문성과가 우수함을 확

인하였다 (학연(1.65) > 학학(1.63) > 학(1.3) > 연(1.22) > 산학연(1.05) 

> 산학(0.93)). 상대적으로 대학이 참여한 협력수행과제에서 높은 논문성과가 

발생했으나, 연구소가 참여한 협력수행과제(연연, 산연)는 논문성과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에너지기술별 논문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원자력분야는 논문성

과에 대해 1% 유의수준에서 음(-0.31)의 관계를 보였고, 화력분야는 5%의 

유의수준에서 논문성과에 대해 양(0.35)의 관계를 보였다. 그 외의 기술분야

(수요, 신재생, 자원개발)에서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결과를 통

해 에너지부문에서도 세부기술별 논문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 에너지 세부기술 중 가장 보수인 분야

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했어도 기술적용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세부분야에 비해 기술혁신의 동기부여가 적은 경향이 있다. 또한 

원자력분야의 고정비용은 다른 세부분야에 비해 크기 때문에 혁신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세부기술에 비해 논문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화력분야는 다른 에너지 세부기술에 비해 논문성과가 우수하

다. 이는 정부치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성과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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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체 수요기술 공급기술(신재생)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0.41 　 0.35 　 0.41
하향식(TD) 0.43 *** 0.42 *** 0.42 ***
정부지원금 0.01 *** 0.01 *** 0.01 ***

산 -0.64 　 -0.61 　 -0.64
학 1.30 *** 1.33 *** 1.30 ***
연 1.22 ** 1.23 ** 1.22 **

산산 0.06 　 0.10 　 0.06
학학 1.63 *** 1.66 *** 1.63 ***
연연 0.88 　 0.91 　 0.89
산학 0.93 ** 0.96 ** 0.93 **
산연 0.45 　 0.46 　 0.45
학연 1.65 *** 1.70 *** 1.66 ***

산학연 1.05 ** 1.08 ** 1.06 **
수요기술 0.07 　

공급(신재생) -0.01

[표 17] 논문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변수　 공급기술(원자력) 공급기술(화력) 공급기술(자원)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0.42 0.42 0.40
하향식(TD) 0.43 *** 0.41 *** 0.43 ***
정부지원금 0.01 *** 0.01 *** 0.01 ***

산 -0.58 -0.70 -0.63
학 1.31 *** 1.28 *** 1.30 ***
연 1.23 *** 1.20 ** 1.23 **

산산 0.11 -0.02 0.06
학학 1.64 *** 1.61 *** 1.63 ***
연연 0.93 0.87 0.89
산학 0.94 ** 0.90 ** 0.95 **
산연 0.46 0.42 0.46
학연 1.66 *** 1.64 *** 1.66 ***

산학연 1.05 ** 1.02 ** 1.07 **
공급(원자력) -0.31 ***
공급(화력) 0.35 **
공급(자원) -0.16

* p-value : ***은 1%에서 유의, **은 5%에서 유의, *은 10%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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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표 18]에 따르면 특허성과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하향식(Top-down) 

기획유형(0.19), 정부지원금(0.02)에 양(+)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또한 협

력유형은 1%의 유의수준에서 기업이 참여한 협력수행과제(산산 1.25, 산학연 

1.28)와 학연(1.34) 협력유형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5% 유의수준에서

는 대부분의 협력유형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학연(1.34) > 산학연(1.

28) > 산산(1.25) = 학학(1.25) > 연연(1.20) > 산학(1.14) > 산(1.01) > 

산연(1.00) > 학(0.98)).        

에너지기술별 특허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1%의 유의수준에서 

신재생기술(0.59)은 양의 관계를 보였고, 수요기술(-0.19)과 원자력기술(-

0.58)은 음의 관계를 보였다. 공급부문의 신재생기술은 다른 세부기술보다 우

수한 특허성과가 발생하고, 수요기술과 공급부문의 원자력기술은 다른 세부기

술보다 미흡한 특허성과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Pavitt(1984)가 주

장했던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는 정부지원금이 특허출원수에 유의한 수준으

로 영향을 미침”을 일부 확인했다. 반면에 원자력분야는 논문성과 분석결과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저발전원으로 에너지기술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

술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적용이 쉽지 않고 고정비용이 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세부기술에 비해 기술혁신의 동기부여가 적은 경향이 있고, 원자력

기술이 다른 에너지 세부기술에 비해 특허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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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체 수요기술 공급기술(신재생)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0.26 0.41 　 0.13 　
하향식(TD) 0.19 *** 0.24 *** 0.36 ***
정부지원금 0.02 *** 0.02 *** 0.01 ***

산 1.01 ** 0.92 * 0.92 **
학 0.98 ** 0.90 * 0.80 *
연 0.83 * 0.74 　 0.71 　

산산 1.25 *** 1.20 ** 1.20 ***
학학 1.25 ** 1.14 ** 0.96 **
연연 1.20 ** 1.09 * 1.00 *
산학 1.14 ** 1.07 ** 1.07 **
산연 1.00 ** 0.95 ** 0.96 **
학연 1.34 *** 1.21 ** 1.03 **

산학연 1.28 *** 1.21 *** 1.17 ***
수요기술 -0.19 ***

공급(신재생) 0.59 ***

[표 18]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공급기술(원자력) 공급기술(화력) 공급기술(자원)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0.29 0.25 　 0.26
하향식(TD) 0.20 *** 0.21 *** 0.20 ***
정부지원금 0.02 *** 0.02 *** 0.02 ***

산 1.08 ** 1.05 ** 1.04 **
학 1.00 ** 1.00 ** 0.99 **
연 0.95 * 0.84 * 0.84 *

산산 1.27 *** 1.30 *** 1.26 ***
학학 1.25 ** 1.26 ** 1.26 **
연연 1.27 ** 1.21 ** 1.21 **
산학 1.14 ** 1.17 ** 1.17 **
산연 1.04 ** 1.02 ** 1.02 **
학연 1.37 *** 1.36 *** 1.36 ***

산학연 1.27 *** 1.30 *** 1.30 ***
공급(원자력) -0.58 ***
공급(화력) -0.36 **
공급(자원) -0.26 **

* p-value : ***은 1%에서 유의, **은 5%에서 유의, *은 10%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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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화성과에 분석결과

사업화 실적에 대하여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비교하였는데, [부록 2]와 같이 투입요소간의 상관관계가 0.4이하이

고, 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논문실적과 특허실적의 상관관계도 0.26으로 

본 단계에서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Hosmer-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Hosmer-Lemeshow 검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의 통계적 검

정으로 관찰된 사건의 비율이 모델 집단의 하위 집단에서 예상되는 사건의 비

율과 일치 하는지를 평가한다(Lemeshow and Hosmer, 1982). Hosmer-L

emeshow 검정 통계량은 수식 5와 같다.

    
  



   

   


수식 5        

      

여기서 Og, Eg, Ng, πg는 각각 g번째 위험 분위수 그룹의 관측된 사건, 예

상된 사건, 관찰 및 예측된 위험을 나타내며, G는 그룹의 수이다 (Lemeshow 

and Hosmer, 1982). 이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화성과에 대한 모델의 적합성

을 검정하고 귀무가설을 수락하였다 (수식 6 참고).

  

           수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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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체 수요기술 공급기술(신재생)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1.92 * -2.03 * -1.96 *
하향식(TD) -0.10 -0.13 -0.07
정부지원금 0.002 0.002 0.002

산 0.82 0.87 0.81
학 -2.13 -2.09 -2.13
연 -16.77 -16.73 -16.78

산산 0.78 0.81 0.78
학학 -16.83 -16.77 -16.83
연연 -16.80 -16.76 -16.83
산학 0.54 0.58 0.53
산연 0.56 0.59 0.55
학연 -2.61 * -2.52 * -2.67 *

산학연 0.03 0.06 0.01
특허성과 0.03 *** 0.03 *** 0.03 ***
논문성과 -0.004 -0.005 -0.004
수요기술 0.17 

공급(신재생) 0.14

[표 19] 사업화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공급기술(원자력) 공급기술(화력) 공급기술(자원)
　 Coef. Sig. Coef. Sig. Coef. Sig.

(Intercept) 0.29 0.25 　 0.26
하향식(TD) -0.10 -0.09 -0.10
정부지원금 0.002 0.002 0.002

산 0.86 0.85 0.84
학 -2.09 -2.11 -2.11
연 -16.74 -16.76 -16.76

산산 0.77 0.84 0.79
학학 -16.80 -16.82 -16.80
연연 -16.79 -16.79 -16.80
산학 0.52 0.56 0.56
산연 0.55 0.58 0.57
학연 -2.60 * -2.60 * -2.60 *

산학연 0.0004 0.05 0.04
특허성과 0.03 *** 0.03 *** 0.03 ***
논문성과 -0.004 -0.004 -0.004

공급(원자력)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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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 : ***은 1%에서 유의, **은 5%에서 유의, *은 10%에서 유의

[표 19]와 같이 1% 유의수준에서 기획유형, 정부지원금, 협력유형이 사업

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책

결정자의 의사결정이 사업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출성과 중에는 특허성과(0.03)가 1% 유의수준에서 양(+)으로 유의미하고, 

논문성과로는 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논문성과는 연구개발 

3단계 중 1단계인 기초연구의 산출물로 발생하는데 (Freeman, 1982), 기초

연구의 목적은 원천기술의 확보에 있으며 사업화성과가 발생하기까지 후속연

구 등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간의 성

과만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논문성과로 사업화성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0%의 유의수준을 고려하면 학연(-2.61) 참여유형은 사업화성과에 대해 

음(-)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에너지기술별 사업화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모

든 군에서 설명하지 못함을 보였다. 

공급(화력) -0.39
공급(자원)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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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혁신투입-기술혁신산출-기술혁신결과 간

의 실증분석 연구는 해외자료로 분석을 했거나 산업분야의 기술에 대한 분석 

위주로 수행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투입요인

(주로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성과가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평가하여 투입 및 성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조사의 자료를 C

repon, Duguet and Mairesse 모형을 활용하여 계량분석함으로써 투입과 성

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특징을 확인

하였다. 또한 에너지 세부기술별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획유형과 성과

하향식(Top-down) 기획유형과제는 기술혁신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

과)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기획유형과제에 비해 양(+)의 유의미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기술혁신 결과(사업화성과)는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하향식(Top-down) 기획유형과제의 기술혁신 성과가 높다는 결과

는 이전 연구들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는 에너지분야가 1) 정부의 정

책주도로 시장이 형성되는 산업이고, 2)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종합 시스템산

업으로 독립적인 연구개발사업만으로는 성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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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 한국의 에너지기술은 선진국의 에너지기술과 기술격차가 존재하기 때

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하향식(Top-down) 기획유형의 과제

에서 더 높은 성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과 성과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기술혁신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대해 양(+)

의 유의미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기술혁신 결과(사업화성과)는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력유형과 성과

세 가지 투입요인 중에 과제수행 협력유형이 가장 기술혁신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논문성과는 대학이 참여한 협력수행과

제의 성과가 가장 높음을 확인했다(1% 유의수준에서는 학연>학학>학, 5% 유

의수준에서는 학연>학학>학>연>산학연>산학). 또한 특허성과는 대부분의 협

력유형이 특허성과에 유의미함을 보였다(1% 유의수준에서는 산학연>산산>학

연, 5% 유의수준에서는 학연>산학연>산산=학학>연연>산학>산>산연>학). 하

지만 기술혁신 결과(사업화성과)는 협력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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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성과 특허성과 사업화성과

기획유형 하향식>상향식 하향식>상향식 설명할 수 없음

정부지원금 + + 설명할 수 없음

협력유형 단독<협력(학) 단독<협력(산학연) 설명할 수 없음

논문성과 설명할 수 없음

특허성과 +

[표 20] 기술혁신투입과 기술혁신성과의 관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과 성과

에너지수요기술은 논문성과는 설명할 수 없었으며, 특허성과에 대해 음(-)

으로 유의미성을 보였고, 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수요기술은 K-Me

g(제주 EMS실증프로젝트)과 같은 사업화를 위한 과제 위주로 지원해온 결과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가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 사업화성과는 기술개발 지

원 후 성과발생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후에 추가적으로 성과추적

을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수요기술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과제의 특징은 

에너지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 인증 획득 관련 과제였다. 이는 에너지다소비기

기는 인증을 획득한 과제만 사업화가 가능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에너지다소

비기기 연구개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내용에 인증연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기술은 논문성과는 설명할 수 없었으며, 특허성과에 대해 양(+)으로 

유의미성을 보였고, 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는 신재생분야가 기술

적성과는 우수하나 사업화성과는 미흡함을 의미한다. 신재생분야는 범국가적 

이슈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에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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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우수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저유가

가 지속되면서 사업화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과제를 분석해보면, 

실증형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화성과 실적이 미흡하고, 인증 및 보급 연

계 연구개발의 지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실증․인증․
보급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면 사업화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분야는 논문성과와 특허성과에 대해 음(-)으로 유의미성을 보였고, 

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원자력분야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 

지진 등의 민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

다. 원자력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 가장 보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적용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혁신의 동기부여

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화력분야는 논문성과에 대해 양(+)의 유의미성을 보였으며, 특허성과는 설

명할 수 없었고, 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정부치원에서 리트로핏 기술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성과에 주

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화력분야와 원자력

분야는 기술의 수요처가 제한(발전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화력

분야와 원자력분야의 사업화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처의 구매를 연계한 과

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분야는 논문성과, 특허성과, 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2013년 

경제적인 불황으로 광물자원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저유가 기조를 이어가면서 자원개발기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실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국내에 

없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기술의 적용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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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소 위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내기술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위주의 연구개발을 장려하여 

사업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하향식(Top-down)과제가 상향

식(Bottom-up)과제보다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정부

지원금과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는 양(+)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기관의 유형이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특허

성과만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세

부기술 별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향상시키

고자하는 기술혁신성과에 따라 어떤 기술혁신투입을 고려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에너지세부기술별로 기술혁신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성과 특허성과 사업화성과

수요 수요기술 설명할 수 없음 - 설명할 수 없음

공급

신재생 설명할 수 없음 + 설명할 수 없음

원자력 - - 설명할 수 없음

화력 + 설명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음

자원 설명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음

[표 21] 에너지세부기술과 기술혁신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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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실증 데이터와 이론을 근거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

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성과와 사업화성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

술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정병호 외, 2012), 특히 에

너지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화까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Paul Ch

ing, 2005).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2011~2015년) 종료과제의 성과활용조

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적 최근에 종료한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 

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따라 과제종료 5년 이후의 연구개발성과는 조사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분석은 수행

할 수 없었다. 

둘째, 현재 타 산업과의 비교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공통성과지표로 논

문, 특허, 기술수준, 기술격차, 사업화(매출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별, 과제별로 목표와 특성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표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산업 및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연

구개발사업의 혁신요인을 분석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은 정책결정자

의 의사결정사항 외에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 대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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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태, 수행참여자의 학위 및 경력 등 외부요인 및 연구참여기관 

내부요인 등을 반영해야 성과제고요인에 대한 분석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성과활용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제가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단계

를 수행했다. 에너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연구 단계의 성과 현황을 

파악하려면 추가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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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TD

dura-
-tion fund type.i type.u type.r type.ot

her type.ii type.u
u type.rr type.iu type.ir type.ur type.

iur

type.TD 1 0.147 0.354 -0.046 -0.243 -0.041 0.043 0.094 -0.140 0.020 -0.059 -0.011 0.002 0.276 

duration 0.147 1 0.308 -0.121 -0.065 0.024 -0.039 -0.048 0.046 0.033 -0.053 0.021 0.109 0.097 

fund 0.354 0.308 1 -0.115 -0.144 -0.051 -0.044 -0.027 -0.087 -0.005 -0.097 -0.012 0.005 0.372 

type.i -0.046 -0.121 -0.115 1 -0.098 -0.069 -0.027 -0.089 -0.067 -0.030 -0.172 -0.142 -0.085 -0.175 

type.u -0.243 -0.065 -0.144 -0.098 1 -0.063 -0.024 -0.081 -0.061 -0.027 -0.156 -0.128 -0.077 -0.159 

type.r -0.041 0.024 -0.051 -0.069 -0.063 1 -0.017 -0.057 -0.043 -0.019 -0.110 -0.091 -0.054 -0.112 

type.other 0.043 -0.039 -0.044 -0.027 -0.024 -0.017 1 -0.022 -0.017 -0.007 -0.043 -0.035 -0.021 -0.044 

type.ii 0.094 -0.048 -0.027 -0.089 -0.081 -0.057 -0.022 1 -0.055 -0.025 -0.142 -0.117 -0.070 -0.145 

type.uu -0.140 0.046 -0.087 -0.067 -0.061 -0.043 -0.017 -0.055 1 -0.019 -0.107 -0.088 -0.053 -0.109 

type.rr 0.020 0.033 -0.005 -0.030 -0.027 -0.019 -0.007 -0.025 -0.019 1 -0.048 -0.039 -0.024 -0.049 

type.iu -0.059 -0.053 -0.097 -0.172 -0.156 -0.110 -0.043 -0.142 -0.107 -0.048 1 -0.226 -0.135 -0.279 

type.ir -0.011 0.021 -0.012 -0.142 -0.128 -0.091 -0.035 -0.117 -0.088 -0.039 -0.226 1 -0.111 -0.230 

type.ur 0.002 0.109 0.005 -0.085 -0.077 -0.054 -0.021 -0.070 -0.053 -0.024 -0.135 -0.111 1 -0.137 

type.iur 0.276 0.097 0.372 -0.175 -0.159 -0.112 -0.044 -0.145 -0.109 -0.049 -0.279 -0.230 -0.137 1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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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TD duration fund demand supply.nuclear supply.renewable supply.fuel other type.i type.u
type.TD 1 0.147271 0.354108 0.093101 -0.02206 -0.18129 0.104414 0.085817 -0.0462 -0.2427
duration 0.147271 1 0.307551 -0.08597 -0.00632 0.074646 0.079747 -0.03235 -0.1211 -0.06536

fund 0.354108 0.307551 1 -0.0716 -0.01638 0.122977 -0.0102 -0.05742 -0.11525 -0.14368
demand 0.093101 -0.08597 -0.0716 1 -0.31555 -0.62336 -0.21761 -0.24302 -0.05665 0.003405

supply.nuclear -0.02206 -0.00632 -0.01638 -0.31555 1 -0.23706 -0.08275 -0.09242 0.09487 0.083475
supply.renewable -0.18129 0.074646 0.122977 -0.62336 -0.23706 1 -0.16348 -0.18257 -0.03198 0.00485

supply.fuel 0.104414 0.079747 -0.0102 -0.21761 -0.08275 -0.16348 1 -0.06373 0.020889 -0.05767
other 0.085817 -0.03235 -0.05742 -0.24302 -0.09242 -0.18257 -0.06373 1 0.03632 -0.06722
type.i -0.0462 -0.1211 -0.11525 -0.05665 0.09487 -0.03198 0.020889 0.03632 1 -0.09766
type.u -0.2427 -0.06536 -0.14368 0.003405 0.083475 0.00485 -0.05767 -0.06722 -0.09766 1
type.r -0.04083 0.023691 -0.05134 0.023791 0.047142 -0.04659 -0.03199 0.010122 -0.069 -0.0626

type.other 0.042669 -0.039 -0.04384 0.048712 0.004722 -0.03403 -0.01954 -0.02182 -0.02683 -0.02435
type.ii 0.094414 -0.04815 -0.02675 0.015544 -0.00946 -0.08773 0.152597 0.006385 -0.08927 -0.081
type.uu -0.13997 0.045558 -0.0865 -0.01507 0.02549 0.042729 -0.04868 -0.03732 -0.06685 -0.06066
type.rr 0.020284 0.033281 -0.00548 -0.00983 0.027475 -0.02335 -0.02186 0.049074 -0.03002 -0.02724
type.iu -0.05945 -0.05296 -0.09659 0.02658 -0.07025 -0.00696 -0.00879 0.055112 -0.17176 -0.15584
type.ir -0.01123 0.020821 -0.01165 0.056368 -0.00923 -0.03566 -0.01216 -0.02345 -0.14157 -0.12845
type.ur 0.00213 0.109285 0.004512 -0.14504 0.010714 0.184927 -0.04636 -0.02737 -0.08456 -0.07672
type.iur 0.275824 0.09684 0.372064 0.025625 -0.08738 0.017881 0.023383 0.002617 -0.17471 -0.15852

publication 0.165321 0.252447 0.250186 -3.22E-05 -0.09498 0.072953 -0.00192 -0.01675 -0.18345 0.008483
patent 0.187624 0.091567 0.456907 -0.07411 -0.07393 0.177215 -0.04752 -0.04855 -0.06592 -0.06764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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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r type.other type.ii type.uu type.rr type.iu type.ir type.ur type.iur publication patent
type.TD -0.04083 0.042669 0.094414 -0.13997 0.020284 -0.05945 -0.01123 0.00213 0.275824 0.165321 0.187624
duration 0.023691 -0.039 -0.04815 0.045558 0.033281 -0.05296 0.020821 0.109285 0.09684 0.252447 0.091567

fund -0.05134 -0.04384 -0.02675 -0.0865 -0.00548 -0.09659 -0.01165 0.004512 0.372064 0.250186 0.456907
demand 0.023791 0.048712 0.015544 -0.01507 -0.00983 0.02658 0.056368 -0.14504 0.025625 -3.22E-05 -0.07411

supply.nuclear 0.047142 0.004722 -0.00946 0.02549 0.027475 -0.07025 -0.00923 0.010714 -0.08738 -0.09498 -0.07393
supply.renewable -0.04659 -0.03403 -0.08773 0.042729 -0.02335 -0.00696 -0.03566 0.184927 0.017881 0.072953 0.177215

supply.fuel -0.03199 -0.01954 0.152597 -0.04868 -0.02186 -0.00879 -0.01216 -0.04636 0.023383 -0.00192 -0.04752
other 0.010122 -0.02182 0.006385 -0.03732 0.049074 0.055112 -0.02345 -0.02737 0.002617 -0.01675 -0.04855
type.i -0.069 -0.02683 -0.08927 -0.06685 -0.03002 -0.17176 -0.14157 -0.08456 -0.17471 -0.18345 -0.06592
type.u -0.0626 -0.02435 -0.081 -0.06066 -0.02724 -0.15584 -0.12845 -0.07672 -0.15852 0.008483 -0.06764
type.r 1 -0.0172 -0.05723 -0.04286 -0.01925 -0.1101 -0.09075 -0.05421 -0.112 0.010673 -0.04132

type.other -0.0172 1 -0.02225 -0.01667 -0.00748 -0.04282 -0.03529 -0.02108 -0.04355 -0.03498 -0.03167
type.ii -0.05723 -0.02225 1 -0.05545 -0.0249 -0.14245 -0.11742 -0.07013 -0.1449 -0.10447 -0.00888
type.uu -0.04286 -0.01667 -0.05545 1 -0.01865 -0.10668 -0.08793 -0.05252 -0.10851 0.068007 -0.02788
type.rr -0.01925 -0.00748 -0.0249 -0.01865 1 -0.04791 -0.03949 -0.02359 -0.04873 0.004026 -0.00794
type.iu -0.1101 -0.04282 -0.14245 -0.10668 -0.04791 1 -0.22591 -0.13493 -0.27879 -0.00764 -0.05535
type.ir -0.09075 -0.03529 -0.11742 -0.08793 -0.03949 -0.22591 1 -0.11122 -0.22979 -0.11781 -0.04895
type.ur -0.05421 -0.02108 -0.07013 -0.05252 -0.02359 -0.13493 -0.11122 1 -0.13725 0.169365 0.004276
type.iur -0.112 -0.04355 -0.1449 -0.10851 -0.04873 -0.27879 -0.22979 -0.13725 1 0.170104 0.23346

publication 0.010673 -0.03498 -0.10447 0.068007 0.004026 -0.00764 -0.11781 0.169365 0.170104 1 0.260016
patent -0.04132 -0.03167 -0.00888 -0.02788 -0.00794 -0.05535 -0.04895 0.004276 0.23346 0.260016 1



Abstract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organizations, innovation is one of the most cruci

al factors. As corporations can sustain their management through innovation, the 

government also can attain 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and sustain the govern

ment operation through innovation. Especially, the energy sector is closely related 

with overall social issues such as global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 n

ational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e private sector lack w

illingness for innov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energy industry and promote the innovation in 

the field.

Soon thereafter,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unded R&D is called into quest

ions: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government R&D and how can 

the government R&D performance in energy field be maximized? This resear

ch aims to analyze 1,204 completed national energy R&D projects from 2011 

to 2015. And this study examines two hypotheses: (1) whether bottom-up app

roach has positively influenced the public R&D performance (outputs and out

come) compared to top-down approach, (2) whether outputs (publications and 

patent performance)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outcome (commercializatio

n) of public R&D. I build a modified CDM-model for estimating the various 

performance, considering inputs from policymaker’s decision.

Econometric analysis result demonstrates four things: (1) For the planning 

type, the top-down show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with the technology i

nnovation outputs(publications and patent performance) than with that of the 

bottom-up. However, both top-down and bottom-up cannot explain the te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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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y innovation outcome (commercialization). (2) The government fund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 with the technology innovation outp

uts(publications and patent performance), however, it cannot explain the techn

ology innovation outcome (commercialization). (3) The project cooperation ty

pe does influence the technology innovation outputs (publications and patent 

performance) but does not influence the technology innovation outcome (com

mercialization). (4) Technology innovation inputs and the publication perform

ance cannot explain the technology innovation outcome (commercialization), b

ut the patent performanc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 wit

h the technology innovation outcome (commercialization).

Keyword: Government funded R&D, Energy industry, R&D performance, Innovation

Student Number: 2014-2061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2장  문헌 고찰 
	제1절  연구개발(R&D)의 혁신성과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2.  연구개발 성과간의 관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1.  한국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요소 
	가. 기획유형  
	나. 정부지원금 (정부출연금) 
	다. 협력연구(컨소시엄)의 유형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혁신성과 


	제3장  연구모형 
	제1절  분석대상  
	제2절  연구모형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제4절  계량분석 모형 
	1.  논문성과  
	2.  특허성과  
	3.  사업화성과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 
	제2절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1.  논문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2.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제3절  사업화성과에 분석결과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 고 문 헌


<startpage>10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9
제2장  문헌 고찰  11
 제1절  연구개발(R&D)의 혁신성과  11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11
  2.  연구개발 성과간의 관계  13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15
  1.  한국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15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요소  16
   가. 기획유형   17
   나. 정부지원금 (정부출연금)  21
   다. 협력연구(컨소시엄)의 유형  25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혁신성과  38
제3장  연구모형  35
 제1절  분석대상   35
 제2절  연구모형  36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8
 제4절  계량분석 모형  41
  1.  논문성과   41
  2.  특허성과   42
  3.  사업화성과   42
제4장  연구결과  43
 제1절  기술통계량  43
 제2절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45
  1.  논문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47
  2.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49
 제3절  사업화성과에 분석결과  51
제5장  결론 54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54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59
참 고 문 헌 6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