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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비교분석

본문은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調硏報告」(2014.제36기)�에 발표된 “⼤型⼯業企業

技術創新能⼒⾼于中⼩⼯業企業且差距加⼤”(張⾚東,�羅亞⾮)�원문을 정리한 내용이다.

동보고서는중소기업과의상대성을이용하여대기업의중국기업기술혁신에대한규모와

구조적특징을바탕으로동적모니터링분석을진행하였다.�LVS(Learning�Value�Structure)

시스템구조를기반으로하여 2000-2012년간중국대기업의기술혁신모니터링(TII-L)�지수

를 구축및추산하였다.�통계결과,�2000-2012년간 대기업의기술혁신은지속적인급성장을

이룩하였고,�증가율과증가폭이모두전체기업보다높았으며,�기업의기술혁신에서선두를달

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에서 중요한 지배적 지위와 선도역할을 지녔다.�

이번연구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의조화로운기술혁신을촉진함에있어시장경쟁역할

발휘,�기업의R&D�효율향상과도입한기술의소화흡수및재혁신능력강화,�R&D�인센티브

정책의보급성향상,�특히혁신정책환경조성강화,�중소기업의기술혁신활성화,�대기업주도

중소기업유도라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동혁신발전국면조성이필요하다는사실이규명되

었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특히 선도 핵심대기업은 산업의 기술혁

신과 진보 추진에 대해 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2000년 이래 화웨이(Huawei), 

중흥(ZTE), 하이얼(Haier) 등 대기업은 경제발전에서 혁신유도 및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

고 산업혁신의 선도자가 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동적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 기업 기술혁신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이로운 것으로, 

혁신정책의 제정 및 세분화를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참고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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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혁신체계의 규모와 구조, 대기업의 주도역할

현재 중국은 경제가 전환 발전하는 핵심단계에 있으며, 산업 기술은 총체적으로 기술도

입과 추적단계에 놓여있고, 시장과 자본 육성은 미숙하다. 대기업은 산업 기술이 주류를 

이루는 전형적인 대표로서 기술혁신활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발휘하며, 기술도입과 소화

흡수 및 재혁신, 통합혁신, 나아가 원천혁신 등 다방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 단계 중국 기업 기술혁신활동의 규모와 구조분야에서의 현저한 단계적 특징이다. 

혁신 투입과 산출에서 보면, 대기업은 R&D투자 내부지출의 주요 공급자와 사용자이자, 

중국 R&D인력 집결의 주요 경제부문이기도 하다.

(1) 대기업의 R&D투자 내부지출은 2000년에 중국 전 사회 R&D투자 내부지출(GERD)

의 31.97%인 286.36억 위안이고, 2012년 R&D투자 내부지출의 중국 GERD 중 비중은 

43.24%로 상승한 4,452.94억 위안으로, 규모이상 공업기업1) R&D투자 내부지출의 

61.8%를 차지하였다.

(2) 대기업의 R&D인력은 2000년에 전 사회 R&D인력의 28.15%인 25.96만 명이고, 

2012년에는 38.43%인 124.76만 명이다.

(3) 대기업의 2000년 발명특허 출원량은 중국 발명특허 출원량의 7.25%인 1,837건이

고, 2012년에는 2000년보다 45배 증가한 8만 4,039건으로, 중국 전체 비중이 배로 증가

하여 15.70%를 기록하였다.

(4) 대기업의 신제품 매출액은 2000-2012년간 6,542억 위안에서 7조 8,037억 위안으

로 증가하고, 전체 대중형 공업기업의 신제품 매출액 중 비중은 평균 70% 이상이며, 이윤

총액은 2,833억 위안에서 2조 5,170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 

중 비중은 평균 47%이다.

(5) 대기업은 절대다수가 기업 내부에 국가급과 성/부처급 실험실, 공정센터, 기술센터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을 개설한 중국 내 기업 과학기술역량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주요 과학기술성과를 대량 창출하였다.

이외 대기업은 시장경로, 자본운영, 투융자 등 분야에서도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모두 기술혁신 추진에 대해 뛰어난 전제조건을 제공하였다. 

1) 규모이상 공업기업: 전체 국유공업기업과 연간 제품매출액이 500만 위엔 이상인 비국유 공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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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기업 R&D투자의 중국 R&D투자(GERD)� 중 비중 (%)

S2:� 기업 R&D인력의 중국 R&D인력 중 비중 (%)

S3:� 기업 발명특허 출원량의 중국 발명특허 출원량 중 비중 (%)

S4:� 기업 담당 국가과기프로젝트의 전체 국가과기프로젝트 중 비중(%)

학습재

제조력

(L)

S1:� R&D투자의 주영업무수입 중 비중 (%)

S2:� R&D인력의 종업원 중 비중 (%)

S3:� R&D활동 진행 기업의 전체 기업 중 비중 (%)

S4:� 도입기술 소화흡수 투자와 기술도입 투자의 비율 (위안/백위안)

가치재

제조력

(V)

S1:� R&D인력의 1인당 유효 발명특허 (건/만명)

S2:� 신제품 매출액의 주영업무수입 중 비중 (%)

S3:� 전원 노동생산성 (만위안/명)

S4:� 자본의 단위당 이윤율 (위안/만위안)

2. 대기업의 기술혁신 동적 분석

가. 동적 모니터링 LVS시스템 틀 및 지표체계      

기업 기술혁신 기반의 학습 재제조-가치 재제조-구조 재제조(LVS) 시스템 분석틀은 대

기업의 기술혁신 모니터링 지표체계([표 1])를 구축하여 대기업의 기술혁신 모니터링 지수

(Technology Innovation Index of Large-Size Enterprises, TII-L지수)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국가과학기술통계치2)에 근거해 2000-2012년간 중국 내 대기업의 TII-L지수를 

계산했다. 

[표 1] 대기업의 기술혁신 모니터링 지표체계

注: S유형 지표 가운데 ‘기업’은 대기업, L와 V유형 지표는 모두 대기업의 지표

나. 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대폭 향상

시스템 구조에서 보면, 2000-2012년간 중국 내 대기업의 국가혁신시스템(NIS)에 대한 

투입산출 구조 재제조력이 대폭 향상했으며, 국가혁신시스템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

구조 재제조력의 구체적 지표에서 보면, 2000-2012년간 대기업의 R&D투자 비중(S1), 

R&D인력 비중(S2), 발명특허 출원량 비중(S3)과 담당한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비중

(S4) 등 4개 지표3)는 모두 대폭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수값 레이더 차트에

2) 각 지표 데이터 출처는 2000-2012년의 <중국과기통계연감>, 2005년 이래의 <공업기업 과기활동 통계자료> 및 연도별 <중

국경제연감>과 <중국통계연감>

3) NIS시스템 구조 재제조력의 4개 지표는 모두 대기업 총량의 중국 전체 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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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뚜렷하게 구현되었다([그림 1A]). 2000-2012년간 4개 지표값 및 지수값의 총 증

가량은 평균 13%p 이상이고, 총 증가율은 평균 60% 이상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4.0% 이

상이다.

지수결과에서 보면, 2000-2012년간 중국 내 대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지수는 변동 성장

추세([그림 1B] 가운데 실선)를 구현하였으며, 총체적인 지수값은 49.44에서 79.95로 

30.51%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61.73% 상승했다. 연도별 변화에서 보면, 2002-2003년

과 2008-2009년에 2회에 걸쳐 변동이 나타났으며, 구조 재제조력 지수는 기본적으로 급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0차 5개년 계획, 11차 5개년 계획 및 12차 5개년 계획(2011-2012

년)기간의 3개 단계에서 대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지수 평균치는 57.35, 66.69와 79.65이

며, 10차 5개년 계획과 11차 5개년 계획기간 지수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1.72%와 2.65%

로, 증가율이 매우 높다.

구조 비교에서 보면, 중국 전체 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지수([그림 1B] 가운데 점선)에 

비해 대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지수는 2000-2012년과 2011-2012년에 2회에 걸쳐 대폭 상

승했으며, 2003-2010년에는 낙후상태에 처했다. 전체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

성된 것이어서 중소기업에 비해 2000-2012년간 대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발전이 선두, 낙

후, 재선두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대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지표 및 지수 변화 (2000-2012년)

다. 기업의 학습 재제조력 전면적 향상

혁신활동과정에서 보면, 대기업의 내부 학습 혁신능력이 대폭 제고되었다. 구체적 지표

에서 보면, 2000-2012년간 기업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L1), R&D인력 비중(L2), 

R&D활동 기업 비중(L3)과 도입기술 소화흡수 투자와 기술도입 투자의 비율(L4)은 모두 



중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비교분석

 5

전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R&D인력 비중의 지표값 증가율은 94.5%로 가장 높으며, 

R&D활동 기업의 전체 기업 중 비중의 지표값 증가율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가장 낮

고, 증가폭 차이가 크다(레이더 차트 [그림 2A]).

지수결과에서 보면, 2000-2012년간 대기업의 학습 재제조력 지수 변화가 소폭 변동하

다가 대폭 향상했으며, 지수값은 47.28에서 76.50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61.82% 향

상했다. 연도별 변화에서 보면, 2003-2004년과 2010-2011년에 2회에 걸쳐 소폭 변동이 

있었으며, 동 지수 곡선은 총체적으로 경사진 직선형 상승추세를 보였다. 10차 5개년 계

획, 11차 5개년 계획 및 12차 5개년 계획(2011-2012년)기간의 3개 단계에서 대기업의 학

습 재제조력 지수값은 각각 56.08, 69.98과 74.55이며, 10차 5개년 계획과 11차 5개년 

계획기간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34%와 5.25%로, 증가율이 높지만 증가폭이 조

금 하락했다.

전체 기업([그림 2B] 가운데 점선)에 비해 대기업의 학습 재제조력 지수 변화는 대체적

으로 2000-2002년 낙후에서 2003-2012년 선두로의 2개의 과정을 경과하고, 2012년에 

전체 기업 지수값에 근접했다. 이로부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학습 재제조력이 전반

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가 중기에 발 빠른 발전을 이룩했지만 후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높아 대기업과 능력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대기업의 구학 재제조력 지표 및 지수 변화 (2000-2012년)

특히 R&D활동 기업 비중(L3) 지표에서 보면, 전체 기업과 중소공업이업은 2000-2012

년간 총체적으로 모두 하락했지만 대기업만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45.7%에서 52.6%로 증

가하여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29.8%(2012년), 규모이강 중소기업 12.6%(2012년) 수

준보다 훨씬 높다. 이는 대기업이 중국 전체 기업에서 R&D활동 진행 적극성이 최고인 기

업그룹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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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의 가치 재제조력 급성장 

기업 혁신시장 실현에서 보면, 대기업의 가치 재제조력은 지속적인 급성장세를 유지하

였다. 구체적 지표에서 보면, 기업 R&D인력의 1인당 발명특허 출원량(V1), 신제품 매출액

(V2), 전원 노동생산성(V3)과 자본의 단위당 이윤율(V4) 등 4개 지표는 모두 대폭 증가했

으며, 그 중 V1지표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지표 지수값은 레이더 차트([그림 3A])와 같다.

지수결과에서 보면, 2000-2012년간 중국 내 대기업의 가치 재제조력 지수는 전반적으

로 지속적인 급성장세([그림 3B] 실선)를 보였으며, 지수값은 47.46에서 80.64로 69.90% 

상승했다. 10차 5개년 계획, 11차 5개년 계획 및 12차 5개년 계획(2011-2012년)기간의 3

개 단계에서 대기업의 가치 재제조력 지수값은 각각 56.048, 70.04와 80.05이며, 10차 

5개년 계획과 11차 5개년 계획기간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41%와 5.74%로, 증가

가 빠르지만 증가율이 조금 하락했다. 

전체 기업([그림 3B] 가운데 점선)에 비해 대기업의 가치 재제조력 지수는 2000-2009

년간 전체 기업과 같은 급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전체 기업을 훨씬 추

월하였다. 이로부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가치 재제조력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선두를 달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대기업의 가치 재제조력 지표 및 지수 변화 (2000-2012년)

마. TII-L 지수는 직선형태로 향상되었고 같은 수준에서 선두로 전환

위에서 기술한 구조 재제조력, 학습 재제조력가 가치 재제조력에 대한 분석결과, 대기업

의 국가혁신시스템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혁신능력과 혁신효율이 안

정적으로 향상했다. 대기업 기술혁신의 동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혁신 모니터링 지수(TII-L지수)를 계산하였으며, [그림 4]의 실선에서 구현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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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지수에서 보면, 2000-2012년간 TII-L지수는 급성장을 이룩하고, 지수값은 48.06에서 

79.03으로 64.5%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변화에서 보면, TII-L지수 곡선은 총

체적으로 경사진 직선형 증가추세를 구현하였다. 

[그림 4] 대기업의 TII-L지수 및 비교 (2000-2012년)

전체 기업의 TII지수([그림 4] 가운데 점선)와 비교하면, ① 대기업의 TII-L지수 증가추

세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② 2000-2012년간 대기업의 TII-L지수

는 전체 증가폭이 더욱 크고 증가율이 더욱 높으며, 기점이 조금 낮지만 종점이 대폭 향상

하였다. ③ 연도별 변화에서 보면, 대기업의 TII-L지수는 2000-2009년간 위 아래로 번

갈아가며 상승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전

체 기업 TII지수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로부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기술혁신능력

도 같은 수준의 발전에서 선두발전 과정을 경과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혁신능

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지표 기여도 및 민감도 분석

각 지표의 대기업 TII-L지수 변화에 대한 영향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지표의 기여

도와 민감도를 추산했다.

LVS 차원에서 가치 재제조력 기여도는 35.7%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구조 재제조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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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2.8%이고, 학습 재제조력은 31.5%이다. 한편, 동 3자의 민감도는 각각 1.04, 1.04와 

0.92이다. 보다시피 대기업의 3자간 역할 차이가 작은데, 이는 전체 기업의 구조 재제조력 

기여도가 구드러지게 나타나(기여도는 44.3%)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대기업의 기술

혁신능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지표의 기여도에서 보면, R&D인력의 1인당 발명특허 출원량은 15.5%로 가장 높

으며, 다음은 R&D인력 비중으로 11.6%이고, 기타 10% 이상의 지표 순위는 기업 R&D 중 

GERD 비중(10.5%), GDP 대비 R&D투자 비중(10.5%)과 전원 노동생산성(10.2%)이다. 이

들 지표는 대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추진한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 지표의 민감도에서 보면, R&D활동 기업 비중의 민감도는 3.50으로 가장 높으

며, 다음은 자본 단위당 이윤율로 1.85이고, 1 이상의 민감도 지표 순위는 신제품 매출액

(1.48), 소화흡수 투자 비중(1.31), 기업 R&D인력의 중국 전체 비중(1.28)과 기업이 담당

한 과학기술프로젝트의 비중(1.21)이다. 이들 지표는 모두 대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의 

핵심지표이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동 보고서는 대기업의 실증분석을 이용해 현 단계 중국 내 기업 기술혁신의 규모와 구조

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2000-2012년간 TII-L지수 분석결과, 대기업은 중국 전체 기업과 

같은 수준의 급성장 추세를 보인 한편, 기술혁신요소 점유량 차원에서 보면, 국가혁신체계

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상대적인 제어우위를 보유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술혁신능력 발전차원에서 보면, 전체 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기

술혁신능력은 같은 수준의 진보에서 선두발전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경과하였다. 기여도와 

민감도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은 구조 재제조력, 학습 재제조력과 가치 

재제조력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장기 발전 잠재력을 지녔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단계 대기업의 혁신자원과 혁신능력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는 단계적인 특징을 지니며, 

추적발전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핵심대기업들이 산업기술 진보에서 교두보 역할을 발휘

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 혁신환경에서 보면, 산업 기술혁신자원의 집중도가 합리적인 구간

에서 산업의 기술혁신을 가장 적절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중국 

내 대다수 산업의 집중도가 낮고, 대기업의 혁신자원 우위는 한층 더 강화가 필요하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대기업은 기술혁신 발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추세와 취약한 문

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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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업의 R&D자원은 집중발전 추세

2000-2012년간 대기업의 R&D투자와 R&D인력투입이 대폭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

은 각각 25.69%와 13.98%를 달성하였으나 같은 기간 R&D활동을 진행한 대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67%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신규 증가 대량 R&D자원 투입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대기업 가운데 R&D자원이 나날이 집중되는 추세이

며, 소수의 기업(예를 들면 화웨이, 하이얼 등 혁신형 기업)이 혁신자원투입의 증가를 주

도하고 중국 대기업 기술혁신의 핵심역량이 되었으며, 또한 국제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타 대부분 대기업의 R&D기반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

며, R&D활동이 불안정하고 외부적 환경변화 영향을 크게 받아 대기업의 전반 기술혁신능

력 향상에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대기업의 기술도입, 소화흡수 및 재혁신 능력 제고는 산업기술 진보를 가속

화하는 핵심

대기업의 기술도입 및 소화흡수 투자는 2000-2009년의 10년간 연속 증가했으며, 2010

년 후에는 변동이 나타나 2012년에는 2000년보다 6.8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 내 

대기업의 기술도입비 변동 폭이 크며, 56%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대기

업의 기술도입 소화흡수 투자가 기술도입 투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0.078에서 0.388로 대

폭 증가하여 TII-L지수 향상의 핵심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 한국 등 국가의 추월단

계(동 비율은 5-10)에 비해 중국 내 대기업의 도입기술 소화흡수 분야는 한 자리 수 이상

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대기업이 기술도입, 소화흡수 및 재혁신 분야에서 중국 내 산업 

기술혁신의 진보를 제약하는 걸림돌이며, 또한 기술혁신의 후발주자 우위를 발휘할 수 있

는 잠재력이 여전히 방대한 것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격차 확대

그림 1~4에서 보면, 2009년 이후 대기업의 기술혁신 진보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R&D자원 점유량의 상대적인 우위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가치 재제조력 등 경제효율 지표에서도 나날이 뚜렷한 경쟁우위를 획득하였

다. 이 과정에서 또 일부 혁신형 기업들이 배출되어 기타 대기업을 훨씬 압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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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혁신능력이 강한 중소기업을 훨씬 초월하고 중국 기업의 혁신발전에서 두각을 나

타냈다. 대기업은 혁신능력이 급속히 제고되었으며, 또한 기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한국의 1990년대 발전추세와 비슷하며, 이러한 발전

추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대기업보다 높아야 하는데, 중국 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에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함에 있어 혁신정책은 중국 전역 대기업의 혁신수요와 

발전추세에 주력해 효과적인 시장 혁신황경을 조성하고, 혁신발전에서 지배적 역할을 발

휘하여 혁신형 국가를 신속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1) 기업의 기술혁신 주체지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혁신 교두보 역할을 발휘하

도록 충분히 권장한다. 대기업은 기업의 기술혁신 주체지위를 발휘하는 핵심역량이다. 혁

신정책은 대기업에 역점을 두어 대기업의 기술혁신 적극성을 높이고, 특히 신흥산업과 전

략적 산업의 발전에서 산업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중소기업간 배

합이 이루어지고 산업사슬의 상‧중‧하류간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한 혁신주도형 발전을 촉

진해야 한다.

2) 기업의 R&D투자 추가공제정책 실시절차를 개선 및 간소화한다. 특히 초대형 기업과 

중소형 기업이 R&D투자 추가공제 정책적 혜택을 받는 정책실시 절차와 적용방법을 개선

하여 혁신정책의 보급성과 장기성을 향상시킨다.

3)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관리개혁을 심화하고 프로젝트를 플랫폼으로 하여 기업이 공

정하고 공개적인 참여권을 가지도록 확보하며, 연구개발 관리와 시장유도를 병행하는 권

한과 책임 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시장을 연결시키는 기업의 독특한 역할

을 발휘하여 기업의 원천혁신과 통합혁신 능력을 제고한다.

4) 혁신정책의 보급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며, 혁신에 이로운 공

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마련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불러일으킨다. 프로

젝트를 매개체로 하는 정책은 소수의 기업에만 혜택이 미치는, 역량을 모아 집중 개발하는 

전략적 방안으로서 특정 프로젝트와 특정 시기의 적용에 적합하다. 대부분 시기에는 보급

성이 보다 강한 정책(예, R&D투자 세전 추가공제 등)을 실시해 혁신제도 환경을 조성하여 

각 산업체의 혁신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