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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역량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부품소재 개발사업의 중단 및 실패요인

1)강성욱* / 이기훈**

본 연구는 국내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의 중단 및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해당 기업들의 필요 요인을 파

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상류 및 하류 중간에 위치한

부품소재산업은국내 산업의 경쟁력에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산업임에도불구하

고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들이 대부분 설문조사

에기초한기술혁신과 기술사업또는 기술혁신과 시장지향성에 대한인과관계를 밝

히는데 집중한 반면, 실제 기술개발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45개 국내 부품소재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3가지 요인(기술적 요인, 경영적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기술적 문제, 주요 연구인력 퇴사, 주요

설비 매각, 특허 문제 등이 파악되었고, 경영적 요인으로 유동성, 자본잠식, 적자,

및 부도폐업, 기타 요인으로 윤리적인 문제(임원 사기횡령 및 연구비 유용),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상용화 불명확 또는 포기 등이었다. 기존에는 주로 기술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복합적인 접

근을 통한 기술혁신 및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행하는 것

이 해당사업의 성공, 중단 및 실패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부

품소재산업의 특성만으로 본 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 있으므로, 상하위산

업에 대한 연구도 향후 진행함으로써 기술적, 경영적, 그리고 기타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본 연구결과의 유의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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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산업경쟁력의 중심이 완제품 중심의 경쟁구조에서 부품소재 중

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부품소재가 신기술∙신제품 부가가치 창

출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산업전체의 경쟁력

을 좌우하고 제조업 성장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정부차원(지식경제부)에서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

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

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

다. 이중 올해로 시행 12년째(‘00~‘11)를 맞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

성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에 대하여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민간투자기관)들이 해당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경

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무담보․무이자의 R&D 자금 지

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타 기술개발사업과 달리 지원과제 선정에 민간 

투자기관의 사업성평가 및 투자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기관의 

사업성평가 및 투자를 통해 개발기술의 시장성에 대한 객관적 보장을 담

보함으로써 기술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수행기업

의 책임성 및 투명성․재무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화 재원 확충,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다. 즉, 기업입

장에서는 민간의 투자금과 정부 R&D 자금이 동시에 지원됨으로써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투명성이 확보되고,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시장

으로부터 동시에 인정받게 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으

로써 기업이 R&D를 위한 R&D를 할 수 없게 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R&D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여 R&D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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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의 구축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단․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장성, 수익성 저하, 자금난 등으

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 전문인력의 공급부족과 연구개발 인력의 

일탈 및 이직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

으로 중단 또는 실패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의 중단 및 실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동시

에 성공요인의 공통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경규, 2010; Lussier & Halabi,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기술개발정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개발의 중단 및 실패요인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

하고, 제 Ⅲ 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 Ⅳ장에서 연구분석 및 결

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문헌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

비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고, 또한 소규모 혁신적 제품을 통한 성장에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혁신(innovation)활동이다. 여기서 연구개발 역량은 기업이 혁신

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거나 이를 활용하기위해 기업이 내부적으로 독

립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Brockman 

& Morgan, 2003).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추진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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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이

동석·정락채, 2010). 연구개발 역량이 기술혁신 및 사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연구개발에 대

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매출, 이익, 생산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이 신기술

과 신제품 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han, et al., 1990; Lee, et al., 2001; Yam, et al., 2004).   

김영배(2005)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기초한 중소기업이 혁신적 중소기

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영국 Bank of England (2001)는 기술기반 혁

신중소기업(technology-based innovative SMEs)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신기술의 적용 또는 기존 기술의 혁신적 이용 등 과학적, 

기술적 기반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신제품, 설비, 시스템, 과정, 

프로그램, 서비스가 기업조직에 새롭게 적용되어 기업조직의 변화를 가

져오는 것이라 기술될 수 있다(Burgelman & Maidique, 1995). 특히 이러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능력이 시장지향적 측면에서 제품 및 서비

스의 성공을 결정하는 큰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박종복(2008)에 따르면 

“기술사업화를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 및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으로 정의하고 제품개발, 생산 및 마케팅 

등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의 사업화 결정요인으로 김광두 등

(1991)은 기술적, 경제적, 기업특성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고, 기술적 

요인으로 기술정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의 흡수, 소화, 개선능력, 생산

기술능력; 경제적 요인으로 시장조사능력, 시장조건, 상품특성, 마케팅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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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자금능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특성으로 기업주의 특성, 기업의 경험, 

기업의 자금능력, 기업의 기술능력, 기업의 관리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중소기업경

쟁력의 원천으로 기술부문과 경영부문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적 부문의 역량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술정보능력, 기술선택

능력, 기술의 흡수, 소화, 개선능력, 생산기술능력 등이 포함되며 하드웨어

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영부문은 경영인 또는 기업주

의 특성과 자질, 기업 관리능력, 기업 자금능력, 기업의 기술능력 등이 포

함되며 이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 역량과 

경영관리적 능력이 함께 적용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지향적 기술혁신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ouitaris, 

2002; Teece, 1992). 결국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기술부문과 경영관리 

부문의 혁신역량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장우·이성훈(2009)은 성공기업과 실패기업의 특성을 기업속성, 경쟁

전략, 네트워킹 전략, 자원과 역량, 환경특성에 따라 두 기업군 간에 차이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장수덕은 벤처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생존기업과 실패기업의 기업특성을 인적자원, 재무적/사회적/기

술적 자원, 전략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차이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공 및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CEO)의 

특성, 기업규모, 기업의 전략적 의지 등이 제기되었다(경종수·이보형, 

2010). 또한 이동석·정락채(2008)는 전자부품산업을 대상으로 매출성장율, 

R&D 투자비율, 기술인력비율, 외부 협력건수 등을 기초로 매출성장율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종선(2007)

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 내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품소재개발분야는 산업의 상류(upstream) 및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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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에 걸쳐 산업의 가치가슬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상·하류 기

업들과 다양한 기업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에 필요한 기술지식, 

개발된 기술의 수요, 자금 측면에서의 협력관계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에서의 실

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변수 및 이

론이 없는 실정이다(Lussier & Halabi,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의 추진과정에서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답을 탐색

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통해 구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앞서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론적 

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은 사례연구(case study)에 

기초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발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Yin (2003)이 지적했듯이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접근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였고, Eisenhardt(1989)와 Eisenhardt & 

Grabner (2007)가 주장했듯이 아직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사례연구가 연구방법론적으로 최적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까지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왜 실패 또는 중단하는지에 대한 이론 및 

방법론적 사례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분야로, 탐색적 연구를 통한 사례

연구가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방법은 

실패･중단기업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진행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212개중 중단･실패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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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본부장급 이상 혹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시행하

였고, 기술개발 점검은 박사급 현장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졌다. 중단·실

패 원인 분석은 중단·실패과제 개별 주관기업별 Data를 모두 수집하고 필

요한 경우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는 개별기업별로 중단·실패의 원인을 분류하여 코딩한 후 큰 카테고리별

로 묶어 표준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 부품․소재기술

개발기업의 실패･중단기업의 케이스별로 심화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 개요

가. 연구대상

지식경제부는 단순 수입대체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이 유망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시행 중

에 있다. 동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해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

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정부과제로써는 비교적 큰 금액인 과제당 평균 

약 25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 1>과 같이, 동 사업을 통하여 

’00 ~ ’05년간 총 412개 과제에 총 10,084억 원이 지원되었고, 이중 50개사

가 기술개발을 실패･중단･포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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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수 및 중단․실패 현황

(2005년 12월말 평가기준, 단위: 개사)

구분
부품·소재
지원연도

신규지원
과제수

완료과제
(성공+실패+중단)

성공 실패
중단･
포기

중단율

단독

2000 42 42 33 4 5 11.9%

2001 68 67 56 2 9 13.4%

2002 61 55 41 5 9 16.4%

2003 52 19 12 1 6 31.6%

2004 56 4 1 3 75.0%

2005 58 1 1 100.0%

소계 318 188 143 12 33 17.6%

공동

2000 3 3 3 0%

2001 7 7 6 1 14.3%

2002 17 12 9 3 25.0%

2003 25 2 1 1 50.0%

2004 23 -

2005 19 -

소계 94 24 19 5 20.8%

합계

2000 45 45 36 4 5 11.1%

2001 75 74 62 2 10 13.5%

2002 78 67 50 5 12 17.9%

2003 77 21 13 1 7 33.3%

2004 79 4 1 0 3 75.0%

2005 58 1 0 0 1 100.0%

합계 412 212 162 12 3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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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단 실패기업의 세부 현황

1) 지역별 구분

2005년까지 평가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전체 중단･실패과제 50건 

중 “서울, 경기지역”의 중단･실패과제 수(37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타 지역 보다 과제 지원

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지원과제 대비 중단･실패과제 비

율은 서울(16.3%), 경기(14%)지역보다 오히려 광주(33.3%), 전북(25%), 충

북(28.6%)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중단․실패과제 현황

구분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광주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 대전 대구 경북

중단･실패
과제수

13 23 1 2 2 1 1 2 4 - - - - - -

지원대비 
중단･실패율

16.3% 14% 100% 6.5% 33.3% 5.3% 25.0% 8.0% 28.6% - - - - - -

성공
과제수

32 66 0 10 0 9 1 13 6 0 1 3 16 2 3

지원대비 
성공율

40.0% 38.4% 0.0% 32.3% 0.0% 47.4% 25.0% 52.0% 42.9% 0.0% 20.0% 27.3% 64.0% 28.6% 33.3%

2000~2005년
지원 과제수

80 172 1 31 6 19 4 25 14 3 5 11 25 7 9

* 지원과제수= (성공과제수) + (중단 실패과제수) + (진행과제수)

2) 산업분야별 중단･실패과제 현황

아래 <표 3>과 같이, 지원된 과제를 금속, 기계, 섬유, 자동차, 전기, 전

자, 화학군의 7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비율이 큰 순서로 보

면 전자(14.9%), 섬유(13.6%), 자동차(13.6%), 기계(11.5%), 화학(10.1%), 금

속(9.1%), 전기(3.4%) 분야 순이었다. 2005년까지의 평가결과 전체 중단･실
패과제 50건 중 전자분야의 중단․실패과제 수(26건)가 가장 많았으나, 분야

별 지원과제수를  고려할 경우 각 분야 간 중단･실패 비율은 비슷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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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3> 중단 실패과제의 7대 분야 구분
(단위: 개, %)

7대 분야별 구분 금속 기계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평균/계

중단･실패 과제수 4 6 3 3 1 26 7 50

지원대비 중단･실패율 9.1% 11.5% 13.6% 13.6% 3.4% 14.9% 10.1% 12.1%

성공과제수 16 13 5 3 22 79 24 162

지원대비 성공율 36.4% 25.0% 22.7% 13.6% 75.9% 45.4% 34.8% 39.3%

2000~2005년 지원과제수 44 52 22 22 29 174 69 412

* 지원과제수= (성공과제수) + (중단 실패과제수) + (진행과제수)

3) 종업원 수별 중단･실패과제 현황

아래 <표 4>와 같이, 주관기관 종업원 수가 40명 미만인 경우가 34과제

로 전체 중단․실패과제 50건 중 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주관기관 종업원 수별 중단 실패 과제수
(단위: 개,%)

주관기관 종업원수 20명 미만 20～40명 40～60명 60～80명 80～100명 100명 이상

중단･실패 과제수 22 12 5 4 2 5

비율 44% 24% 10% 8% 4% 10%

성공과제수 53 42 22 13 7 25

비율 32.7% 25.9% 13.6% 8.0% 4.3% 15.4%

4) 주관기관 설립 경과별 중단･실패 현황

아래 <표 5>과 같이, 과제 선정 시 주관기관이 설립한지 3년 미만인 과

제가 30건으로  중단․실패과제 총 50건 중 60%(3년 미만 선정기업 비율: 

46% 중)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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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과제 신청 시 주관기관 설립 경과 년 수

지원년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3
년미만

3년이상-4
년미만

4년이상-5
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총계

2000 12 7 4 1 3 8 10 45

2001 13 28 6 5 4 6 13 75

2002 2 11 21 7 5 12 20 78

2003 8 11 12 6 12 28 77

2004 2 4 6 8 12 20 27 79

2005 4 3 6 18 27 58

총지원과제수 29 62 51 33 36 76 125 412

중단･실패 과제수 7 11 12 5 3 7 5 50

지원대비 비율 24.1% 17.7% 23.5% 15.2% 8.3% 9.2% 4.0% 12.1%

성공과제수 20 45 30 15 13 20 19 162

지원대비 비율 69.0% 72.6% 58.8% 45.5% 36.1% 26.3% 15.2% 39.3%

 * 지원과제수 = (성공과제수) + (중단･실패 과제수) + (진행과제수)

5) 중단･실패과제의 산업별 주관기관별 매출액 현황

다음 <표 6>과 같이, 신규평가 시 주관기관의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기

업의 중단･실패된 과제 중 비율이 50%로 나타났고,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경우도 12건으로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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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산업별 주관기관별 매출액 분포

<중단실패 과제>

주관기관
매출액

0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100억
100억
이상

금속 1 1 1 1

기계 1 2 1 1 1 1

섬유 1 1 1

자동차 1 2

전기

전자 7 6 3 2 1 1 1 2 4

화학 2 3 1

합계 12 13 4 3 3 1 1 2 1 2 0 8

<성공 과제>

주관기관
매출액

0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100억
100억
이상

금속 2 4 1 1 1 1   1 1  4

기계 3 1 2 1  2 1  1   2

섬유  1  1    1   1 1

자동차  1  1       1  

전기  7 3 4  1   1  1 5

전자 11 12 8 12 7 8 2 2 2 1 2 12

화학 1 8 3 1 2 1 1 1   1 5

합계 17 34 17 21 10 13 4 4 5 2 6 29

2. 중단․실패 주요 요인

가. 기업별 중단·실패 주요 요인

중단･실패기업 50개사 중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공통과제 5개사를 제외

한 45개 대하여 원인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7>과 같이, 중단․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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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명
중단
/실패

기술 경영 기타

기술
수준
미흡

주요
연구
인력
퇴사

주요
설비
매각

특허
문제

유동성
위기

자본잠
식심화

연속
적자

부도
폐업

주요
임원
사기
횡령

연구비
유용

상용화
불명확

포기

1 CD 중단 ○

2 QS 실패 ○

3 HF 중단 ○ ○ ○ ○ ○

4 CO 중단 ○

5 IN 중단 ○ ○

6 HN 중단 ○ ○ ○

7 IC 실패 ○ ○

8 MA 실패 ○ ○ ○ ○ ○

9 EN 중단 ○

10 SP 중단 ○ ○ ○

11 SO 실패 ○ ○ ○ ○

12 UP 중단 ○ ○ ○ ○

13 LS 실패 ○ ○ ○ ○ ○ ○

14 VI 실패 ○ ○ ○ ○

15 GA 실패 ○ ○ ○ ○ ○

16 JU 중단 ○ ○

17 LX 중단 ○

18 MU 중단 ○ ○ ○ ○ ○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단･실패 요인은 크게 기술적 요인, 경영적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개발이 중단 실패되는 

경우는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

약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각 요인 상호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 요인이 각각의 기업마다 다른 충격으

로 작용하는 것이며, 제약요인을 잘 극복하면 기술개발에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중단․실패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예

외적으로 몇몇 기업의 경우에는 명확한 한 가지 요인(예: 기술수준 미흡, 

부도 폐업 등)에 의해서 중단 실패되는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표 7> 중단·실패(45개사) 요인 종합



124 ￭ ｢창조와 혁신｣ 제4권 제2호(2011)

19 BI 중단 ○ ○ ○ ○

20 UN 중단 ○ ○

21 IS 중단 ○

22 EP 중단 ○

23 AN 중단 ○ ○ ○

24 CH 중단 ○

25 EX 중단 ○ ○ ○

26 DG 중단 ○

27 FO 중단 ○ ○ ○ ○ ○

28 MX 중단 ○ ○ ○ ○ ○

29 GN 중단 ○ ○ ○ ○

30 BO 중단 ○ ○ ○ ○ ○

31 JU 중단 ○ ○ ○ ○

32 OP 중단 ○ ○ ○ ○ ○ ○

33 NU 중단 ○ ○

34 SY 중단 ○ ○ ○ ○ ○

35 WI 중단 ○ ○ ○ ○

36 DA 중단 ○ ○ ○

37 TW 실패 ○ ○

38 PX 중단 ○ ○ ○ ○ ○

39 HA 중단 ○ ○ ○ ○

40 NA 실패 ○ ○ ○

41 IO 중단 ○ ○ ○ ○

42 SO 중단 ○ ○ ○ ○ ○

43 PE 중단 ○ ○ ○ ○

44 SS 중단 ○

45 PO 중단 ○ ○ ○ ○ ○

기술개발 중단․실패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다음

과 같이 세부적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적요인은 기술문제, 주

요 연구인력 퇴사, 주요설비 매각･미입고, 특허문제 등 요인을 포함한다. 

기술문제란 당초 협약시 주관기업이 제시한 기술개발수준과 달성 정도가 

크게 벗어난 경우를 해당되며, 주요 연구인력의 퇴사는 총괄책임자나 경

험있는 핵심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하여 더 이상의 기술개발이 곤란한 경

우에 해당되고, 주요설비매각･미입고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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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 및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

다.

경영적요인의 경우는 유동성위기, 자본잠식 심화, 연속적자, 부도 폐업

으로 요약된다. 먼저 유동성위기의 경우 중단·실패 직전년도 유동비율(유

동자산/유동부채*100)이 50미만일 경우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 지표는 

B/S해당항목으로 단기채무지급능력 즉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몹시 부족함을 나타내는 주요항목이다. 자본잠식 심화는 중단·실

패 직전년도 자본잠식비율이(당기순손실/ 자기자본*100) 30%이상일 경

우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같은 맥락에서 손익계산서 항목의 연속적자가 

누적될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주요항

목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요인으로 부도 폐업을 추가하였다.

기타 요인은 주요 임원 사기횡령, 연구비 유용, 상용화 불명확(트렌드 

변화), 포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주요 임원 사기횡령의 경우는 경영진의 

모럴해저드에 의하여 우수한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개인 공금 유용

에 의해 중단 실패된 경우와 회사의 기술개발이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재

정악화가 발생하자,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하여 도피한 사례로 분류하

였다. 주요임원의 사기횡령의 경우는 대표이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중

소기업의 특성상 곧바로 부도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비유용의 경우는 정부자금 사용에 대한 단순 이해부족

에 의한 실수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부자금의 고의적 유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상용화 불명화의 경우는 수요자의 급격한 Needs 변화와 시

장 트렌드 변화의 속도에 뒤쳐져 개발 중인 기술 의 상용화가 어려워진 경

우로 분류하였다. 포기의 경우는 기술적, 경영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특수한 요인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중단․실패의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원인별로 중단․실패 기업 45개

사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복합적 작용에 의한 중단·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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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2개사로써 가장 많았으며, 순수 기술적 요인에 의한 중단․실패는 8개

사, 순수한 경영적 요인에 의한 중단·실패가 2개사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기업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여러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

한 기술개발과제 실패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단 실패요인

위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단․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기술․경영․기타 원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요인이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각 과제별로 해당되는 원인을 모두 분

석하여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요악하였다. 요약결과 경영적인 측면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적인측면 42건, 기타원인이 25건이었다. 경

영적인 측면이 80건으로 가장 많은 것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용한 자금

이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투여할 인력과 자재, 시설비 등이 제때 추가 투여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기술개발과제가 중단･실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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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에서 순수 기술적 요인에 의한 과제 중단･실패 기업 2개사

는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으로 인한 어떠한 방해 없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도중,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거나 기술개

발 상용화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이 중단된 경우이며, 

순수 경영적 요인에 의한 과제 중단･실패 기업 8개사는 반대로, 기술적 개

발역량은 확보되어 있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으로 인해 기술개발을 

수행할 인력과 장비에 투입될 자금 투여가 방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단․실패 원인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영악화에 의한 유동성위

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잠식심화 23건, 연속적자 21건, 기술문

제 20건, 주요 연구인력 퇴사 16건, 연구비 유용 13건, 상용화 불명확(트렌

드 변화) 7건, 주요 설비 매각/장비미입고 5건, 포기 3건, 주요 임원 사기횡

령 2건, 특허문제 1건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3. 중단 실패 세부요인 분석

<그림 2> 중단 실패 세부요인

가. 기술적 요인

1) 기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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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2>에서, 기술문제는 20건으로 기술분야 중단․실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기술개발을 수행하였으나, 능

력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

분이며, 앞으로 계속될 기술개발이 산업트렌드에 뒤쳐져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성장이 예견되었던 프로젝터 TV시장이 2년이 채 안

가서 사라진다던가,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주요 수요 급선회 

등이 그것이다. 당초 계획대비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적 

역량부족으로 세계 기술수준의 벽을 넘지 못하여 성실 중단․실패된 사례

도 있었다. 

2) 주요 연구인력 퇴사

위 <그림 2>에서, 주요 연구인력의 퇴사는 16건으로, 기술 분야 중단․실
패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연구인력의 퇴사는 곧바로 

기술수준미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악순환 고리의 출발점이 

되므로 연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기

술개발 총괄책임자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술임원 등이 퇴사할 경우는 기술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전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벤처캐피

탈에서는 투자시 연구유출의 방지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3) 주요 설비 매각

위 <그림 2>에서, 주요 설비 매각은 5건으로, 주요 설비 매각으로 인하

여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와, 정부자금 사업계획서상 도입될 장비를 미

도입한 경우가 있었다. 주요 설비 매각은 주로 경영악화로 인한 단기 현금

악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심한 경우는, 한 장비를 가지고 여

러 개의 기술개발사업 사용하는 것처럼 지원하여 기술개발자금을 횡령하

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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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문제

위 <그림 2>에서, 특허문제는 1건으로, 개발과제가 시장의 속도보다 

느려 타기업에 의해 선점되는 경우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핵심 제품

에 대한 한두 건의 특허만을 가지고 있다. 그 소수의 특허가 상대방의 저

항을 받아 무력화되어 버리면 대안이 없는 것이다. 기존의 특허의 보호뿐 

아니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조직적 특허 보호가 필요시 되는 

이유다. 

나. 경영적 측면에서의 주요 원인

1) 유동성 위기

위 <그림 2>에서, 유동성 위기는 25건으로 자본잠식 심화와 함께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재무구조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유동성

이 악화된 경우(심지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술개발에 참

여한 경우)와 개발과제 이외의 사업부문에서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유동

성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우발채무에 의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는 일부 기업은 부도․폐업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2) 자본잠식 심화

위 <그림 2>에서, 자본잠식 심화는 23건으로 기술개발기간 내에 연속 

적자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다른 사업부문에서의 매출

이 열악한 재무구조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가 많았다. 

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 캐시카우(Cash Cow)를 창출하려 하였으나 자

금여력 부족으로 이의 개발이 어렵게 된 사례로, 기술개발에 투여되는 회

사 자체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전체의 현금 유동성이 어려워지자 기

술개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연관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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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적자

위 <그림 2>에서, 연속적자는 21건으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현금유

동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된 경

우가   많았음. 자본잠식 심화의 원인이 되는 연속적자는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부분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급격히 저

하시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 기술개발자금 유용

과 부도․폐업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음

4) 부도 폐업

위 <그림 2>에서, 부도폐업은 11건으로 매출 부재로 의한 재무상태 악

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연속적자, 자본잠식, 유동성부족, 대표이

사의 도덕적 해이, 횡령․도주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기타 주요 원인

1) 연구비 유용

위 <그림 2>에서, 연구비유용은 13건으로 기타 중단․실패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기술개발사업

비의 대부분을 기업의 부채상환 및 직원급여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상용화 불명확(트렌드 변화)

위 <그림 2>에서, 상용화불명확은 7건으로 대부분 외국 및 타 국내 기

업의 신규 투자 및 시장 선점에 따른 제품경쟁력 불분명에 기인한다. 또한 

바이오 분야의 경우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서의 승인의 어려움 및 안전성

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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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기

위 <그림 2>에서, 포기는 3건으로 경영악화, 핵심 연구인력 퇴사 및 국

외 회사와의 합작에 따른 사업 범위 변경에 의한 과제 중단이 각 1건씩이

었다.

4) 주요 임원 사기횡령

위 <그림 2>에서, 주요 임원 사기횡령은 2건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공

금횡령 및 대표이사의 도피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

려워져 중단을 받은 경우이다. 경영악화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시킬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규평가 시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

화까지 진행시킬 수 있는 기본체력(재무구조, 인원, 보유기자재 등)이 기

본적으로 확보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중단․실패 요인별 기업사례 분석

가. 기술적 요인

1) 기술수준 미흡

CD사는 순수한 기술수준 미흡으로 과제가 실패한 사례로, 디스플레이

용 나노입자 전계 변색소자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당초 계획

대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고분자 EL 물질합성기술 등에 관한 특허를 출

원하는 등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개발결과 수명, 발광효율 등에서 다

소 미흡(당초 계획한 발광휘도 500~1,000Cd/㎡, 수명 2,000~10,000hr 등에 

못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여 실패 조치되었다. EN사도 순수한 기술수준

미흡으로 과제가 실패된 사례로, 노트북 내장형 소형 어댑터 및 IC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중간 기술평가 결과 유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이 미흡하고, 시제품에 대한 검증결과의 신뢰성이 낮으며,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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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어댑터 개발의 소형화에 대한 구체적 설계 미흡하여 실패되었다.

2) 주요 연구인력 퇴사

UN사는 전주기법에 의한 스크린 롤러 및 전자파 차폐용 정밀 메쉬 기

술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전주기법 관련 핵심 연구인력 5

명이 일괄 퇴사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목표달성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를 

원인으로 UN사가 전주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단 조

치된 사례이다.

3) 주요 설비 매각

LX사는 LCD 패널의 Back Light용 측면발광현 LED 패키지 개발을 목표

로 신청한 관련 설비 및 기자재를 기술개발 중간에 교체하였으나, 특별 평

가과정 중 관련 교체사항이 불승인 되었다.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주요개

발 내용인 PCB 가공을 일본에서 외주가공하게 되었고, 불합리하다고 판

단되어 중단되었다.  

4) 특허 문제

IN사는 고주파용 적측 RC 및 RN 복합 칩 부품 개발로 동 사업에 신청

하였다. 휴대폰 등에 활용되는 개발 칩을 복합화 하는 부품의 개발이 필요

하여 지원된 과제로, 당초 계획대로 1차 목표인 RC 칩 개발은 완료하였으

나 특허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었다. 개발하고자 하는 RC, RL 복합칩 보다

는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져 R, L, C를 같이 복합화하는 MCM(Multi–Chip 

-Module) 제품 개발이 제품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체들이 

MCM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AVX사 제품이 시장에 선점

되어 있어 후발업체가 사업화 경쟁력을 갖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발생되

었고, 새로운 전극 관련 원천특허가 선진국에서 기 출원되어 기술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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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나. 경영적 요인

1) 유동성 위기

AN은 LTCC 기판을 이용한 IMT-2000 대역용 FBAR Duplexer 개발을 목

표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AN은 기술개발신청 당시 회사 재정악화 및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만기가 도래한 

일부 차입금에 대하여 원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대다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을 기업의 

부채상환 및 직원 급여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고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았다. 또한 기업의 자급 압박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위탁기관의 

기술개발사업비를 미지급하여 위탁기술개발의 진척사항도 전혀 이루어

지지 못했다. 

2) 자본잠식 심화, 연속 적자

DA는 권선형 RF Chip Inductor 1005(0402) type 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

에 참여하였다. DA의 선정 전년도의 매출액이 7천만 원으로, 신기술 개발

에 사운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중단 직전 연도부터 발생한 2년 연

속 순손실로 인하여 자본 잠식 되었으며, 정상적인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고 결국 중단

되었다.

3) 부도 폐업

IS는 주조 공법을 이용한 현가장치용 알루미늄 부품 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기술개발과제 시행 약 1년 후 회사는 부도처리 되었으

며, 이로 인해 과제가 중단되었다. IS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기술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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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단 직전년도(03년)의 부채총액 571억 원 중 유동부채가 326억 원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57%) 유동 부채 중 90%인 292억 원이 3개월 미만

의 단기차입금이었다.

다. 기타 요인

1) 주요 연구원 사기횡령

MU사는 표면실장용 BGA 무연(Pb-free) 솔더볼 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

에 참여하였다. 동사는 주관기관의 대표이사 겸 총괄책임자의 공금횡령 

및 해외도피에 따른 연락두절, 모든 참여연구원의 퇴사로 인해 중단되었

다. 실사결과, 자금승인과 기록업무, 자금보관 업무 등이 모두 대표이사 전

결로 처리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P사는 

3 ~ 4세대 영상증폭관 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동사는 중단 

직전 현금유입이 미미한 가운데 심각한 경영악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현

상이 발생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도덕적 해이(회사공금유용, 미근무 친인

척 급여지금 등)가 발견되어 중단 되었다.

2) 연구비 유용

NU사는 780 ~ 850 nm 파장에서 2 Gbps-100 m의 대역폭을 가지는 

d8-MMA Base의 GI-POF 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동사는 기

술개발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무단 인출하였으며, 인출금액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목적이외에 연구비를 사용하여 중단되었다.

3) 상용화 불명확

CH사는 CCD용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세서를 이용한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On-Chip ASIC 개발을 목표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기술개발 실

적 및 내용은 양호하나, 최종 개발제품에 대한 제품경쟁력 및 사업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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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불분명하여 중단 조치되었다. 당시 네트워크 카메라 주요 기술개발 

Trend가 M-JPEG보다는 MPEG4를 표준으로 채택하는 경향인데 반해, 기

존의 기술개발목표인 Chip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계획이 시장의 주요 변

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4) 포기

SS사는 가전용 에어콘 적용을 위한 환형 Multi-Flow 콘덴서 개발을 목표

로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동사는 프랑스 V사가 SS사에 지분 투자하는 대

가로, 기존 기술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SS사가 기술개발

자금을 반납하고 포기를 통보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신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통하여 국

가개발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이후 국가 R&D사업을 통하여 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모색하고, 개발된 기술상용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

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학문적 근거를 제시코자 한다. 기존 연구의 대

부분이 혁신능력과 시장, 기술혁신능력과 사업화 역량, 벤처기업 실패원

인 등의 설문조사에 기초한 인과관계 파악 및 검증에 기초한 반면,  사례

연구에 기초한 실증적 검증사례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사

례연구에 기초한 부품소재산업의 중단·실패에 대한 요인을 기술적 요인, 

경영적 요인, 기타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

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중단･실패기업의 면모를 살펴보면, 기업규모의 영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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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중단･실패기업 50개사 중 종업원 수 40명 미만이 34개사 68%, 

설립 3년 미만이 30건 60%, 매출액 10억 미만이 25개사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규모의 영세성이 결국 기술개발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

많은 기술적･경영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조직역량의 저조로 이

어지고, 결국 기술문제→경영문제→기타문제→기술개발→중단･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슬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경영적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어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결과를 요

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요인에 의한 중단･실패는 기술수준미흡, 주요연구인력퇴

사, 주요설비매각, 특허문제 등으로 분류되며, 결국은 기업의 기술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기술개발 목표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달성한 경

우가 대표적이며, 기술개발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술개발완료시점에는 개

발기술이 너무 뒤쳐진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적 표준이나 선도 기술이 개

발하려는 기술과 상이해 져서 중단･실패 된 기업도 있다. 결국은 철저한 

시장분석에 따라, 기술적 혁신역량을 갖춘 연구팀이 시장중심

(market-oriented)적 혁신기술을 개발 한다면, 최소한 기술적 요인에 의한 

기술개발 중단･실패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영적 요인에 의한 중단･실패는 유동성위기, 자본잠식심화, 연

속적자, 부도폐업 등으로 분류되며, 결국은 시설･운영자금의 부족에 기인

한 경우에 발생한다. 기업의 뚜렷한 캐시카우(Cash Cow)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될 기술에 의한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간과 성공가능성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중소기업은 재무적으

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는 대기업에 납품하여야 규모에 따른 사업성공 및 안정성이 확

보되는데, 대기업의 부품 신뢰성 테스트 기간만도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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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매출 없이 R&D에만 집중할 자금 여력

(financial resource)을 가진 중소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부

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의 기술개발자금과 

더불어 투자기관 투자자금도 확보한 만큼, 기술개발을 매출로 연결시키

는 데 필요한 투자자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내실 있게 잘 사용한다면 경영

적 요인에 의한 중단･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타요인에 의한 중단･실패의 경우는 주요임원의 사기횡령, 연구

비유용, 상용화불명확, 포기 등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표이

사 및 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들의 윤리의식이 흔들리게 되면, 

이들의 전횡을 감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견제할 완충장치도 딱히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내부통제구조를 철저하게 구축하여 실행한다면, 이

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부통제의 구축에

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여,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그 필요성

을 체감하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임원의 사기횡령, 연구비유

용 등은 대표이사나 임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부급 

이하의 인원이 참여하는 내부적 담합이나 묵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상당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정립과 정기

적인 감사 등 외부 모니터링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중단･실패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기술적, 경영적, 기타 요인)의 복합적 결합에 의하여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은 인간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기술-제

품-시장의 관계를 바라보면 시장이 기술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술과 시장의 통합과 시장지향적 R&D가 결국은 복합적 요인의 변수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 Laforet (2007)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혁신에 미

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으며, Yam et al. (2010)의 혁신 및 기

술혁신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에서 더욱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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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시장중심의 기존 및 향후 수요에 적합한 기술

을 적기에 개발하는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선순환적

인 형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의 상류 및 하류에 걸쳐 

산업가치사슬의 중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소재산업을 대상으로 

중단·실패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특성상 상하위 기업 

간 관계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연구범위를 

상하위 산업들까지 포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영적, 기타요인 등을 통해 성공 실패

요인을 살펴보았지만, 산업전체에서 그 구조적으로 가지는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고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generalization)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본다. 따라서 연구의 유의성을 더 확보하기위해 연구 범위 및 업종을 

추가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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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uccess and Failure Factors in 

Components and Mater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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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the widespread recognition of the important roles that

innovative, technology-orien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lay in most economies, limited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grated aspects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the related factors.

Since there are no well-defined or established research models or

frameworks, we adopted an exploratory case approach to investigate key

factors that affect success and failure business cases in the Korean

components and materials industry. With forty-five case study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are three important factors of business successes or

failures with technology-oriented SMEs. These include technology

factors (market-oriented technology; timely innovative technology;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patents), management factors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commitments; human resource; R&D

capabilit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the related factors (top

managers' ethical issues; transparency in R&D budgets; lack of

commitments for success). For better understanding on the roles of the

factors with SMEs, we put an emphasis on the integrative approach

which combines technology, management, and the related factors to

examine successful or failing business cases. Further studies will benefit

from our findings to develop theoretical models and examine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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