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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 목적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설립 초기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중 “기술개발 집중기

업”, “매출 성장기업”과 “해외 진출기업” 등 3개 설립유형 기업의 혁신과 성장요인

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전문가 FGI(Foc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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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새로운 사회체제를 ‘지식기반 경제’로 

정의하고, 1998년 세계은행은 지식혁명을 통한 ‘지식 경제 시대’를 선언하면서 

21세기는 빠른 속도로 ‘지식 중심사회’로 전환하였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은 

‘산업의 지식화’와 ‘지식의 산업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굴뚝 산업에서 

지식ㆍ정보ㆍ창의력을 바탕으로 소프트한 ‘지식기반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원천

으로 인식하고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해서 확

Interview)를 실시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과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

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과 설립기업 산업 분류에서 IT, BT 분야 설립이 높은데 

이를 특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3개 기업 사례 및 FGI 연구 결과 경영혁신 측면에서 마케팅조직 강화, 시

장 다변화 정책 강화, 비즈니스 모델발굴, 경쟁제품의 모니터링 분석 체계 마련 등

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대기업과 상생 협력 가치사슬 및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 세계 1등 기업육성 차원에서 팔리

는 제품생산을 위한 기획과 경영전략 지원제도 강화와 전북 연구소기업 성장 과정 

전주기 모니터링제와 선순환 구조 제도를 도입하는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매출 없는 기업에 대해 핵심기술 가치 평가를 거쳐 회생절차 정책개발

과 성장단계별 책임성을 동반한 코칭 프로그램 도입도 주문하였다. 이어 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제도 시행과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전문가 풀제 도입 등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전라북도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종자 산

업 특성화 육성과 IT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육성 정책발굴 그리고 전북지역 중소기

업 기술혁신을 지원제도 강화와 공공 연구기관 기술마케팅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전략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 연구소기업, 혁신과 성장요인, 기술혁신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업가 역

량, 창업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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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및 기술기반의 혁신 창업을 강조하는 목적은 창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기술기반창업은 일반창업과 비교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효과가 더 크고, 일반창업과는 달리 기술창업은 기술의 우월성, 높

은 R&D 집중도, 혁신기술의 창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신규 제품과 서비

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동평 외, 2018).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3년 생존율이 50% 이하

이고 5년 생존율은 약 27%지만,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의 경

우 1～5년 생존율은 대부분 80% 이상으로 나타나 창업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

장지원과 육성에 바람직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앞서 제시한 지식기반 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을 동반하는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앞다투어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연

구소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대전의 대덕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광주, 대구, 부

산, 전북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 같은 지역별 확대 지정은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별로 과학기술 혁신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지역 도시 간 

경쟁으로 국가 단위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혁신역량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엄익천 외 2017).

연구개발특구 지정 4년 차를 맞이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실태 파악, 지역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기반 창업 실

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은 매우 중요한 중장기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들은 3년 미만의 설립 초기기업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 현황, 연구소기업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개선방

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소기업의 성장 모델을 발굴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개선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발굴이 절실하다.

2) 연구 목적과 의의

연구소기업 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목적으

로 2005년 1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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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공공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로 성장한

다는 연구결과로 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5년 정책 시행 초기에 연구소기업은 매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정부

의 창업 정책 강화, 설립 주체의 다양화 및 공공연구기관의 인식과 역할 변화

에 기인하여 지난 2014년부터 증가추세가 시작되었고 최근 3년간 높은 증가율

로 2019년 700개를 넘어섰다. 연구소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이제는 질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술기반의 신생벤처 기업인 연구소기업의 어떤 역량을 강화･육성해야 

초기에 성장단계에 안착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향후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

업에 대한 성장 지원모델 제안이다. 둘째,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정책발굴의 기초를 제시하는 것이

다. 셋째, 앞선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제시를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발굴의 초석이 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의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소기업 및 벤처창업 등 관련 논문, 학회지, 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한다. 

2016년～2018년까지 설립된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중 기술출자 연

구기관이 전북지역과 전북 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북 외 지역 연구기

관의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중 설립 초기특성을 가진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은 “기술

개발 집중기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전북지역 연구기관 기술출자로 설립된 연구

소기업 중에서는 “매출 우수기업”과 “해외 진출기업”을 발굴할 수가 있었다.

연구소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례연구로 진행됐는데, 그 초점은 

국내 연구소기업과 유사한 해외의 스핀오프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관한 연구

(Ndonzuau et al. 2002)가 주목할만하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사례연구에 있어 

FGI의 적용은 이 연구 방법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FGI(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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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terview)는 연구소기업의 전문가그룹의 희소성을 고려한 것으로, 단기

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의 진단이 가능하여 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두 연구 방법의 장점을 

고려하여 사례연구와 FGI 연구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모델을 채택한다.

사례연구에서 찾은 혁신과 성장요인 특성을 기반으로 FGI 연구를 통해 연

구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연구소기

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관한 정책발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혁신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혁신과 성장 개념

① 기술혁신과 성장

기술혁신은 슘페터가 ‘경제발전의 이론’(1934)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언급

하며 혁신(inno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시작되었다. 슘페터는 혁신 개념

을 제품, 공정, 생산자원, 조직 개선,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장 창출과 활용이

라는 새로운 자원결합(new combination)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다(Schumpeter, 

1934).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처음으로 주창한 학자로서 기술혁신을 공정, 시

장, 재료 및 조직 등 생산수단에서 새로운 결합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

산하고 마케팅 및 판매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Schumpeter, 1961). 그리고 

기술혁신은 시작되면 왕성하게 군집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

친다고 말하고 시대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함을 규명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

는 혁신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Utterback & Abernathy(1975)는 제품혁신

(product innovation)과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크게 나뉘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Kimberly & Evanisko(1981), Damanpour & Evan(1984) 

등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technicalvs. administrative innovation)으로 혁신을 

구분하여 기술발전과 기술경영이라는 동태적 관점의 연구를 하였다. Dewar & 

Dutton(1986), Nord & Tucker(1987)는 ‘급진적 혁신 혹은 점진적 혁신’(radical 

vs. incremental innovation) 관점을 프리먼(Freeman, 1982)은 ‘기술, 디자인, 제

조, 관리, 상업 활동이나 새로운 혹은 향상된 공정이나 장비를 최초로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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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포함’한 산업혁신 관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어 Rothwell & 

Gardiner(1985)는 근본적 혁신만이 아닌 기술적 노하우라는 작은 변화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Drucker(1985)는 ‘혁신은 일종의 

원칙이며, 학습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운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혁신을 경제

적 논리와 학습 효과를 통한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Porter(1990)도 기업

이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연구와 노력은 혁신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환경과 시대

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자 (innovator) 또는 혁신기

업은 기존 기술지식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보고, 이 같은 활동을 기술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Kong Rae Lee, 1998). 

(2)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요인 선행연구

① 혁신과 성장요인 구성요소

연구소기업의 성장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첫째, 창업자의 자원과 성장 간 

관계 연구 둘째, 연구기관의 제도적 요인과 성장 간의 관계 연구 셋째, 환경적 

요인과 성장 간의 관계 연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창업자의 자원과 성장 연구로 Cooper and Bruno(1977)는 신기술기반

기업(NTBFs)의 초기 역량은 설립자의 역량과 일치한다고 밝혔고. Wright et 

al.(2004)은 스핀오프 기업의 자원구성과 모험자본 제공자의 출현 간의 관계를 

탐구 연구하고, Heirman and Clarysse(2004)는 사업모델과 벨기에의 신기술기

반기업(NTBFs) 성장을 연계하여 기술개발 사이클의 단계와 기업 기술의 범위

와 혁신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둘째 연구기관의 제도적 요인과 성장 간 관계 연구에서 Moray and Clarysse 

(2005)는 연구기반 스핀오프 성과요인으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 제도적 맥락, 

기술이전 정책, 기업형태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McMillan et al.(2000)의 연

구 결과에서는 창업자가 이전에 속해 있던 모태 조직의 지향성이 연구기반 스

핀오프의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Rothaermel 

and Thursby(2005)는 연구기관과 후원 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환경적 요인과 성장 연구 분야에서 Link and Scott(2004)는 스핀오프의 

입지(location)를 강조했는데, 이들에 의하면 과학단지가 스핀오프 발전을 위한 

촉매자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Ferguson and Olofssen(2004), Lindelof and 

Lofsten(2004), Link and Scott(2004)는 과학단지 내부와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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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계를 조사하여, 연계의 본질에 따라 연구기반 스핀오프와 신기술기

반기업(NTBFs)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세 분야의 기존 선행연구에 더하여 자원 기반적 관점에

서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mit & Schoemaker 

(1993)은 자원을 기업의 축적물(stock)로 역량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

인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

다. 자원(resources)은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이용 가능한 요소의 

축적물이고, 역량(capabilities)은 기업의 자원을 배치(deploy)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이면서, 혁신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역량은 정보에 

기반한 기업 특유의 유무형의 프로세스이고 기업의 자원 간에 복잡한 상호작

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발된다고 보았다.

② 연구소기업의 혁신요인

가. 기술 역량(Technological Capability)

Shou et al.(2014)도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기술개발, 신제품개

발, 제조 프로세스로 구분하고, 기술 역량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밝혔다. 윤주형(2018)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 

역량을 기술혁신역량(내적 기술 역량)과 기술협업역량(외적 기술 역량)으로 구

분하여 기술혁신역량 중에서 R&D역량은 재무성과에, 기술축적역량과 기술혁

신체제는 시장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종덕

(2015)은 핵심역량인 기술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고

객성과, 내부프로세스와 학습과 성장에는 유의한 의미가 있지만, 재무성과와는 

장기적인 성과에만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OECD가 구분한 기업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의 

네 가지 형태이다. 이를 토대로 신동일(2018)은 혁신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을 수용하여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으

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혁신 활동 내용을 포괄하고 혁신 활동 본질 차이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기술혁신(technical innovation)과 경영혁신(administrative 

innovation)’으로 분류하고, 기술혁신의 세부 항목으로, 기술, 제품혁신, 역량관점

을 경영혁신의 세부 항목으로는 사업부 전략개념으로 정리하였다.1).

나. 네트워크 역량(Network Capability)

최근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기업은 공급업체 및 경쟁업체와 외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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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중요하고 외부자원으로부터 귀중한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과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Teng and Cummings, 

2002). 즉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노하우를 제공받으

며(Watson, 2007),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성을 높이는 역량 향상은 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Turner and Pennington, 2015). 내부자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성장 초기 벤처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aum et 

al. 2000; 최종열 2015). 특히 소기업은 인프라 부족, 인적 자본 부족, 사내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보다 실패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소기업은 

외부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조직 간 관계를 활용하는 관리 방법을 통해 이익을 

새로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Parida and Ortqvist, 2015).

Walter et al.(2006)'은 네트워크 역량을 조정(coordination), 관계적 기술(relational 

skills), 파트너 지식(partner knowledge), 내부 커뮤니케이션(internal communication)

의 4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 구조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역량을 다른 주체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조직간 

연계를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하였다. 이를 더 발전시킨 Parida and Ortqvist(2015)는 Walter et al.(2006)의 

하위 구성요소에 새로운 파트너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추가하

는 내용으로 새로운 파트너 관계에 대한 개방성 능력을 추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Ahmad et 

al.(2018)는 기업역량을 분석적 계획, 혁신, 집행･실행, 리더십, 팀워크 및 네트

워크로 전제하고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해당 역량이 기업성

과에서 네트워크 역량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Walter et al.(2006)은 네트

워크 역량이 기업성과인 매출 성장, 직원당 매출, 이익달성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여 네트워크역량이 기업의 성공에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론도 있다. Parida and Ortqvist 

(2015)은 네트워크 역량은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네트워

1)

혁신요인

기술혁신 기술, 제품혁신, 역량관점
연구역량 함양(내부요인)

기술 협력 활동(외부요인)

경영혁신 사업부 전략의 개념
최고경영자 특성(내부요인)

경영전략(사업전략의 개념, 외부요인)

출처: 신동일 (2018 : 82).

표 1. 소기업 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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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역량과 ICT 역량이 결합한 재정적 여유는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웨덴 기술기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역량과 ICT 역

량이 재정적 여유와 함께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밝혔다. 

Watson(2007)는 기업성과(생존, 성장 및 수익성)에 대한 네트워킹의 영향분석에

서 네트워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수익성

(ROE)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음을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연구소기업에서 네트워크 역량은 초

기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는 볼 수 있다(Parida and Ortqvist, 2015).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하

여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과를 향

상한다는 결론(Baum et al., 2000)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 밖에 연구개발집중도(R&D Intensity)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

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들이 대부분 설립 초기기업으로 연구개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연구소기업의 성장요인

가. 기업가 역량(Entrepreneurial Capability)

벤처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가 역량이 기업의 핵심역량이자 기업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성공의 중심에

는 항상 기업가(entrepreneurs)가 있으며, 기업가의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 Kuratko(2014)

는 “기업가는 조직하고, 관리하고, 사업의 위험을 책임지는 자라고 강조하고 

기업가란 기회를 인식하고 점유하는 혁신자 또는 개발자로 정의하며, 기회를 

실행할 수 있고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로 전환하고, 시간, 노력, 돈 또는 기술을 

통해 가치를 향상하는 주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경쟁 시장의 위험 속에

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그 노력을 통해 보상을 실현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기업가 역량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역량에 대한 접근방

식(the personality and competency approach)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특성에서

는 기업가의 경직된 특성, 고정된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역량접근방식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량 

접근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업가 역량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 및 태

도를 통합 구성요소로 정의하고(Wagener et al.,(2010) & Kyndt and Baert(2015), 

Man et al.(2008)는 12가지의 개별적 역량(위험과 난관을 극복하는 대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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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조직의 중･장기목표 비전 제시, 시장 통찰력,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위한 

학습 지향성, 인내심, 위험 감수 및 기회식별 포착 능력, 잠재적 수익 인식과 

재무적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독립성, 자기 지식 및 자신감,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 능력, 사회적 책임 및 환경적 능력, 설득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김경식(2005)은 벤처기업가 역량을 기술 역량, 성취역량, 창의성 역

량, 전략적 역량, 개념화 역량, 조직화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감지 역량으로 

분류하여 벤처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에서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기업가 역량과 

성과 간의 연관성을 밝혔다. 또한, 정주호(2010)는 창업가의 역량(관리역량, 비

전 제시, 리더십) 중 관리역량과 리더십이 경영성과인 재무성과 및 마케팅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충북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통해서 밝혔

다. 이인기･양동우(2016)는 기업가는 기업의 전략을 포함하여 대부분 주요 의

사결정의 주역이며 그 결정에 따라 기업 활동이 추진되고 기업가의 지식, 경

험, 기술 능력으로 대변되는 기업가 역량은 기업의 핵심역량이자 기업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는 대부분 설

립 초기 신생 벤처기업인 연구소기업도 기업가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창업가 특성

창업자의 특성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벤처 성과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연

구마다 결과가 불일치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Cooper(1993)는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자 특성을 선

천적 요인, 가족 관계, 교육 정도, 이전경력, 관련 경험, 배태조직 유형, 일반적 

환경 요소 등으로 설정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의 능력과 벤

처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의 능력을 크게 세 가지 영

역 즉, 관리적 능력, 기술적 능력 그리고 기업가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SandBerg & Hofer(1987)는 벤처기업의 성과에서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윤종록･김형

철(2009)은 창업가 역량(관리적 역량, 기술 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은 경

영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는 창업가 역량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매개변수에 의해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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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술기반 벤처기업 조직의 특성은 성과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나 어

떤 구조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장수덕과 이장우(1998)는 벤처기업의 조직적 특

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1) 벤처기업은 명확한 부서 구분 없이 팀제 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2) 작은 계층구조와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

짐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이 부족함으로 대부분의 기술중심 벤처기업은 자금을 외부

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자금조달 능력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자금조달 능력은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

술이나 제품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벤처기업이 확보한 기술이나 

제품의 특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필수 자원이다(이정수, 1998). 중소

기업 성장 요소에 관해 국내외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동일(2018)

은 성장요인을 기업 특성(기업운영과 관리)과 기업전략(전사 전략)으로 유형화

했다.2).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요인을 연구한 신동일(2018)의 구분을 

적용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모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기업

(1) 연구소기업의 개념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INNOPOLIS Research-based Spin-off 

Company)’을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 주체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

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

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기업은 공공 연구기

2)

성장요인

기업 특성 기업운영과 관리 측면
창업자 특성(내부요인)

조직 특성(내부요인)

기업전략 전사 전략의 개념
수출(브랜드, 외부요인)

네트워크(협력, 외부요인)

출처: 신동일 (2018 : 86).

표 2. 소기업 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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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

북)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

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말한다.

(2) 연구소기업 국내ㆍ외 연구 동향

① 해외연구 동향

해외연구 동향은 일반 벤처ㆍ창업과 비교한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특수성 연

구가 많은데 공공 영역의 연구기반 스핀오프 중에서도 대학에 집중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사례는 국내처럼 연구소기업에 대한 제

도는 없지만, 과거부터 공공 연구기관 또는 대학 기술의 배태 기관으로부터 

투자 형태로 스핀오프가 창업되어 이 부분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

서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성장과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하는 배태조직과

의 지분 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Ndonzuau 외(2002)는 대학과 스핀오프의 관계 연구에서 기관-기업 간 지분 

관계의 선별적 형성 연구를 하였고, Lerner(2004)는 대학의 스핀오프 설립 역

할연구에서 대학 보유의 벤처 기금으로부터 출자가 진행되는 경우 대학의 자

원 자체가 일반적으로 씨드 펀드로 투입되어 대학과 스핀오프 간 특수관계가 

발생함을 밝혔다. Clarysse 외(2005)는 유럽 연구기관의 스핀 아웃에 관한 연

구에서 그들은 스핀 아웃 이후 초기 단계에서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하

고 seed 단계 또는 pre-seed 단계에서 민관의 협력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TTP(The Technology Partner-ship in Cambridge) 연

구에서 직접 스핀 아웃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한 기술사업화의 성공적인 사

례 중 하나임을 제시하였다. Bray and Lee(2010)는 지분 관계로 맺어진 공공

연구기관과 스핀오프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보다 매우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

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벤처 투자보다는 배태조직과의 연계성이 중요함을 밝

혔다. 

이렇듯 해외 선행연구는 배태조직과 스핀오프 기업 간 출자를 통한 특수관

계 형성으로 기술사업의 성공적 사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및 대학의 출

자를 통해 설립된 기업의 성공 요인 연구가 수행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

이며 연구기반 스핀오프라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 스핀오프에서는 개발단계에서의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 대학 특유의 지적 재산권 관련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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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우 적은 수의 경우만이 기술적, 상업적 개발 사이에 대학으로부터 재정

투자가 수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선별적인 출자를 통해 대학과 스핀오프 

사이에 지분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②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 연구소기업의 학술적인 연구는 2008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초기연구에 해당

하는 배용국(2008)의 연구에서는 당시의 국내 연구소기업의 한계를 지적하였

는데, 연구소기업의 모태 출자기관인 대학 및 연구기관이 투자를 통해 지속적

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장을 지원하는 데 반해, 국내의 경우는 기술출자 연

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해서

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단계에서 기술출자의 대상이 되는 대학ㆍ공공기관과 투

자기관과의 협력적 출자 관계에 대해 강조하였다. 양영석ㆍ최종인(2010)은 공

공 연구개발 기관의 효율적인 기술사업화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사업화의 한 

방안으로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2006년도부

터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평가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소기업의 실질

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양적 성과 중심의 제도개선보다 기술사업

화 모델로서 연구소기업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종인 외(2012)는 연구소기업을 사례 연구하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헤

모힘(제품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소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

요하며, 연구개발의 목적이 사업화를 전제로 한 과제 필요성을 정책 제안하였

다. 아울러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 사업관리, 개방형 혁신 촉진

을 통한 외부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앞의 연구와는 맥락을 달리하는 이성상(2014)의 연구는 연구소기업에 있어

서 창업가의 의지, 즉 기업가 정신이 연구소기업 설립ㆍ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특성과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로짓 모

형 분석을 통해 창업 활동에 참여가 기업가 정신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은 매출액,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강화까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함양욱(2016)은 연구소기업인 콜마

비앤에이치의 성공사례 연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의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도

출하는 연구를 통해 연구소기업 성공 요인을 기술시장 주체로 구분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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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연구소기업이 연구원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저자
(연도)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 결과

배용국
(2008)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외국의 선진사
례 고찰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 제시

연구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
로, 연구자의 휴ㆍ겸직에 관한 법령 마련, 

기술료 등을 기술사업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등 제언

최종인 외
(2012)

연구소기업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콜마
비엔에이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성공 요인 등 파악

연구자의 능력과 열정, 파트너기업의 경험, 

연구소의 지원을 연구소기업 성공 요인으
로 제시

이성상
(2014)

연구자의 창업 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 정
신의 확산 및 강화가 연구소기업 설립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소기업의 설립 여부와 설립 건수는 연
구자의 창업 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 정신
의 확산 및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함형욱
(2016)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엔에이치의 성공사
례 연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의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도출

연구소기업 성공 요인을 기술, 시장, 주체
로 구분하여 연구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연구소기업이 연구원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

이건범
(2016)

연구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요인 간 상관
관계 규명을 통해서 연구소기업의 성장요
인 분석

연구소기업의 경영역량과 기술의 사업성, 

출자 자산규모, 정부지원금의 활용 등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정혜진
(2016)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이 연구소기업 
설립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 중 연구인력과 
특허출원이 많을수록, 특구 내 위치한 기
관(지리적 위치)일수록 연구소기업의 설
립과 숫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정우
(2016)

국내외 연구소기업 지원정책과 성공사례
를 통해서 연구소기업의 성공 요인과 향후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향 제시

기술경쟁력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
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기
술사업화를 위한 질적 성장과 차별화된 성
장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 전방위적인 기
술사업화 정책 추진 제언

김강우
(2017)

연구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구
소기업 성장요인 분석과 제도적 의의 도출

R&D 자금지원 여부와 기업의 위험 감수
성은 재무적 성과에, 제품화 및 마케팅 능
력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곽길화
(2017)

연구소기업과 이스라엘 기술 인큐베이터
를 중심으로 기술 창업 정책 비교연구(유
사점,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연구소기업 심사강화, R&BD사업의 마일
스톤 세분화, 비R&D 부문의 지원방안 마
련 필요 등 정책 시사점 도출

길운규
(2017)

연구소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정책 제안
투자시장과 자금시장 기반조성, 세제 혜택 
강화, 연구소기업 특화성장 프로그램 구축 
필요 등 제언

표 3.연구소기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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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범(2016)도 연구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요인 간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서 연구소기업의 경영역량과 기술의 사업성, 출자 자산규모, 정부지원금의 활

용 등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혜진(2016)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이 연구소기업 설립에 미치는 영

향 연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 중 연구인력과 특허출원이 많을수록, 

특구 내 위치한 기관(지리적 위치)일수록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숫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규명하였다. 이정우(2016)는 국내외 연구소기업 지원정책과 

성공사례를 통해서 연구소기업의 성공 요인과 향후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향 

제시하는 연구에서 기술경쟁력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

구성과물의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질적 성장과 차별화된 성장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 전방위적인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제언하였다.

김강우(2017)는 연구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요인

에 대한 조사를 통해 R&D 자금지원 여부와 기업의 위험 감수성은 재무적 성

과에, 제품화 및 마케팅 능력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다는 연구소기업 성장요인 분석과 제도적 의의 도출하였다. 곽길화(2017)는 연

구소기업과 이스라엘 기술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술 창업 정책 비교연구

(유사점,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하는 연구에서 연구소기업 심사강화, R&BD 

사업의 마일스톤 세분화, 비R&D 부문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등 정책 시사점 

도출했다. 그리고 길운규(2017)는 연구소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정책 제안

연구에서 투자시장과 자금시장 기반조성, 세제 혜택 강화, 연구소기업 특화성

장 프로그램 구축 필요 등 제언하였다.

3. 연구설계

1) 연구설계 개요

(1) 사례연구(Case Study)

본 연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들의 기술 및 성장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를 채택했다. Eisenharde(1996)가 주장한 연구주제가 

태동기에 있는 이슈이거나 선행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경우 사례연구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Gerring (2004)는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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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해 “유사한 단위보다 큰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를 집중적

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문제에 입각한 연구로서 사례연구는 미

리 설정한 관념이 아니라, 연구 현상이 전조가 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출발

해야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Stake(2005)는 주장한다. 

사례연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설립유형과 기술출자 연구기관을 고려한 전북 외 지역 연구기관의 기

술출자 연구소기업이며 기술개발 집중기업을 선정하였다. 둘째 2018년을 기준

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중 매출 상위를 기록한 기업을 선정하

였다. 셋째, 2018년 기준 해외시장 진출 연구소기업을 선정하였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4년 차를 맞이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들이 

대부분 창업 초기기업 단계에 있어 성장단계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2) FGI(Focus Group Interview)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설립 초기특성으로 성장단계별 성장요

인 분석하기에는 통계 및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3개 기업

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그룹 집중 인터뷰(FGI)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GI 연구 방법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함께하는 인터뷰로 연구참여

자의 의견과 생각을 얻기 위해 동질적인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자의 안내에 따

라 정해진 주제를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FGI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참여자의 

태도, 인식, 견해와 같은 질적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의 인원은 5

명에서 12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고, 적당한 인원은 6~8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

터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가 적당하다. FGI 연구의 장점은 수행

이 간단하고,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여 

타당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이강순, 2015). 

FGI 방법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는 첫째,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특징에 대한 진단과 둘째, 3개 사례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한 개선방안 셋째,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

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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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문제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기초 통계 자료 통해 전북 연구소기업 중 설립 초기 단계를 대표

할 만한 특징을 가진 3개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였다. 사례기업 특징 선정은 첫

째, 이 기업들은 기술출자기관이 전북 내외 연구기관으로 구분하였고, 둘째 

2015년～2018년을 기준으로 3개년 평균 성장률이 20%를 웃도는 고성장 기업

이면서 셋째, 2018년 기준 해외시장 진출한 기업을 고려하여 3개 기업을 선정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설립 초기연구소기업의 지속성 장, 설립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FGI 연구하였다. FGI

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한꺼번에 하는 인터뷰로 연구참여자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동질적인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

진 주제를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FGI의 실시목적은 연구참여자의 태도, 인식, 

견해와 같은 질적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연구참여자 개요

연번 전문가 성별 전문경력(년) 소속기관 유형

1 전문가 A 남 기술평가 20년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2 전문가 B 남 기술사업화 30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문위원

3 전문가 C 남 기술이전 20년 기술이전 컨설팅기업 대표

4 전문가 D 남 기술경영 30년 기술경영 컨설팅기업 대표

5 전문가 E 남 창업, 사업화 15년 한국기술거래사회 사무국장

6 전문가 F 남 창업, 사업화 30년 대학교수

표 5. 회차별 FGI 연구주제

회차 집중그룹 인터뷰 주제 장소

제1회 연구소기업 설립 현황과 ‘사례기업 유형’의 특징 진단 서울

제2회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개선방안’과 ‘추진과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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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진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FGI 연구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질문1 :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현황 및 사례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질문2 :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

엇인가?

질문3 :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앞의 문헌 연구를 토대로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에 관한 요인을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으로 1차 분류한 후, 2차 분류에서는 기

술혁신의 연구역량, 혁신역량으로 경영혁신의 창업자역량과 경영전략으로 구

분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연구소기업을 대

상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혁신과 성장요인에 관해 혁신관점과 성장관

점에서 접근한 후,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을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사례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기술혁신, 경영혁신, 비즈니스 모델, 성장 전략적 관점에서 제시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이 갖는 의의는 첫째, 연구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핀오

프 기업, 연구소기업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반영할 수 있으나 전북연구개발

특구 기업들의 특성상 설립 초기인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성

장요인에 대한 특징인 설립 초기 성장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74개 기업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중 기술개발(제품) 집중기

업, 매출 우수기업, 해외 진출(초기 수출)기업 등 3개 유형 사례기업을 중심으

로 사례연구를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셋째, 사례연구와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징을 기반으로 FGI 연구 방법을 병

행함으로써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 설립 현황에 대한 장단점 진단, 3개 사

례기업의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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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사례분석 FGI연구

연구소기업 혁신과 성장요인

⇨

연구소기업 사례분석

⇨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

기
술
혁
신

⚪연구역량
  -연구인력 및 개발집중도
⚪혁신역량
  -공동연구
  -창업자 전공

⚪혁신관점 ⚪개선방안
  -기술혁신
  -경영혁신
  -비즈니스 모델
  -성장전략

  -연구집중도
  -역량함양
  -최고경영자 특성

경
영
혁
신

⚪창업자역량
  -경력(경험)

  -경영철학(심리, 동기)

⚪경영전략
  -조직, 마케팅
  -네트워크

⚪성장관점

  -창업자 특성
  -경영전략
  -수출(브랜드)

  -네트워크(협력)

⚪추진과제
  -기업 유치
  -지원정책
  -육성정책

* [Focus Group Interview(FGI)]
그림 1. 연구모형

4. 전북 연구소기업 사례연구

1) 사례분석

(1) 전북연구개발특구 현황

구분 면적 ㎢
행정
구역명

관련 시설과 기관 기능

사업화 촉진 
지구

10,231
전주시 
완주군

-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장동연구단지
- 전북혁신도시
- 국립농업/식량/축산/원예 특작 과학원,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기초과
학지원연구원 전북센터

- 전북대 전주대

산업연구단지 
연구 주거단지 
연구기관

교육기관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499 완주군
- 전주 과학연구단지 완주 테크노밸리
- KIST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등
- 우석대

산업단지
연구기관
교육기관

농생명
융합거점지구

1,551 정읍시

- 첨단과학산업단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본부

산업단지
연구기관

계 16.281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7호(‘17.2.1)

표 6.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지구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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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운영 현황은 지정 첫해 2015년 3개 설립

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까지 74개가 설립되었고 2019년 100개 설립으로 늘

어났다.

구분

공공연구기관(제1항) 산학연
협력기
술지주
회사3)

(제2항) 

및 대학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4)

(제3항)

합계정출연
(연)5)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6)

지자체
출연
(연)

공익
법인

공공
기관

소계

2018 1 2 5 8 19 27

2017 2 1 3 22 25

2016 1 1 17 1 19

2015 3 3

합계 4 3 5 12 61 1 74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표 7.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출자 기관별 연구소기업 설립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개)

3) 산촉법에서“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일정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지주회사)를 
말한다(산촉법 제2조 제6호). 또한, 동법에서 “자회사(子會社)”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산촉법 제2조 제7호).
기술지주회사: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
분)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추기능 외2인 “선진 특허 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 방안과 특허 정책연구”, ｢특허청 정책보고서｣, 2008.7, 113면; 송완흡,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5, 5면 참조; 
김선정,“ 기술지주회사의 법리”, ｢상사법 연구｣, 제5권 제4호 2007), 한국상사법학회 
280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소유를 통하여 이를 지배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4) 벤특법상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벤특법 제2조).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아니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기관으로 ‘90년 2월 최초 설립 허가된 이래 ’14년 3월 설립된 건설기계부품연구
원까지 총 15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연구 _ 임진호　∣287∣

2018년 말 기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 총 74개 중 대학의 

기술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이 61개 기업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 연구기관은 16.2%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출자

는 5.4%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의 기술출자를 통한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서울 및 수

도권 대학이 20개,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가 설립한 기업은 15개, 대전 

및 충청권 대학이 11개 순이다.

특히 대학의 기술출자를 통해 설립된 연구소기업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이 총 31개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는 외부 

기업유치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

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기술분류는 BT 분야가 27개 기업으

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분야가 14개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북연구

개발특구가 농ㆍ생명 거점지구에 대한 인프라 및 정책의 효과적 측면이 고려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

기술 분류(6T)

소계

설립유형

소계
IT7) BT NT ST ET CT 기타

기존
기업 
전환형

신규창
업형

합작 
투자형

2018 7 6 4 2 8 27 11 11 5 27

2017 4 11 1 3 6 25 10 6 9 25

2016 2 9 4 4 19 7 3 9 19

2015 1 1 1 3 3 3

합계 14 27 9 5 19 74 28 20 26 74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라북도 연구소기업 현황

표 8.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분류 및 설립유형별 연구소기업 현황 (12월 기준/ 단위: 개)

7)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로서, IT, BT, NT, ET, ST, CT 등 6가지 
첨단 산업기술을 일컫는다. (1) IT(InformationㆍTechnology, 정보기술): 광통신 부품, 
집적회로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네트워크 등, (2)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
면서 첨단업종의 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향후 높은 성장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첨단 산업은 자체 산업뿐 아니라 여타 산업에도 기술파급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지식ㆍ기술파급 효과라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신산업 창출은 6T에 의하여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며, 2010년 이후 일어나고 있는 산업구조에서 생산방식의 변화, 즉 불연속적인 
기술발전 과정을 통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대 첨단 산업 기술 출처: 이강원 손호웅 (2016)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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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별 숫자는 ‘합작 투자형’ 이 29

개, ‘기존기업 전환형’이 27개, ‘신규창업형’은 18개이다. 이 유형별 기술출자 

연구기관은 ‘합작 투자형’ 29개 기업 중 다른 지역 대학의 기술출자가 16개 기

업,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7개, 정부 및 전문 연구기관이 5개 순이었다. 

‘기존기업 전환형’ 27개 중 다른 지역 대학 설립기업이 10개,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6개 순이다. ‘신규창업형’은 18개 기업 중 다른 지역 대학 기술출자 

연구소기업이 11개 기업,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개, 기타 5개이다.

연도 총매출액 증가율
평균 
매출액

최고 매출 
기업

최저 매출 
기업

매출 등록 
기업 수

매출 
미등록 
기업 수

2018 60,103,294 95% 1,669,536 18.507,351 4,545 36 38(74)

2017 57,032,745 70% 1,584,243 17,545,719 1,993 36 11(47)

2016 39,789,922 - 1,530,382 11,569,124 7,228 26 4(22)

출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http://sminfo.mss.go.kr/ 

표 9.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매출 평균 현황 (2018년 단위: 천원)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74

개 중 매출을 등록하지 못한 기업이 38개 기업으로 반수 이상이 되고 있다. 

전북 연구소기업 중 연구소기업 설립 초기기업으로 제품개발 완성하지 못하

였거나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아직 시장진출을 하지 못한 기업들로 추정

되고 있다. 그러나 매출을 기록하지 못한 기업이 단순히 제품개발 중이거나 

시장진출을 준비하는 수준인가에 대해있다.

매출을 등록한 연구소기업 중 12개 기업이 ’신규창업형‘, 11개 기업이 ’기존

기업 전환형‘, 13개 기업이 ’합작 투자형‘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구소기업의 

2017년 매출 증가율은 79%이고 전북 연구소기업의 경우 70%를 기록하여 비

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과 함께 3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해외 진출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개 

기업이 해외 진출하였고 물론 실적 규모 면에서 3억 원 이하이고 특히 4개 기

업은 수천만 원 수준이다. 진출 국가도 대부분 동남아지역에 치중되고 있다. 

다만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짧은 기간에 해외 진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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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업명

연도별 수출실적
국가명

기술출자
연구기관

설립유형
2016 2017 2018

㈜A 72 71 9.3 호주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기존기업 전환형

㈜B 274 225 334 중국, 홍콩 세종대학교기술지주㈜ 기존기업 전환형

㈜C - - 3.8 베트남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기존기업 전환형

㈜D - - 2.6 중국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합작투자 형

㈜E 1.1 14.6 26.4
캄보디아, 

태국, 중국
대전대학교기술지주 기존기업 전환형

출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라북도 연구소기업 현황 

표 10. 전북연구개발특구 해외 진출 연구소기업 현황 (단위: 백만 원)

(2) 사례분석

사례기업을 종합 정리한 기초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사업경력은 평

균 4년을 좀 넘는 수준이다. 매출의 규모는 각각 1억에서 11억 수준이며 매출

성장률은 ㈜넥서스비가 설립 2년 차인 2017년 285% 초 고성장률을 보였으나 

다음 연도인 2018년은 부진하였다. 또 ㈜지안산업은 2017년에는 다소 부진하

였으나 2018년 20.27% 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위에너지의 경우는 299% 

초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직 설립연도가 짧아 평균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구분 ㈜넥서스비 ㈜ 지안산업 ㈜ 위에너지

설립연도 2015.12.11 2013.07.03 2016.03.14

연구소기업 설립 2016.09.12 2016.03.08 2017.10.16

설립유형 기존기업 전환형 기존기업 전환형 기존기업 전환형

사업경력(년) 3.11 6.4 3.8

매출액(‘18년) 178,611 1,190,955 1,178,494

수출액(‘18년) - - 3.8

주력제품 진공 증착장비
무기 결합재, 지반고화재 

생산유통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연구개발 외

직원 10 9 17

특허 10건 3건 1

연구인력 비중 100% 100% 83.3%

연구집중도 100% 32.8% 87.5%

국제화 중국 진출(‘19) - 베트남

표 11. 인터뷰 사례기업 일반 특징 요약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290∣　全北學硏究 제2집

기술창업 기업의 성격상 연구개발 집중도는 ㈜ 넥서스비가 100% ㈜지안산

업이 32.8% ㈜ 위에너지가 87.5%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연구인력 비중도 앞선 2개 기업이 100% 

그리고 ㈜위에너지가 83.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제화 수준은 ㈜위에너지

가 지난해 베트남에 첫 수출을 기록하였고 2018년 기준이나 ㈜넥서스비가 올

해 중국진출에 성공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6가지 혁신요인은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지안산업의 R&D 역량함양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 ㈜ 넥서스비는 대학원 진

학 교육 지원하고 있고 ㈜ 위에너지는 사내 및 외부 교육지원과 인센티브 보

상제와 직무발병 보상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공통점을 보인다.

혁신요인 A 기업 B 기업 C 기업

기술혁신

R&D 역량함양 지원 ○ × ○

기술 협력 활동 ○ ○ △

신제품혁신속성 ○ ○ △

경영혁신

최고경영자 특성 ○ ○ ○

경영전략 ○ ○ ○

CEO 전공/경력 ○ ○ ○

※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성 여부○(부합), △(유사), ×(들어맞지 않음)

표 12. 사례기업별 혁신 및 성장요인 비교표

기술 협력 활동에서 ㈜넥서스비는 잠재 수요기업인 3개 반도체 대기업과 공

동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고 ㈜지안산업은 주 제품 수요처인 7개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위에너지는 기술출자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에 집중

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보인다.

신제품 혁신속성, 최고경영자 특성, 경영전략, CEO 전공 및 경력 등 모두 

선행연구와 공통으로 들어맞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① 기술 및 경영혁신 요인

기술혁신의 경우 3개 기업 공통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외부와 

기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것이 특징이다. 연구인력 교육 훈련은 ㈜

넥서스비가 외부교육에 ㈜위에너지는 사내 및 외부교육 지원하고 있으며 ㈜지

안산업을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술 협력 활동은 ㈜넥서스비와 ㈜지안산업이 잠재 수요기업과 개방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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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공동 연구개발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제품혁신 속성은 ㈜넥서브비와 

㈜지안산업이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는 종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을 

추구하고 있으며 ㈜위에너지는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는 와해성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을 추구하고 있다.

경영혁신에서 최고경영자는 비전 제시, 동기 부여, 고객, 변화 수용성 등에서 

비전 제시와 연구개발 선도 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경력이 짧은 

기업이 대부분 이어서인지 소통, 공감, 지도력 등에는 다소 부족함을 보인다. 

경영전략의 관점에서는 전략 수립, 시장 전망, 변화 대응 등에서 ㈜넥서스비

와 ㈜지안산업은 수요기업에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넥서

스비는 대기업 동반자 전략을 ㈜지안산업은 매출을 확고히 하는 수요처 동반 

성장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위에너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세우고 있

으며 신제품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혁신요인 ㈜넥서스비 ㈜ 지안산업 ㈜ 위에너지

기술
혁신

R&D

역량
함양 
지원

- 전 직장 연구부서 출신
으로 창업하여 기술적 
역량 강점

- 국책 과제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및 자체 연구
개발 비용을 통한 개발

- 임직원 대학원 진학을 
통한 교육 훈련

- 자체 기술개발
- 교육 훈련 지원 없음
- 인센티브 지원 없음

- 자체 기술개발중심
- 교육 훈련 지원(사내, 

외부교육)

- 인센티브(연구수당) 지원
- 성과공유 및 직무발병 
보상제도 시행

기술
협력
활동

- LG전자, LG화학, SK

하이닉스 등 잠재 수요
기업과 공동개발 등 기
술 협력

- 기술이전 기관인 한양
대 산학협력단과 국책 
과제 수행하여 기술 협
력 중

- 자원순환 ㈜ 대웅 및 지
반개량(전성이엔씨, 대
림, LH, 포유엔지니어
링, 한미그린텍 등)을 
사업영역 사업자와 공
동으로 연구개발

- 기술출자(군산대 특허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위
한 전력 및 접속성 인식 
클러스터링 구현 방법

신제품
혁신
속성

- 한양대 “고속 원거리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장비” 기술이전 후 “원
자층 증착을 위한 가스
공급 모듈” 신제품개발

- 소형화/저가 등의 Mini 

ALD와 Particle Free 
및 반전기가 필요 없는 
상향식 ALD 출시

- 자원순환(㈜ 대웅) 및 
지반개량(정선이엔씨, 

대림, LH, 포유엔지니
어링, 한미그린텍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사
업자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기
존 제품을 활용하는 다
양한 공법에 대한 적용

- 기술/제품(품질)혁신
- 글로벌시장 진출(베트
남, 우즈베키스탄)

표 13. 사례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 요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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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장요인 특징

3개 기업의 창업자 특성은 모두가 박사 출신의 전문가이며 관련 분야 유경

험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 넥서스비와 ㈜ 지안산업은 연구개발에 비중을 높

게 두고 있으며 교육지원과 함께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

디. 다만 ㈜ 위에너지는 교육보다는 글로벌 지향과 도전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조직의 특성은 ㈜ 넥서스비는 연구인력 비중이 높아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일

인다역을 시행하고 있고 ㈜ 지안산업과 ㈜ 위에너지는 주인의식 소통과 배려 

유연 출퇴근제, 분배와 보상 등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다. 내부 

환경적 측면에서 ㈜ 넥서스비는 요인을 밝히지 않았고 ㈜ 지안산업과 ㈜ 위에너

지는 자율성, 유연성, 독창성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 수출은 ㈜ 넥서스비는 중화권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 위에너지는 

베트남 진출을 하였는데 전자는 기업과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달성하였고 후자

는 현지 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달성하였다.

네트워트 협력은 ㈜ 넥서스비는 대기업과 공동협력, 해외 진출은 B2B 전략

을 추진하고 있고, ㈜ 지안산업은 사업화 전문기업과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등

혁신요인 ㈜넥서스비 ㈜ 지안산업 ㈜ 위에너지

- LG전자 생산기술원과 
함께 상압 ALD /OLED 
Display 산화물 반도체 
공동개발

성 및 품질보완을 진행
하고 있음.

경영
혁신

최고경
영자 
특성

- R&D 방향 설정
- 재무 및 노무 관리
- 수요처 확보 및 대학원과 
국책연등 전문 기술 인력
과의 지속적인 협의

- 중장기 관점을 정립, 미
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
비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하고 있음.

- 혁신 지향
- 창의적, 주도적 업무 관
계 중시

- 우리가 만들고 공유(직
원 간 공유)

경영
전략

- 수요처와 공동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양
산화

- 차세대 제품적용 R&D 

지속 수행
- 중화권 업체와의 협력
을 통한 수출 증대

- 전방산업 영향 많이 받
음, 기본적인 SOC사업
에 소비되는 제품으로 
주로 관공서, 전문기업
에 납품, 기존에 매출기
반이 탄탄한 기업을 대
상으로 함. -B2B 중심

- 5년 중장기 로드맵(방
향성 정립)

- 제품개발 및 매출처 확
보전략

- 파트너사 협력전략

CEO 

전공/

경력

- 신소재 공학 박사
- 하이닉스 등 유관 분야 
연구 및 개발 업무경력 
보유

- 건설재료 박사
- 창업을 경험하고 지속
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 전기공학과 박사 
- 유관 분야 직장경력 보
유

- 다양한 심사위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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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위에너지는 해외기관과 상호협력을 통

해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개척을 전략은 ㈜ 넥서스비는 저가 판매전략으로 ㈜ 위에너지는 틈새

시장 진출을 통해 달성하였고 ㈜ 지안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구매 조건

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성장요인 ㈜넥서스비 ㈜ 지안산업 ㈜ 위에너지

기업 
특성

창업자

특성

- R&D 중시

- 국내외 디바이스 제조업

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 임직원 대학원 진학 등 

기술개발 역량 강화

- 기존 R&D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인적 네트워

크 구성이 좋음

- 사회문제와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선도

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글로벌 지향

- 도전성, 창의성

- 인재 중시, 기술중시

조직 

특성

- 다수의 국책 과제 및 

ISO9001 인증 등 품질 

경영 및 Supply Chain 

확립 등 시행

- 기술사업화 조직 미보유

- 구성원 간의 소통을 중

시함.

- 각 파트별 자율성과 개

인 역량 발휘하는 주인

의식 고취

- 내일채움공제 등 실시함.

- 소통과 배려 중시

- 자기 주도적, 책임감

- 유연 출퇴근제

- 분배와 보상시스템 구축

내부환경
- 자율성, 유연성

- 소통, 주인의식

- 자율성 / 유연성

- 소통 / 배려

- 공정성 / 독창성

기업
전략

수출

(브랜드)

- 중화권 수출 진출, 1국 

2019년 21 만불 수출

- 신규 브랜드 출시, 신

개념의 광고매체 및 홍

보전략

- 넥서스Mini ALD 상표 

등록 

- 현재까지는 수출사례

가 없음

-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R&D 과제를 

수주하여 향후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고객지향성 관점 유지

- 자체브랜드/ OEM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서 많은 관심과 선주문

네트워크
(협력)

- Nano Korea, IMD 등

의 전시회 부스 설치를 

통한 지속 홍보 

- LG전자 신규협력 업체 

등록 完

- 중국 디스플레이/반도

체 제조업체인 

SINEVA와 협력 체제 

구축

- 시장 선도기술을 도전적

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

화하는 전문기업을 선택

하여 사업화를 진행

- 신기술, 녹색기술 인

증, 환경표지 인증 등 

공동의 목표로 관련사

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

히 함.

- 숭실대 전기공학과와 

기술 협력

- 한국전기안전공사 연

구원과 기술 협력

- 베트남(새마을세계화

재단)과 상호협력

- 우즈베키스탄 국제태

양 에너지연구소와 상

호협력

표 14. 인터뷰 사례기업의 성장요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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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혁신과 성장요인 특징 비교

연구개발에 있어 3개 기업 모두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2개 기업

은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나머지 한 개 기업은 교육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
요인

세부
요인

㈜넥서스비 ㈜지안산업 ㈜위에너지 공통된 특징과 차이점

혁신
요인

기술
혁신

연구역량
함량

자체 개발
(보유역량 

중시, 대학원 
교육지원)

자체 개발
(교육지원 
없음)

자체 개발
(교육지원 
사내 사외, 

인센티브)

(공통)자체개발 중심
(차이)역량강화 방법

기술 
협력
활동

 수요처 기술 
협력

수요처 기술 
협력

보완 기술 
협력

(공통)대응적 기술 협력
(차이)시행 방법

경영
혁신

최고
경영자
특성

비전 제시
연구전략

중장기 비전 
제시

창의적, 

주도적, 동기 
부여

(공통)연구개발 중시
(차이)동기 부여

경영전략
수요 대기업

B2B

시장점유 기업
B2B

로드맵 구축
B2G

(공통)수요처 중시
(차이)시장 접근 전략

성장
요인

기업 
특성

창업자
특성

도전성, 비전 
제시

비전 제시, 

사업 철학

글로벌 지향, 

창의성, 

도전성

(공통)도전성
(차이)글로벌 지향

조직 
특성

연구개발집중, 

소통
소통, 배려, 

공유
소통, 공감, 

자율, 보상
(공통)소통, 공감
(차이)보상

기업
전략

수출
(브랜드)

자체 브랜드
틈새시장

자체 브랜드
틈새시장

자체 
브랜드/OEM

틈새시장

(공통)자체 브랜드, 

틈새시장
(차이)OEM 수용

네트워크
(협력)

수요기업 파트너사 보완개념
(공통)글로벌 지향
(차이)파트너사 

발굴전략

표 15. 사례기업별 혁신 및 성장요인 특징 비교

성장요인 ㈜넥서스비 ㈜ 지안산업 ㈜ 위에너지

외부환경
(시장 
개척)

- 기존 제품 대비 30～
50% 정도 정가 판매

- 저가 연구용 장비 및 
고생산성 ALD 출시

- 차세대 디스플레이/반
도체 적용 ALD R&D 

지속 수행

- 중기부 해외구매 조건
부 과제 선정

- 벤처 로드쇼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 틈새시장 발굴(이동식 
태양광 펌프카)

-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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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력 활동은 모두가 수요처인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대응적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차이점은 시행 방법이다. 최고경영자의 특징은 모두

가 연구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나 차이점은 동기 부여 방식, 비전 제시, 창의 및 

주도적 특성 등이다. 경영전략으로 B2B 전략과 B3G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통점을 수요처 중시이고 차이점은 사장 접근 전략방식에 있다. 창업자의 특성

은 2개 기업이 비전 제시를 1개 기업이 글로벌 지향으로 차이점을 보이나 궁극

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해외 진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 브랜드는 자체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고 다만 1개 

사가 OEM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협력은 모두가 중장기적으

로 글로벌 지향하고 있으며 파트너사 발굴전략에는 모두가 차이점이 있다. 

2) FGI 연구

(1) 전북연구개발특구 설립 초기연구소기업의 특징

전문가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은 3년 이내의 설립 초기인 기업

들이지만 48%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5개 기업은 해외 진출 사례를 보

면 창업 초기성장 및 도약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진

단할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기

업들은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시장진출을 위한 틈새시장을 발굴하

지 못한 기업,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기업의 생존을 연명하고 있

는 기업 등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마케팅 전략의 부족기업, 비즈니스 모델발

굴 한계 기업, 해외 진출 등 시장 다변화 한계 기업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문가 주요 내용

A

전북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등은 부족함이 없음
- 정부 지원 대비 연구소 설립 초기 아이템 및 기술 역량과 비교하면 내부 마케팅 역량이 
부족

수출시장 진입장벽을 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기술마케팅의 난관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

B

전북 정부 출연(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이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이 5.4% 저조
연구인력 비중, 20% 이상 기업이 18개이며 50% 이상 기업이 13개, 나머지 5개 기업이 
50% ～ 20%로 창업 초기특성인 연구개발인력 집중도가 높음

표 16. 전북 설립 초기연구소기업의 특징(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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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전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타 지역보다 많은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설립기업의 산업 분류에서 IT, BT 분야 설립

이 높은데 이를 특성화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현황에서 나

타난 설립유형과 기술출자 연구기관을 분석하여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전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 정책 활성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다변화, 제품혁신 및 업종 전

환 등을 통한 지속성 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북지역 

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유망기술을 통한 외부 기업 유치전략도 병행하는 정

책개발 과제를 제시하였다.

(2) 3개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3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혁신 역량 측면에서 창업자 모두가 연구개발 전문성과 

유경험자라는 점,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점, 수요 및 대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을 추진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등을 장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경영

혁신 측면에서 긍정요인으로 수요 및 대기업과 공동연구 및 협력, 수출전략으

로 B2B 전략 등을 장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선방안으로는 마케팅조직 강화, 

전문가 주요 내용

C

- 설립유형 합작 투자형이 29개, 기존기업 전환형이 27개로 75.6%, 신규창업형이 18개 
24%로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신규창업 여건이 부족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기술출자와 외부 지역 연구기관 기술출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는 기술혁신, 외부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정책개발 필요

D
연구소기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팩트 정리가 필요, 매출이 없는 기업은 단순히 기술개발 
중으로 볼 것인가? 일정 기간 후 실패로 볼 것 인가 분석 필요

E

전북 연구소기업이 매출 증가율은 ‘17년 기준 70% 성장이고 전국 성장률이 79%로 비슷한 
수준
- 설립 초 일부 기업은 매출 성장을 보이는데 의미
연구소기업 기술분류에서 IT, BT 분야가 55%로 전북의 특성인 농ㆍ생명 거점지구 관심으
로 분석

F

-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전체 74개 중 36개이고 미기록 기업은 제품개발 중심의 창업 
초기특성

- 설립 초 전북 연구소기업 중 해외 진출은 5개 기업, 호주를 제외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지역을 진출, 수출 다변화 전략에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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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다변화 정책 강화, 비즈니스 모델발굴, 경쟁제품의 모니터링 분석 체계 

마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① ㈜ 넥서스비

앞서 제시한 공통점 이외에 ㈜넥서스비의 혁신과 성장요인 개선방안으로 비

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 중장기 성장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고 저가 판매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에 한계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인 연구개발 유지를 위한 투자유치, 유연한 조직개편 등의 경영전략, 파트너 

기업과 협력기반의 기술혁신과 마케팅 전략 연계 강화, 중장기 성장전략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주요 내용

A

CEO는 연구개발자 출신으로 해당 분야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역량확보 
외부와의 활발한 협력 활동은 매출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매출 성장과 해외 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마케팅조직과 전략 강화가 필요

B

- 연구인력 비중이 높은 특성,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기술혁신을 강화가 성장에 중요한 
요인

- 판매와 관련하여 대기업 협력 및 공동연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 성장에는 
한계, 시장 다변화 전략의 강화가 필요

C

수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 활동 협력기반은 기술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마케팅 전략과 연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경영전략 특성

D

3개 기업 모두 해당하는데 ㈜넥서스비도 중장기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성
- 저가 및 기존제품대비 30~50% 저가 판매는 중국 등 동남아 수출 진출에 도움이 되지만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고가 정책도 필요

E

- R&D 역량함양을 위해 현재 지원하는 교육지원을 넘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도입 필요

- 수출전략은 B2B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다변화 수출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요구됨

F
연구직이 연구에만 전념하여 R&D 혁신을 주도하는 긍정적 요인이나 유연한 조직구조
를 통한 경영 전략적 조직개편도 필요

표 17. ㈜ 넥서스비 혁신과 성장에 대한 개선방안(FGI)

② ㈜ 지안산업

전문가 A는 다른 기업의 기술모방 등을 우려하여 경쟁제품 최신성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체계가 필요, 전문가 B는 투자의 일

관성을 통한 지속적인 제품혁신, 해외 진출 경영전략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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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주요 내용

A

- 수요기업의 제품혁신 리즈에 맞춤형 제품개발이 매출과 성장에 중요한 변수요인
- 연구기획과 진행단계에서 주기적 시장수요 변화와 경쟁제품의 최신성 여부를 점검하
는 모니터링 분석/활용 체계 필요

B
- 연구인력 비중과 연구개발집중도가 우수한 기업으로 기술 역량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 일관성이 필요

C
최고경영자가 관련 분야 박사, 창업 유경험자로서 기술 및 경영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음
해외 진출을 위한 조직 및 경영전략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

D

독자 시장확보를 위해 대기업 기술 협력 등 개방형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것은 긍정요인
수요기업의 제한된 분야에서만 기술개발을 머무르는 다면 지속 성장에 장애 요인, 중장
기적 경영전략이 필요

E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맞는 정책적 연구개발은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자본 취약성 등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구분 필요

F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 운영 또한 자율과 유연, 소통을 강화하는 경영철학을 
보유는 긍정요인 추가로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필요

표 18. ㈜ 지안산업 혁신과 성장에 관한 개선방안(FGI)

전문가 D는 수요기업의 제한된 분야에서만 기술개발을 머무르는 다면 지속 

성장에 장애 요인, 전문가 E는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맞는 연구개발이 중요하

지만, 창업 초기기업은 자본 취약성으로 위험성이 있는 만큼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전문가 F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③ ㈜ 위에너지

전문가들은 ㈜위에너지에 대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방안을 주문하였다. 전문

가 C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연구기관 공동기술개발 확대, 전문가 

D는 개방형 기술 역량 강화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주요 내용

A

CEO가 해당 분야 전문가이고 창업 및 다양한 심사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한 것은 중요한 
경영자역량 자원
최근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대비 경영전략

B
-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은 기업 특성상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영 역량 증가에 큰 영향
- 성장 초기기업의 지속성 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전략 내외부 진단이 필요

C
외적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확대하여 기술 역량 강화방안이 적극 검토

표 19. ㈜ 위에너지 혁신과 성장에 대한 개선방안(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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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측면에서는 전문가 A는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개선방

안, 전문가 F는 수출 다변화 전략 및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경영전략을 주문

하였다. 전문가 B는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내외

부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전문가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C는 BT, IT분야 연구소기업 설립이 높은데 종자 산업 또는 IT 접목과 

함께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기업육성 정책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F

는 기술출자 연구기관 현황에서 전북 내 대학과 다른 지역 대학의 기술출자와 

전북지역 대학의 기술출자 비율이 높은데 이를 분석하여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조성과 기술마

케팅을 통한 다른 지역 유치전략을 개선과제로 제안하였다. 

전문가 D는 사례기업에서 2개 기업이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을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기업과 상생 협력 가치

사슬 및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책발굴을 개선과제로 강조하였다. 또한, 세

계 1등 기업육성을 강조한 전문가 B는 팔리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에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북

지역 연구소기업이 로컬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해외 진출을 시도하여 made in 

Korea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B는 BM을 플랫폼 또는 벨류에이션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전문가 A는 전라북도가 연구소기업의 성장 과정 전주기 모니터링제를 도입하

여 BM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주요 내용

D

내적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업의 특성이 있고 이를 위한 교육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
초기 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의 다양성을 위한 외부 개방형 기술 역량 강화방안 필요

E

내부 기술 역량 강화 기업으로 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도입, 조직의 운영 또한 
소통, 자기 주도, 유연 출퇴근제 등은 긍정적 요인
외적 기술혁신 등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역량 강화 경영전략이 보완 검토

F
- B2G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성공한 기업의 특성은 장점 요인
- 수출 다변화 전략과 내수 확대 등을 위해 B2B 전략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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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가 B는 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업의 핵심 

가치를 판단하여 회생절차에 대한 정책과제도 제시하였다. 

연구소기업의 성장진단프로그램으로 코칭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

는데 전문가 B는 성장단계별 책임을 지고 개선하는 코칭프로그램 도입을 제

안하였다. 전문가 A는 기술마케팅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리빙랩 

방법을 활용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참여 전문가 풀제 도입방안을 조언하

였다.

전문가 주요 내용

A

- 연구소기업 성장 과정 전주기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성공사례 및 모델 개발
- 전라북도가 기업 성장 방향성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
를 개발

- 기술마케팅은 전문가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멘토링으로 리빙랩을 
도입 즉, 이해관계자 그룹이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 인력풀을 구성하고 관리하여 연구소기업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도입
- 전북 3개 사례기업 특성은 기술집약형 기업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나 강소기업 등의 
특징, 비교 연구필요

- 해외 자매결연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하면 그 제품은 전북이 아닌 메이디인 코리아
로 인정받는데 이를 지향하는 지원제도 마련

- 전북은 창업단계 형태로서 긍정요인, 부정 요인에 따라 유형별 지원제도 필요

B

-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또는 BM 벨류데이션으로 가고 있지가 중요, 창업 3년이 
지나면 통상 35% 생존, 상식적으로 60% 이상의 기업 도산되는데 이 부분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파산기업 회생은 M&A 또는 회생 가치 등을 진단

- 연구소기업 등에 관한 조직문화 연구는 하지 않고 기술만 연구하고 있음, 리스크를 
책임지는 사람은 CEO이고 투자자는 과실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리턴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필요

- 세계 1등 기업이 되려면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 즉 TRL 6단계에서 시장을 
검증하는 것인데 영국에서는 구매자를 모아놓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면서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검증, 이 같은 모델 도입 필요

- 코칭은 단계별로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를 받는 코칭 프로그램 도입

C

- 전북 연구소기업에서 IT, BT 분야 설립이 높은데 종자 산업 특화, 전라북도만의 스마
트농업 지원제도 개발 필요, 즉, 기업 성장 관련하여 새로운 펀드를 계속 유입하여 
2단계 성장에서 IT 접목을 통한 성장방안의 대안이 필요

- 기술혁신과 기술융합을 위해 배타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
- 정부에서 조달물자 등에 대한 구매 조건부를 연구소기업에서 도입하는 방안은 좋은 
모델, 구매 조건부도 사전 영업이 1년 정도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교류 또는 장터가 
필요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만남의 장소가 필요

D

-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추구하는 전북 연구소기업의 경우 해당 분야 상생 협력 가치사
슬 및 생태계 조성은 지속 성장에 중요한 과제

- 자체 기술개발 기업에 대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
이전 제도 활용 연계 등은 기술사업화 단계별 지원방안 강화 필요

표 20. 전북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FGI)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연구 _ 임진호　∣301∣

그 밖에 성장통을 겪는 연구소기업의 해결방안으로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

한 지원제도 도입(전문가 B). 조건부 구매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장

터 활성화(전문가 C), 기술이전 기관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 모듈화(전문가 D), 

내적 기술혁신과 외적 기술혁신에 따른 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정책 발굴의 필요성(전문가 E)도 강조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8)에 제시한 ‘국가 기술

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목적 달성을 뒷

받침하기 위해 초기 연구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개선과제와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시사점은 이론적으로 후발 연구개발특구인 전북 특구의 지정 초기특성을 진

단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GI 연구를 통해 설립 초기 전북 연

구소기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초기 설립기업에 대한 성장 과제를 제시하였다

는 점이다. 정책적으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넘어 향후 과학기술 혁신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발굴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본 연구에서 전북 연구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등의 접근

이 제한적이어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 연구소기업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
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
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 주요 내용

E

- 내적 기술혁신 역량 보유기업은 대기업 또는 연구기관 간 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을 지원제도 강화 필요 

- 외적 기술혁신 역량 보유기업은 교육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정책 강화

F

-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차원에서 연구소기
업 설립을, 외지 중소기업은 공공 연구기관 기술마케팅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즉 기업 유치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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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혁신 부분의 취약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 전북조직 내와 지방자치단체 내에 기술사

업화 지원조직의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특성 진단으로 전문가들은 전북지역에는 정부 출

연 연구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정부 출연(연) 기술출자 연구소기업이 

적고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산업 분류에서 IT, BT 분야 설립이 높은데 이를 특

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 기간이 짧아 제품개

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측되나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이 많은 점과 시장진출을 위한 틈새시장을 발굴하지 못한 기업 등도 문제점으

로 지적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의 부족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한계 기업, 

해외 진출 등 시장 다변화 한계 기업 등도 설립 초기특성으로 진단하였다.

둘째, 사례기업에 대해 기술혁신 측면에서 창업자 모두가 연구개발 전문성 

유경험자라는 점과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점을 그리고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기업 또는 제품을 납품하는 대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개방형 기술

혁신 등을 장점으로 진단하였다. 경영혁신 측면에서 수요 및 대기업과 공동연

구 협력과 수출전략으로 B2B 전략 등은 장점으로 진단하였으나 개선방안으로

는 마케팅조직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정책 강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BM) 발

굴과 경쟁제품의 모니터링 분석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전문

가들은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는 전북 연구소기업 중 BT, IT분야 비중이 높은 

점을 들고 종자 산업과 함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육성 정책발굴을 개선과제

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에서 기술출자 연구기관 현황에서 다른 지역 대

학의 기술출자와 전북지역 대학의 기술출자 비율이 높은데 이를 분석하여 개

선방안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정

책발굴을 강조하였다. 이어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조성과 기술마케팅을 통

한 타 지역 기업 유치전략을 과제로 제안하고 사례기업에서 2개 기업이 대기

업과 기술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을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해 대기업과 상생 협력 가치사슬 및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책발굴도 

주문하였다. 이어 세계 1등 기업육성을 위해 팔리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

업이 해외 진출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도 제시하

였다. 전북 연구소기업이 로컬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해외 진출을 시도하여 

made in Korea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도 강조하였다. BM 플랫폼 또는 

벨류에이션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전라북도가 연구소기업의 성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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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주기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BM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

단과 함께 기업의 핵심가치를 판단하여 회생절차에 대한 정책과제도 제시하였

으며 연구소기업의 성장진단 프로그램으로 코칭제도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는데 이는 성장단계별로 책임을 지고 개선하는 코칭프로그램 도입과 기술

마케팅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리빙랩 방법 활용도 조언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는 전북은 대전을 제외하고 타 연구개발특구에 비교하여 공공 

연구기관이 많은데 이를 활용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전라북도의 현재 산업구조 분석과 향

후 유망산업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북 유망산업에 대한 공공 

연구기관의 원천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전략과 함께 연구성

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연구

가 필요하다.

논문접수일: 2020. 11. 10. / 심사개시일: 2020. 11. 12. / 게재확정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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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novation and Growth of INNOPOLIS 
Research-based Spin-off Company

- Focusing on the INNOPOLIS JEONBUK -

9)Lim, Jin Ho

This research method analyzed examples of innovation and growth factors of 
three established companies in INNOPOLIS Jeonbuk,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Focus Enterprise", "Sales Growth Company"and "Overseas 
Expansion Enterprise". Based on its analysis, executed a technical business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then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sustainable growth and policy tasks for revitalizing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The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marketing organizations, strengthening 
market diversification policies, identifying business models, and establishing a 
monitoring analysis system for competing products, in terms of management 
innovation.

In terms of networks, emphasized the need for coexistence, cooperation, value 
chains and ecosystems with large corporations.

In terms of management strategy, proposed the directions of BM by planning 
production for the world's no. 1 enterprise growth,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strategy support system, and introducing a monitoring system and a virtuous cycle 
structure system for the growth process of INNOPOLIS Research-based Spin-off 
Company in INNOPOLIS Jeonbuk.

After evaluating core technical value for companies without revenue, develop 
regenerative procedures and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a growth-phase 
coaching program with accountability.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 living lab system in 
which profit-seekers participate, and the introduction of a pool of experts who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Public Administration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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