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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요 약 >
전체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고도의 중소기업 정보화
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중소
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다르며, 정보화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보화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 논문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다르며, 정보화 수준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
하여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제시하
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주제어: 정보화 수준, 정보화 수준평가, 중소기업의 규모,
정보화 영향요인, 정보화 전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5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www.kfsb.or.kr; www.www.i-sme.kimi.or.kr),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998
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0,415천명으로 전체 종사
자의 8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는 90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중소기업 생산
규모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47.3% 차지
하여 대기업의 52.7%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11.4%인
반면, 중소제조업의 경우 11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유가, 원자재 가격, 원․달러 환율 등의
* 본 연구는 2005년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경영정보학전공), shsoh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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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변수 악화로 인해서 평균가동률이 70% 이하로 추락하고 있으며,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마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www.kfsb.or.kr). 최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유가, 원자재 가격, 원․달러
환율 등의 대외적인 변수들과, 국내․외의 정치․경제 외적인 변수가 부정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또 혹자는 대기업에 비해서 취약한 재무구조,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와, 고비용과 저효율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정
보기술들이 기업에 도입되면서 기업의 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현대 기업들은 경쟁력의 원천을 인간의 두뇌와 지식
그리고 정보에서 찾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타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현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단순 정보화의 수준을 넘어 업무효율화, 조직 및 지식정보화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ERP시스템 등과 같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질적인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기업 정보화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
화수준은 아직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 정보화를 위해서는 PC,
LAN, 통신망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설비가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추진
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 미국의 경우, A Blueprint for New Beginning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국 내의 중소
기업은 물론 세계 정보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1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IT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적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만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정보화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에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자원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인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매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뚜렷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은 여전히 아직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정보화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nca.or.kr). 중소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고도의 중소기업 정보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논문에서는 정보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공과 실패에 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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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전성현, 2001),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정보화 수준과 기
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기존연구들(전성현, 2001; 손승희, 백민정, 2005)은
정보화 수준과 기업규모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현황과 기업규모별 문제
점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수준
과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200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를 토
대로 기업규모별로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여 업종별, 부문별 그리고 기업규
모별 문제점과,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을 중심으로 기업규모별로 차별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를 주관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정보화 수준평가결과 보고서에 이미 정보화 추진방안
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향후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건의사항 및 지
원방향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 논문의 최종 결과로 제시될 정보화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시각과는 달리 기업규모에 따라 그리고 정보화 수준에 따른
문제점과, 도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정보화 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절차를 정리한 모형이다.
<그림 1> 연구절차 모형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 논문은 정보화 수준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
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수준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전략
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제가 되는 정보화 수준
평가(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정보화 수준현황)와, 중소기업의 규모(국내외의 중소
기업 분류기준 범위 및 본 연구를 위해서 설정한 기업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화 수준평가에 관한 고찰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전산시스템이 기업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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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Swanson&Bookstein, 1974), 시스템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Schewe, 1976). 정보시스템이 기업의 업무처리에
기여하는 정도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변화 등 기업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현대적 의미의 수준 평가는 1970년대 후반 Nolan으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
에 이르러 Venkatraman에 의해서 완성되었다(Nolan and Gibson, 1974; Venkatraman,
1994). 특히 Nolan의 정보시스템 성장단계모형은 아직까지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 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OECD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
회(WPIIS: Working Party on Indicators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구성되어 전자
상거래 수준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준을 중심으로 정보화 수준평가를 위한 항목이 개
발하여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며(www.oecd.org), 또한 각 국가마다 자국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개발하여 매년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일본 중소기
업청, www.chusho.meti.go.jp; 영국전기통신사무소, www.oftel.gov.uk; 미국국립표준
기술원, www.quality.nist.gov 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Nolan(1974)의 정보시스템 발전 6단계 모델(도입->전파->통제->통합->데이터관리->
성숙)과, Venkatraman(1994)의 정보시스템 5단계 발전모형(지역적 사용->내적통합->업
무프로세스 재설계->업무네트워크->업무범위 재정의) 등을 근간으로 자체적인 정보화
수준 평가부문과 부문별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 개발한 평가조사표에 의하면, 정보화 수준 평가부문은 4개
부문의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참조). 물론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마다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항목별 평가결과의 배점에 따라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발전모형을 근거로 <그림 2>와 같이 4단계의 정보화 성숙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4단계
정보화 성숙단계의 구분은 수준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수준과 현재의 정보화 수준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목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표 1> 정보화 수준 평가항목 및 항목별 세부 조사내용
(출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평가부문
정보화 전략수립
[20점]
정보화 추진환경수준
[20점]
정보화 구축현황 수준
[30점]
정보화 활용수준
[30점]

평가항목
정보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
경영자 및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투자타당성 분석
정보화 추진 및 인력구성
정보화 교육수준
정보화 투자수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
H/W 보급 및 유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업무활용수준
IT기능 활용수준
IT도입 효과

평가부문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매년 달리 부여될 수 있음.

평가비중
5
10
5
8
6
6
12
6
6
6
8
10
12
100

중소기업 IT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49

<그림 2> 중소기업 정보화 성숙단계

•기반구축단계: 정보화에 대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
하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정보화 도입 및 확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정보화 초기단계 (평가결과 배점기준: 30점 미만)
•업무효율화단계: 정보화에 대한 투자 타당성분석은 미흡하지만, 단위업무를 중심
으로 정보시스템 구축되고 정보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산
되어가는 단계로서 업무효율화 성숙단계에 이르러서는 단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고, 조직전략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내 LAN환경과 인터넷 환경이 보편
화되는 단계(평가결과 배점기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효율화 도입
단계,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업무효율화 성숙단계로 구분).
•조직전략화단계: 통합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사적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화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입단계와
정보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성숙단계
(평가결과 배점기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전략화 도입단계,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전략화 성숙단계로 구분함)
•지식정보화단계: 단위 업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통합정보시스템(ERP) 혹은
CRM, SCM과 같은 통합시스템 활용이 본격화되고, 정보화 추진전략이 고도화되어
가는 단계 (평가결과 배점기준: 70점 이상)

2. 기업규모에 관한 고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시작
으로 수많은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창업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중소기업 규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 제2
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분류 범위 기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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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모의 분류기준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업

범위 기준

종

상시근로자자수

자본금 혹은 매출액

제조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송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 원 이하

대형 종합 소매업/호텔업/휴양 콘도 운영업/통신업/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병원/
방송업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
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
스업/영화산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자연과학
연구개발업/공연산업/ 뉴스 제공업/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 원 이하

50인 미만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타 모든 업종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규모를 분류하는 기준을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혹은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혹
은 매출액 규모가 <표 2>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
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규모의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혹은 매출
액을 근거로 분류하고 있으며(<표 3> 참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일본중소기업기본법; 대만의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독일 중소기업연구원, 영
국의 Bolton Report).
<표 3> 외국의 일반적인 중소기업 규모 분류기준
국가

상시근로자자수

범위 기준
자본금 혹은 매출액

일본

300인 미만

자본금: 3억엔 이하

대만

200인 미만

자본금: 8천만 NT$ 미만

중국

2000인 미만

매출액: 30,000만원 이하

미국

100이상 499인 이하

세부 업종별로 400-600만 달러

영국

250인(광업/건설업:
25인) 미만

도매/소매/서비스업에 따라
연간매출액 규정

독일

10-499인 미만

매출액: 1-100만DM 미만

비

고

제조업 기준이며, 도/소매/서비스업의
경우 달리 규정
제조/건설/광업기준이며, 유통업의 경우
50인 미만
건축/도매/소매/교통운수/우정/주택
임대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
세부 업종별로 연간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 규정

1999년 이후 업종 구분 없이 5천만
유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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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혹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 논문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전제로 한 기존 연구(손승희, 2005, 백민정, 손승희, 2005)들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기업과 300인 이상의 기업을
별도의 기업군으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이 세 가지 기업군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4> 세부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군
중소기업군

상시근로자수

소규모 중소기업 (소기업)

50인 미만

중규모 중소기업 (중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3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규모별 특성(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변화관리 정도, 정보화 수준 등)
을 고찰함에 있어서 많은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100인을 기준으로 구분
하고 있으나, 본 연구 논문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이외의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분류기준인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2005년도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상시근로자수 300인을 기준
으로 중견기업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업종을 불문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00억
-5,000억원 사이의 매출액 규모를 가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음),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기준에 의해서 <표 4>와 같이 중소기업
군을 분류하기로 하겠다.

3.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지금까지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
으나, 정보화의 성숙도를 정보시스템의 발전정도로 본 기존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Nolan, 1974; Venkatraman, 1979; 손승희, 백민정, 2005),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정보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정보화를 위한 성공요인은
곧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보화 성공요인을 선택하는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한경수 외, 1996), 같은 성공요인이라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에 동시에 작용한다는 이원론적 분석(전성현, 2001) 그리고 본 연구 논문과 관련
해서 기업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손승희, 백민정, 2005). 본 연구 논문에서는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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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화 수준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추진전략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핵심 영향요인만을 정리하기로 하겠다.
<표 5>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영향요인
성공 요인
최고경영층의 지원의지
비전과 목표
필요 자원 확보
부서간의 협조
구성원의 참여의지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
정보화 수준
정보기술의 활용수준
인적자원 확보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관리
업무표준화
시스템 호환성

내

용

최고경영층의 관심, 참여의지
정보화 비전 및 목표
물적/기술자원 확보
타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
내부 구성원의 참여의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현재의 정보화 수준
정보시스템의 활용정도
정보화 추진인력의 확보
금융, 세금 및 직접적인 지원
업무혁신에 따른 변화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표준화
시스템 및 기술적인 호환성

연 구 자

Davenport (1993)
Grover (1995)
한경수 외 (1996)
전성현 (2001)
손승희 (2001)
한상철 외 (2003)
손승희, 백민정 (2005)

III.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1.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1)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의 업종과 규모별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정보화경영
원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달리 특별한 육성 및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
해서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매년 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의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는 2005년 7월에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254,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5개 업종의 중소기업 3,6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과의 정보화 수준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317개 대기
업과 207개 외국계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001년 이후의 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
응하려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아직 중소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그림 3>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의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과의 정
보화 수준평가 결과의 추이를 나타낸다.

중소기업 IT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53

<그림 3> 2004년 대비 2005년도 정보화 수준 추이
(자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2005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5개 업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수준
평가에 의하면, 2005년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50.33점으로 2004년보다 2.4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보화 성숙단계를 통해서 볼 때, 대기업은 기업 내의
통합시스템구축이 완료되고 활용이 보편화되어 이미 정보화 추진전략이 고도화된
지식정보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단위업무의 효율화 단계를
지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초기 조직전략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중소기업-외국계 기업의 평가부문별 정보화 수준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모든 평가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정보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활용효과 면에서만 상대적으로 우수할 뿐, 전략
수립 및 구축현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추진환경 구축 면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크게 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대기업-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비교
(자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2) 중소기업 규모별 정보화 수준
중소기업 규모별 평균 정보화 수준은 예상대로 소기업의 정보화 수준보다는 중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중기업의 정보화 수준보다는 중견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전 부문에 걸쳐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6>은 기업규모 및 부문별 정보화 수준과 대기업과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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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정리한 것이다.
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평균 정보화 수준격차는 24.56점, 중기업과 대기업과의 평균
정보화 수준 격차는 10.91점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정보화 수준 격차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견기업의 평균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의 정보화 수준
에 거의 육박하거나, 대기업 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중소기업 규모-부문별 정보화 수준
기업규모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현황

활용효과

정보화수준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44.30
59.00
71.67

29.17
50.66
64.69

48.61
62.83
75.54

54.69
61.82
69.06

45.68
59.33
70.65

평균

49.32

36.48

53.46

57.13

50.33

대기업

75.92

63.90

74.18

66.75

70.24

소기업-대기업과의 차이
중기업-대기업과의 차이
중견기업-대기업과의 차이

-31.62
-16.92
-4.25

-34.73
-13.24
0.79

-25.57
-11.35
1.36

-12.06
-4.93
2.31

-24.56
-10.91
0.41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기업의 경우 활용효과 부문에서의 정보화 수준격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반면,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구축환경 부문의 수준 격차가 가장 적은 반면,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정보화 수준 격차가 소기업과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났지만,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대기업 대비 기업규모별 정보화 수준격차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대기업 대비 규모별 정보화 수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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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그림 5>를 통해서 볼 때,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기업의 경우 정보화를 위한 환경구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해석되며,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정보화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며 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화 성숙단계는 <표 7>과 같은 분포로 나타나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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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화 수준 그리고 정보화 성숙단계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림 6>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7>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화 성숙단계 분포
(단위 : 개 업체, ( )는 비중)

구분

기반구축

소기업

업무효율화

조직전략화

지식정보화

계

162
(6.6)

20
(0.8)

2,444

487
(39.7)

422
(34.4)

159
(13.0)

1228

0
(0.0)

1
(6.3)

6
(37.5)

9
(56.3)

16
(100.0)

977
(26.5)

1,179
(32.0)

590
(16.0)

188
(5.1)

3,688
(100.0)

도입

성숙

도입

성숙

173
(70.8)

543
(22.2)

855
(35.0)

691
(28.3)

중기업

11
(0.9)

27
(2.2)

122
(9.9)

중견기업

0
(0.0)

0
(0.0)

합계

184
(5.0)

570
(15.5)

<표 7>에 의하면, 소기업의 경우 업무효율화 단계에 그리고 중기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의 안정기라 할 수 있는 조직전략화 단계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이미 업무
효율화의 단계를 지나서 조직전략화 이상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에 따른 정보화 수준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기업규모별 정보화 성숙단계 분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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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부문 및 업종별 정보화 수준
<그림 3>, <그림 4> 그리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정보화 수준
이 2004년에 비해 0.01점 향상된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정보화 수준은 50.33점으로
2004년과 비교하여 2.4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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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은 활용효과 부문이 57.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축현황 부문이 53.46점, 전략수립 부문이 49.32점 그리고 추진환경 부문이 36.48점
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수립 부문이 75.92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추진
환경 부문으로 63.90점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추진환경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부문 및 업종별 정보화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표 8>은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화 전략수립 : 정보화 전략수립 부문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화 투자타당성 분석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대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적었으며, 건설업의 격차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추진현황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정보화 교육수준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화 투자수준은 대기업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정보화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화 추진환경 수준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구축현황 : 중소기업들이 정보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설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H/W보급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활용효과: 대기업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IT활용수준이 낮은 편이며, IT도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격차는 정보통신업에서의
격차가 가장 적었으며, 운수업에서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문별 정보화 수준 현황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까지도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이미 정보화 추진환경이 상당
부분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정보화 수준: 63.90점), 중소기업의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36.48점)이 가장 낮다는 사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추진
환경 부분의 정보화 수준격차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추진환경이 더욱 취약하여 정보화에 더 많은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보화 인력 및

정보화를 추진할 조직이 부족하고

정보화 교육기회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정보화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수립 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으나,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투자 타당성 분석 등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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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급,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 정보화 구축 대비 활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사실은 투자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나 혹
은 투자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표 8> 부문별 정보화 수준
평가부문

중소기업

특

징

대기업

전략수립

49.32

대기업에 비해 정보화 마인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정보화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이 미비하며, 특히 정보
화 투자타당성 분석이 가장 취약함.

75.92

추진환경

36.48

정보화 추진인력 및 체계적인 조직이 미비하나, 정보
화 투자수준은 대기업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며, 투자
대비 효율성 극대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63.90

구축현황

53.46

h/w 보급 면에서는 대기업과 차이가 없으나, 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부분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효
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이 요구됨.

74.18

활용효과

57.13

IT도입효과는 다소 미흡하지만, 4개 평가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66.75

부문별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대기업의 경우 부문별 정보화 수준이 성숙된 조직
전략화 단계 내지는 지식정보화 단계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그 무게중심이
업무효율화 단계에서 초기 조직전략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998년 정보화 수준
평가를 실시한 이래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올해 처음으로 조직전략화 단계에 진입
하였으며, 또한 그 규모가 32%를 차지하고 있음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향상에 상당
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7% 이상의 대기업이 이미 지식정보화 단계
에 진입하고 있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격차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성숙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7> 부문별 정보화 성숙단계 분포
(자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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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9>는 <표 1>에서 기술한 정보화 수준평가 항목과 평가비중 그리고
<그림 1>의 배점 기준에 따른 정보화 성숙단계의 분류기준 그리고 <표 6>의 중소
기업 규모-부문별 정보화 수준은 근거로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화 성숙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9>에 의하면, 소기업의 경우 부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문별
평균 정보화 수준이 45.68점으로 업무효율화 성숙단계에 있으며, 중기업의 경우는
부문별 평균이 59.33점으로 조직전략화 도입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지식정보화 단계에 접어들어 대기업
의 정보화 성숙단계와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규모별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 성숙단계
기업규모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부문

정보화 수준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현황
활용효과

44.30
29.17
48.61
54.69

평균

45.68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현황
활용효과

59.00
50.66
62.83
61.82

평균

59.33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현황
활용효과

71.67
64.69
75.54
69.06

평균

70.65

지식정보화 단계

70.24

지식정보화 단계

대기업

정보화 성숙단계
업무효율화 성숙단계
기반구축단계
업무효율화 성숙단계
조직전략화 도입단계
업무효율화 성숙단계
조직전략화
조직전략화
조직전략화
조직전략화

도입단계
도입단계
성숙단계
성숙단계

조직전략화 도입단계
지식정보화
조직전략화
지식정보화
조직전략화

단계
성숙단계
단계
성숙단계

2. 중소기업 정보화의 문제점
2005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체 평가대상의 71% 이상의
기업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화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부문별 정보화 수준
이 다르기 때문에, 실지로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정보화경원의 자체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전반적인 문
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의 71% 정도 수준
•대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활용효과 부문의 차이가 가장 작고, 구축현황->전략
수립->추진환경 순으로 정보화 수준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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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종별 정보화 수준 차이는 미비하지만 대기업 업종 간 격차 심각
•중소기업 규모별 정보화 수준 격차 심각
•중소기업 정보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자금과 인력부족

(1) 부문-규모별 정보화의 문제점
앞 장에서 기술한 부문별 정보화 현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보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 전략수립: 전략수립 부문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일수록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보다는 환경변화만을 의식한 채 추상적이고 대략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정보화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략수립
부문의 또 다른 문제는 투자대비 효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 투자
규모의 과대 산정 혹은 과소 산정을 의미하며, 투자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투입하는
경우 투자 대비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필요한 투자규모 보다 과소 투입
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용도 측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정보화 투자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 추진환경: 정보화 추진환경 부문에서 정보화 투자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가장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이 취약하
다는 것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략수립 부문의
투자타당성 분석이 취약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소규모 기업일 때 정보화 수준이 29.17%에
머물러 가장 심각하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50.66%, 중견기업의 경우 64.69%로 상승
하여 대기업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보화
추진환경이 취약한 이유는 정보화를 추진할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과, 정보화 교육수준이 열악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추진환경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의 부재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구축현황: 중소기업의 하드웨어 보급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면에서
는 각각 54.97%와 68.07%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수준과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각각 45.25%와 48.34%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서버를 소유하지 못하고(68.6%) 있으
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1인당 0.4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
보화 장비보유 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버와 네트
워크 장비 등과 같은 고가의 정보화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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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적정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정보화 수준을
상당 수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 활용효과: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부문이 정보화 활용
효과 부문으로 조사되었다(57.13%, 대기업: 66.75%). 그러나 대부분의 IT활용부문
이 개인 문서편집(60.5%)이나 e-mail을 이용한 문서 수신 및 발송(57.5%), 자료관리
및 공유(58.3%) 등과 같은 개인 업무 활용도는 높은 반면, 사내 네트워크 활용이나
기업 간 네트워크 활용 측면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정보화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요인별 정보화의 문제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2005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보화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용부담, 인력/
능력부족, 마인드 부족, 인프라 부담, 기타 요인.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정보화
투자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62.8%),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족(51.3%)
그리고 시스템도입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50.6%)을 들고 있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투자대비 효과의 불확실성(62.8%)을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과다한 시스템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50.6%), 지속적인 투자결여
(43.8%)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능력 부족 측면에서는 정보화를 추진할 인력부족
(51.3%), 구축된 시스템 활용능력 부족(47.6%), 기술 및 노하우 부족(41.6%), 전담조직
부재(15.9%)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를 위한 마인드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구입곤란(28.1%),
부적당한 정보시스템 도입(22.3%), 인프라설비 노후(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요인
중에서는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 미비(43.9%)와 업무프로세스 전환의 어려움(32.6%)
을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다음 <그림 8>은 200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나타난 정보화 저해요인
을 정리한 것이다.

IV.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과 추진전략
앞 장에서 중소기업 규모별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수준 그리고 규모-요인별 문제점
과 정보화 저해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화 수준이 상이한 기업규모별로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을 도출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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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소기업 정보화 저해요인
(자료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단위 : %)

1.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보화의 문제점들은 기업규모와 부문 그리고
요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을 도출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를 위한 자금 확보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PC보급률, 인터넷 사용률 등 정보화의
양적인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이나 중기업과
비교하여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상위 규모
기업과의 정보화 수준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부족,
정보화 교육 부족, 소기업용 정보시스템 부족, 인식부족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자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극적이어서 IT투자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모별로 대기업의 경우 2004년 매출액 대비 IT투자규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1.44% -> 1.45%), 중기업(1.81% -> 1.74%)과 소기업
(1.39% -> 1.32%)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한국
전산원, 2004). 다음은 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IT투자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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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국기업과 국내 기업의 IT투자 규모
(자료: Gartner, 2004;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5)
(단위 : %)

매출액 대비 IT투자 예산

미국 대기업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2.78

1.45

소기업: 1.32
중기업: 1.74

<표 10>에 절대 수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대기업의
전체 매출액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IT투자규모는 절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IT투자 규모를 통해서 볼 때,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첫 번째 요인은 정보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IT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자금을 확보하는 방업은 자체 조달 혹은 정부의 지원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2) 체계적인 전략수립
국내 기업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어 있지만, 실지로 명확한 정보화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대기업: 41.4%(정보화 수준: 75.92점), 중소기업: 13.4%(49.32점)). 특히 소규모의
기업일수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수립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의 경우 정보화 목표 자체를 수립하지 않고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1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성공적인 정보화를 위한 사
전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
전략계획 수립현황을 정리한 표이다(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5).
<표 1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률
(자료: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5)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2002년

41.4

11.8

2003년

48.3

12.4

2005년

41.4

13.4

이처럼 정보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의 우선순위나 투자타당성 분석,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화 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투자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게 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체계적인 전략수립은 정보화를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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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화 인력 및 전담조직 체계
<표 8>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과, <그림 8>의 중소기업 정보화 저해요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함에서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체계가 미약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정보화 수준평가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담조직 보유율은
21%로 나타났으며, 정보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기업정보화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보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정보화 전담조직 보유여부
(자료: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5)
(단위: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평균

보유

77.9

34.5

7.5

59.1

미 보유

22.1

65.5

92.5

46.9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 수준과 거의 동일함.

정보화를 위한 전담조직 부재와 전문 인력 부족은 정보화 자체의 추진력을 상실할
것이며, 정보화를 위한 교육 기회 부족, 종업원의 IT시스템 활용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정보화 투자 대비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화
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라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 편성
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정보화 투자 효율성 극대화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대부분 정보화 추진환경 개선(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편성, 정보화 교육, 정보화 투자)과 정보화 구축(정보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보급 및
유지, 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금부족, 전략계획 미 수립)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은 정보화 활용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보화 투자 효율성 극대화는 결국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활용효과(정보시스템 활용도, IT기능 활용도 등)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보화 활용효과 대비 투자수준을

64

2006 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한독경상학회 발표 논문집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8>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정보화 저해
요인 중에 ‘시스템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50.6%) 항목이 이를 증명하고 있듯이,
중소기업들은 비효율적인 투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로는 정보화 투자규모 대비 활용수준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동일한 정보화 활용효과를 얻는데 필요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투
자수준을 낮춤으로 인해서 원하는 활용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부적절한 혹은 비효율적인 비용발생 요인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 추진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정보화 투자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사의 규모 및 업무프로세스
그리고 종업원의 수준에 맞는 적정규모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정보화 사전준비
중소기업 정보화를 대표하는 시스템구축은 기존의 업무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표준
화를 전제로 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특성 상
업무프로세스가 체계화,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소규모의 기업일수록
비 표준화의 정도가 심하며 이로 인해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적절한 시스템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손승희, 2005; 손승희,
백민정, 2005. 6).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는, 기존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재설계하여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전환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재설계 방법론,
분석도구 부족 등의 이유로 더욱 쉽지 않은 작업이다(2005년 정보화 수준평가결과
정보화 저해요인으로 표준화 미비(43.9%),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전환의 어려움
(32.6%)로 지적됨).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는 대부분의 IT 솔루션들은 이러한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프로세스 표준
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6) 기타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
이 이외에도 정보화 교육 부족, 경영자의 정보화 인식부족, 활용능력 부재, 인프라설비
부족 등의 요인들이 정보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정보화 인식개선, 부족한 혹은 낙후된 인프라설비 개축 등이 정보화 수준향상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전략
앞 장에서 설명한 정보화 현황과 기업규모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화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정보화를 위한 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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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투자비용 절감, 정보화 추진인력 부족 및 전담조직 부재 보완, 정보화를 위한
사전 준비, 활용능력 향상 . 즉, 중소기업 정보화의 근본 문제는 자금부족과 비용대비
효과 저조 그리고 인력과 전담조직 부재, 정보화전략 미비 및 업무프로세스 비 표준화
와 같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본 연구 논문의 결론 부에 해당되는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정보화를 위한 자금 확보 전략 - 정부의 지원금 활용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 인프라 설비 등과 같은 환경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실지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재무구조
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화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체 재원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인 자체 조달 방
법은 매출액 중에서 일정 규모를 IT투자를 위한 부분으로 책정하거나, 은행의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이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
하는 방법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
하여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실지로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표 5> 참조), 정부의 지원정책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따라서 정보화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이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게 나타나지만, 소규모의 기업일수록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듯이(손승희, 백민정, 2005.6),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보화를 위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한 독자적인 전략 수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 조달방법과 병행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 강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들의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는 것이 한 방법
일 것이다.

(2) 정보화 투자비용 절감 전략 - H/W 및 S/W의 적정규모 산정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2.6%), 시스템도입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50.6%), 지속적인 정보화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43.8%) 통해서 볼 때, 정보화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정보화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기업에서 정보화의 핵심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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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또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환경으로 급속도로 진환하고
있는 환경에서 시스템구성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성능이나
용량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이유는,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산정의 실
패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산원이 수행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자원 활용률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한국전산원, 2005), CPU 평균사용률은 46%로
분석되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스템구축 비용에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스템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에(최근 들어,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공공
부분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한국전산원,
2005; 2006), 많은 기업들이 사업자나 장비 업체의 제안에 의존하여 때로는 필요 이
상의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 성능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 비용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적정 이하의 규모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활용도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화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중소기업일수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정
규모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유사 사례를 분석
하여 벤치마킹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업무 복잡도와 업무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모산정 방식을 참조하거나(한국전산원,
2005, 2006),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산정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소기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산정식을 도출한 후, 이에 준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규모에 다른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www.tpc.org; www.spec.org).

(3) 정보화 추진 인력 부족 및 전담조직 부재 보완 전략
- 아웃소싱, 데이터센터 활용
<표 5>의 정보화 영향요인 중에서 정보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사용자 및 인적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의 기업일수록 정보화
추진인력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 실패보다는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승희, 백민정,
2005.6).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중소기업들이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이러한 정보화 추진
인력 부족과 전담조직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인력을 보충하고
전담조직체계를 편성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또 다른 비용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화 추진인력과 전담조직 체계를 갖추고, 기타 필요한 인력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2005년도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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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정도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화 추진 인력과
전담조직의 중요 임무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보수 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정보화전략 수립(ISP), 시스템구축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정보화 마인드 고취, 참여수준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화를 위한
사전준비, 정보화 추진 및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 장비 보유수준이 미비하고 기술수준이 약한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혹은 정보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자적으로 해결하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등
외부의 자원과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해킹, 바이러스 및 정보유출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에 의한 피해와, 전체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 아웃소싱 조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4.2% 만이 외부 아웃소싱 조직을 활용함), 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보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보다는 비용절감(인건비, 인프라설비 구축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견기업
이나 중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전산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웃소싱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자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4) 정보화 사전준비 전략 - ISP 컨설팅 및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크게 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중소기업: 50.33, 대기업 70.24). 그러나 정보화 활용효과 면에서는 (평균)
중소기업이 57.13점, 대기업: 66.75점으로 나타나 9.62점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보화 전략수립 면에서는 (평균)중소기업이 49.32점, 대기업이 75.92점으로
26.2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 격차는 더 커져서 소기업과 대
기업과의 차이는 31.62점, 중기업과의 차이는 16.92점, 중견기업과의 차이는 4.25점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략수립대비 활용효과의
차이는 7.81 : -9.17로 중소기업의 전략수립대비 활용효과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같은 분석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지로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업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의 정보화 수준격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없는 여건(비용부담, 인력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정보화 추진전략 및 구축 전반에 관해서 외부의 자문을 통해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업무효율성
향상(77.2%), 생산성 향상(42.3%), 품질개선(41.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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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표준화 작업과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손승희, 2003), 기존의 업무프로세스 자체를
분석하고 재설계하기 위해서 자사의 환경(업무복잡도, 비정형화/비체계화 정도, 사용자
의 수준 등)에 맞는 방법론과 도구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없이는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 ERP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IT 솔루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방법론과 지원도구를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손승희, 2003).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방법론 선정(완전성, 효율성, 레퍼런스 프로세스 제공)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한 도구선정(전문성, 자동화된 정도, CASE도구와의 연계성)

(5)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기타 전략
기타 정보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기회 부족, 정보화 인식부족,
활용능력 부재, 인프라설비 부족 등의 요인들을 보완하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의 규모와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주변 환경의 흐름에
편승하여 비현실적인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여 무리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화에 역행하여 역기능의 문제만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기업의 내․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자금부족과 기술력 부족 그리고
정보화 수준차이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나름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정보화 추진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가 입
증하듯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에
실시된 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에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의 71.7%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T활용효과 부문은 대기업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비교하여 여전히 상당한 정보화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중소기업 나름대로 정보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다르고,
규모에 따른 특성 다르기 때문에, 정보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다르며, 또한 정보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2005년도에 실시한 정보화 수준
평가를 토대로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향상 요인들과, 추진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결과를 기업규모별, 평가부문별로 구분하여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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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는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의 양적인 수준향상 보다는 질적인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며, 두 번째 의의는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별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개발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
정보화 수준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특성
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규모를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임에도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군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중소
기업 분류기준을 달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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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Verbesserung von
Konkurrenzfähigkeit in Mittel- und
Kleinbetrieben. *3)
Seyung-Hee Sohn **
Das Anteil von Mittel- und Kleinbetrieben in Korea beträgt 99.8% der
gesamten Betrieben, und das Anteil von Exportgrößen erreicht 35.6%. Diese
statistischen Zahlen zeigen, dass die Mittel- und Kleinbetriebe in Korea eine
wichtige Rolle spielen und die Krise von Mittel- und Kleinbetrieben zugleich den
Zusammenbruch der gesamten Economie bedeutet. Zur Zeit haben die Mittelund Kleinbetriebe viele Probleme und die Konkurrenzfähigkeit wird immer
schlechter. Der Hauptgrund dafür liegt darin, dass die Geschäftsprozesse immer
noch ohne oder mit geringem Einsatz von Informationstechnologien ausgeführt
werden. Deshalb bemühen sich die Mittel- und Kleinbetriebe, durch den Einsatz
neuer Informationstechnologien die Konkurrenzfähigkeit zu erhöhen.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beschäftigt sich mit den Problemen, die sich im
Lauf der Einführung von Informationstechnologien ergeben, und mit deren
Lösungsm öglichkeiten. Es wird angenom m en, dass die Problem e und die
Lösungsmöglichkeiten je nach den Größen von Betrieben und dem Niveau der
Einführung von Informationstechnologien anders sein können. wird sich im Lauf
der Untersuchung besonders mit der bekannten Problemen und der effektvien
Möglichkeiten zur Verbesserung von Konkurrenzfähigkeiten befassen.
Schlüßelwörter : Größe von Betrieben(Mittel- und Kleinbetrieb), Einführungsniveau
von Informationstechnologien, Strategien für Verbesserung von
Konkurrenzfähigkeit

*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05.
**Professor an der Dankook Universität (Wirtschaftsinformatik), shsoh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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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서

론

21세기는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는 대경쟁(Mega-Competition) 시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대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에 기초한 핵
심역량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종전의 모방형 발전전략
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설정,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수준의 질적 고도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핵심역량의 확충은 어느 한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모든 경제 주체들간의 연계시스템이 얼마나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아울러 기업들간의 경쟁조건과 기업을 둘러싼
제반 조건을 포괄하는 국가전체의 혁신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혁과 해외
자본․기술과의 협력 및 해외기술 유치에 경쟁적이라 할 수 있음. 일차적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서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역점을 두면서, 규제․제도 개혁, 민영화, 자발적 개방,
조직혁신, 관행 변화, 의식개혁 등을 통해 사회 전 부문의 비효율 제거 및 창의성,
변화에 대한 적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해외로부터
직접투자, 기술, 지식 등의 유치를 중점 추진하고 특히 세계적 기업을 비롯한 투자
유치경쟁에도 전력하고 있음. 또한, 보완관계가 높은 국가와 FTA 체결로 수출시장
확대 및 제도개혁의 완충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사회는 IT, BT, NT,
ST, ET 및 CT 등 소위 신기술을 주축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융합화 (Fusion) 되면서
국가간의 과학기술수출경쟁과 동시에 국가간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및 해외자본․기술 유치는 세계 전체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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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편중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
점을 아울러 내포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일
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련정책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를
위해서 이론적 배경은 게임이론을 선택하였다. 또한 양국간의 기업들이 한독국제기술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인터뷰 조사
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과 독일 현지에서 현재 양국간의 기술협력에 참여
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는 2004년 7월 12일부터
2004년 8월 13일까지 전화 및 면담 인터뷰를 통해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인터뷰는
한국과 독일 기술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필요할 때마다 인터뷰하였으며,
총 인터뷰 대상인원은 40명이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제 2장에서는 기술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게임
이론을 간단하게 기술협력과 연관되어서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게임이론을
국제기술협력에 연관시켜서 연구기술개발협력 유형을 개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
에서 개발된 연구기술개발유형에 토대를 두고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술협력들이
성공적으로 선정 및 진행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Ⅱ. 양국간 기술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연구기술개발 협력의 개념
기술협력(technological cooperation)의 개념은 문헌과 실무진에서 서로 상이하게 해석
되고 있음. 기술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기술에 대한 개념은 자연과학기술 분야와 기술경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technic’과 ‘technolog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technology’는 모아
놓은 성분(특성)과 그 삽입조건에 대한 지식‘으로서 각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technic’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식의 활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경제 분야에 활용되는, 즉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활용에 사용되는 기술개념에
한정짓도록 한다.
기술은 다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천 또는 실현시키는
것과 최초에 학문적인 활용이 가능한 혁신을 다시 구분하고 있다. 실현은 연구의
과정과 기술의 활용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Dresselhaus, Dirk) 이것은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와 연관지어질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는 ‘학문과 기술에 대한
지식인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새로운 활용형태의 유출을 위해 적용하는 것’
이다. <표 1>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각각 묶어져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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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개발 개념

연구

- 기초연구
학술적-, 기술적인 지식의 확장,
직접적인 활용방향 제시 없이
- 적용 연구:
직접적인 적용을 지향하는 (경제적인 이용)

개발

- 새로운 개발,
제품과 개발과정의 향상
- 적응
기술표준화의 제품과 개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technology’는 위의 연구개발 개념으로서 일반기업 부서에서는
혁신적인 개발에 근거를 두는 의미이다. 협력(cooperation, Zusammenarbeit)은 기업의
동업의 형태로서 파트너가 원칙적으로 시작과 종결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업 안에서 파트너 각자는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공동목적달성을 위해서 비종속적으로 새로운 것의 한 부분이
특정 기업부분에서 포기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협력은 기업의 과업
분야 또는 특정기능분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력프로젝트는 협력의 강도와 대상
에 따라서 가장 협력이 낮은 인적교환에서 가장 높은 결과지향적인 동업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
연구기술협력은 기업의 경쟁이전 분야에 해당하며 기업자원의 재화와 비재화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포함되며 특히 참여한 기업혁신과정의 연구기술개발 활동에서
제품특유의 노하우 또는 프로세스 특유의 노하우까지를 포함한다.

2. 게임이론
1) 게임이론 개요
게임이론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제주체의 합
리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다. 갈등적인 목적이 추진 될 수 있는 둘 또는
여러 게임 참여자의 행동반경간의 상호영향 변수에 대한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추천을 위해서 게임이 동적인 상황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게임이론의 근본적인 특성은 수학적인 관점에 있다는 것이며 게임 참여자의 실행
방법의 결과로서 각자에게 놓여진 상황에서 최상의 해결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추천하는 것이 게임이론접근방법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게임이
론은 구체적이고 실증분석의 테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으로 유출하는 것이 아닌 게임이론의 기본모델과 일반적인 행
위추천에 대해서 소개하고 국제기업들의 연구기술개발협력을 위한 연구협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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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모형으로서의 게임이론의 인질딜레마
생각할 수 있는 게임상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을 우선
구분 하도록 한다. 제로섬 게임은 게임 참여자의 이윤이 다른 게임 참여자의 동일한
크기의 손실을 상쇄하면서 달성되는 분배쟁취의 상황으로 표시된다. 비제로섬 게임에
서는 경쟁적인 행동의 과업을 통해서 공동의 이윤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이것은 다른
행동방향으로서 순수한 경쟁행동을 만들어낸다. 전체적으로 모든 참여자는 최상의 협력
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비제로 게임은 협력 행동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인해 게임
참여자가 각자에게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행위 할 수 있는 것을 인질딜레마 라고 한다.
만일 두 게임참여자가 협력을 한다면, 그들 각자는 n 효용성을 게임전체에서 달성할
수 있다. 만일 한 게임 참여자가 협력에 정직하지 않게 실행하고, 다른 파트너는 그의
협력행동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실행 한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2xn <보다 적은
효용도를 달성하게 된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추가적인 효용을 실행 할 수 있지만,
다른 파트너에게 부정적인 효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일 두 파트너가 경쟁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비록 자신의 일방적인 협력행동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 효용성에서는 가장 작은 최소량을 달성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게임 상황은 아래 순효용 메트릭스를 통해서 볼수 있다(그림 3-1: 게임
참여자 행동과 효용 메트릭스).
<그림 2> 게임 참여자 행동과 효용 메트릭스

게임참여자
A의 행동

협력

n-k*

n
n+

n-l
비협력적

n-l
비협력적
게임참여자

n
n+
n-k
협력적
B의 행동

만일 이러한 종류의 게임상황이 일회적으로 실행되고 마는 것이라면, 게임 참여자가
그들의 행동방경에 구속력을 두지 않고, 각자의 게임 참여자의 관점에서 행동하며
따라서 비협력인 행동이 지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방경은 다른 게임
참여자 모두에게 각자를 위해서 더 나은 효용값을 가져 올도 있다.
만일 게임이 일회적이 아니고 여러번 반복되어서 게임 안에서 인질딜레마가 반복
된다면, 의사결정은 게임참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파트너가 서로
협력할 경우 전체효용은 장기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협력에서
이윤회득 가능성은 협력적인 행동 방향 안에서 인질딜레마행동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거래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협력적인 행동
이 실행될 확률은 높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게임참여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일회적인 거래에 두지 않고, 관계를 장기적으로 바르게 유지토록 노력하게 된다.
미래의 효용잠재력이 반드시 협력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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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참여자 각자는 현재와 미래에 서로 다른 무게를 의도할 수 있으며, 그 무게에
때라서 각자 상이한 게임전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B) 협력적 행동의 규범
인질 딜레마 형태가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협력적인 것과 비협력적인 것 모두가 전략
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임디자인에서 두 파트너 모두가 협력적인 행동이 최상으로
인식되어서 실행될 수도 있지만, 게임파트너 각자는 협력적인 또는 비협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자신의 이익(장점)을 달성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예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각자의 게임관점에서 각 게임전략의 장점을
서로 비교분석하게 된다. Axelrod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게임이론을 PC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시도했음. 연구결과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쉬운 “Tit for tat”전략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의 전략으로서 협력적인 행동으로 시작하고,
게임파트너의 과거(이전)행동의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Axelrod는 이러한
게임전략의 장점을 “of being nice, retaliatory, forgiving, and clear”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시작에서 협력의 준비는 좋은 의지를 신호하게 되고 확실하고 단호한 직접적인
처벌은 다른 게임 파트너에게 그의 행동방경을 예견할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두 파트너 모두 함께 다른 파트너에게 협력적인 행동을 고무시키게 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과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것은 인질딜레마 형태가 반복
되는 게임에서 협력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질적인 ‘Tit for tat’전략의 적용은 더 구체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 즉 행동지침은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끝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커뮤니케이션관계를 보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현실적인 관계에서는 위신과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참여자간의 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실행되기도 하며, 동시에 넓은 책임
가능 한 범위 안에서 결과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처벌행동을 통해서 단계별로 차
별화된 실행이 이루어질수도 있음. 또한 Tit for Tat의 기본생각이 실질적으로 다른
파트너에게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한다. ‘Axelrod’의 시물레이션 실험결과는 정확한
행동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론적 전제에서 상대방이
협력행동 위반으로 침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인 관계는 어떤 시간 안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과업교환에서는 분배이익을 능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가 길어진다고 기대
될수록 협력의 신뢰, 협력준비도 그리고 안정성이 상승된다. 따라서 한정된 협력협
정기간과 후속협력을 내다 볼 수 없는 연구기술개발협력은 최후단계에서 파트너간
의 협력적인 행동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력적인 행동을 통한 공동효용은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함. 비협력적인
분배이익에 비해 협력적일 경우 추가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협력적인 행동방경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할수 있다. 협력행동은 모든 참여자
에게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 만일 협력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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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크게 불균형을 이룬다면, 협력을 위한 동기 안에서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협력프로젝트가 협력에 참여한 파트너 중에서 한 파트너에게만 핵심적인
의미를 주게 된다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파트너가 일방적으로 타 파트너에게 종
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파트너의 행동이 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늦게 또는 전혀 협력행동의 차이를
파트너가 협력 안에서 인지할 수 없다면, 비협력적인 행동은 처벌되지 못하며 일방
적인 효용이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높은 빈번도는 다른 파트너의 결핍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줄여주고, 분배쟁취로부터의 잠재적인 문제점도 줄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관찰은 게임의 시작과 종결과정에서 두 파트너가 이탈 할 수 없는 것과 게임의
시작과 종결은 마찰 없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질딜레마
형태의 반복적인 행동에서는 위의 전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거래비용
관점에서 보면 현실에서 자주 관계형성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질딜레마 형태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관계의 단절은 다시 관계를 위해서
투자된 거래비용의 손실을 의미하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과 협상을 필요하게 한다.
각각의 게임 참여자 관점에서 보면 효용 메트릭스는 반복적인 게임서 모든 상황은 불변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신의 행동을 종속시키게 됨. 이러한 역동성은 협력적인 행동을
굳히게 한다고 할수 있다. 높은 시작비용으로 인해 참여한 파트너는 게임 안에서 높은
유형성을 나타내고, 장기적인 이익달성을 위해서 단기적인 단점에 대한 위험을 감안코자
준비되어있다. 동시에 의견 불일치로 인한 비협조적인 행동이 ‘exitoption’으로 인지
되기 이전에 협상 안에서 서로의 관심을 투철 시키는 것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된다.

Ⅲ. 연구기술개발 협력프로젝트와 게임이론
인질딜레마 형태로 반복되는 게임의 기본모형은 연구기술개발 협력행동에 적용 시킬
수 있다. 계약서상의 미완성을 통해서 각 파트너는 ‘de facto right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others’를 가질 수 있다. 참여한 파트너들는 의사결정
이전에 프로젝트실행에 앞서 협력 또는 비협력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을 하게 된다. 참여한 파트너 입장에서 본 연구기술개발 협력은 중요한 (성공)결정
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행동이 요구된다. 각 파트너는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절감시키든가 또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 파트너 희생 하에 불균형적인
이윤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계약서 위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예컨대
협력 안에서 자신의 소극적인 기여를 통해서도 달성 될 수 있다.
연구기술개발협력의 전형적인 상황은 게임이론에서 보는 비협력적인 행동에 대한
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연구기술개발 협력은 기업들이 서로 각 분야에서 선택된
기술핵심능력 영역을 가지고 있고, 학문-기술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파트너간의 장기적인 관계 안에서 부분적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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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기술협력에서 협력적인 의도는 각 파트너는
단편적인 특정 프로젝트를 넘어선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연구기술개발 프로젝트 안에서는 비협조적인 행동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탐색되는 연구기술개발 프로세스 안에서는 긴밀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협조적인 행동은 쉽게 상대방으로
부터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되는 파트너는 신속하게 반응 할
수 있고, 예컨대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을 소극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만일 그들이
기술개발과업수행을 통해서 모든 효용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파트너는
공동 효용을 위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들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만일 기여하지 않는 파트너가 결과로부터 불균형적으로 보다 중요한 효용을 쟁취하게
된다면, 종극적으로 특허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연구기술개발협력의 관계
안에서 높은 행동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반복되는 인질딜레마의 게임이론의 경우라면, 연구기술개발협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조건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연구기술개발 협력이
추진되고, 공동으로 달성가능한 부가효용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투입측면
에서 개인적으로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결과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술협력실행을 위해서 협력동기 형태는 시너지효과의
실행과 비용절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론을 통한 설명에서 지배적인 것은 비용절감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기술개
발협력은 따라서 비용과 위험부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비용절감의 장점이
이익부분을 상쇄되지 않는다면 비제로 게임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관점에서만
고려한 연구기술개발 협력은 이익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보호가 어려운 또는 보호가
불가능한 기술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의 협력, 또는 기초연구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비용지향적인 관점은 프로젝트성공의 확률이 기업자신에게 종속되지 않고 연구
기술개발 예산액의 크기에만 종속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보완효과성”
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보완효과성을 통해서 게임이론 안에서 기업관점에서의 협력
적인 행동의 장점에 관한 모형과 구체적인 가설을 유도했다.
비제로섬 게임은 보완성을 통해서 성공확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비용부분으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결과는 시너지효과로 인한 것이며, 모든 부분의 합계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해 자원과 능력의 보완성은 협력의사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기술개발협력은 보완 가능한 자원과 능력의 시너지
효과가 실현 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이론
관점에서 비제로섬 게임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술개발프로젝트 비용이 높을 경우 연구기술개발 협력을 더 선호하게 된다.
기업들의 협력준비도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높은 개발프로젝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기술협력의 성공확률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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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본 비제로섬 게임이 달성 될 수 있다.
연구기술개발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은 기대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와 보완성의
상호영향 관계이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결과는 기술의 보호 가능성과 프로젝트 실행
으로 기대되는 상용화 제품과 연관된다.
순수한 비용관점에서 본 성공적인 기술협력은 경쟁이전의 프로젝트 결과를 위한
협력에 적합한 것에 비해 보완가능성은 보완 가능한 능력과 자원을 통해 가능한 것은
게임이론관점에서 특히 상용화 제품과 연관된 기술개발협력에서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완가능 장점과 분배효과 간의 Trade-off는 각 상황특성과 기업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분배효과는 파트너가 서로 잠재적인 경쟁자일 경우에 나타난다. (만일 협력파트너가
수직적 관계, 대학 또는 연구소간일 경우에는 분배효과는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음)경쟁
강도가 강해지면 그와 반대로 분배효과는 상승한다. 따라서 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
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선호하게 되고, 비교적 기업이 작은 파트너와 협력
하기를 선호한다. 이 두 가지 상황들은 자신 스스로가 전체효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을 파트너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한 파트너
간에 경쟁강도가 낮은 기관(기업)간의 연구기술개발협력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비제로섬 게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Ex. 대학, 연구소, 기업).
경쟁이전분야에서의 연구기술협력은 투입에 비례한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움
으로 인해 기술협력이 비록 경쟁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차후의 기술
협력결과에서 분배문제가 적으므로 비제로 합산게임이 발생된다. 따라서 경쟁이전
의 연구기술개발 협력에서는 경쟁자 간의 협력이 오히려 상용화 결과를 위한 협력
에서 보다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완성과 투입 비례 결과에 대한 계산 가능성과 기술협력을 이루는 두 개의 영역
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파트너 보완성에 의한 특성과 프로젝트결과 유형의 변수에
의해서 네 개의 매트릭스가 생성된다(참조 <그림 3-2> 연구기술개발협력 유형).
<그림 3> 연구기술개발협력 유형
프로젝트
유형
IV

상용화 능력

경쟁이전

III

I

가장 낮은
성공잠재력

비용분배

대체가능 능력

가장 높은
성공잠재력

II

장기적인
장점
보완가능 능력

파트너의 특성

- 영역(I) : 프로젝트 결과가 상용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파트너간의 자원과
능력이 보완 가능한 분야는 연구기술개발협력의 네 가지 유형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
을 가진 결과를 가지는 영역이다. 프로젝트의 시장지향성은 확실한 목적을 겨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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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보완 가능한 능력과 자원은 기술협력참여기관들의 부족한 인적 및 시
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에서도 시장과 연관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영역 (II) : 보완 가능한 파트너와 경쟁이전의 기술협력분야에서의 연구기술개발
협력을 말한다. 협력은 비제로섬 게임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능하지만, 협력
참여에 대한 매력은 투입 대 결과에 대한 계산 불가능성으로 인해 낮다고 할 수
있음. 협력의 시작비용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결과 달성 가능한 단기적 중기적인
협력의 장점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영역 (III) : 참여한 기업이 그들의 능력과 자원에서 전혀 보완성이 없는 또는 미세한
보완 가능한 분야와 경쟁이전기술협력의 영역이다. 이러한 경우는 상용화 가능한
프로젝트를 경쟁자와 협력 할 수 없는 기업의 비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협력에 참여한 파트너 관심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위험
절감의 시너지효과는 결여되어 있는 것에 반해 프로젝트결과는 공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협력형태는 오히려 기업들의 연구
합의 형태를 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낮은 관여도와 넓은
확산(Diffusion)의 장점을 합의형태를 통해서 잘 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네 번째의 영역의 협력은 상용화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전
문화된 파트너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로섬 게임은 비용분담 효과를
통해서 생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연구기술개발프로젝트의 비용과
위험이 특히 클 경우에만 선호하게 된다(+).
- 따라서 위 네 가지 영역에서 제 1영역에 속하는 상용화 결과를 목적으로 하면서
각 파트너들의 능력과 자원이 보완 가능한 연구기술개발협력은 성공적 이다.
또한 위의 네 가지 형태 안에서 각 상이한 목적과 성공기회는 정부의 지원 안
에서 각 상이한 결과를 예상 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중에서 보완 가능한 파트너
간에 경쟁이전 기술연구분야(+++)에 정부지원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와 반대로 비슷한 파트너 하에서 경쟁이전의 협력분야의 정부지원은 기술협력이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는 협력파트너 간의 협력동기 결핍으로 인해 협력에 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비제로 합산 게임이 오직 비용절감과 정부
보조금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쟁이전의 연구기술개발 협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Ⅳ. 실증 분석
1. 한독기술협력 실증분석 개요
A) 조사목적
실증분석을 위해 선택된 그룹은 현재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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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한정지었으며, 실증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A) 성공적으로 파트너가 선정되었는지
B) 실질적인 기술협력에서 비제로섬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즉 협력을 통해서 양
파트너 모두가 높은 효용성을 가질수 있는지 등이다.
설문조사를 위해서 설문자는 독일과 한국간의 이미 실행하고 있는 협력파트너로
한정지었으며 특히 금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을 통해서 국제기술협력을 하는 기관
및 기업으로 한정지었다. 국제기술협력에 참여기업 및 기관들은 기업전략에 직접적
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관명을 언급하지 않고 기술분야를
명기하였다.
C) 조사시점
- 2004년 8울 16일 - 9월 12일
D) 조사방법
독일과 한국에서 전화 및 방문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가 병행 되었다.
E) 회답율
- 독일 측에서 인터뷰에 응한 파트너는 6개 기관이고, 우선적으로 e-메일을 통해서 인터
뷰파트너를 선정한 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
그 후 인터뷰는 전화로 이루어졌고, 독일 측에서는 총 6건의 기술협력이었으며, 현재
2+2에 참여하는 모든 8건의 프로젝트 참여자기관들이 인터뷰에 응했음. 단 한개의
기업은 인터뷰시간이 적합하지 않아서 인터뷰를 포기했음. 모든 기술협력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협조를 받을수 있었음.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동차산업 분야, 중공업
분야 등으로 여러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었음. 기업체외에 연구소 또는 대학
기관에 대한 인터뷰는 독일 측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한국측에서만 실행되었음. 설문에
답한 기업과 연구소/대학을 보면 아래 도표와 같음.
- 2+2 프로젝트 참여기관 한국과 독일 총 16건 중 14건 참여 (참고: <표 4-2>).
- 참여율: 약 90%
<표 1> 설문조사 참여수
설문에 답한 응답자 : 6 기술협력 팀
기업체

연구소/대학

독일

7

‐

한국

4

3

합계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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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결과

1) 연구기술개발협력 유형
일반적으로 연구기술개발 협력에 대한 조사대상을 탐색하기에는 기업들의 전략적
사항과 보안 문제로 인해서 외부조사자들이 쉽게 협력내부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본 연구목적에 따라서 현재 정부지원금으로 한독기술협
력을 실행하고 있는 협력파트너 기관 및 기업들을 물색해서 심층 분석, 인터뷰 및 표
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실증분석이 이루어 졌다. 조사대상으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
는 국제협력 2+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 기업 및 기관 모두를 선정하
여 단기간에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2 한독 공동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함.

A) 2+2 한독국제기술협력 개요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독일교육기술부가 공동 투자하여 2000년부터 소재기술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독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 세부과제 및 참여기업체
- 2+2 프로젝트에서는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 연구소 또는 대학기관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독일 협력참여단은 독일교육 기술부가,
한국 참여팀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2+2 프로젝트
를 통해서 현재까지 6건의 협력이 재료공학분야에서 이루어졌음. 이 6건의 분야를
대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협력에 대한
평가와 양국간의 관점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게 양국의 파트너에게 동시에
동일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음.
- 각 세부과제의 더욱 높은 목표 달성과 각 과제 간 시너지 효과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제도의 보완을 통한 세부과제 관리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며,
각 세부과제로부터 반기별 보고서 접수와 성과발표회(당 센터 전문위원회 혹은
Partnership 행사)를 통한 더욱 실질적인 과제 관리 및 과제 간 시너지효과 창
출토록 노력하고 있음. 만일 목표 대비 달성도가 아주 낮거나 외부환경 요인
변화에 의해 과제방향 혹은 목표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Critical Review를 통한
과제의 지속여부 결정 혹은 방향 수정 노력을 하고 있음. 본 프로젝트에서는
가능하면 한국과 독일간의 과제 접수에서부터 모든 과제 진행일정을 맞추어 혼
선의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Partnership 행사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진행과제와 신청하려는 신규과제 및 한․독 간의 공동기술개발을 원
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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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독국제기술협력사업 참여 현황
기술협력 참여기관

과 제 명

연구기술개발
협력유형

기관유형

분 야

프로젝트 유형

기업 & 연구소

자동차

상용화

기업 & 기업

나노기술

경쟁이전

3. 평판디스플레이용 무반사 광필터 코팅 공정기술
기업 & 연구소
개발

DP

상용화

4. 디지털 이미지 인화 광택지/필름용 알루미나 졸
기업 & 연구소
개발

DP

상용화

DLC

상용화

자동차

상용화

1. 자동차용 저온 고속 플라즈마 코팅기술 개발
2. 고온용 초경도 나노 구조 및 나노화합물 박막에
관한 연구

5. 샤프트부시 DLC 코팅기술 개발

기업 & 학교

6. 다기능 무반사, 고반사 시스템 및 관련 펄스 마그
기업 & 연구소
네트론 스퍼터 공정 개발

A)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파트너들의 평가를 통한 양국간의 연구기술개
발협력 유형 분석
유형분석을 위해서 설문에서는 본인이 보는 자신의 장점과 타인이 보는 자신의
장점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와 파트너간의 보완
성이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목적 및 동기 그리고 각각 협력 안에서 분
배된 과업에 관한 것을 통해서 협력유형을 도출하였다. 설문을 위해서 설문자들은
각각 동일한 설문에 참여하였다.

3. 한독기술협력 형태
- 한독기술협력형태는 독일과 한국 양국 모두 다 공동연구기술개발프로젝트 또는
결과 및 경험에 대한 상호교류에 대한 유형이다. 부분적으로 협력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진 혼합형태도 있다.
A) 한독기술협력 파트너의 장점 및 단점
a) 독일 vs 한국 양국의 파트너를 보는 장점
- 독일 : 독일기업이 보는 한국파트너의 장점 : 아시아 시장진입용이성, 기술지식,
적용 가능한 시장, 시너지 효과 활용성, 자신의 과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문제
해결방법의 유연성을 들었다.
독일기업이 보는 자신의 장점 : 우수한 기술력 및 노하우, 우수한 상품 적용성,
기술적인 적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음.
- 한국 : 한국기업이 보는 독일파트너의 장점 : 우수한 기술력과 독일의 우수한 연구
분위기 및 인프라구조. 공동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실수기회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 생산성향상 등이 중요한 점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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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생각하는 자신 스스로의 장점 : 가장 먼저 기술력과 그것을 통한 서너지
효과이며 이것을 독일파트너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상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한국+독일 비교분석 : 자신이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한 것의 비교
분석으로서 한국파트너가 협력 안에서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독일
파트너가 협력 안에서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보면 서로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평가하는 것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기업이 나열한 자신의 강점은 실질적으로 독일기업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평가하는 요인과 일치했으며, 독일기업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한국기업이 독일기업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양국에 대한 상호 평가에서 몇몇의 상이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자신/파트너 상호평가는 핵심적인 관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기술협력의 토대를 이루는 파트너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성공적인 파트너 선정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참고 <그림 4> 한독기술협력 파트너간의 장점 비교).
b) 한독기술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기관에게 주는 중요도 :
독일참여기관들은 기술협력이 한․독 양국 모두 한국과의 기술협력은 기업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라고 했다. 그 원인은 기술협력이 기업의 미래 생존과
연결되는 기업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술협력 참여자들도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미래에는 더욱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원인은 독일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개발이 전략적 사업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협력을 통해서 제품판매권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한독기술협력 파트너간의 장점 비교
한 국

• 문 제 해 결

기 술 협 력

파 트 너 의

장 점

방 법 (유 연 성 )
• 기 술 력

• 자 신 과 업 에 대 한
객 관 적 인 평 가

• 아 시 아 시 장

진 입 용 이 성

(시 장 - & 소 비 자 에

관 한

지 식 )

• 시 너 지 효 과

독 일 기 술 협 력

• 네 트 워 크
가 능 성
• 연 구 인 프 라 와
연 구 분 위 기

자료 : 설문조사 (2004).

장 점

형 성

긍 정 적 인

• 생 산 성

파 트 너 의

상 승

• 기 술 력
• 연 구 결 과 의

상 용 화

가 능 성

88

2006 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한독경상학회 발표 논문집

c) 파트너 유형 :
위의 설문을 통해서 보면 각 파트너들은 상호 파트너 간에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용화 및 경쟁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간의 국제기술협력은 양국의 성공적인 파트너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한․독 국제기술협력 유형
프로젝트
유형
IV

상용화 능력

I

가장 낮은
성공잠재력

가장 높은
정부
성공잠재력

(한 .독 )
경쟁이전

III

비용분배

대체가능 능력

II

장기적인

P ro장je점c t
보완가능 능력
파트너의 특성

2) 높은 효용성 기대(비제로섬 게임 진행성)
높은 효용성이 파트너간에 이루어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단계의 설문과정을
거쳤다; 기술협력 참여동기, 기술협력 안에서의 장애요인
A) 동기
독일협력 참여자들은 한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시장 진입 가능성, 시장에
대한 지식획득 가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참여자들은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 및 기술로 상용화가 가능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시장에 진입코자
하는 동기를 두고 있음. 독일기업들은 한국시장진입가능성과 연관시켜서 한국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확산효과를 취득함으로 인해 자신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아시아
시장진입의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시장에 진입코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독기술협력 목적으로는 독일참여자들은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결과지향
적인 적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교역파트너로써 기술협력을 이루려는 협력참여자
들도 있었음. 따라서 이미 형성된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과 자신의 제품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한편, 한국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술협력에서도 추진되는 동기를 볼수 있었음.
예컨대 기술력 접근용이, 네트워크관계 형성, 제품품질 향상, 매출액상승 가능 요인 등
임. 한국과 독일 양국이 모두 일치하는 동기로는 기술 시너지 효과 달성, 연구기술
개발기간 단축 두 가지의 동기는 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다른 일반적인
프로젝트 동기와는 달리 뚜렷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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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독일 비교분석 :
한독 기술협력을 시작한 동기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음. 시장진입성과 시너지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제품적용 향상시키는 것, 새로운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획득 가능성. 그 밖에 한독 양국 파트너 모두에게서 상호 지식습득, 시장지식
또는 기술지식을 습득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러 요인들을 비교분석 해보면 양국이
서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독일기업들의 동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확장, 비용
절감, 네트워크관계 형성 등이 중요한 협력을 위한 요인임.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참
여자에게도 동시에 볼 수 있음. 하지만 기술력 접근의 용이성은 독일참여자 보다는
한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요인은 다시 참여기업들의 제품품질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한독 모두 타 기술협력과 현저하게 다른 일반적인 국제기술협력의
동기 및 목적과 본 프로젝트 참여기업/기관에서의 목적 및 동기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B) 한독기술협력 장애요인
한국 협력파트너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문제점과 지리적인 문제점을 가장 큰 부정적
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인 원거리로 인해 참여자들은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될
수 없고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6> 한독 기술협력 참여자들의 동기

• 파트너의 시장에 관한 지식
• 네트워크관계 형성

시장진입의 용이성

• 자신의 기술력 상승

• 파트너의 기술력
• 제품품질 향상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시너지 효과

자료 : 설문조사 2004.

현재 커뮤니케이션은 6개월 마다 한번 씩 만나는 정도이며 한국참여자들은 독일과
의 협력은 한일협력보다 특히 문화적인 상이점으로 인한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참여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타 국제협력과는 달리 본 한독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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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산 학 연 협력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은 기업체참여로 인해 깊이
있는 결과를 유출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신속한 적용결과를 유출케
강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독기술협력에는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한독
기술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결과를 유출해서 우수한 혁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중소
기업으로 인해 투입된 자원을 신속하게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유사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법적인 보장이 주어져 있지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밖에도 높은 거래비용과 계약체결의 문제점을 협력의 장애요인
으로 한국참여자은 보았음.
- 독일참여자들은 거리적인 문제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기업인들은 반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한 기업만이 언어문제가 협력전체결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입힌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언어문제 보다는 협력 안에서 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지, 즉 커뮤니케이션 방법
에 대한 문화적인 상이점이 더 문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림 7> 한독 국제기술협력의 양국이 보는 동기
독일기업들의 한국과의 기술협력 동기

• 한국의 시장성장성

한국특유의 특이한 동기 없이 (일반적인
동기):

• 이미 형성된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제 삼자의 도움을 통해서

한국기업/연구소들의 독일과의 기술협력 동기
• 선진국 기술습득 가능성
• 독일의 긍정적인 국민성

자료 : 설문조사 (2004).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국파트너와 보다 긴밀한 연결을 원했으며,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항상 제 삼자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 설문자들은 프로젝트와 연관시켜서 협력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용
할 수 있는 재무자원과 주어진 협력기관과의 부정확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밖에 중요한 문제로서 지식유출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매출액손실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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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독 기술협력의 장애요인
가장 큰 장애요인:

한 국

언어 장애 & 문화적인 상이점

한국 기업 / 기관들의 문제점

• 지리적으로 떨어진 거리
• 기업측이 기관(연구소/대학)에게 주는
결과 지향적인 심리적 부담감
• 투입한 자원이 이윤과 연결되지
못하는 위험
• 높은 거래비용

독 일

독일 기업 들의 문제점

• 지식유출의 위험
• 협력의 기간과 지원(도구)에 대한
불확실성
• 한국측의 2+2의 구조적인 파트너
형성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업분배 문제점

• 계약사항의 문제점

자료 : 설문조사 2004.

C) 협력 안에서의 과업분배
독일 참여기업들은 기술연구와 상용화의 혼합형으로 특정분야에서 시도해보는 것을
또는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을 위한 개발 또는 생산공정 개발 등으로 분명한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참여기업들은 분명한 과업설정을 독일기업
에 비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기술에 대한 준비, 상업화제품
시도를 위한 실행 등으로 일반적인 과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양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한독 기술협력 안에서 일반적인 과업분배 유형은
독일 참여자는 실질적인 기술의 적용에 주 과제를 두는 것에 반해 한국 참여자들은
독일과의 협력이 연구기술개발 분야에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기업에게는 제조공정과 및 생산분야와 연관된 분야가 중요한 기업내부기능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국제기술협력은 향후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된다. 이는 글로벌 경쟁
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에 기초한 핵심역량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과 독일간의 기술협력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파트너 선정 및 정부지원에서의 분야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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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 장애요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독일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거리감, 커뮤니케이션 문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언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 각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양국이 서로 문화적인 이해를 증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