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닥터사업 확대발전방안

16)김

흥 규*

❙요 약
경기도는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
결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술닥
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기술닥터사업이 시작 된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기술닥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술닥터사업의 확대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적인 해외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술닥터사업의 미션, 중장기 사업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핵심주제어：기술닥터사업, 확대발전방안, 설문조사, 성공사례, FGI

Ⅰ. 서

론

경기도는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
결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술닥터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 내 공공부문 기업 지원 서비스 중의 하나로 기업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애로를 해결해주고 패키지 형태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전
문기술인력 및 유관기관과 연계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술닥터사업은 고급기술인력들로 구성
된 기술지원단을 발족·운영하여 풍부한 현장경험과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의 활용을 통한 기업맞춤형 현
장애로 기술해결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기업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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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기술닥터사업은 단 1장의 신청서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한 신청절차를 갖고 있다. 그
리고 사무국 직원과 지원인력이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
기도내 대학과 연구소 등 52개 지원기관을 연결한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인력
알선을 통한 기술적 문제해결(현장애로기술지원), 이 후 필요에 따라 3~6개월의 중기과제를
통한 지원(중기애로기술지원), 그리고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와 관련된 제품의 시험분석을
위한 지원(시험분석지원)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표 1> 기술닥터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기술닥터가 10회 이내로 현장을
현장애로기술지원 방문하여 기술지원, 50일 이내
1:1 현장애로기술해결

과제당지원금액 기업부담률(%)
-

일반중기 지원인력이 3~6개월 동안 기술애
애로기술 로를 해결 하면서 시제품제작, 실 1,500만원 이내
지원
험, 공정개선 등을 지원
중기
애로
기술
지원

없음

비평가과제

25

대학의 지도교수와 함께 전문학
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 및 퇴직기술전문
고용연계 가가 2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
애로기술 면서 3~6개월 동안 기술을 지원
지원
하여 (고급)기술인력 채용을 희망
하는 기업에게 고용기회 부여
※ 퇴직 기술 전문가의 경우
4개월 이내 상주 가능

500만원 이내

30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불량원인분석 또는
시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500만원 이내

30

시험분석지원

선정방법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평가

서면 심사

출처：http://www.tdocktor.or.kr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부터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 3년간 누적으로 총 1,218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는 2009년 25억, 2010년 25억, 그리고 2011년 17억원의 예
산을 투입하여 지원하였다.
2011년 말 현재 기술닥터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기술닥터사업의 성과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술닥터사업의 확대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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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추진 효과성을 제고하고, 확대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추진 및 관
리 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닥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의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선진국의 사례조사, 그리고 FGI(Focus Group Interview)
의 실시를 병행하였다.

Ⅱ. 기술닥터사업의 평가
기술닥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 수혜업체 1,218개 중 폐업, 결번 등의 이유
로 연락이 안 되는 기업을 제외한 934개 기업으로 선정, 수혜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 면접조사, 유치조사, e-mail 및 FAX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기술닥터사업 참여 유형, 규모, 지역, 기술닥터사업 참여 전 타 사업 참여
정도, 지원인력의 지원 내용, 지원인력과 수혜업체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협조 정도, 지원인
력을 선택한 경로, 지원인력의 기술지원 역량과 지원활동에 대한 수혜업체 평가, 기술적 성
과(특허, 공정혁신, 기술력 향상 등), 경영 성과(매출 등 재무적 성과, 경영혁신 성과, 타 사
업 연계 및 네트워킹 효과 등), 고용성과 등이다.
조사결과 총 562개 중소기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 중 유효표본수는 516개이다. 이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영성과
먼저 2009~2011년 동안 수혜업체의 매출증가는 총 346억원, 향후 5년간 증가 예상액은
5,788억원으로, 수혜업체당 평균 9천3백만원의 매출증가가 이루어졌고, 향후 5년간 15억6천8
백만원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2009~2011년 동안 수혜업체의 수출증가는 총 118억원, 향후 5년간 증가 예상액
은 2,424억원으로, 수혜업체당 평균 3천6백만원의 수출증가가 이루어졌고, 향후 5년간 7억4
천2백만원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2009~2011년 동안 수혜업체의 비용절감은 총 43억원, 향후 5년간 비용절감 예상액
은 392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1천2백만원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졌고, 향후 5년간 1억1천1백만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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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 조사된 수혜업체가 조사된 수혜업체의 50% 수준으로 매출, 수출, 그리고 비용
효과가 창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도 지원금 1억원당 약 7.1억원의 매출증가, 수출증가,
그리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경부 R&D 사업의 경우 지원금 1억원당
약 5.3억원의 매출증가, 수출증가, 그리고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므로(김재근, 2011), 기술닥
터사업은 타 정부사업에 비해 경영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2. 고용창출
2009~2011년 동안 수혜업체 516개에서 총 253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수혜업체당 평균
적으로 0.49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미 조사된 수혜업체가 조사된 수혜업체의
50% 수준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도 지원금 1억원당 약 5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경부 R&D 사업의 경우 지원금 1억원당 약 0.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므로(이병헌
& 김선영, 2009), 기술닥터사업은 타 정부사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성과
지원인력의 도움으로 수혜업체당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제
품의 품질 개선, 생산원가 절감, 생산시간 및 납기 단축, 제품의 불량률 감소, 생산량 증대
등의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지원인력의 도움으로 기술개발능력이 수혜업체당 평균적으로
10% 이상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술기획능력,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 능력, 생산 공정
운영 능력, 품질관리능력, 특허관리능력 등의 향상이 있었다.
다음으로 516개 수혜업체에서 총 119건의 지재권 출원, 향후 403건의 출원이 예상되어, 수
혜업체당 평균적으로 0.2건의 출원이 이루어졌고, 향후 0.8건의 출원이 예상된다. 이는 경기
도 지원금 1억원 당 약 2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혜업체당 평균적
으로 0.2건의 기술도입 또는 판매의 실적이 있었다.
한편, 지경부 R&D 사업의 경우 지원금 1억원당 약 0.5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이 예상되므
로(김재근, 2011), 기술닥터사업은 타 정부사업에 비해 기술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4. 기타성과
먼저 대외 신인도 및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이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등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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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개발 협력 네트워크가 개선됨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기술닥터사업 전에는 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한 수혜업체는 단지 15.8%에 불
과했으나, 기술닥터사업 후에는 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한 수혜업체가 74.0%로 증가하였
다. 즉, 타 정부 R&D 사업으로의 연계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닥터사업은 기술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해외성공사례
선진국의 유명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일본의 Koshetsushi, 그리고 영국의 TCS(Teaching Company Scheme)를 들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태동배경, 현황,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1. 미국의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는 미국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의 기원은
MTC(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라고 할 수 있으며, MTC는 상무성 산하 NIST에 의
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AMRF 및 기타 연방정부연구소에 의해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중소기
업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MTC는 설립초년도인 1989년에는 오하이오, 뉴욕,
북캐롤라이나 등 3개소였으나, 1992년에는 미시간, 캔자스,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등 7개소로
증가하였다. MTC는 소수인데다 제정이 빈약하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MEP로 통합되었다(Shapira & Youtie,
1997).
MEP 센터는 2001년 현재 50개 주에 걸쳐 총 7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MEP 센터
는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증진을 위해서 다른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여
기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란 중소기업에게 기술능력을 제공하고 경영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대학, 기술센터, 연구소, 정부기관, 훈련기관, 산업협회 등을 의미한다.
MEP에서는 이미 검증된 기존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방법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품질
관리, 재고관리, 종업원훈련, 경영지도, 장비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외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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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술정보제공, 기술전시, 기술중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MEP에서는 전체적으로 2,000여 명의 전임기술인력 및 경영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일대일로
지도한다. 한편, 전임인력은 주로 기술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현장기술
자 출신이다. 그리고 MEP 센터는 평균적으로 35명 정도의 전임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추
가적으로 매 분기당 10명 정도의 외부컨설턴트를 사용한다.
한편, 전임인력의 활용방법은 협력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MEP 센터 내의 핵
심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수요를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외부전문가와 컨설턴트를 참여시키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MEP 센터 내의
전임인력이 일련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이다. 전임인력의 활동은 경영지원에 23%, 품질
지원에 14%, 판매지원에 14%, 생산공정지원에 11%, 종업원훈련에 9%, 그리고 제품디자인,
환경관리, 공장설비배치, CAD 등에 5~7%로 보고되고 있다.

2. 일본의 Kohsetsushi
일본의 Kohsetsushi는 1900년대 초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되기 시작되었다. 당시 일
본은 미국의 농업진흥프로그램을 모방하여 각 현에 농업실험 및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
데, 이를 제조업부분에 적용한 결과가 Kohsetsushi이다. 국립 혹은 대학부설로 Kohsetsushi
센터를 설립하다가, 1920년대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발전수단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현이 Kohsetsushi 센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공업지대
를 중심으로 새로운 Kohsetsushi 센터가 설립되고 있고, 오랜 Kohsetsushi 센터는 규모를 확
장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hapira, 1990).
2001년 현재 Kohsetsushi 센터의 수는 전국적으로 180개로, 47개 현에서 하나 이상의
Kohsetsushi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180개의 Kohsetsushi 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산업협회, 그리고 각종 중소기
업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각 Kohsetsushi 센터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기술에 특화하고 있는
데, 평균적으로 3개 분야 정도이다. 즉, 각 Kohsetsushi 센터는 독립적인 R&D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국립연구소와 연계를 맺는 한편, 일부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리고 Kohsetsushi 센터는 연구와 시험분석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이를 중소기업에 제공한
다. 한편, 연구는 기초연구 혹은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체 실험실에서 소재 및 제품에 대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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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일본은 물론 미국 등 해외의 표준에 맞는지를 인증해주는 동시에 정교한 시험장비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다.
Kohsetsushi 전체적으로 7,100여 명의 전임인력이 있으며, 이 중 80%인 5,400여 명이 엔지
니어 혹은 연구종사자이다. Kohsetsushi 센터에서는 평균적으로 4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
으며,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Kohsetsushi
센터는 현 혹은 도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설립되므로 지방정부가 운영자금의 80%정도를 지원
하고, 나머지 2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지원해 준 중소기업으로부터도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리고 Kohsetsushi 센터 전임인력은 활동의
50%를 응용연구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영국의 TSC(Teaching Company Scheme)
영국에서는 통상산업성이 관할하고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연계하여 산업과 기업의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영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75년부터 TC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TCS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가진 고도의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을 정부가 중개하여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이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Jones & Craven, 2001).
TCS는 2003년부터 KTP(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영국 전체에서 약 9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약 90%는 종업원
수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TCS를 이용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많으며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이 15%, 금속제품이 14%, 전자기기가 13%, 그리고 유통·서비스가
11%이다. TCS에 참가하는 학생의 소속학부는 공업계가 36%, 과학계가 17%, 정보계가 11%
이나, 경영계도 11%나 된다.
TCS는 연구, 교육, 그리고 현장 문제 해결의 일체형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계 기술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산·학 기술
개발협력프로젝트이다. 이는 기술이전의 성격이 다소 강하여 연구의 효율성, 산업의 기술경
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케팅이나 회계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례도 나오고 있다. TCS에서 정부는 보조금을 내고 스폰서가 된다. 그리고 대학은 학생을
기업에 파견하여 지도교수가 학생과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학생을 채용하거나 지도교수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2002년 자료에 의하면 TCS를 통해 기업의 연간이익은 평균적으로 약 13만 파운드 증가했
다. 그리고 TCS에 참여한 학생 90% 이상이 자신이 실무경력 및 현장 기술개발경험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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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TCS에 참여한 학생 75%이상이 해당기업에 고용되는
등 TCS는 젊은 연구인력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TCS 사업
에 1백만 파운드를 투입하면 4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3백만 파운드의 설비투자 유인효과
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Ⅳ. FGI(Focus Group Interview)
기술닥터사업의 확대발전 방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닥터사업에 참여한 지
원인력, 수혜업체 담당자, 정책전문가로 토의 그룹을 구성하여 1~2회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기술닥터사업 인프라, 지원인력, 기술닥터사업 진행방식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닥터사업 인프라
먼저 기술닥터사무국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기술닥터사업의 수혜기업이 매년 수백
개에 육박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전담인력 4명이 지원인력의 지원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닥터사무국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을 효과
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닥터사업 DB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기원기관과 수혜기업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인력
현재 지원인력 각자는 적게는 1~2개 중소기업, 많게는 10~20개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혜업체 하나당 2~3회 방문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10회의 방
문기간 동안 애로기술을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중기애로기술 과제나 시험분석평가 과제
로 연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50일)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적 니
즈를 충족시키기에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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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체의 요구가 지원인력의 단기적인 기술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인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업체의 니즈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협약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원의 효과
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인력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으나, 경제적인 혜
택은 부족하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기술닥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실적이 우수한 기술닥터에 대한 포상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혜
기업 지원 시 획득하게 된 지재권 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분을 지원인력에 보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출연 연구소 등 일부 연구소 연구원들은 연구원의 내부규정상 중소기업을 지
원하는 기술닥터 업무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원의 업적 평가에 중소
기업 지원실적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기술닥터사업 진행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추가적인 재원을 경기도 소재 대기업으로부터 후원할 필요가 있
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강조하여 대기업을 설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닥터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고용 창출에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현재의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연간 상시 지원 체제 구
축, 사업의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과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별도의 연계지원
프로그램 마련(재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조달), 단순 기술개발 지원에서 기술마케팅
을 포함한 기술경영 분야를 포함하여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의 지원에 대한 질과 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기애로기술지원 중 고용연계애로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전문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등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Ⅴ. 확대발전방안
경기도의 기술닥터사업을 해외의 유명한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즉 미국의 MEP(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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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Partnership), 일본의 Koshetsushi, 그리고 영국의 TCS(Teaching Company
Scheme)과 같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닥터사업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
한 중장기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중장기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기술닥터사업의 미션으로는 “기술닥터사업은 기술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을 밀착 지원하여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기술혁신으로 안내하는 Gateway Program이다.”라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닥터사업의 중장기 사업 목표로는 향후 5년, 즉 2016년까지 애로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중소기업의 30%를 수혜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1년 현재 경기도 내 중소
기업은 모두 66,885개 있고 이의 56.2%인 37,589개가 애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므
로, 이의 30%는 1,1277개이며 2011년 현재까지의 1,218개 수혜업체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수혜기업의 총수는 10,059개, 즉 연간 2,012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수혜업체 확대, 중소기업 기
술혁신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사업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기술지원
서비스 강화, 기술닥터사업 관리 인프라 고도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닥터사업의 확대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기술닥터사업은 수혜업체의 기술은 물론이고 경영, 고
용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성공사례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유지할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GI를 통하여 기술닥터사업의 확대발
전방안의 아이디어를 기술닥터사업 인프라, 지원인력, 그리고 기술닥터사업 진행방식 측면에
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 해외성공사례, 그리고 FGI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닥터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기술닥터사업의 미션, 중장기 사업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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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GyeongGi-Do’s Techno-Doct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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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eung-Kyu*

❙ABSTRACT
GyeongGi-Do has been conducting Techno-Doctor Program to help small and
mid-size companies improve competitiveness and make jobs through technology
consulting since 2009. In this paper, exten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GyeongGi-Do’s Techno-Doctor Program are established now that 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program was introduced. During the process, the outcomes of the program
are evaluated, success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re examined, and FGI is
conducted. As a result, mission, long-term goals, and several projects for the program
are identified.
Key Words：Techno-Doctor Program, Exten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Survey,
Success Case,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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