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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연구비 사

용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연구비 사용에 대

한 지나친 규제는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구수행

주체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사용과 연구개발성과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

써,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자율적인 연구비 사용(집행)이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라는 연구질문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사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어떻게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비를 조달과 집행의 구조로 파악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연구비 조달구조(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

구비 규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의 수)로, 독립변수

는 연구비 조달구조(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로, 조절변수는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인 연구비 집행구조(간

접비 비율)로, 통제변수는 세부과제의 다양한 특성변수들을 사용하여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로,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증가하였지만, 민간연구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성과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정

부연구비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효과적이지만, 민간연구비는 반드시 효

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정부

연구비는 민간연구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연구자금인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동일한 금액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을 때, 보다 많은 연구

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금은 민간연구비가 아니라 정부연구비



라는 점이다. 셋째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

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정부연구비 보

다 민간연구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은 정

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을 모두 높이지만, 민간연구비의 효율성

을 보다 급격하게 높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

이 높아질수록, 연구비(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

업의 연구개발성과가 증가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1:1 매칭펀드처럼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내

부연구비 포함)가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유인구조

(incentive)가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구조 하에서, 중앙집권적 규제의 비효

율성이 특히 민간연구비로 파급되어 노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그

리고 자율성)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

될수록 연구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

본적으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비율의 상한은 높이되 부정사용에 대한 감률제도를 신설

한다면, 연구개발성과가 향상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연구비 통제도 가능

하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전통적인 집행

관리’에서‘적극적인 성과관리’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결

과적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예산정책 수립에도 일조할 수 있다. 

주요어 : 연구비 구조, 간접비 비율, 자율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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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저성장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 OECD 단기금리통계1)에 따르면, 정부재정이 불안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단기금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소속된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

리 정책까지 동원하며 경제의 활력을 유도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

한 저금리 정책이외에도,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개

발비 투자 확대함으로써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

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로,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활발

하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인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창업통계에 따르면, 창업에 대

한 정부의 관여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①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Governmental Support and Policies)2) 및 ②창업에 대한 정부의 

프로그램(Governmental Program)3) 지수가 <그림 1-1>과 같이 평균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4)

1) OECD DATA를 이용하여 검토 (2017.09.21.검색)

   (자료: https://data.oecd.org/interest/short-term-interest-rates.htm#indicator-chart)

2) The extent to which public policies support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as a 
relevant economic issue

3) The presence and quality of programs directly assisting SM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municipal)

4) 조사시행시점인 2008년부터 자료가 확보된 가장 최근의 시점인 2016년까지 조사가 이
루어진 모든 국가들의 연도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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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창업에 대한 정부관여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지표

  

  자료: http://www.gemconsortium.org/data/key-nes (2017.09.21.검색) 를 가공하여 작성

  둘째로,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

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아이디어 창출에서 

연구개발, 사업화로 이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과정으로써, 지식/인력/자금/

네트워크 등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기 때문에(이병헌·장지호 2006), 지식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총 연구개발비 예산은 연도별 예산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절대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5) 기획재정부의「2017년 나라살림예

산」자료에 따르면, 국가 총 연구개발비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약 5%를 

차지한다. 연구개발비 예산은 대분류 기준으로 보건‧복지‧노동, 일반‧지방행

정,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 농림부문에 이어 일곱 번째에 위치하는 매우 

비중 있는 예산단위이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비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연구비와 관련한 부정 사례도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6) 감사원의 감

5) 정부 연구개발비 예산은 2007년 9.7조원에서 2017년 19.4조원수준 까지 증가하며, 매
년 평균 약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율은 2008년 13.5%를 정점으로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9%) 보다도 
낮은 예산증가율(1.1%)을 기록하였다.

6)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연구비로써, 해당 자금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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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총 54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연구비 비리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감사원, 2013). 연구비 비리

는 종류와 방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론보도

에서도 관련 행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연구비 부정 사례들

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사용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인 동기에 기초한 당위적이고 형식적

인 연구비 관리는 연구수행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오히려 성과 창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또한 연구비 부정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나친 규제는 연구개발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비 구조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비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측정될 수 있는바, 이는 연구비 비목이 

자금출처별, 사용목적별, 기능별, 재원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연구비는‘집행전비목’집단과‘집

행후비목’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는 연구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조달의 관점에서 구성된 사전적 항목이다. 반대로, 직

접비와 간접비는 연구비를 수령하고 난 이후에, 연구수행주체의 사용(지

출)목적에 따라 구분된 사후적 항목이다. 그러므로, 연구비 구조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로, 사전적 관점에서 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로 대표

되는 연구비 조달(획득)구조이다. 둘째로, 사후적 관점에서 간접비비율(총

연구비 지출액 대비 간접비지출액의 비율)을 통해 측정되는 연구비 집행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조달구조와 연구비 집행구조의 상호작용

수행주체(예컨대, 정부부처,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
소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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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비 구조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비 구조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수행주체의 연구조달방식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

움이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규제와 통제를 통해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와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을 추구하는 연구수행주

체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만일, 연구비 집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양(+)의 영향을 강화한다면, 정부는 연구비 규제에 앞서 연

구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비와 성과에 대한 기존

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연구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비 규모와 간접비

비율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검증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성과의 주요

한 결정요인으로 고려되는 연구비에 대한 논의를 규모에서 비율로 확장

함으로써, 일차원적인 분석을 넘어 보다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될수록 성과

가 높아진다면, 이는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전통적인 집행

관리’에서‘적극적인 성과관리’측면으로 전환시키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연구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연구비가 투입되고 중소기업이 수행한 

세부과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의 접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 

투자에 민간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정부:민간 = 약 25:75),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조현정 외, 2017).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연구개발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효

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접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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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 지속적으로 논

의되어야 하는바,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필요성을 지닌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되어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은 모든 세부과제 중, 중소기업이 수

행한 세부과제이다.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07년 이전까지 품목별 예산

제도에 따라 [장-관-항-세항-세세항]의 사업구조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7년 이후에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에 따라 사업구조가 재편되어 세

부과제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세부과제들은 다양한 연구수행주체(정부부

처,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수행한 세부과제만

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중소기업 집단에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Start-up)과 같은 창업의 핵심주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소기업 집단은 우리나라 전체기업 수의 약 99.9%를 

차지하는 대규모 집단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대부분인 약 87.9%를 구성하기 때문이다.8) 마지막으

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업 경쟁력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이 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9)

7)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개년으로 한정하였으나, 2016년 말(12월 31일)
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 중인 세부과제는 상기의 분석기간에 포함되더라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8) e-나라지표의 중소기업 일반현황 참조. (검색일: 2017년 9월 27일)
   (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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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즉, 국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모든 

연구수행주체들은 행정규칙인「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10)에 의거하여 수

행한 세부과제에 대한 주요 정보11)들을 매년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플랫폼에 기입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상 NITS플랫폼에 기입된 원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가공작업을 거쳤다. 즉, 중소기업이 수행한 세부과제의 

주요 정보들은 연도마다 기입된 연도-세부과제 패널데이터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도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원시자료에서 세부과제 별로 자료를 통합(pooling)함으로써 연도정보를 

제거하였다. 대신, 세부과제의 시작시점을 의미하는 연도 더미를(기준변

수=2012년이전시점) 모형에 추가하여 시간에 관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추가로, 세부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고정하기 

위하여, 원시 연도-세부과제 패널데이터를 중소기업-세부과제 패널데이

터로 변환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한 세부과제를 분석 단위로 하여 중소기

업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고정한 고정효과(fixed effect model) 패널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확률효과모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9)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 활  
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이병헌 외, 2016).

1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호 (2016.02.22. 일부개정)

11) 주요정보들은 사업정보, 기본정보, 최종평가결과, 연구비정보, 위탁과제/공동연구 여부,  
참여연구원 정보, 성과현황, 참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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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제 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천 및 현황

  1982년 과학기술부가‘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경

쟁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형태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이 최초로 확립되었다(현재호, 2006). 198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

원부)에 의해‘공업기술개발사업이’함께 시행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었고 사업 형태가 차별화되었다(홍사

균 외, 2002). 이후 분화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과

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1년 12월에「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

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15년 기준 대략 639개 사업, 54,433개 세부과제, 

18조 8,747억 원의 예산 규모에 이르고, 범부처를 포함한 총 35개 중앙

행정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01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집행방식과 관리형태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수행주체(정부부처,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제공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하여“①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②부처별 지출한도 설정·통

보 ▷ ③예산요구서 제출 ▷ ④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

▷ ⑤기획재정부 내부 예산심의 ▷ ⑥정부연구개발예산(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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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국회심의 의결”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연구수행주

체)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공급하는 정부 부처(중앙행정기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역할

을 담당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나 사업단을 산하에 두는 것이 보통이

다.12) 그 결과,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집행 체계는 크게 이원화되어 나타

난다. 즉, 중앙행정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과 출연을 직

접 수행하는‘직접지원체계’와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연구관리전문

기관이나 사업단에서 사업 선정, 계약 체결, 자금 공급 및 성과 관리를 

수행하는‘간접지원체계’로 나뉜다. 

<그림 2-1> 국가R&D 예산의 집행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형태는 주로 

2가지 유형(①부처 직접 수행·관리, ②위탁관리)13)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체계적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이 불필요한 형태인 ③기타항목을 포

함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12) .대다수의 정부 부처에 하나 이상 설립되어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해당 부처가 담
당하는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위탁관리의 또 다른 형태인 
사업단은 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다. 
따라서 사업단은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단위로 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연구관리전
문기관 보다 월등히 많다(홍정석 외, 2017).

13)‘직접지원체계’는‘부처 직접 수행·관리’에 대응하며‘간접지원체계’는‘위탁관  
 리’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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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

  (1) 시스템이론의 관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를 기초로, 

연구수행주체들이 고용한 인력 및 구매한 시설장비들을 결합하여 추진되

고 있다. Brown과 Svenson(1988)은 R&D 생산성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

이 매우 어렵지만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았다. 즉, 모든 조직이 재

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동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조직의 연구개발의 과정도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인력/장비/연구비

/정보 등의 자원들이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세부 시스템으로 

투입되면, 특허/출판물/제품 등의 산출물이 생산되고, 이는 내부가공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outcomes)이 도출된다.

<그림 2-2> 시스템으로써의 연구개발

                            

  

  자료: Brown과 Svenson(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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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관점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은‘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또는‘간여 이론(intervention theory)'이라고도 불린다. 동 모형

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운용상의 과정이자 논리적 연관으로 구성된 

선형적 모형이며, 공공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널리 

활용된다. (Bickman, 1987). 또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된 결과/생산

품/서비스들이 무엇인지, 창출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

가할 수 있는지 등의 프로그램 설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구조

(logic structure)를 나타낸다(이도형 외, 2010).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일관된 논리에 입각하여 구성요소들과 프로그램

이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기술하는“다이아그램

(diagram)이면서 텍스트(text)”(노화준, 2009)로 도식화된다. 동 모형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계획, 

변화, 결과 등의 상호 관계가 시각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

자들이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프

로그램 평가자들은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를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WK Kellogg, 2004).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투입(inputs), 활동(process), 산출(outputs), 결

과(outcomes 또는 results) 그리고 외적 상황요인(contextual factor)들로 

구성된다. 첫째로, 투입(input)은 인적·물적 자원 및 파트너십

(partnership)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resource)이다. 둘째로, 

활동(process)이란 산출물(outputs)을 생산해가는 일련의 절차들을 의미한

다. 셋째로, 산출(outputs)이란 프로그램 과정에서 생산되는 일차적인 성

과물이다. 넷째로, 결과란 활동과 산출물로부터 야기되는 부차적 편익이

다. 마지막으로, 외적 상황요인이란 프로그램의 성공 및 실패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이도형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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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도식화

[1] 단순화된 프로그램 논리모형

[2] 확장된 프로그램 논리모형

  자료: 노화준(2009)

제 2절 연구비 및 간접비에 대한 논의

 1. 연구비 용어의 정리

  연구비는‘연구’와 관련되는 비용, 좀 더 구체적으로‘연구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연구개발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표준지침인「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 따르면,‘연구

활동’은‘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연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비의 범위를‘기초연구비용’과‘응용연구비용’뿐만 아니라,‘개발

연구비용’까지 포괄하는‘연구개발비’로 확장하여 보는 관점, 즉 연구

비는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총괄적인 개념인 연구개발비로 확

장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학술문헌 및 실무적으로 사용되는‘연구비’라는 용어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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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통계 관점에서의 연구비이다. OECD는 연구개발비 조사분

석에 관한 기준지침이자 전 세계 연구개발 통계를 위한 표준으로써,「프

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을 제시하고 있다. 「프라스카티 매

뉴얼」은 OECD, UNESCO, EU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다양한 기관

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 작업의 산물로써, 1963년에 1차 매뉴얼이 마련된 

이래로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쳐 2015년에 7차 매뉴얼이 탄생하였다. 동 

매뉴얼에 따라 집계되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

내총연구개발지출)는 유엔(UN)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명목상 연구개발총계와 유사하게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의 정책담당자

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4)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인 

정부 연구개발비 예산은「프라스카티 매뉴얼」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

다.15)

  둘째로, 연구수행주체의 연구재원조달 관점에서의 연구비이다. 연구수

행주체는 각종 발주처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한 금액인‘연구비’를 받는다. 만일 중앙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중앙정부 이외

의 기관에게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해당하

지 않고 단지 민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규정하는 법률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르면,“정부투

자연구비란 연구비 중 중앙정부의 출연금(즉 연구개발과제에 배정된 연

구비 중 중앙정부에서 투자한 연구비)을 지칭하며, 민간투자연구비란 연

구비 중 지방정부,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금

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로, 연구수행주체의 외부공표용 회계처리 목적에서의 연구비이다. 

14) 「프라스카티 매뉴얼 : 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OECD·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2015)을 참고하여 정리.

15) “연구개발비는 보통 연구개발의 통계분류인 OECD 권고기준(Frascati Manual)을 기
본으로 하되, 직접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집계한다. 실무적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각 분야 세출예산에 속해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집계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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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카티 매뉴얼」의 연구개발 자료는 종종 회계자료와 혼동된다. 

회계자료에서의 연구개발은 전체적인 범위도 다르고, 개념정의에 있어서

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프라스카티 매뉴얼」과 회계자료는 일반

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OECD·KISTEP, 2015). 즉,‘연구비’라는 용

어는 회계기준상 존재하는 계정과목(account)에도 해당하므로,「프라스카

티 매뉴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영

리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담고 있는 한국 기업회계기준(K-IFRS)16)

에 따르면, 연구활동이란“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의미하며, 개발활동이

란“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

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

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뜻한다.17)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범주인 연구수행주체(중소기업)의 연구재원관

점에서 연구비를 분석하였다. 즉,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연구비를 분석의 대상으

로 삼았다.18)

 2. 간접비 용어의 정리

  원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발생한 원가가 특정 원가대상(Cost 

Objective)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를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가대상과 관련이 있어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인 직접원가(Direct Cost)인지, 또는 원가대상과 관련은 있으나 쉽게 

16).한국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8호‘무형자산’문단번호 8

17).한국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8호‘무형자산’문단번호 54~55(연구단계)와 57~58 
(개발단계)에 따르면, “연구 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
지 않고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금
액은 특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부록 #1참조]

18).중앙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세부과제이더라도, 
민간으로부터 연구비를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민간투자
연구비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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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

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기업의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시약․재료구입

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시
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

술정보 수집비, 수용비 및 수수

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디자

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비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인 간접원가(Indirect Cost)인지에 관한 구분이 필요

하다. 직‧간접원가의 분류는 어떤 원가대상을 선택하는 지에 따라 달라

지며, 연구개발 활동에서 원가대상은 연구과제(세부과제)이다(조성표 외, 

1999).

  한편, 직접비 및 간접비 항목은 비록 개념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나,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로, 제조기업의 생산공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간접비는 제조간접비

(Manufacturing Overhead Cost)를 의미한다. 제조간접비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가 중 직접재료원가(Direct Material Cost)와 직접노무원가

(Direct Labor Cost)를 제하고 남은 기타의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또는, 간접재료원가(Indirect Material Cost) 및 간접노무원가(Indirect 

Labor Cost) 및 제조경비를 합친 총액을 제조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건설공사의 범주 내에서 사용되는 간접비는 일반 경비와 같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셋째로,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는 특정한 원가중

심점에 배분되기 어려운 비용이라는 점에서 상술한 두 가지 항목과 유사

성을 갖지만, <표 2-1>을 참조할 때 간접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비목

들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표 2-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직접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19) 

19) 간접비의 자세한 사용 용도는 추가적으로 [부록 #2]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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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과제 수행과 관련

된 초과 근무 식대

연구수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

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

금 지급을 위한 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기관이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

행하는 데 따른 경비

간

접

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

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

외)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

비로 계상한다. 단, 기술전문기업은 

10% 이내까지 계상 가능하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

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

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

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

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자료: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벤처부, 2017) 재구성

 

  결론적으로 간접비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제조간접비’,‘건

설간접비’,‘연구간접비’와 같이 구체적인 사용 범주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연구간접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 3절 성과에 대한 논의

 1. 연구개발성과의 측정

  성과(Performance)란 계획한 목표 대비 산출된 결과를 이루어내는 정

도를 뜻한다. 즉, 성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야기된 

결과물을 의미한다. Osborne과 Gaebler(1992)는 성과 측정의 필요성과 관

련하여“측정되는 것이 실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성과는 ①적용되는 영역(공공부문의 성과20)/민간부문의 성과), ②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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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격 개념 예시

①산출물

(Output) 

*1차적 성과

*직접적 성과

연구결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성과물
논문, 지적재산권, 특허 등

②결과물

(Outcome)

*2차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업활동과 관련되며, 연구로 

인한 결과물의 경제적 가치 

매출증가, 원가절감, 품질

개선, 시장점유율 확대 등

③파급효과

(Impact)

*장기적 성과

*사회적 성과

산출물과 결과물의 사회적 확

산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성과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

되는 위치(조직의 성과/사업의 성과), ③측정 방법(계량성과/비계량성과), 

④측정 목적(성과관리/성과평가)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세부과제 중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연구

개발성과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성과는 정부의 사업성과 

이기도 하면서, 민간부문(중소기업)의 사업성과이기도 하다.

  Cohen과 Levinthal(1989)은 연구개발성과를“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

공에서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포괄

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들마다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조금

씩 다른 조작적 정의가 사용되나, 연구개발성과는 일반적으로 1차성과인 

산출물(Output), 2차성과인 결과물(Outcome), 그리고 산출물과 결과물을 

활용하는데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Impact)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1차성과는 연구결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성과물이

다. 반면에, 2차성과는 1차성과의 활용에 의한 실적과 경제적 성과로 측

정된다. 마지막으로, 파급효과는 유·무형의 사회·문화적 성과와 관련

되어, 국민생활 향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이다(이도형 외, 

2010). 즉, 1차성과는 연구과정에서의 연구비 투자 및 재정지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산출된 성과물을 의미하며, 2차성과는 사업화가 가능한 경제

적 반대급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공된 성과물을 의미한다. 파급효과

는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장기적 영향을 주는 성과를 뜻한다.

<표 2-2>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1)

20).공공부문의 성과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기 어
려우나(Poister, 2003), 결과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합의(Rogers, 1990)가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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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출물

(Output)
종류

②파급효과

(Impacts)
종류

과학적·기술적 산출물

( S c i e n t i f i c / 

T e c h n o l o g i c a l   

Outputs)

논문(Papers)

특허(Patents)

시작품

(Prototypes)

제품(Products)

과정(Processes)

서비스(Services)

표준(Standards)

지식과기술

(Knowledge & Skills)

과학적·기술적 파급효과

( S c i e n t i f i c / 

T e c h n o lo g ic a l 

Impacts)

신지식(New Knowledge)

지식교환(Exchage of Knowledge)

협업문화(Culture of Collaboration)

네트워크 형성(Network Formation)

과학적 평판(Scientific Reputation)

커뮤니티개발(Community Development)

경제적 파급효과

(Economic Impacts)

경제적성과(Economic Performance)

산업경쟁력(Industrial Competitiveness)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

고용(Employment)

사회적 파급효과

(Social Impacts)

삶의질(Quality of Life)

사회적개발과 서비스

(Social Development & Service)

환경에 대한 통제와 보호

(Control & care of the environment)

정책 파급효과

(Policy Impacts)

경제 및 산업개발

(Economic & industrial development)

후속연구(Follow-on projects)

규제변화(Regulatory Change)

정책에 대한 공헌(Contribution to policies)

  한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성과의 범위를 단순화 하고 

있다. 첫째로, 파급효과를 결과물로 함께 포함시키는 견해이다. 황광선

(2016)의 연구에서 R&D 성과는 1차성과(outputs)와 2차성과 (outcome)로 

구분되었다. 1차적 성과(outputs)는 기본이 되는 성과인 논문(Paper), 특

허(Patent), 시제품 (Product)을 뜻한다. 2차적 성과(outcome)는 연구결과

를 활용하여 발생한 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인력양성, 경제적 파

급효과, 수입대체효과 등을 범주로 넣는다. (황광선 외, 2016) 

  둘째로, 몇몇 연구들 특히 유럽의 연구기술개발(Research, Technology, 

and Development)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Fahrenkrog 외 2002; 

Georghiou 외 2001)에서는 연구비 투입에 따른 성과물을 크게 산출물

(Output)과 파급효과(Impact)로 나누었다.

<표 2-3>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2)

  자료: Fahrenkrog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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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출물(Outputs) ②파급효과(Impacts)

단기

(Short-term)

중기

(Medium-term)

단기

(Short-term)

장기

(Long-term)

과학기술적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새로운/진보된 기술적 노하우

(new/improved technological 

know-how)

증가된 생산성

(Increased 

productivity)

증가된 경쟁력

(Increased 

competitiveness)

경제적

(Economic)

새로운/진보된 제품, 서비스, 절차

(new/improved products, services and 

processes)

증가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Increased sales 

and mkt share)

신시장; 

중소기업발전

(New markets; 

Development of 

SMES)

사회적

(Societal)

일자리창조 (Job creation)

인프라 개선(Better 

Infrastructure)

헬스케어(Health care) 

새로운 규제(New regulation)

증가된 번영, 만족, 

평등

(Increased 

prosperity, 

satisfaction, 

equality)

시민들의 높은 참여에 

의한 안정되고 

응집된 사회 

(stable, cohesive 

society with highly 

participative 

citizens)

<표 2-4>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3)

  자료: Georghiou 외(2002)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별로 다양할 수 있으

나, 성과의 범위는 획득된 결과라는 본질적인 속성에 기반하여 측정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과는 비교적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물과 직접적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중장기적인 영향과 

파급력을 미치는 간접적인 성과물을 양 극단점으로 하여 그 성격이 규정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공부문(정부)의 정책적 지원(국가연구개발사

업)을 받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민간부문(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이

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는 민간부문의 사업성과이기도 하지

만, 공공부문의 사업성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활동으로 인한 

직접 산출물의 대표격인 지식재산권을 성과변수로 설정하였다. 성과변수

로 지식재산권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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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성과와 행정가치

  

  (1) 효율성 및 효과성의 관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시스템이론과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입

각할 때, 일정한 자원을 투입한 후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획득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획득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가

능하다. 첫째로, 성과 자체에 대한 측면으로, 획득된 성과가 계획된 목표

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의 관점이다. 둘째

로, 투입된 자원과 연계되어, 획득된 성과의 질을 평가하는 효율성

(Efficiency)의 관점이다.

  효과성이란“달성되어야할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달성되도록 하

는 방법”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

는 행동을 의미하며,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

로 효과성은 투입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 달성여부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상이하다.(최신융 외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가치와 연

계된 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이 필요하다. 효율성은“수단적인 개념 또는 

하위목표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효과성은“목적적인 개념 또는 상위목

표적인 개념”이므로(최신융 외, 2009), 각각의 행정가치는 성과평가에 있

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출물(Output), 결과물(Outcome), 

그리고 파급효과(Impact)에 한정된 성과 지표는 효과성에 대한 판단의 기

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과의 질을 파악하려는 목적 또는 사업간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면, 좀 더 명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들어간 투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황석원 외, 2009).

  (2) 자율성의 관점

  본 연구에서 연구비 집행구조는 총연구비 지출액 대비 간접비 지출액

의 비율로 측정되었는바, <표 2-1>에 따르면 해당 비율이 높은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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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총연구비에서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다시말해, 간접비는 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

티브 목적, ②연구수행주체의 공통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

적, ③미래를 대비하는 예비적 목적의 자금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처럼 간접비는 직접비와 비교하여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확보된 자

금의 성격을 갖는다. 연구수행주체는 실무적으로 무한정한 재량권을 행

사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범위21) 내에서 자율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결정

할 수 있다. 즉, 간접비 비율은 연구수행주체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

율성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율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

한 대리지표(proxy)이다. 더하여, 동일한 연구수행주체 내에서도 세부과

제마다 각기 다른 간접비 비율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간접

비 비율은 세부과제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로 해석가능하다. 

  한편, 자율성의 논의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연관된다. Davis 외(1997) 

는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통해 대리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최소된

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리인이‘자발적 책임성(Stewardship)’의 관

점에서 주인의 목적과 일치될 수 있는 상황에 우선적으로 주목하여, 협

력적 행동을 통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직의 높은 

자율성은 주인의 목적과 대리인의 행동 간에 나타나는 괴리를 줄일 수 

있다. Pullen 외(2009)는 중소기업의 내부적 특성(전략, 프로세스, 조직)이 

전반적인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내부적 특성 중‘조직

차원의 자율성이 급진적인 혁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자율적인 문화가 보장된 기업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21)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단, 기술전문기업은 10% 이내까지 
계상 가능하다. 간접비의 하위 항목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
의 10% 범위에서 계상한다.”(중소기업벤처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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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가설설정

제 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연구의 특수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되는 성과는 특수한 경향을 보인다. 첫째

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의 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수행주체 내부의 자체재원이나 민간부문의 재원을 통해 필요 금액을 

조달하는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투자와 구분된다. 공공부문의 재원이 정

부의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공공재원의 규모 및 공공재원의 증

액여부 등에 따라 연구수행주체의 사업 성과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비록 공공부문의 재원에 의해 집

행되더라도 일반적인 정부사업 성과와 구별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성

과는 추상성, 지연성, 복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

며, 성과가 평가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다른 성과와 조합되

어 새로운 성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즉, 성과의 간접효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성과는 일반사업성과와 연계되더라

도, 그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황광선 외, 2016).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연구의 광범위성

  각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연구개발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고 있으며, 창출된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관련 법률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성과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관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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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2조 8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

되는 특허·논문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 및 그밖에 유·무형의 경제·사

회·문화적 성과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

과는 논문, 지식재산권(특허 포함), 보고서,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요약

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신품종(2014년 새로 지정)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다룬 국내의 선행 연구

들은 이상의 9가지 성과 유형 중 연구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성과변수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창출된 연

구 성과를 파급·확산시키는데 있으므로, 논문·특허와 같은 기초 성과

(1차적 성과)를 중시하게 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추

진하는 목적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과 연계되는 2차적 성과를 중시하게 된다

(김해도 2006; 최태진 2007).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세부과제들이다. 만일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이 내부자금이나 민간부문으

로부터 투자받은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수행된다면, 사업화성과 및 경

영성과처럼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둔 성과를 포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는  

기초성과(1차적 성과)가 보다 목적적합하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

적이 연구수행주체의 이윤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성과 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단, 영리활

동의 추구, 매출확대, 사업다각화 등 이윤추구적 동기가 높은 중소기업

의 내재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논문 및 보고서와 같은 문헌(output) 

위주의 1차적 산출물은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1차적 성과 중 지식재산권(특허 포함)을 성과 변수로 설정하였

다.  

  기업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효과를 평가하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Hausman 외 1984; Bound 외 1982 ; Fornahl 외 2011; 

Cozzarin 외 2006; HU 외 2008; 김민창 외 2012; 장현주 2016)에서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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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성과변수로 삼고 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진다. 첫째로, 연구개발성과를 주제로 한 사례연구들이다. 예컨대, 성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이재근 외 2011; 도계훈 외 2011; 김해도 2010; 박

동현 2000; 정회종 외 2006 등)에 관한 연구, 적절한 성과지표 및 평가모

형의 개발(오동훈 외 2006; 이형준 외 2010; 이혁재 외 2006 등)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둘째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여부를 평가한 연구들이다. 김태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학기술부의 3대 주요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참여연구원수/연구비를 투입변수로 그리

고 SCI/학술회의/특허/인력양성/기술확산을 산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

과 연구비의 절대적인 증가가 반드시 성과측면에 비례적으로 증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태희(2012)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28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된 11,600개의 단

위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단계별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일차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

구자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성과 변수인 국제공동논문은 SCI, 

학술대회, 참여연구원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연구비 규모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 이차적으로는 연구비와 과제수를 투입요소로 설정하

고 국제공동논문수를 산출요소로 설정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비나 과제수의 증가가 성과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이하의 <표 3-1>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1차적성과인 인증·특허가 2차적성과(ROI)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이철주 외,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선도기술개발사업

을 대상으로 메타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성과의 질을 평가한 연구(홍형득, 

2002) 등도 존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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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심우중·김은실 2010
Score

(NTIS 데이터)

*상관계수분석

*성과비교분석

*투입·성과 지표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성과

*특허성과

*기술료성과

*사업화성과

*정부연구비

임부루·박규호

·이근 
2011

Score

(특허 성과자료 +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지원현황 자료)

*OLS
국가연구개발사업 中

특허대상사업

*특허성과

 (출원/등록)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여부(+/+)

최호영·최치호

·김정수
2011 Score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수행된 과제로  

①기관고유과제

②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③공공･민간수탁사업 과제

 (2004년~2008년)

*연구성과

(SCI논문/특허등록·기술

이전성과)

*총연구비(+/+)

*참여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비율(+/ns)

*연구기간(ns/ns)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재료비 지출비율(ns/+)

*해당과제의 훈련비 지출여부(+/ns)

장금영 2010

Survey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 

현황조사)

*포아송 회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中 
산업기술개발사업

*R&D성과(특허/논문)

*주관기관유형(대학+) 

*산학연 간 협력 여부(+/+)

*과제참여기관수(ns)

*과제금액(+/+)

*민간투자금 비율(+/+)

배진희·전계영

·박성민
2015

Survey

(산업부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中 
산업기술개발사업

*R&D성과(출판물/특허/

기술이전/사업화매출액/

신규투자/신규고용)

*정부출연금(+/+/+/+/ns/+)

*연구참여인력(+/+/ns/ns/ns/ns)

*연구개발기간(+/+/ns/-/-/-)

Shim 2017

Survey

(KIS ; Korea Innovation

Survey 2014)

*프로빗 회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상인 대한민국의 

수출제조기업

*제품혁신성공여부

*과정혁신성공여부

*정부R&D지원 프로그램(+/+)

  ref. 세부프로그램은 세금감면(+/ns),    

    재정적지원(ns/ns) 등 총 8종

Park 2014
Score

(NTIS 데이터)
*로지스틱 회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中
연구가 모두 완료된 

929개사업

*논리모형에 따른 일련의 성과

(SCI논문/특허등록/기술

이전/매출액/신규고용)

*연구예산(+/+/+/+/ns)

*연구기간

*연구인력

  ref. 독립변수들간의 높은 상관관계

  ref. 선행종속변수들이 후속

       종속변수들의 설명변수로 투입됨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대표적인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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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투입요소와 연구개발성과

  연구투입요소와 연구개발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과

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Stephan 외(1992)는 주요한 연구 투입

요소로 ①연구비, ②연구인력, ③연구장비를 설정하였으며, 해당 요소들

이 연구생산성과 함수 관계에 있음을 정의하였다.

  김주경 외(2014)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연구비, 민간연

구비, 연구인력, 연구수행기간이 각각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일반회귀분석(OLS)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논문 수에는 단지 정부연구비와 연구인력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특허 수에는 단지 정부연구비만이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철구 외(2014)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

구지원인력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연구성과(기술료, 

논문,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검증하

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연구인력, 인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종속변수의 설명력이 검증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성과 제고를 위

한 최우선 과제는 우수연구인력 확보라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한편, 제조업에 속한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성태경(2003)의 연

구에서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특허를 출원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연구비규모는 대체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연구비규모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연구인력 수는 대체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 연구기간이 성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투

입요소로써 ①연구비 관련변수(정부연구비/민간연구비/간접비비율), ②연

구인력 관련변수(박사급연구원수/전체연구원수), ③연구기간 관련변수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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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비에 관한 선행연구

 1. 연구비를 주제로 한 연구의 광범위성

  연구비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된다. 첫째로,‘연

구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구기관(대학, 연구자, 연구소)에 집중된다. Payne 외(2003)의 연구

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100만달러 늘어날수록 대학은 약 

10개의 논문과 0.2개의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wers(2003)의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의 연구비 규모 및 산업분야의 연구

비 규모 모두가 성과변수인 특허 창출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의 라이센싱과 특허를 통한 수익 창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한편, Coupé(2003)는 대학의 특허 산출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대학의 연구비 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보수 체감을 발견했다. 김태일과 

남궁근(2003)의 연구에서는 연구비액수 및 연구비지원방식(다수소액과제

지원, 소수다액과제지원)이 연구자의 논문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한동성 외(2008)는 정부연구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가 대학연구자

의 성과(학술지 평균 게제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덕희 외(2014)의 연구에서는 특허성과(특허출원/특허등록/기술이전/기

술료수입)에 대한 정부연구비 투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자의 특허출원/등록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미침

과 동시에, 기술이전을 통한 혁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정부의 연구비지원이 민간연구비 지원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대학연구비 지원에 비해서는 약 3~4배 수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나, 세 연구주체(정부, 기업, 대학) 중 연구자의 특허성과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정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종욱(2011)은 공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연구비 

지원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KCI급 연구업적/SCI급 연구업적)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정부연구비 지원은 두 개의 성과지표 모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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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연구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이다. 정윤수 외(1999)는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배분된 연구비 지원이 대학의 연

구 활동 및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보 비

대칭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민형(2001)은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곽태완 외(2006)의 연구에서는 미

국/일본/우리나라 별로 정부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을 선정한 후, 연구비 

관리제도와 시스템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나라별 차이점과 장ㆍ단점을 파

악하였다. 이호갑 외(2007)는 연구비카드제와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계적 관점에서 연구비를 다룬 연구들이 존재한다. 천영

돈 외(2012)는 연구비 단가의 추정을 위한 논의로써, 연구비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도출한 후 각 요인에 따른 연구비 증가폭을 추정하였다. 한

편, 천영돈 외(2013)는 연구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연구참여인원, 연구분야)을 규

명하였다. 또한, Wang, Y. 외(2017)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의 어떠한 특성이 중국 정부로 부터 연구비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이는지

를 검증하였고, 또한 회귀불연속 설계를 사용하여 정부연구비를 받아낸 

기업들의 성과가 실제로 높아지는지를 검증하였다.

 2. 연구비 구조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비 구조를‘연구비재원’이나‘연구비목별’로 정

의하고 있다. 예컨대, 한승환 외(2009)의 연구에서는 연구비 구조를 산

업계 연구비와 중앙정부 연구비로 구성하여 연구비와 산학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성주 외(2006)의 연구에서는 연구비를 원가

구성별(인건비,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위탁개발비)로 구분하여 연구

비 집행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연구과제 특성별로 연구비의 원가구성 현

황을 분석하거나 사업단계/기술분야/규모/기관 등에서 각 원가항목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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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술하였듯. 연구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22) 

일차적으로 정부연구비 그리고 민간연구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구개발

성과가 증가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차적으로는 정부연

구비 그리고 민간연구비 규모와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간의 상호작용효과

를 검토하여 연구비구조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연구

비 조달 규모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비 집행구조에 관한 연구 ; 간접비를 중심으로

  연구비 조달구조(정부/민간연구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주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비 집행에 관한 주제는 그 

중요성23)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간접비 관련 국내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간접비

의 적절한 산정기준을 탐색하는 연구들(이원창 1997; 이민형 2000; 조성

표 외 1997; 조성표 외 1999; 이태정 외 2016)과 간접비에 대한 개선방안

을 탐색하는 연구들(송충한 외 2010; 김계수 외 2005; 이민형 2001; 유승

억 외 2010; 김계수 외 2001; 김종호 외 2009; 김병태 2003)이다. 국외문

헌으로는 Noll 외(199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동 연구에서는 간접비 성

격으로부터 파생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본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24)

22).첫째는 연구비 총액을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로 구분하여‘자금조달’의 관점에서 연
구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구비 총액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자금집
행’관점에서 연구비를 파악하는 것이다. 

23).첫째로,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연구 성과의 양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둘째로, 정부투자연구비의 경우 국가 예산의 일부로써 사후적 통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연방 정부는 학술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원이며, 통상적으로 해당 지원액
의 약 1/3은 간접비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간접비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적절한 연구 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간접비로 충당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나친 간접비는 대학 운영에 불필요한 
왜곡을 발생시켜 높은 거래 비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동 연
구에서는 이러한 논쟁 속에서 기존의 간접비 환급 제도 대신 대학의 실제 간접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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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간접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간접비의 원가산정기준이나 

간접비 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간접비 자체가 아닌 간접비비율(=총 연구비 지출액 대비 

간접비 지출액)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간접비비율을 자

율성의 대리지표로 해석하여, 간접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연구비 집

행에 대한 자율성의 수준이 상승한다는 의미와 동일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연구

개발성과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연구비 

규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주된 논점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제 3절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1. 정부연구비 및 민간연구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①정부연

구비 지원이 중소기업의‘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25), 

②정부연구비 지원이 중소기업의‘기술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③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연구비 지원의‘정책적 효과’를 측정한 

연구26), ④정부연구비 지원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유도·보완

(또는 구축)’하는지에 관한 연구, ⑤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촉진하

는 요인들(정부연구비 포함)’에 관한 연구로 종합된다.27) 본 연구는 연

무관한 고정 상환 비율 시스템(Fixed reimbursement rates system)을 도입하자는 합의점
을 제시하고 있다.

25).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적연구비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연구가 있다(Cin, B. C. 외, 2017)

26) 정부연구비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해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Lerner, 1999), 
고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Koski, 2008 ; Brouwer, E. 외 1993)을 
실증 분석한 연구가 있다.

27).김민창 외(2012)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본문의 다섯 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장현주
(2016)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①기술적 성과, ②경제적 성과, ③사
회적 성과로 세분화 하였으나, 본문의 5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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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조달의 관점에서 정부연구비 규모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지식

재산권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3-2>의 선행연

구들에 따르면,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연구개발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반하여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질 것이다(지식재산권 

수가 많아질 것이다).

  민간연구비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부연구비

가 민간연구비를 구축하는지, 혹은 민간연구비 수령이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구축하는지에 집중되어있다(Czarnitzki 외, 2004). 한편, 민간연구비

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김주경 외(2014)의 

연구가 존재한다. 동 연구에서는 민간연구비 수령 규모가 R&D성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 되었다.

  하지만 민간연구비를 수령한 세부과제28)는 투자수익률과 투자성과에 

한층 민감한 민간부문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외한 다른 자금제공주체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연구비에는 연

구수행주체(중소기업)의 내부자금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성과창출에 대

한 조직 내부의 관리 및 책임 절차가 작동함으로써 연구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방지되고, 이는 보다 높은 성과를 창

출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민간연구비 규모

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민간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질 것이다(지식재산권 

수가 많아질 것이다).

28).NTIS플랫폼에 따르면, 민간연구비를 수령한 세부과제는 전체 세부과제의 약 93%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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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김민창·성낙일 2012
Survey

(200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일반화 적률 

추정법
제조업 부문 2,881개 업체

*기술개발성과

 (R&D 성공건수/

 사업화 성공건수/

 지식재산권수)

*경영성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정부자금지원여부

 (ns/ns/+)

 (일부유의/일부유의/ns)

  ref. 일부유의: 지식재산권변수 포함시

최지영·강근복 2016
Score

(NTIS 데이터)
OLS

국가연구개발사업 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

업의 연구수행주체가 대기

업/중소기업/출연연구소인 

기계분야 304개, 화학분야 

149개 과제 (2009~2012년)

*연구성과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

*연구수행주체 (일부유의/ns/ns)

*참여기관 수 (ns/일부-/ns)

*정부연구비규모 

(일부유의/일부유의/일부유의)

*민간투자비율 (ns)

 ref. 일부유의: 기계업종·화학업종·종합 구분시

장현주 2016

 

Score

(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DB)

실험집단 

사후측정 

설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2011년~2014년)

*기술적성과

 (특허출원/특허등록)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정부연구비규모 (+/+/+)

Czarnitzki·Fier 2003
Score

(기업정보/MIP/PROFI/DPMA)29)
프로빗 분석 독일의 250인 이하 중소기업

*특허성과

 (최근3년내특허출원여부  

 /향후2년내특허출원여부)

*정부와의 공동연구여부 (ns/ns)

*정부보조금 수령여부 (+/+)

*기업단독연구시 정부보조금수령여부 (ns/ns)

Doh·Kim 2014

Score + Survey

(지식 경제부/NICE 신용 정보/ 

웹사이트+자체서베이)

OLS
경북 지역 중소기업

(2004년~2009년)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

*정부연구비규모 (+/ns/ns/+)

<표 3-2> 정부연구비 및 민간연구비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

29) ① MIP: Mannheim Innovation Panel, ② PROFI: Federal Government’s Project Funding Information DB, ③ DPMA: DB and patent data from the Germ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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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비 조달구조(정부연구비 및 민간연구비 규모)와  

    연구비 집행구조(간접비 비율)의 상호작용

  정부/민간연구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는 정부/민간연구비에 대한 수령여부나 규모가 주요한 설명변수로 설정

되었을 뿐, 해당 연구비 변수와 기타 변수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룬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다만, 세부과제 협력요소들(협력기관수/지역인

프라)과 연구개발단계30)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실증분

석한 선행연구(김현민 외, 2013)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간접비 비목의 구성항목을 고려할 때, 연구비총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세부과제 일수록 연구비 집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은 높은 연구개발성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 비율로 측정된 

연구비의 집행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연구비 집행 자율성의 수준이 

정부/민간연구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에 어떤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가?’에 대한 최초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검토한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연구

가설#3과 연구가설#4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간접비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양

(+)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4 

간접비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양

(+)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30) Dean(1974)은 연구개발단계를 정부R&D사업의 대표적인 특성변수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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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절 변수의 측정

 1. 변수의 조작적정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로 설정되었

다. 종속변수는 NTIS플랫폼 상에서 확보 가능한 연구개발성과 정보인 논

문, 지식재산권(특허), 연구보고서, 기타성과물 중에서 중소기업의 산출물 

특성에 가장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성과인 지식재산권(특허)의 수로 측정

되었다.

  조절변수로는 연구비 집행 자율성의 대리지표인 간접비비율이 설정되

었다. 그런데 간접비 비율은 총간접비 비율(총연구비 지출액 대비 간접

비 지출액)과 순간접비 비율(직접비 지출액 대비 간접비 지출액)의 두 가

지 측면에서 측정가능하다. 각각의 지표를 독립적으로 동일한 연구모형

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두가지 지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해석

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직관적인 해

석을 위하여 총간접비 비율을 조절변수로 선택하였다.

  한편, 세부과제가 가진 상이한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세부과제의 다양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세부과제 특

성 변수들(예: 세부과제 시작 연도, 세부과제가 수행된 지역, 세부과제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부처, 세부과제가 속한 사업단위에 책정된 당

해 예산규모, 세부과제가 수행되는 총 연구기간, 세부과제에 투입된 연

구인력수, 세부과제가 녹색기술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부과제의 재

원, 세부과제가 속한 기술수명주기, 세부과제가 속한 연구개발단계, 세부

과제의 연구개발성격)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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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지식재산권 수

*지식재산권 수 (단위: 개)

= (특허 + 디자인 + 상표 + 실용신안)*기여율

독립

변수

정부연구비 규모
*세부과제에 배정된 연구비 중 

 중앙정부에서 투자한 연구비 (단위: 억원)

민간연구비 규모
*세부과제에 배정된 연구비 중 중앙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 투자한 연구비 (단위: 억원)
조절

변수
간접비 비율 *(간접비 지출액/총연구비 지출액)*100 (단위: %)

통제

변수

세부과제 시작연도
*세부과제가 시작된 시기 (2012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부과제에 투입된 

총 연구기간
(단위: 년)

세부과제에 투입된 

전체연구원 수
(단위: 명)

세부과제에 투입된 

박사연구원 수
(단위: 명)

세부과제가 속한 사업단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규모
(단위: 십억원)

세부과제의 수행지역32) *수도권=0, 대전=1, 해외=2, Otherwise=3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주관 사업부처 DUMMY33)
*중소기업청=0, Otherwise=1

녹색기술과제 해당여부
*녹색기술관련 과제 아님=0

*녹색기술관련 과제에 해당=1

세부과제의 재원 *결측치=0 기금=1, 일반회계=2, 특별회계=3

세부과제의 기술수명주기
*미분류=0, 기타=1, 도입기=2, 성장기=3, 

성숙기=4, 쇠퇴기=5

세부과제의 연구개발단계 *기타=0, 기초연구=1, 응용연구=2, 개발연구=3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격
*미분류=0, 기타개발=1, 아이디어개발=2, 

시작품개발=3, 제품 또는 공정개발=4

<표 4-1> 변수의 조작적정의31)

31).총연구비 = 정부연구비 + 민간연구비 = 직접비 + 간접비
32).NTIS플랫폼에는 국내지역 18건과 해외 1건에 해당하는 총 19개의 지역구분이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가장 많은 세부과제가 수행된 지역인 수도권(약 45%차지), 대
덕산업단지가 위치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세부과제가 수행된 지역인 대전(약 6%차
지), 특수지역인 해외(약 0.05%),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재분류 하였다.

33).NTIS플랫폼에는 해당 세부과제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약 40여개로 구
분되어 있으나, 각 부처가 담당하는 세부과제의 수가 매우 작다. 그러나 약 60%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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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구성 번호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비용별

64 인건비_현금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 현금 (원)

65 인건비_현물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 현물 (원)

66 직접비_현금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직접비 현금 (원)

67 직접비_현물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직접비 현물 (원)

68 간접비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간접비 (원)

69 위탁연구비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위탁연구비 (원)

70 청_관련_물건비 연구비 비목 관리를 위한 청 관련 물건비 (원)

 2. 직접비 및 간접비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접비/간접비 개념은「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분류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NTIS플랫폼은 

편의상 연구비 비목을 총 7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표 4-2>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직접비는 간접비에 반대되는 항목으

로써 [인건비현금 + 인건비현물 + 직접비현금 + 직접비현물 + 위탁연구

비+청관련물건비]로 측정가능하다. 다시 말해, 직접비는 인건비(현금), 인

건비(현물), 직접비(현금), 직접비(현물), 위탁연구비, 청관련물건비의 6개 

항목을 통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표 4-2> NTIS 상 직접비 및 간접비 분류 기준

  자료: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미래창조과학부, 2016)

제 2절 데이터

  본 연구의 실중분석 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34)까지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연구비를 최소 1회라도 수령한 세부과제 중 중소기업이 수행한 

51,113개 과제이다. 그러나 분석의 엄밀성을 위하여, 2016년 말(12월 31

일)을 기준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세부과제 15,543개는 분석 대상

부과제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더미변수화 하여 처리하였다.
34).NTIS 플랫폼 상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지만, 본 연구의 주

요 독립변수인 간접비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가 2012년부터 기입되어 
있으므로 분석기간을 상기와 같이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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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변수명 통합과정

불변치

시작연도 값이 다른 경우 minmode 사용해서 보정

총 연구기간 값이 다른 경우 maxmode 사용해서 보정

수행지역 값이 다른 경우 missing Value화

주관사업부처 값이 다른 경우 직접 보정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확실한 기입오류가 발견된 세부과제(①연구비 변

수들 간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세부과제 286개, ②직접비가 기입되지 않

은 세부과제 1개, ③간접비가 음수로 기입된 세부과제 9개, ④정부연구

비가 0원으로 기입된 세부과제 70개) 366개 역시 제외하였다. 즉, 연도별 

통합작업을 시행하기 전의 세부과제 수가 35,204개로 축소되었다.

  연구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세부과제의 경우 매 연도마다 각기 다른 

데이터 값들이 존재하게 되는 바, 해당 값들을 합계하거나 최빈치를 추

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세부과제에는 하나의 값만 대응하도록 하는 통

합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연구수행주체(중소기업)의 보이지 않는 특성

을 고정하여 개별 중소기업35)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분석의 정

확성을 높이고, 분석단위를 세부과제로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결론적

으로, 데이터 통합 과정을 통해 총 28,113개의 세부과제가 최종적인 분

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데이터 통합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각 변수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로, 동일한 세부과제 내에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동하지 않아야 하는 변수이다. 다만, 예외적으

로 연도별로 값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오류의 가능성 및 해당변수의 특

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정하였다. 둘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간의 변동이 존재하는 변수들에는 최빈값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고, 만일 값이 다르다면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후

순위 범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세부과제별로 의

미를 가질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연도별 값을 합계

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표 4-3> 데이터 통합과정

35)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전체 중소기업의 수는 16,470개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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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치

녹색기술과제 maxmode (∵ 한해라도 해당한다면 카운트)

재원 일반mode (값이 다른 경우, Missing Value화)

기술수명주기 maxmode (값이 다른 경우, 후순위주기 적용)

연구개발단계 maxmode (값이 다른 경우, 후순위단계 적용)

연구개발성격 maxmode (값이 다른 경우, 후순위성격 적용)

합산치

연구개발성과36)

합계값 도출

정부연구비 규모

민간연구비 규모

간접비 금액

직접비 금액

총 연구비 규모

박사연구원 수

전체연구원 수

사업예산 규모

제 3절 연구분석틀과 연구모형

 1. 연구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주체(중소기업)의 보이

지 않는 특성을 고정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

에서는 연구수행주체의 세부과제를 분석단위로 하면서 연구수행주체(중

소기업)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고정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을 사용하였다.37) 앞서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NTIS플랫폼 상에 존재하는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통합(pooling)함

으로써 연도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횡단면 자료로 전환하였다. 

36) NTIS 플랫폼은 세부사업에 관한 사업정보를 담은 데이터 셋과 성과 정보를 담은 데
이터 셋이 분리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두 데이터 셋을 
통합하였다.

37).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설정된 모든 모형에서 Hausman 검정의 귀무가
설이 유의수준 0.01에서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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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간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세부과제의 시작시점을 

더미화(기준=2012년이전시점)하여 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과 연구모형에 관한 요약된 정보는 이하의 <그림 

4-1>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림 4-1> 연구분석틀

독

립

변

수

<연구비 조달구조>

1. 정부연구비 규모

2. 민간연구비 규모

종

속

변

수

<연구개발성과>

지식재산권 수

                               

통

제

변

수

<연도통제변수>

1. 시작연도

<연구투입요소>

1. 총연구기간

2. 전체연구원수

3. 박사연구원수

<세부과제 특성변수>

1. 사업예산규모

2. 수행지역

3. 주관 사업부처 

4. 녹색기술과제

5. 재원

6. 기술수명주기

7. 연구개발단계

8. 연구개발성격

조절변수

<연구비 집행구조>

간접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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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범위 그리고 상호작용

항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 7가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요약하면, 이하의 <표 4-4> 그리고 <표 4-5>와 같이 7개의 모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표 4-4>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되기 전의 기본모형

<모형 1>

지식재산권수

   ·정부연구비규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모형 2>

지식재산권수

   ·민간연구비규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모형 3>

지식재산권수

   ·정부연구비규모


 ·민간연구비규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모형 4>

지식재산권수

   ·정부연구비규모


·민간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절편항  기업고정효과   오차항   개별중소기업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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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된 모형 

<모형 5-1>

지식재산권수

   ·정부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정부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모형 5-2>

지식재산권수

   ·민간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민간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모형 5-3>

지식재산권수

   ·정부연구비규모


·민간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정부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민간연구비규모


간접비비율




∑ ·연구투입요소

∑·세부과제특성변수


 시작연도더미   

     절편항  기업고정효과   오차항   개별중소기업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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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제 1절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1회라도 수령한 세부과제 28,113개이다. 다만, 

세부과제의 시행주체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특허, 디자인, 상호, 실용신안권 수를 모두 합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세부과제의 기여율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최대한 진

정한 의미의 지식재산권 수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을 살펴보면, 평균값은 0.743개, 최소값은 0개, 최대값은 81.167개 였다.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가 

설정되었다. 첫째로, 정부연구비 규모의 평균값은 약 2억4천9백8십만원, 

최소값은 11,295원, 최대값은 18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둘째로, 민간연구

비 규모의 평균값은 약 1억3천2백9십만원, 최소값은 0원, 최대값은 6,510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수치들은 연도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부과

제가 획득한 모든 연구비를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절변수는 간접비 비율로 설정되었는바, 총간접비 비율(간접비 

지출액을 총연구비 지출액으로 나눈값)의 평균값은 2.139%, 표준편차는 

2.526%, 최소값은 0%, 최대값은 82.868%로 나타났다. 한편, 순간접비 비

율(간접비 지출액을 직접비 지출액으로 나눈값)의 경우, 평균값은 

2.287%, 표준편차는 4.832%,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83.691%으로 나타

나, 관측값들이 총간접비 비율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이

하의 <표 5-1>과 <표 5-2>에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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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변수명 단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지식재산권수 개 0.743 2.425 0 81.667

독립

변수

정부연구비 규모 억원 2.498 4.959 0.00011295 180

민간연구비 규모 억원 1.329 38.918 0 6510

조절

변수
간접비 비율 % 2.139 2.526 0 82.868

통제

변수

총연구기간 년 1.441 0.920 0.041 10.589

 전체연구원수 명 10.208 17.035 0 491

박사연구원수 명 1.516 3.64 0 97

당해 예산금액 십억원 97.39 140.83 0 1257.26

변수

구분
변수명 기초통계량 (단위: 개)

통제

변수

시작연도

*2011년 이전: 2,832 (10.07%)

*2012년: 6,561 (23.34%)

*2013년: 6,589 (23.44%)

*2014년: 6,018 (21.41%)

*2015년: 4,928 (17.53%)

*2016년: 1,185 (4.22%)

수행지역

*수도권: 12,052 (42.87%)

*대전: 1,615 (5.74%)

*해외: 15 (0.05%)

*기타: 14,431 (51.33%)

 주관 사업부처
*중소기업청: 18,235 (64.86%)

*Otherwise: 9,878 (35.14%)

녹색기술과제 해당 여부
*녹색기술관련 과제 아님: 19,971 (71.04%)

*녹색기술관련 과제에 해당: 8,142 (28.96%)

재원

*결측치: 6,171 (21.95%)

*기금: 835 (2.97%)

*일반회계: 17,269 (61.43%) 

*특별회계: 3,838 (13.65%)

<표 5-1>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n=28,113)

<표 5-2> 비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n=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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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명주기

*결측치: 7 (0.02%)

*기타: 2,975 (10.58%)

*도입기: 4,342 (15.44%)

*성장기: 18,401 (65.45%)

*성숙기: 2,071 (7.37%)

*쇠퇴기: 317 (1.13%)

연구개발단계

*기타: 810 (2.88%)

*기초연구: 896 (3.19%)

*응용연구: 1,572 (5.59%)

*개발연구: 24,835 (88.34%)

연구개발성격

*결측치: 8,502 (30.24%)

*기타개발: 2,556 (9.09%)

*아이디어개발: 354 (1.26%)

*시작품개발: 1,544 (5.49%)

*제품 또는 공정개발: 15,157 (53.91%)

제 2절 상관관계분석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이하의 <표 5-3>과 

같다.38) 설명변수 간의 완전한 선형관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분산팽

창인수(VIF) 분석을 시행하였는바, 모든 설명변수들에서 해당 수치가 10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는 주요 변수는 정부연구비 규모, 민

간연구비 규모, 간접비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연구비 규모는 민간연

구비 규모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고, 간접비비율은 정부연구비 규모와

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민간연구비 규모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

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정확한 인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

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과관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8).수행지역, 재원, 기술수명주기, 연구개발단계, 연구개발성격 변수는 상관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이는 해당 변수들에 포함된 범주들 간에 일방향적인 해석을 담보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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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구개발성과

(=지식재산권수)
1

2 정부연구비규모 0.5563* 1

3 민간연구비규모 0.0294* 0.0665* 1

4 간접비비율 0.1374* 0.1301* -0.0007 1

5 시작연도 -0.1425* -0.1395* -0.0083 -0.0591* 1

6 총 연구기간 0.2955* 0.4491* 0.0204* 0.0454* -0.5479* 1

7 전체연구원수 0.4318* 0.7686* 0.0476* 0.1466* -0.0876* 0.4582* 1

8 박사연구원수 0.3994* 0.6283* 0.0373* 0.1474* -0.1371* 0.4003* 0.7488* 1

9 사업예산규모 0.1992* 0.4143* 0.0182* 0.0509* -0.0721* 0.3986* 0.4488* 0.3042* 1

10 주관사업부처 0.2232* 0.3336* 0.0243* 0.1532* -0.2638* 0.4882* 0.3538* 0.3040* 0.1613* 1

11 녹색기술과제 0.0489* 0.0686* 0.0002 0.0499* -0.0181* 0.0793* 0.1116* 0.1196* 0.1213* -0.0750* 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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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패널회귀분석결과

 1.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되기 전의 기본모형

  간접비비율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한 독립변

수의 종류에 따라 총 4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모형1]에서는

‘정부연구비 규모’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둘째로, [모형2]에

서는‘민간연구비 규모’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셋째로, [모형

3]에서는‘정부연구비 규모’와‘민간연구비 규모’를 동시에 주요 설명

변수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조절변수로 활용될‘총간

접비 비율’변수를‘정부연구비 규모’및‘민간연구비 규모’변수와 같

이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5-4>에 제시되어있다.

  (1) 정부연구비 규모 및 민간연구비 규모에 대한 해석

  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는 각각의 변수가 투입된 모든 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하였다. 첫째로, 정부연구비가 

1억원 증가할 때, 지식재산권 수가 [모형1]에서는 0.253개, [모형3]에서는 

0.291개, [모형4]에서는 0.288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

부연구비가 연구개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이 강력

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민간연구비 규모의 계수값은  비록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모형에 따라 부호에 차이가 있었다. 즉, [모형2]에서는 민

간연구비가 1억원 증가할 때, 지식재산권의 수가 0.224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모형3]과 [모형4]에서는 민간연구비가 1억원 증가하면 

오히려 각각 0.0828개/0.0785개의 지식재산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민간연구비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정부연구

비와 같이 강력히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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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지식재산권 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정부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0.253*** 0.291*** 0.288***
(0.00618) (0.00854) (0.00856)

민간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0.224*** -0.0828*** -0.0785***
(0.00986) (0.0130) (0.0131)

간접비 비율 (단위: %) 0.035***
(0.00938)

총 연구기간 (단위: 년) 0.0784** 0.112*** 0.0863*** 0.0913***
(0.0327) (0.0342) (0.0326) (0.0327)

투입된 전체 연구원수 (단위: 명) -0.000862 0.0273*** -0.00117 -0.00129
(0.00217) (0.00210) (0.00217) (0.00217)

투입된 박사 연구원수 (단위: 명) 0.0564*** 0.0789*** 0.0571*** 0.0556***
(0.00794) (0.00828) (0.00792) (0.00793)

당해 예산금액 (단위: 십억원) -0.000968*** -0.000467*** -0.00103*** -0.000965***
(0.000159) (0.000166) (0.000159) (0.000160)

중소기업청 해당여부 0.311*** 0.537*** 0.273*** 0.270***
(0.0913) (0.0954) (0.0913) (0.0913)

녹색기술과제 해당여부 0.0878** 0.0746* 0.0886** 0.0850**
(0.0427) (0.0447) (0.0426) (0.0426)

재원더미 (기금) -0.451*** -0.257* -0.488*** -0.470***
(0.147) (0.154) (0.147) (0.147)

재원더미 (특별회계) 0.104 -0.0629 0.104 0.0861
(0.0912) (0.0954) (0.0911) (0.0912)

연구개발단계더미 (기타) -0.312** -0.397*** -0.314** -0.319**
(0.145) (0.152) (0.145) (0.145)

연구개발단계더미 (응용연구) -0.179 -0.130 -0.180 -0.192
(0.127) (0.133) (0.127) (0.127)

연구개발단계더미 (개발연구) -0.361*** -0.314*** -0.363*** -0.376***
(0.115) (0.121) (0.115) (0.115)

연구개발성격더미 (기타개발) 0.161 0.251 0.152 0.144
(0.175) (0.183) (0.174) (0.174)

연구개발성격더미 (시작품개발) 0.241 0.329* 0.256 0.259
(0.188) (0.197) (0.188) (0.188)

                    (제품·공정개발) 0.547*** 0.592*** 0.554*** 0.553***
(0.178) (0.186) (0.178) (0.178)

관측치 수 28,113 28,113 28,113 28,113
R-squared 0.318 0.253 0.321 0.321

중소기업 수 16,470 16,470 16,470 16,470
중소기업 FE YES YES YES YES

Note 1. 지면의 제약상 ① 해석상 목적이 아닌 통제 목적의 성격이 강한‘시작연도 더

미’및 ②유의한 계수값이 하나도 도출되지 않은‘연구수행지역더미’그리고 ③기타 

범주의 계수값만 유의한‘기술수명주기더미’의 결과는 위의 표에서 생략하였다.

Note 2. 시작연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전부 유의미하였으나, 이에 대해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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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작연도가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시차에 의한 차이로 추론

함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더욱 많이 창출되거나 포착될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세부과제일수록 높은 성과를 보이는 데 유리

할 것이다. 이는 후년도에 시작된 세부과제 일수록 계수값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에

서도 확인 가능하였다.  

Note 3. ①시작연도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2012년 이전에 시작된 세부과제’로, ②

연구수행지역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수도권’범주로, ③재원더미에 대한 기준변수

는‘일반회계’범주로, ④기술수명주기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도입기’범주로, ⑤

연구개발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기초연구’범주로, ⑥연구개발성격에 대한 기준변

수는‘아이디어개발’범주로 설정하였다.

Note 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ote 5. *** p<0.01, ** p<0.05, * p<0.1

  (2) 간접비비율에 대한 분석결과

  간접비 비율이 설명변수로 투입된 모형([모형4])에서, 간접비 비율이 

1% 상승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하게 지식재산권 수가 

0.035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연구비 규모 및 민간연구

비 규모를 통제하였을 때, 간접비 비율이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인 양(+)의 영향이 발견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간접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연구비 집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연구개발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3) 연구투입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설정된 모든 모형에서 세부과제에 투입되는 연구기간이 증가

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하게 지식재산권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지식재산권이  

[모형1]에서는 0.0784개, [모형2]에서는 0.112개, [모형3]에서는 0.0863개, 

[모형4]에서는 0.0913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세부과제에 투입되는 박사연구원 1명이 증가할수록 [모형1]에

서는 0.0564개, [모형2]에서는 0.0789개, [모형3]에서는 0.0571개, [모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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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0.0556개의 지식재산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연구원 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은 [모형2]에서만 확보되었고, 해당 계수값의 부호도 모형 간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4) 세부과제 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세부과제가 속한 사업에 책정되는 당해예산 변수는 분석된 모

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하였으나, 계수값이 매우 

작은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둘째로, 중소기업청 이외의 정부부처가 주관한 세부과제는 중소기업청

이 주관한 세부과제에 비하여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하게 지식재산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청의 조직역량이 기타 정부기관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표면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게 된 세부과제의 잠재

역량이 처음부터 미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로, 녹색연구과제에 속한 세부과제는 그렇지 않은 과제에 비하여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10 또는 0.05)하게 지식재

산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특수 목적을 띠는 재원인 기금을 사용하는 세부과제 경우, 일

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세부과제에 비해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유의수준: 0.10 또는 0.01)하게 지식재산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만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과제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세부과제가 지니는 본원적 속성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기금 제도

의 목적이 수월하게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금의 관리상 문제점(예: 안정적 조달의 문제, 기금에 대한 온전한 평가

와 모니터링의 부족 등)과 제도상 문제점(예: 중복지원의 문제 등)을 원

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기타범주를 제외하고 단지 개발연구범주 속한 세부과제만이 

기초연구범주에 속한 세부과제에 비해 분석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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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지식재산권 수 [모형5-1] [모형5-2] [모형5-3]

정부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0.157*** 0.175***

(0.00736) (0.0120)
민간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0.0949*** -0.0401**

(0.0102) (0.0171)
간접비 비율 (단위: %) -0.0472*** -0.0575*** -0.0500***

(0.00992) (0.00997) (0.00992)

유의미(유의수준: 0.01)하게 지식재산권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실험·이론적 성격(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 2009)을 지니는 기초연

구가 개발연구에 비하여 원천 기술인 특허를 창출하는데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개발범주를 제외한다면 제품·공정개발범주에 속한 

세부과제만이 아이디어개발범주에 속한 세부과제에 비해 분석된 모든 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수준: 0.01) 하게 지식재산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공정개발범주에 속하는 세부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작업이 상당부분 구체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구체화정도가 낮은 아이디어개발범주에 속한 세부과제에 비하여 지

식재산권 창출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된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

율성의 대리지표인 간접비 비율 변수를 각 모형에 상호작용항으로 추가

하였다. [모형5-1]에서는 간접비비율과 정부연구비 규모의 상호작용을, 

[모형5-2]에서는 간접비비율과 민간연구비 규모의 상호작용을, [모형5-3]

에서는 정부연구비 규모 및 민간연구비 규모와 간접비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5>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된 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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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비 규모*간접비 비율 0.0302*** 0.0130***

(0.00132) (0.0029)
민간연구비 규모*간접비 비율 0.112*** 0.0526***

(0.00334) (0.00718)
총 연구기간 (단위: 년) 0.0709** 0.0566* 0.0565*

(0.0320) (0.0327) (0.0320)
투입된 전체 연구원수 (단위: 명) -0.00359* 0.00882*** -0.00573***

(0.00213) (0.00208) (0.00214)
투입된 박사 연구원수 (단위: 명) 0.0437*** 0.0444*** 0.0390***

(0.00778) (0.00797) (0.00779)
당해 예산금액 (단위: 십억원) -0.000767*** -0.000284* -0.000723***

(0.000156) (0.000159) (0.000156)
중소기업청 해당여부 0.339*** 0.565*** 0.369***

(0.0893) (0.0910) (0.0893)
녹색기술과제 해당여부 0.0950** 0.0909** 0.0967**

(0.0418) (0.0426) (0.0417)
재원더미 (기금) -0.411*** -0.276* -0.418***

(0.144) (0.147) (0.144)
재원더미 (특별회계) 0.102 -0.0201 0.0944

(0.0893) (0.0911) (0.0891)
연구개발단계더미 (기타) -0.267* -0.217 -0.223

(0.142) (0.145) (0.142)
연구개발단계더미 (응용연구) -0.191 -0.166 -0.192

(0.124) (0.127) (0.124)
연구개발단계더미 (개발연구) -0.379*** -0.369*** -0.386***

(0.113) (0.115) (0.113)
연구개발성격더미 (기타개발) 0.134 0.198 0.139

(0.171) (0.175) (0.170)
연구개발성격더미 (시작품개발) 0.270 0.341* 0.279

(0.184) (0.188) (0.184)
연구개발성격더  미(제품·공정개발) 0.576*** 0.623*** 0.584***

(0.174) (0.178) (0.174)
관측치 수 28,113 28,113 28,113

R-squared 0.348 0.321 0.352
중소기업 수 16,470 16,470 16,470

중소기업 FE YES YES YES
Note 1. ①시작연도더미, ②연구수행지역더미, ③기술수명주기더미의 결과값은 <표 

5-4>의 Note1과 동일한 이유로 위의 표에서 생략하였다.

Note 2. <표 5-4>의 Note3과 동일하게 ①시작연도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2012년 이

전에 시작된 세부과제’로, ②연구수행지역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수도권’범주로, 

③재원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일반회계’범주로, ④기술수명주기더미에 대한 기준변

수는‘도입기’범주로, ⑤연구개발더미에 대한 기준변수는‘기초연구’범주로, ⑥연구

개발성격에 대한 기준변수는‘아이디어개발’범주로 설정하였다.

Note 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ote 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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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연구비 및 민간연구비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간접비 비율과 정부연구비 규모 및 민간연구비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유의수준: 0.01)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수준의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확보된 세부과제일수록, 해당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모형5-1]에서 평균적인 간접비 비율(=2.139%)을 가정한다면 

정부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0.2216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였

고, 간접비 비율의 최소값(=0%)를 적용한다면 정부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0.157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였으며, 간접비 비율의 최대값

(=82.868%)를 적용한다면 2.659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 극단값이 제외된 일반적인 간접비 최대 상한값(=10%)39)을 적용

할 경우, 정부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0.459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5-3]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통해 각각 

0.2028개/0.175개/1.252개/0.305개의 지식재산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민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연구비 

규모와는 다르게 모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모형5-2]에서는 민간연구

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구개발성과가 항상 증가하였으나, [모형5-3]에서

는 간접비비율 수준에 따라 민간연구비가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성과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5-2]에서 

평균적인 간접비 비율(=2.139%)을 가정한다면 민간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0.3345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였고, 간접비 비율의 최소값

(=0%)을 적용한다면 민간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0.0949개의 지

식재산권이 증가하였으며, 간접비 비율의 최대값(=82.868%)을 적용한다면 

9.376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극단값이 제외된 

39).분석에 사용된 자료에서 간접비 비율이 10%이하인 세부과제는 전체 세부과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간접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세부과제는 279개에 불과
하다. 한편, 극단값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해당 279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회귀분석 결
과에서도, 간접비 비율의 효과에 대한 계수값 차이만 미미하게 존재할 뿐 해석상 차
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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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간접비 최대 상한값(=10%)을 적용할 경우, 민간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1.215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형5-3]에서는 민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간접비 비율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비 

비율의 최소값(=0%)에서는 민간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0.0401개

의 지식재산권이 감소하였으나, 간접비 비율이 약 0.765% 수준에 도달하

는 경우 민간연구비 규모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모두 

상쇄되었다. 다시 말해, 간접비 비율이 상승해가면서 민간연구비 규모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그러므로 민간연구비 규모가 1억원 증가할 때 평균적인 간접비 비

율(=2.139%) 수준에서는 0.0724개의 지식재산권이, 극단값이 제외된 일반

적인 간접비 최대 상한값(=10%)에서는 0.4859개의 지식재산권이, 간접비 

비율의 최대값(=82.868%)에서는 4.319개의 지식재산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민간연구비 규모와 간접비 비율의 상호작용효과를 비교해

보면, 정부연구비에 비해 민간연구비에 대한 효과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5-1]과 [모형5-2]에 투입된 각 상호작용항의 계수값

(0.0302과 0.112) 비교 그리고 동일한 모형([모형5-3])에 존재하고 있는 두 

상호작용항의 계수값(0.0130 과 0.0526)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된 모형들([모형5-1], [모형5-2], [모형5-3])에서 통

제변수의 계수값 해석은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기본모형들([모

형1], [모형2], [모형3], [모형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시작연도

더미, 연구투입변수(총 연구기간, 투입된 박사 연구원 수), 세부과제 특성

변수(당해예산금액, 중소기업청 해당여부, 녹색기술과제 해당여부, 재원

더미, 연구개발단계더미, 연구개발성격더미)의 결과값들은 본 연구에 존

재하는 모든 분석모형에서 일관성 있게 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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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강건성검토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과 및 성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

른 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투입과 산출 사이에 필연적으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연구개발투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경쟁

상태가 치열할수록 시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어 왔다(이경석 외, 

2006). 연구개발활동은 보통 중장기적인 (Ernest, 2001)성격을 가지므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투입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차가 고려되어

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에 시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연구개발성과유형에 

관계없이,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오래전부터 강력히 지지되어 왔다. Hall 

외(1984)는 특허와 R&D활동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차연구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ranch(1974)의 연구

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개발성과(특허)간의 관계를 실증 분

석하는데 있어서, 4년의 시차를 두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인 정병호 외(2012)의 연구에서도 연구비와 학술성과(논문)사

이에 약 1~4년에 걸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대 4년까지의 시차를 고

려하여 정부/민간연구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민

간연구비 규모와 간접비 비율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연구시작연도가 2012년인 연구개발사업만을 분석의 대

상(n=6,561개)으로 삼고, 분석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으로 설정한 후 

동일한 분석틀과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강건성 검토를 위한 연구모형에서도 앞선 분석결과와 유

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정부연구비 규모는 모든 모형에서 연

구개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민간연구비 규모는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간접비

비율과 정부연구비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는 앞선 모형과 유사하게 연구개

발성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비 비율과 민간연구

비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는 앞선 연구분석 결과와 달리 모형별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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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지식재산권 수 [모형6-1] [모형6-2] [모형6-3] [모형6-4]

정부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0.277*** 0.158*** 0.318*** 0.231***

(0.00963) (0.0152) (0.0189) (0.0239)
민간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0.104*** -0.111*** -0.0634* -0.0344

(0.0137) (0.0288) (0.0343) (0.0416)
간접비 비율 (단위: %) 0.103*** -0.0284* 0.0406** -0.0319*

(0.0133) (0.0145) (0.0179) (0.0191)
정부연구비 규모*간접비 비율 0.0198*** 0.0171***

(0.00539) (0.00636)
민간연구비 규모*간접비 비율 0.0484*** 0.0238

(0.0149) (0.0165)
관측치 수 6,561 6,561 6,561 6,561

R-squared 0.385 0.421 0.444 0.473
OLS YES YES

중소기업 수 4,844 4,844
중소기업 FE YES YES

Note 1. 2012년에 시작된 세부과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Note 2. 통제변수는 <표 5-4> 및 <표 5-5>와 동일하게 투입했으나, 결과값은 생략하였다.

Note 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ote 4. *** p<0.01, ** p<0.05, * p<0.1

있었다. 즉, 고정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모형6-2]에서는 간접비비율이 민

간연구비 규모의 연구개발성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강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고정효과를 사용한 [모형6-4]에서는 상호작용항 계수값 

크기와 방향이 [모형6-2]와 유사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는 어려웠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5-6>에 제시되어있다.

<표 5-6> 강건성 검토결과

 

제 5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가설검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연구비 조달구조(직접연구비 규모 및 민간연구

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차적으로 연구비 조달구조와 연구비 집행구조(간접비 비율)의 상호작

용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연구가설1은‘정부연구비 규모’가 지식재산권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가설2는‘민간연구비 규모’가 지식재산권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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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1 모형5-2 모형5-3

연구

가설1
지지 - 지지 지지 지지 - 지지

연구

가설2
- 지지 기각 기각 - 지지

일부

지지

연구

가설3
- - - - 지지 - 지지

연구

가설4
- - - - - 지지 지지

에 대하여, 연구가설3은‘정부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간접비 비율’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하여, 연구가설4는‘민

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간접비 비율’

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분석가능한 모든 모형에서 지

식재산권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이 강력하게 지지되었

다. 그러나 민간연구비 규모가 지식재산권 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였는바, 연구가설2가 지지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한편, 

간접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

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양(+)의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 분석가능한 모든 모형에서 연구가설3과 연구가설4이 지지되었다.

<표 5-7> 연구결과의 요약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째로,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증가하였지만, 민간연

구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성과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았다. 

즉, 정부연구비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효과적이지만, 민간연구비는 반드

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연구가설1 지지 & 연구가설2 일부 지지)

  둘째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정부연구비는 민간연구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연구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일한 금

액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을 때, 보다 많은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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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금은 민간연구비가 아니라 정부연구비라는 것이다. 

  셋째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3 지

지 & 연구가설4지지)

  마지막으로, 정부연구비 자체는 민간연구비보다 효율적인 연구자금이

었으나,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정부연구비 보다 

민간연구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은 정부연

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지만,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을 

보다 급격하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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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정책적시사점

  중소기업이 획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는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

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연구비 제공에 대

한 반대급부로써 연구개발성과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정부는 적절한 감

독을 통해 연구개발주체(중소기업)의 연구비 집행 행태를 통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인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대리인으로 파악하고, 주인-대

리인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연구수행주체(중소기업)가 내부 조

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은 정부연구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대리인이지만, 내부창출연구

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신이 바로 주인이 된다. 이때 정부와 중소기

업 양 주체 간의 유인구조(incentive)는 자연스럽게 일치된다. 더하여, 1:1 

매칭펀드와 같이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내부연구비 포함)가 함께 투

입되는 경우에도 정부와 중소기업의 간의 유인구조(incentive)가 일치된

다. 결국,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유인구조(incentive)가 자연스럽게 일치

되는 구조 하에서, 중앙집권적 규제의 비효율성이 노출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는 공공부문(정

부)의 사업성과임과 동시에 민간부문(중소기업)의 사업성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비 집행에 관한 적절한 통제수준을 설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민간연구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딜

레마적 상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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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민간연구비 규모는 연구개발성과를 반드시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

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정부연구비의 효율성이 월등히 높았다. 다시 

말해, 정부연구비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두 민간연구비를 능가하고 있었다.

  둘째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

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은 모두 상승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정부연구비에 비하여 훨씬 가파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비 집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될수록 보다 

많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고, 특히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은 민간연구비

의 효율성을 보다 많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비 사용에 대

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정부연구비 그리고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보다 많은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

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황광선 외,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

과를 높일 수 있는 영향요소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정부의 한정된 자원과 

제한된 영향력 속에서, 국가 R&D 예산에 대한 효율적·전략적 자원배분

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될수록 연구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연구개발성

과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예산정책 수립에도 일조할 수 있다.

제 2절 정책적시사점과 실무연계방안

  본 연구의 시사점은 실무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간접비 비율의 상한은 5%로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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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40),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좀 더 상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41)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2017년에는 기술전문기업

에 대한 간접비 비율의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었다.42) 이처럼 중

소기업의 간접비 비율 상한을 증대한다면, 실무적 필요를 고려함과 동시

에 연구개발성과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비 통제의 측면에서 간접비산출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변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

구기관, 비영리법인 그리고 대학은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제시한 간접비 

비율의 계상 및 산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간접비 계상 비율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

신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전연도의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나 원

가 산출 기준 등에 의거하여 간접비를 계상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관

들은「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한 등급의 간접비 가감률

(2% ~ -2%)을 적용받는다. 또한 부당하게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발견되

면 적발건수에 따라 최대 –3%의 감률이 적용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 미래창조과학부 2016; 간접비산출위원회 2015)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연구비 통제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상한 비율은 높이

되, 다양화·다각화된 감률제도를 통해 연구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통

제 제도가 신설된다면,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짐과 동시에 효과적인 연구비 

통제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전통적인 집행관리’에서‘적극적인 

성과관리’로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40).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
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간접비로 계상한다. 단, 기술전문기업은 간접비를 직접비의 
10% 이내까지 계상할 수 있다(중소기업벤처부, 2017).

41)“정부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간접비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17%)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뉴시스, 2016년 12월 28일)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9_0014139513&cID=10401&pID=10400)

42)“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간접비 계상비율 5%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을 거쳐 1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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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연구비 및 민간연구비가 연구개

발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구비 집행상 자율성 정도가 해당 영향에 

주는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즉, 연구비 조달측면(정부연구비 규모 및 민간연구비 규모)과 연구비 집

행측면(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이 함께 고려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비 구조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를 단순하게 간접비비율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간접비 항목에도 직접비 항목과 같이 고유한 목적

(예: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등)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한계

상, 간접비 구성항목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확보할 수 없었다. 단, <부

록 2>를 토대로 하여 자율성과 무관한 비목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

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율성과 무관한 자

금의 비중이 세부사업마다 고정적이거나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둘째로, 역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간접비 

비중이 높아져서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져서 간접비 비중이 늘어날(예: 많은 성과급을 줄 수 있거나, 많은 

지원인력을 고용하여 지원인력 인건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거나, 연구단 

운영비를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음)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용한 시간별 패널분석이 아닌 세부과제별 

패널분석이기 때문에, 시간적 인과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확신이 

부재하다. 이처럼 역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

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 항목으로 지식재산권(특허포함) 

건수라는 1차적 성과만 고려하였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과 같은 경영성과(2차적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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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함이고,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수행주체에게 연

구비를 지원하는 이유 역시 파급효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

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결국, 지식재산권 수로 측정된 1차적 성과는 

기업 및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1차적 성과는 2차적 성

과 및 파급효과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넷째로, 연도별 세부과제 데이터를 단년도 세부과제 데이터로 통합하

는 과정에서 변수 특성마다 연구목적에 맞게 최대한 적절한 수정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 이후에도 중소기업 개체 데이터는 상대적으

로 많지만 중소기업 개체를 구성하는 세부과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

어, 충분한 개체 고정효과를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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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번호 54~55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

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

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국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번호 57~58 (개발단계)>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부록 1: 한국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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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

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

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

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

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
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

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

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

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

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

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

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록 2: 간접비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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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

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

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

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

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자료: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벤처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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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D Cost Structure 

on R&D Performance:

in the Case of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Participating in National R&D project  

Joonbeom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midst of an unprecedented growth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R&D, an effective control system on the use of R&D 

funding is strongly demanded and required. However, an excessive 

regulation might hinder further improvement in R&D performance 

which in turn also endangers the underlying objective of a provision of 

R&D funding. Furthermore, concerns could arise from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ere securing an adequate level of R&D 

funding is vital. 

Therefore, in this study, we sought to find clues for the 

solution of such dilemma by identifying the mechanism between R&D 

cost structure and R&D performance. Specifically, it is rai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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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of 'Can autonomous using of R&D expense increase the R&D 

performance?' by setting the research target of SMEs funded by the 

national R&D project. R&D cost structure could be recog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nding and expenditure. The effect of a high level 

of autonomy for R&D expenditure on the R&D performance is mainly 

analyz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 funding structu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D performance(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R&D 

funding structure(the size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 and 

the interaction variable is the R&D expenditure structure(ratio of 

indirect costs). The control variables were set by using various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There are four conclusions that can be gain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larger the government funding, the greater the 

R&D performance. However, even if the private funding is increased, 

the R&D performance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In other words, 

although government funding is always effective on R&D achievements,  

private funding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Second, government funding 

is more efficient than private funding in creating R&D performance. In 

other words, when the sam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it is the 

government funding that can generate more R&D performance.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autonomy in R&D expenditure, the higher the 

efficiency of both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s effects on the 

R&D performance. Finally, the autonomous using of R&D expenditure 

raises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funding and the private 

funding as well.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funding is strengthened 

more rapidly. In summary, it is concluded that the autonomy of R&D 

expenditure increases the efficiency of both R&D funding (especially 

private funding).

The results seem to be attribute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D projects, which both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 



is simultaneously invested as 1:1 matching funds. In other words,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the incentive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SMEs naturally coincides with each other, the inefficiency of centralized 

regulation is spread especially to private funding.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e autonomy of 

using R&D expense should be secured basically. For example, if the 

upper limit of the indirect cost ratio is ascended as well as 

reduction-systems for fraudulent use are established, not only the R&D 

performance would be improved but also the effective control system 

of R&D expenditure could be operated. By examining an interaction 

among manifold administrative values (i.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autonomy) through the nexus of R&D cost and performance, this paper 

draws an implication that can increase R&D performance of SMEs in a 

short-term but also can contribute to the emergence of an efficient 

R&D fiscal policy in future which refers to a shift from 'a sheer 

executive management' to 'an active performance management'. 

Keywords : R&D Cost Structure, Indirect Cost Ratio, Autonomy, National 

R&D projects,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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