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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R&D Support Plan for Disabled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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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과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고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연구개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업종별 입지계수(LQ) 비교결과 장애인종사자수는 업종별

큰 특화를 보였다. 연구개발은 제조업을 비롯한 4개 업종의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에서 활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업종 및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현장애로기술중심과 혁신기술중심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장애인기업, 연구개발지원, 입지계수, 오즈비, 의사결정나무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R&D activities of disabled enterprise, 
and to find ways to support R&D. Through this study, the company's demand for R&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with active R&D activities were derived,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plan was 
proposed by integrating them.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ocation quotient (LQ)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disabled enterprise by industry, the number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showed great 
specialization by business type. R&D was active in companies with sales of over 2 billion won in four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R&D support for disabled enterprise needs to be 
supported by categorizing them into field-hardened technology-oriented and innovative technology-oriented,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size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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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실태조사 표

본설계 및 모수추정 연구(2019.12) 에 의하면 2019년 우

리나라의 장애인기업은 총 112,118개사로 추정된다. 현

재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를 통해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기업 95,589개 사업체(농임어업, 광업, 전기가

수수도사업,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5개 업종 16,529개

사업체 제외)를 모집단으로 실시한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총종사자수는 332,183

명이며, 장애인종사자는 30.8%인 102,361명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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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기술개발사업 가점 사례

Table 1. A case of additional points in 2020 R&D support

projects

우대사항 가점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2점

특성화고등학교 채용협약 기업 1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2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2점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경영체제), 2점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1점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현장형R&D에 한함) 2점

다. 장애인기업의 총매출액 규모는 31.5조원이며, 제조

업 10.3조원, 도소매업 9.5조원, 건설업 4.9조원 등이다.

정부의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촉진

및 기업육성을 위해 2008년2월에 설립되었다. 지원센터

에서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장애인기업의 판로⋅기술지

원, 교육지원, 보육실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육실은 전국 16개 지역센터에서 124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

애인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은

장애인기업 CEO MBA교육과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을 진행한다. 판로⋅기술지원은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국

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창업지원은 장애인 창

업점포지원,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전년 대비 18.0%(3조

6,867억원)가 증가한 24조2,195억원이며, 중소벤처기업

부의 연구개발에산은 1조4,885억원이다. 현재 지원센터

를 통해 장애인의 창업지원부터 장애인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 및 예산은 없다.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

여를 할 수 있으나, 장애인기업이 비장애인기업과 경쟁

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경쟁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경쟁력 열세 보다는 소상공인 비율

이 높은 가운데 전담행정인력 부재, 정보접근 부족 등

의 이유가 크다. 장애인기업을 위한 가산점제도를 운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산점 요건이 있다고 해도 장

애인기업 이외의 다양한 가산점 요건으로 우대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1.은 2020년 공고된 기술개

발사업의 가점 사례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은 있지

만 장애인기업에 대한 가점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에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기업활동의 사이클은 짧아

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환경을 장애인기

업은 맞이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패널티가 있는 장

애인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스마트시

대의 경영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기업의 연

구개발 현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살피고, 4장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효과와 연구개발 수요

를 분석한 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장애인기업에 대한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영위

기간별 등 기업의 특성에 따른 현황 및 연구개발에 대

한 필요성,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제공받아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현황, 연구개

발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기

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등록장애인기업 자료는 지원센

터에서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등록장애인기업은 2020년

5월 기준 1회 이상 등록한 16,708건을 대상으로 2회 이

상 중복 발급기업을 제거하여 9,779개 기업으 추출하였

다. 이후 재무 관련 분석을 위해 추출된 기업과 한국기

업데이터(KED)의 재무정보를 결합하였으며, 일치하는

3,415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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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기업의현황은기술통계량과교차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인기업

의 업종에 대한 특화도를 살펴보았다. 장애인기업의 기술

애로 유무와 연구개발 투자계획과의 관계는 오즈비를 산

출하여살펴보았으며, 연구개발비투자결정요인을도출하

기 위하여 의사결쩡나무(Decision Tre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ɑ=0.05에서 실시하였다.

Ⅲ.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특성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전체의

93.2%를 점유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도매및소매업(29,939

개사), 숙박및음식업(19,856개사), 제조업(15,565개사)이 1,

2, 3위로 나타났다. 매출액규모별에서는 5천만원 미만이

전체 42.9%였으며,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21.0%로

63.9%가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산업 대비 사업체수는

3.0%, 총매출액은 0.75%에 불과하며, 업체당 평균매출액

은 중소기업의 1/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9년 장애인기업 현황

Table 2. Status of disabled enterprise in 2019 (N, %)

구분 N %

전체 95,589 100.0

규모별
소상공인 89,133 93.2

중소기업 6,456 6.8

업종별

제조업 15,565 16.3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269 0.3

건설업 4,925 5.2

도매 및 소매업 29,939 31.3

숙박 및 음식점업 19,856 20.8

정보통신업 592 0.6

부동산업 3,997 4.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23 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870 2.0

교육 서비스업 1,981 2.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07 1.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436 4.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8,829 9.2

매출액

규모

5천만원 미만 41,037 42.9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71 21.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3,226 24.3

5억원 이상 11,255 11.8

1) 출처 :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 제외업종 : 농임어업, 광업, 전기가수수도사업, 운수업, 금융및

보험업 5개 업종 16,529개사

장애인기업의 설립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93.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장애인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은

2018년말 기준 15.6년이였으며, 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

은 59.7세, 60대 이상의 비율은 51.9%로 절반을 넘었다.

창업이유로는 응답자의 60.2%(1순위+2순위)가 직업의

안정성 추구(‘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 ‘장

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 ‘장애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인기업의 산업적 특화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

업체, 종사자, 장애인종사자, 매출액에 4가지에 대한 입

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산출하였다. 입지계수

는 산업의 지역적 특화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상 사용하

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전산업 대비 장애인기업의

특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화정도의 표현은 산업적 편중으로 해

석될 여지는 있으나, 기업경영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

여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특화정도

로 해석하였다. LQ 값의 의미는 1이면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 특화정도가 동일함을 의미하며,

1보다 크면 장애인기업이 특화된 업종임을 의미한다.

특화도 분석자료는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와

2018년 중소기업현황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장애인기업에 대한 LQ

Figure 1. LQ for disabled enterprise



Research on the R&D Support Plan for Disabled Enterprise

- 320 -

분석결과 사업체수 측면에서 장애인기업은 예술스포

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시설관

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이 특화를 보였

다. 종사자와 매출액 측면에서는 사업체수 측면과 유사

한 특화를 보였다. 그러나 장애인종사자 측면에서는 앞

서 살펴본 3가지 측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화

도가 가장 큰 업종은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으

로 2.11을 보였으며, 다음은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Ⅳ.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1. 업종별 연구개발 현황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통계의 한계로 본 연

구에서는 등록장애인기업 중 2016년∼2018년 3년간 재

무정보가 있는 3,41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3년 연속 연구

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은 399개 기업에 불과하고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변동이 큰 관계로 3년간 총 연구개발비를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 비율

Table 3. Ratio of Enterprise investing in R&D by industry

업종 N
투자기업

비율(%)

전체 3,415 28.2

C_제조업 1,470 43.7

F_건설업 754 12.5

G_도매및소매업 427 14.5

N_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 281 5.3

J_정보통신업 145 50.3

M_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38 34.1

E_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50 22.0

H_운수및창고업 44 2.3

L_부동산업 38 2.6

S_협회및단체,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14 7.1

A_농업,임업및어업 12 25.0

R_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1 27.3

P_교육서비스업 10 30.0

I_숙박및음식점업 6 -

B_광업 4 25.0

Q_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 -

K_금융및보험업 3 66.7

D_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 66.7

무응답 1 -

1) 기간 : 2016년∼2018년 3년간 투자

2) 등록장애인기업 중 재무정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여기서 투자기업비율은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가 있

는 기업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표본수가 30미만인 경

우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등록장애인기업 3,415개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

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은 28.2%인 962개사로

나타났다. 표본수 30이상인 업종 중 연구개발비 투자기

업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50.3%였으

며, 제조업 4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4.1% 순으

로 나타났다. 업종별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1.5%를 점유하였다. 다

음으로 정보통신업 10.3%, 건설업 8.0%, 전문과학및기

술서비스업 5.2% 순이며, 4개 업종의 연구개발비가 전

체의 9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집약

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5.9이며,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1, 제조업 2.0이며 전체는 1.6으로

나타났다.

표 4.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Table 4. R&D investment status by industry

업종 N

3년

총연구

개발비

(억원)

연구

개발비

구성비

(%)

연구

개발

집약도

전체 3,415 3,078 100.0 1.6

C_제조업 1,470 2,200 71.5 2.0

J_정보통신업 145 316 10.3 5.9

F_건설업 131 248 8.0 1.0

M_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38 160 5.2 5.1

G_도매및소매업 427 73 2.4 0.4

E_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50 31 1.0 0.8

N_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81 22 0.7 0.3

K_금융및보험업 3 11 0.4 68.5

H_운수및창고업 44 9 0.3 0.3

D_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 4 0.1 4.4

P_교육서비스업 10 2 0.1 0.6

R_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1 1 0.0 0.9

A_농업,임업및어업 12 1 0.0 0.3

S_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4 0 0.0 0.1

L_부동산업 38 0 0.0 0.0

B_광업 4 0 0.0 0.0

Q_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 - - -

I_숙박및음식점업 6 - - -

무응답 1 - - -

1) 기간 : 2016년∼2018년 3년간 투자

2) 등록장애인기업 중 재무정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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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의 특성

연구개발투자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여부를 종속변

수로 하고 최초장애인기업발급연도, 장애인기업발급기

간, 사업영위기간, 2016년 자본총계, 2016년 자본건전성,

2016년 매출액, 2016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영업이익

/매출액)을 독립변수로 하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알고리즘은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이용

하였다. 이 결과 연구개발투자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건전성, 최초

인증연도(장애인기업최초발급연도), 인증기간(발급기간)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았으며,

2016년 매출액이 22.09억원 초과기업에서는 48.7%, 매

출액 9.23억원∼22.09억원 기업은 31.0%, 매출액 0.23억

원 미만 기업은 17.6%의 비율을 보였다. 매출액이 낮은

기업의 경우는 자본건전성(=부채/자산)이 높은 기업에

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이 큰

기업은 2014년 이전 장애인기업발급기업이 더 높은 연

구개발 투자비율을 보였다. 인증기간(장애인기업발급기

간)은 6년 이상인 기업이 39.7%로 6년 미만인 기업

2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속변수에

대한 구간은 분석프로그램에서 구간수 설정에 따라 임

의적으로 나누어 진 것임을 밝힌다.

그림 2.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트리

Figure 2. Decision tree for investment in R&D

3 연구개발 투자 효과분석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자료의 한계상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비를 통한 직접적 효과분석 대신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 기술지원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 유무는 도움

정도에 대한 5점척도에서 TOP2(약간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인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분류 하였다.

표 5. 기술지원에 대한 효과

Table 5. Effects on technical support (%)

구분 정부
지원

센터

전체 78.0 66.6

업종

C_제조업 72.4 68.8

E_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00.0 -

F_건설업 76.8 100.0

G_도매및소매업 100.0 100.0

I_숙박및음식점업 100.0 41.6

J_정보통신업 74.6 49.3

L_부동산업 50.0 -

M_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34.7 31.8

N_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P_교육서비스업 100.0 -

Q_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 -

R_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0.0 100.0

S_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64.8 100.0

설립

형태

개인업체 79.6 57.8

회사법인 73.5 93.9

사업

영위

기간

5년미만 82.6 63.5

5∼10년미만 84.8 66.3

10∼20년미만 76.2 64.7

20년이상 68.1 86.7

상용

근로자

수

없음 79.7 72.5

1∼4인 84.1 47.1

5∼9인 80.4 80.7

10∼29인 81.7 72.6

30인이상 20.2 59.1

매출

규모

1억원미만 80.0 56.9

1∼5억원미만 86.9 42.1

5∼10억원미만 78.3 84.8

10∼20억원미만 93.0 67.8

20억원이상 51.3 87.3

인증

여부

미인증기업 80.2 65.1

인증기업 62.9 78.6

1) 자료 :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일부 업종은 응답수가 작아 직접비교 시 주의 필요

정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은 조사모집단 중

1,088개사(1.1%), 지원센터로부터 받은 기업은 778개사

(0.8%)로 추정되었다. 정부의 기술지원에 대해 7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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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센터의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66.6%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원센터에서 R&D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는 가운데

조사된 결과라 당연한 결과이다. 앞서 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기술 관련 지원은 시

제품제작지원이 기술 관련 유일한 반면 정부의 지원사

업은 지원내용과 규모, 지원종류에서 지원효과 차이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종 및 일부 분

류에서는 지원센터의 기술지원이 높은 경우들이 있으

나, 이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연구개발 투자 수요분석

1) 연구개발 분야 투자계획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2.7%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에서 정보통신업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4%,

제조업 7.2%,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5.8%,

건설업 5.5% 순이였으며, 기타 업종에서는 모두 3% 미

만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 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42.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향후 연구개발 분야 투자계획

Table 6. Future R&D investment plan (N, %)

구분
투자계획(N) ‘있음’

비율
　χ2-검정

없음 있음

전체 92,778 2,599 2.7 　

업종

C_제조업 14,328 1,106 7.2

χ2=2,609***

E_수도,하수및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253 16 5.8

F_건설업 4,654 271 5.5

G_도매및소매업 29,587 352 1.2

I_숙박및음식점업 19,588 268 1.3

J_정보통신업 484 108 18.3

L_부동산업 3,979 18 0.4

M_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68 150 7.4

N_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및임대서비스업
1,835 35 1.9

P_교육서비스업 1,957 24 1.2

Q_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2 15 1.2

R_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392 29 0.7

S_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8,560 208 2.4

구분
투자계획(N) ‘있음’

비율
　χ2-검정

없음 있음

설립

형태

개인업체 87,458 1,736 1.9
χ2=3,169***

회사법인 5,287 863 14.0

사업

영위

기간

5년미만 11,680 309 2.6

χ2=399***
5∼10년미만 16,942 868 4.9

10∼20년미만 31,415 779 2.4

20년이상 32,506 643 1.9

상용

근로자

수

없음 69,061 971 1.4

χ2=3,941***
1∼4인 17,877 711 3.8

5∼9인 3,538 406 10.3

10∼29인 1,832 408 18.2

30인이상 470 103 18.0

매출

규모

1억원미만 60,236 790 1.3

χ2=3,138***
1∼5억원미만 22,422 674 2.9

5∼10억원미만 4,507 326 6.7

10∼20억원미만 2,931 414 12.4

20억원이상 2,681 396 12.9

인증

여부

미인증기업 91,997 2,255 2.4
χ2=3,348***

인증기업 781 345 30.6

1) 자료 :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인증기업 : 혁신기업인증(3종), 조달가점 인증(6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16종) 총 25종 중 1개 이상 인증기업

3) *** : p < 0.001

설립형태별에서는 회사법인이 14.0%, 개인업체는

1.9%로 나타났다. 사업영위기간별에서는 5∼10년미만

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수와 매출규모에

따라서는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매출규모가 클수록 높

았다. 인증여부별에서는 인증기업 30.6%, 비인증기업

2.4%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업종, 설립형태, 사업영

위기간, 상용근로자수, 매출규모, 인증여부 각 분류변인

별 투자계획 유무에 대한 비율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모

두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애로와 R&D 투자계획의 관계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R&D 투

자계획이 7.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애로 유무와

기술 R&D 투자계획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즈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표에서 X-O는 기술애로사항이 없는 기업 중에서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며, O-O는 기술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중에서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다. 표 상의 전체 기업에서 X-O 2.0%은

기술에로사항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2.0%임을 의미하며, O-O 13.8%는

기술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중에서 R&D 투자계획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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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의 비율이 13.8%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오즈

비는 7.7이며, 이는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

보다는 R&D 투자계획이 7.7배 많음을 의미하고 기술애

로 유무가 R&D 투자계획과 매우 관련이 깊음을 나타

낸다.

표 7. 기술애로와 R&D 투자계획의 관계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difficulties and R&D

investment plans (%)

구분
X-O

(%)

O-O

(%)

Odds

Ratio

전체 2.0 13.8 7.7

업종

C_제조업 5.8 17.9 3.5

E_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1 0.0 0.0

F_건설업 5.3 7.4 1.4

G_도매및소매업 0.8 14.4 20.0

I_숙박및음식점업 0.9 10.3 13.3

J_정보통신업 12.1 50.4 7.4

L_부동산업 0.5 0.0 0.0

M_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6.0 18.2 3.5

N_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7 7.9 4.9

P_교육서비스업 1.2 0.0 0.0

Q_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 0.0 0.0

R_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5 16.7 39.7

S_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4 10.5 8.2

설립

형태

개인업체 1.5 9.1 6.4

회사법인 9.8 51.5 9.7

사업

영위

기간

5년미만 2.0 15.3 8.7

5∼10년미만 3.5 28.5 10.8

10∼20년미만 1.6 13.2 9.1

20년이상 1.6 6.8 4.4

상용

근로자

수

없음 1.0 8.1 9.0

1∼4인 3.1 20.7 8.2

5∼9인 7.0 44.1 10.5

10∼29인 16.3 38.5 3.2

30인이상 13.1 52.5 7.3

매출

규모

1억원미만 0.9 6.9 7.8

1∼5억원미만 2.0 21.1 12.9

5∼10억원미만 6.5 12.9 2.1

10∼20억원미만 9.4 48.3 9.0

20억원이상 9.7 37.3 5.6

인증

여부

미인증기업 1.8 13.0 8.4

인증기업 29.3 37.1 1.4

1) 자료 :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X-O : 기술애로사항없음 & R&D투자계획있음, O-O : 기술

애로 있음 & 투자계획 있음

3) 인증기업 : 혁신기업인증(3종), 조달가점 인증(6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16종) 총 25종 중 1개 이상 인증기업

오즈비가 높다는 것은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업종 중에서는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39.7로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매및소매업 20.0, 숙박및음식점업 13.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은

오즈비를 보이고 있다.

사업영위기간별에서는 5∼10년미만이 10.8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수에서는 5∼9인이 10.5로 가장 높으

며, 매출규모에서는 1∼5억원미만이 12.9로 가장 높다.

인증여부에서는 미인증기업이 8.4로 인증기업 1.4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서 R&D 투자계획 등에서 살펴본 결과와는 일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로 연구개발 투자계획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현재 기술 상에 애로사

항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쟁력

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 목적의 연구개발 투자이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투자계획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지

만, 오즈비가 높은 경우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목적의 투자이다.

3) 기술지원 수요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기술지원 수요를 살펴보았다.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응답한 기업은 전체 32.3%로 나타났다.

표 8.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

Table 8. Demand for technical support (%)

구분 수요(%)

전체 32.3

업종

C_제조업 42.6

E_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48.0

F_건설업 56.0

G_도매및소매업 26.0

I_숙박및음식점업 28.3

J_정보통신업 58.0

L_부동산업 27.4

M_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37.8

N_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3.6

P_교육서비스업 30.7

Q_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1

R_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27.8

S_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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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요(%)

설립

형태

개인업체 30.9

회사법인 53.2

사업

영위

기간

5년미만 34.9

5∼10년미만 37.2

10∼20년미만 35.0

20년이상 26.4

상용

근로자

수

없음 28.1

1∼4인 40.6

5∼9인 51.4

10∼29인 56.4

30인이상 49.4

매출

규모

1억원미만 28.5

1∼5억원미만 34.3

5∼10억원미만 44.8

10∼20억원미만 49.5

20억원이상 55.3

인증

여부

미인증기업 31.9

인증기업 64.7

1) 자료 :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업종별에서는 정보통신업이 58.0%로 가장 높고, 건

설업 56.0%,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48.0%,

제조업 42.6%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형태별에서는 회사

법인이 높고, 상업영위기간별에서는 5∼10년미만이 가

장 높으며, 상용근로자수와 매출규모에 따라서는 클수

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여부에서는 인증

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은 수요를 보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연구개발활동 현황

을 분석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

인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애인기업은 소상공인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

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 대비 약 1/4의 매출규모를 가

진다.

둘째, 장애인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대비 업종별 분포

에서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종사자는 업종에 따라 큰

특화를 가지고 있다. 특화정도가 큰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도매및

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은 입지계수(LQ)가 1.5를 초

과하였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은 반대로 입지계수가 0.5미만을 보여 업종별 종사에

큰 편차를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비로 대변되며, 장애

인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전

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전체의 95%를 점유하는 것으

로 나타나 사실상 연구개발활동은 이들 4개 업종에서만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 중 연구개발

집약도가 2.0 이상인 업종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3개 업종(표본수 30이상 업종)에 불과하다.

넷째,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약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서 투자비율이 높았으며, 10억원 미만에서는 매우 낮은

투자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종사자 5인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기

업, (혁신기술)인증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욕구

가 강하며,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애로기술 보다는 혁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기업 특성별 기술애로사항,

기술지원의 필요성, 기술지원의 효과,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구개발지원 전략 맵이다.

그림 3. 기업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지원 전략 맵

Figure 3. R&D support strategy map by enterpri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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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음

이러한 결론을 종합해보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장애로기술 중심의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혁

신기술 중심의 지원이다. 현장애로기술지원은 제품의

성능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기술 상의 애로사

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며, 혁신기술지원은 신제품개

발, 공정스마트화 등의 지원을 한다. 연구개발은 개발자

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연구개발활동이 활발

한 업종을 선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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