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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벤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

로 벤처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모험적인 기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모험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미래를 향해 생존과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중 다양

한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벤처기업은 정부

와 민간의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그러한 활동으로는 벤

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세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법제도적 인프라지원, 

자문지원 등을 진행한다. 민간에서는 엔젤캐피탈,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벤

처에 대한 투자활동을 한다. 

벤처생태계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이러한 활동 목적은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주로 시장육성 및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활동에 참

여하고, 민간에서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비 성과를 거두기 위

해 참여한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벤처기업 활동의 참여 및 목적에 대한 차

이는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서도 상이하게 드러난다.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원이나 비인기 혹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등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

화 및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투자활동을 하는 반면 민간에서는 성장기업에 대

한 길목지키기를 위해 투자대비 성과중심의 투자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질적 재원들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정부 출자지원의 유효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유효

성 분석을 위해서 정부자금이 포함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과 민간자

금으로만 이루어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주요어 : 벤처캐피탈, 정부자금, Propensity Score Matching 

학  번 : 2011-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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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벤처는 위험(risk)을 감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벤처기업(Venture Company)은 기술집약적이고 모험적인 기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모험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미래를 향해 생존과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 국내에서

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벤처 

붐‛, ‚IT버블‛, ‚제2기 벤처정책‛, ‚금융위기‛, ‚창조경제‛ 등 매우 

급변하는 환경과 정책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국내 벤처기업은 총 28,731개에 

이른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 20,936개, 정보처리 S/W 4,421

개, 연구개발 서비스 298개, 건설 및 운수업 412개, 도매 및 소매업 349개, 

농업/어업/임업/광업 77개로 분포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성장한 기업 

중 매출액 1,000억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381개를 돌파하는 등 창업과 성

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각종 육성정책 도입 등 정부와 민간의 직간접적인 정책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국내에서 정부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진행함과 동시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등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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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사업(병역특례)과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

알선 등 인력지원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시험분

석평가관련, 표준화 관련, 인증관련 지원과 같은 법제도적 인프라지원도 있으

며,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 자문지원도 진행 중이다. (임채윤, 

2010) 

민간에서도 벤처 생태계에 투자자로서 참여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큰 부

분을 차지 하지는 않지만 엔젤캐피탈(Angel Capital)과 같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하는 민간투자자 그리고 사모(Private Equity, PE)를 통해서 민간에서

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이 직접투자를 하거나 벤처캐피탈

이 조합을 형성하고 개인투자자, 법인, 기관, 정부,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 등

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조합형태의 투자방법도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벤처생태계에서 활동은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는 주로 시장육성 및 시장실패(창업초기기업 투자회피, 특정산업 투자집중 등)

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에서는 단기적/장기적 투자대비 성과를 거두

기 위해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다. 

벤처생태계에서 정부와 민간의 벤처기업 활동의 참여에 대한 차이는 벤처캐

피탈 자본시장에서도 상이한 목적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창업기

업의 지원이나 비인기 혹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로 벤처생태계를 조

성한다. 민간에서는 성장기업에 대한 길목지키기 투자로 투자대비 성과중심의 

투자를 중시한다. 이러한 투자는 정부의 자금이 포함된 조합재원의 포트폴리

오 구성에서 차이점을 야기하고 있다. 벤처투자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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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자들의 유형, 투자전략, 의사결정 요인을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연구들이나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이용하여 벤처캐피탈의 다양한 역

할과 투자기법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Aram, 1898; Bygrave, 

1987; Sahlman, 1990; Sapienza, 1992; Tyebjee & Bruno, 1984) 

 

1.2 연구의 필요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벤처캐피탈 

총 투자재원은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금액(억원) 

 

[그림 1] 연도별, 벤처캐피탈 투자재원 추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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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벤처캐피탈의 단일자본인 창투사재원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정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재원에 참여하는 조합재원의 경우에는 2000년 이

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단위: %) 

조합원 유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기금 

(모태펀드) 

32.6 

(0.0) 

28.1 

(9.3) 

14.7 

(11.4) 

25.1 

(11.5) 

22.0 

(16.0) 

23.7 

(18.7) 

32.3 

(27.5) 

12.7 

(11.7) 

16.9 

(11.6) 

32.8 

(28.0) 

금융기관 

(정책금융공사 ) 

16.8 

(0.0) 

28.8 

(0.0) 

24.9 

(0.0) 

17.6 

(0.0) 

19.7 

(0.0) 

10.3 

(0.0) 

11.4 

(0.0) 

44.4 

(24.7) 

30.9 

(17.5) 

20.7 

(5.6) 

연금/공제회 

(국민연금) 

27.2 

(24.6) 

5.6 

(0.0) 

28.3 

(10.6) 

7.4 

(0.0) 

17.9 

(12.4) 

2.5 

(0.0) 

14.8 

(9.1) 

6.9 

(5.0) 

21.1 

(18.8) 

11.7 

(8.0) 

벤처캐피탈 12.8 12.2 10.5 11.0 15.8 10.7 12.9 15.6 12.6 14.3 

일반법인 8.0 13.0 15.4 16.1 11.7 42.5 22.0 15.0 13.5 16.1 

기타단체 0.0 0.1 0.2 0.3 0.0 0.1 0.8 0.3 0.1 0.7 

개인 2.6 3.5 1.5 7.4 3.4 8.1 4.2 1.3 0.9 1.0 

외국인 0.0 8.7 4.5 15.1 9.5 2.1 1.6 3.8 4.0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 연도별, VC 결성조합 출자자 구성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 벤처캐피탈 조합재원 중에서 정부자금은 2012년 기준, 전체 운영조합 

구성의 3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조합재원의 증가추세를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자금의 꾸준한 지원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합재원 출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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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으로의 정부 자금출자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부자금이 포함된 벤처조합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피 투자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벤처조합재원 중에 정부조합재원을 포함한 

재원과 그렇지 않은 재원을 구분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의 벤처캐피탈 

투자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자금이 포함된 조합재원의 피 투자기업에 대한 성과

를 분석함에 따라 정부의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출자에 대한 유효성

을 분석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 및 이질적 벤처캐피탈 재원에 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과 분석대상 표본, 그리고 연구방법론을 설

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에 입각한 정부 조합재원의 피 투

자기업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아울러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서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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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벤처캐피탈 성과평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기업 투자 및 관리를 위해 위험을 함

께 부담하며, 기업이 성장한 후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얻

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재투자하여 선순환하는 기관이다. 벤처캐피탈은 

국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로 분류되며 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청에 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한 자로서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에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진행, 해외투자,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하는 투자회사로 등록되어야 한다. 창업투자회사는 상업상 주식회사로서 납입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 이어야 하며, 적법한 임원 구성을 하여야 한다. 이러

한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그리고 유한회사(LLC) 등으

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의 회사가 활동 중이다. 

이러한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자본

(equity)을 투자하고 경영 및 기술관련 지원을 한다. [그림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이 성장한 후에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기업

매각(Sellout)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벤처기업 성

장의 핵심주체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

자리 창출 및 경제의 혁신활동 촉진, 기술진보를 유도하는 원동력이다.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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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nston T. H, 2002) 그러나 벤처캐피탈을 이용한 투자는 다른 금융투

자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길고 회수방법도 다양하지 못한 어려움을 지니는 등 

자금회수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큰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위험이 큰 만큼 기대하는 수익도 크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장기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방법이다. (박정서, 윤병섭, 2012) 

 

 

[그림 2] 벤처 자본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의 역할 (직접 작성)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는 국내외 모두 오래되지 않았다. 벤처캐피탈 투자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Gompers, 1995) 최근 미국 벤처캐피탈협회(NVCA: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2012년 한해 동안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총 3,600개 거래에 265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벤처캐피탈 개념의 회사가 최초로 도

입된 것은 1974년 한국기술진흥금융㈜(KTAC)이 설립된 시기부터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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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81년 5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설립과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사업 인

가를 취득한 신기술금융회사가 국내 벤처캐피탈의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벤처조합(벤처펀드)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자면 Cehn, Baierl, and 

Kaplan(2002)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S&P500 지수를 기준으로 시장포

트폴리오를 설정한 후 미국의 벤처조합 투자가 장기적 결과로 어떤 위험과 수

익율을 얻었는지에 관련하여 시장요인이 모든 주식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체

계적 요인이라고 보는 단일지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에서는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벤처캐피탈 피 투자기업의 제한된 투자 대비 

수익률 자료와 설문자료를 토대로 투자성과를 분석하는데 그쳤고, 정부자금으

로 이루어진 모태펀드 자체에 대한 투자성과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조성숙, 

박정서(2009)는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의 지배구조, 업력, 투자대상에 대한 

집중 여부 등 투자 양상에 따른 벤처투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현황을 살펴보거나 제한된 표본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코스닥 증권시장에 신규 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한 24개월간의 장기성과를 분

석한 연구(정진호, 윤병섭, 2004),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신

규로 등록한 기업 중에서 벤처캐피탈의 피 투자기업 274개와 그렇지 아니한 

기업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6개월간의 투자기업 성과를 분석한 연구(김형

모, 2007) 등이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이나 조합재원(펀드)에 관한 정부 출

자지원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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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벤처캐피탈 투자와 성장 

이론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수행된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성

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회의적인 평가도 섞여 있다. 

Bruno and Tyebjee(1985)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종업원 수 증가와 매출증

가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Berger and Udell(1998)

과 Gompers and Lerner(1999)는 기업들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음으로써 

사전투자 적격심사(pre-investment screening), 관찰 및 감시(monitoring), 

고부가가치화(value adding)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Kortum and Lerner(2000)는 거시

적인 관점에서 1980년대에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해 산업전체에서의 

특허 출원활동이 8%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의 혁

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avila et al.(2003)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193개 기업

과 투자를 받지 않은 301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벤처캐피탈의 투자

를 받은 기업이 고용창출 등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Engel(2002)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른 투자 방식 비해 기업의 성장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

급하였다. 그 외 많은 연구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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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Wang et al.(2003)은 싱가포르 상장기업 중 벤처캐피탈 피 투자기업

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의 성과를 비교했는데,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이

라 하더라도 기업공개(IPO) 이후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Rosa et al.(2003)은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호주증권거래소

(ASE)에 상장된 투자기업 38개와 비 투자기업 295개를 대상으로 주식발행 

시 할인 정도와 발행 이후의 장기적 성과를 비교하였는데,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의 성과가 오히려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Florin(2005)의 

경우에도 1996년 상장한 미국의 2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벤처캐

피탈 투자기업이 비 투자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더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Amit et al., 1990; Wang et al., 2002)

에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가의 과장된 홍보, 즉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레몬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 성과개선, 후속자금 유치 등

의 측면에서 성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존

재하며, 대부분 벤처캐피탈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기환 외 4명(2000)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효상(2001)은 정보

통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측정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이 총자산, 

고정자산, 자본금, 매출액, 경상이익 측면에서 성과가 더 개선되었다고 주장하

였다. 김성현(2004)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350여개 기업의 실적자료를 통

해 벤처캐피탈 투자가 이들의 매출성장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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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병철과 김건우(2011)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 투자기업에 비해 매

출과 자산의 증가율이 확연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1.2 벤처캐피탈 투자와 생산성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빠르게 성장한다. 

기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신생 벤처기업의 

경영자로 하여금 회사의 성장 관련 목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함

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Cooper et 

al., 1994) 또한, 기업에 필요한 재무자원에 대한 확보는 기업가 자신의 자금

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정부자금 이나 벤처캐피탈 자본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

는 경우 기업의 매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ee et al., 

2001) 

유세준과 양희순(2001)은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청에서 벤

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

한 결과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더 좋아진

다고 주장하였다. 즉, 벤처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인력을 

확충하고 기계 및 사무시설 등의 물적 자본을 확보하고, 후속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초기

기업과는 다른 규모와 범위에서 경영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속도는 물론, 성장방향을 조정해주는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멘토로부터의 조언은 자본과 노동 투입 효과를 보완하거나 배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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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론적으로 벤처캐

피탈리스트는 투자금 제공 이외에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은행대출을 거절 당했던 벤처기업가에게 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개해주거나 대기업 또는 글로벌 마켓의 판로개척을 위해 담당자나 박람회를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특허출원 및 등록, 소송 전략 등을 위해 변

리사를 연계해 줄 수도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는 헤드헌터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 중재도 벤처캐피탈

리스트들의 업무영역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복잡해지는 기업지배

구조를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역할도 그들의 업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벤처

캐피탈의 멘토링 역할에 대한 간접적으로 언급한 연구로는 임호순 외 3명

(2009)을 들 수 있다. 임호순 외 3명(2009)은 조직, 기술, 제품, 고객, 기업 

성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기술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간의 인

과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기술성과가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

들이 고객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멘토링 업무들은 벤처기업이 투자금 유치 이후 자금은 물론 구

입한 인력, 설비 등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

다. 만일 벤처캐피탈이 이러한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면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산과 기업가정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받은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멘토링 효과를 설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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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을 측정하고 이로 인한 개선효과를 살펴봄으로

써 벤처캐피탈의 멘토링 효과는 더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논문으로는 김준기 외 5

명(2007)과 Chemmanur et al.(2011)이 있다. 김준기 외 5명(2007)은 순차

적 선택 모형을 통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측면에

서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Chemmanur et al.(2011)은 

197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881개사를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하고 이를 비 투자기업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벤

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 투자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미국 벤처캐피탈 산업이 단순한 자금공급 기능 이

외에 생산성 증가와 같은 투자 받은 기업의 운영효율화에 기여하는 멘토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 받은 기업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희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게 벤처캐

피탈 투자가 투자 받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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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201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그림 3]의 201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개선 이외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는 72.7%의 벤처투자기업에게 은행/금융기관소개 

및 알선의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미

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캐피탈로

부터 유치한 자금은 물론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조달된 자금

을 기반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자산을 확충하며,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투자 

받지 않은 기업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자금 공급 이외의 

멘토링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담보하지 않은 단순 성

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노동 및 자본 등 투입요소가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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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과 부가가치 개선속도가 이에 못 미치면서 생산성은 투자 받지 않

은 기업보다 감소할 우려가 존재한다. 

 

2.2 이질적 벤처 투자 자본 

 

2.2.1 정부 벤처캐피탈 재원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과 정부 정책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1986년 정

부는 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창업 및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1995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5년에는 일

명 모태펀드라고 불리우는 재원의 운용을 위해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하였다. 

벤처캐피탈의 늘어나는 정부 투자금을 펀드로 조성하여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

기 시작한 것이다. 모태펀드는 10년간 1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원하고, 2조

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하여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

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정책금융공사 등도 벤

처펀드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의 성장 및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

다. 

이러한 정부의 참여의 목적은 민간 벤처재원의 투자 목적과 크게 다르다.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원이나 비인기 혹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등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및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투자활동을 하는 반면 

민간에서는 성장기업에 대한 길목지키기를 위해 투자대비 성과중심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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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Mcglue, 2002; Leleux and Surlemont, 2003) 

정부의 벤처캐피탈 시장 참여에 대한 당위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 벤처캐피탈은 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실패를 극복하도록 도움

을 주기 위해 활동한다. (McGlue, 2002) 창업 초기의 기업과 혁신적인 기업

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본 갭(equity gap)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

해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창업기업과 민간 벤

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극제가 필요 하

다는 것이다. (Leleux and Surlemont, 2003) 셋째, 기업가정신 및 혁신 활동

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McGlue, 2002) 위의 세가지 당위성은 정부 벤처

캐피탈 활동이 민간 벤처캐피탈 활동과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존재한

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구축효과가 민간 벤처캐

피탈 투자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벤처캐피탈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

나, 2000년 벤처버블 현상이 발생하면서 벤처캐피탈로 자금 유입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합원

의 자격으로 타 민간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2000년 이후 벤처캐피탈 산업으로

의 공공자금 투입을 증가시켜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직접자금지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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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질적 벤처캐피탈 재원 

최근 다양한 벤처캐피탈 재원에 따른 이질적 성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며, 이러한 벤처캐피탈 투자재원은 주로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민간 자금은 개인투자자(independent), 금융기관(financial), 

기업(corporate)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벤처캐피탈 재원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재무적 관점의 투자(financial investment)와 

전략적 관점의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진행한다. 

먼저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벤처캐피탈의 경우, 외부 투자자에 대한 자신

의 평판을 관리하여 향후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건 마

다 회사의 선택에 신중하며, 투자 진행 건마다 큰 이익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Osnabruge and Robinson, 2001; Wang et al., 2002) 따라서 개인투

자자들로 구성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 벤처캐피탈

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ykvova and Walz, 2007) 

그러나 정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투자재원으로 구성된 벤처캐피탈 회

사들은 수익성 이외에 다른 파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으

로는 벤처캐피탈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정

부가 벤처캐피탈 조합재원에 참여하는 경우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편익 확대

를 위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참여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벤처캐

피탈 조합재원보다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Lerner(2002)에 따르

면, 정부 벤처캐피탈 조합재원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 자본 시장에서 발생

하는 자본 갭(equity gap)을 채운다. 첫째, 침체되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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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를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둘째, 성장과 혁신 잠재력이 있는 회

사에 대하여 보증과 인증을 함으로써, 외부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효과

를 제공한다. 셋째, 혁신적 사업가와 벤처캐피탈을 직접 지원한다.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벤처캐피탈(financial VC)의 경우에는 미래의 주 고객

이 될 회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Hellmann et al., 2004) 그러나 정부 벤처투자재원과 마찬

가지로 수익률은 개인 벤처캐피탈(independent VC)보다 떨어진다. 

기업 벤처캐피탈(corporate VC)의 경우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전략적 협

력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동원

된 자금으로 업무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소기업에 선택적으로 투자한다. 

(Seigel et al., 1998) 기업 벤처캐피탈의 소기업과의 협력 동기는 사업 다각

화와 혁신화, 미래 사업에 대한 아이템 발굴, 투자 이익 실현 등이 있다. 

(Chesbrough, 2002)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목적 하에 기업 벤처캐피탈은 다

른 벤처캐피탈보다 기업 업력이 더 어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 받은 

회사의 기술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 (Aernoudt and Jose, 2003; 

Colombo et al., 2006)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이질적 자금원을 가진 벤처캐피탈들은 빈번하게 같은 

회사에 여러 벤처캐피탈 혹은 조합재원이 투자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 

투자와 관련하여 Lehmann(2006)은 위험 분담 가설(risk sharing 

hypothesis)과 부가 가치 가설(value added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위험 

분담 가설은 벤처캐피탈이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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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한 기업에 중복 투자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초기 단계의 위험

을 하나의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lead investor)가 차후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형태의 투자는 초기 투자자와 차후 투자자의 투자 받은 회사에 대한 정보

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잠재적 역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다. Hopp and 

Rieder(2006)는 벤처캐피탈 내 전문가의 경험이 떨어지는 벤처캐피탈 일수

록 이러한 형태의 중복투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부가가

치 가설은 여러 벤처캐피탈의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회사는 성장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일 가능성이 많으며, 여러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형태의 고정자산 

및 정보형태의 유동자산을 투자 받음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부가가치 가설은 여러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중복투자가 피 투자기

업에 대한 선택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여준다고 주장하

였다. 

국내에서도 이질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선정 및 성과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승훈(2007)은 벤처캐피탈을 공공벤처캐피탈

(public VC), 기업벤처캐피탈(CVC), 은행관련 벤처캐피탈(Bank-dependent 

VC), 독립벤처캐피탈(Independent VC) 그리고 혼합형 벤처캐피탈로 구분하

고 1999~2001년과 2002~2004년 두기간의 벤처캐피탈 신규 직접투자에 대

하여 분석하고 기간내 혹은 기간 간의 투자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독립벤처캐피탈을 기준으로 로짓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공벤처캐

피탈은 1999~2001년 사이에 독립벤처캐피탈에 비해서 유형자산비율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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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벤처캐

피탈의 경우 독립벤처캐피탈에 비해서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

으로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은행관련 벤처캐피탈은 1999~2001년 사

이에는 독립벤처캐피탈보다 종업원수가 많으면서도 산업의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반면 2002~2004년에

는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으며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한

다. 

또한 임소진(2011)의 경우 Baht의 MDCEV(Multiple Discrete Choice 

Extreme Value) 모형을 이용하여 1995~2005년 기간 동안 결성되었던 463

개의 벤처캐피탈 조합재원에 대해 투자대상과 투자금액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업력이 낮은 초기기업으로의 투자에는 정

부자금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으로의 전문화, 펀드의 

위험관리 능력 등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벤처캐피탈 정책에서는 단순히 정부 자금의 투입을 증가시키기 보

다는 초기 첨단기업으로의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부자금의 벤처캐피탈 

조합에 대해 디자인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부 참여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훈, 김연배, 이정동(2011)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벤처캐피탈의 주주 구

성에 따라 개인, 공공, 기업,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단일투자 4가지와 신디케이

션(Syndication) 투자를 기업벤처캐피탈 포함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총 

6개 종류의 자금원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분석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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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분석은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인데 벤처

캐피탈 투자금액에는 유형자산의 규모와 현재의 이익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벤처캐피탈 형태에 따라 매출, 종업원수, 연구개발

집중도, 총자산수익률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 기업 

벤처캐피탈은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금융 벤처캐피탈의 

경우 매출액, 종업원수, 연구개발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

업벤처캐피탈과 신디케이션 투자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와 연구개발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자면,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벤처

캐피탈 투자 선택 및 투자금액에 관련한 연구이다. 즉 벤처캐피탈 투자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이질적 벤처캐피탈 자본들의 투자 이후의 성과이다. 투자 성과는 벤처캐피탈

의 투자대비 성과 측면과 투자 받은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있다. 첫째, 정부재원의 벤처

캐피탈 투자 관련 성과를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적용하

여 성과비교의 정교함을 더해줄 것이다. 고성장산업에 속해 있는 투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에 속한 일반기업을 단순비교 할 경우, 고성장산업의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않아도 일정 수준 성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통한 벤처캐피탈 투자성과는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성장

기간에 속해 있는 기업과 저성장기간에 속해 있는 기업과 단순비교의 경우 투

자성과에 대한 추정은 정교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M 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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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부포함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간 단순성과비교가 아니라 정부포함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

이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두 

경우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도가 좀 더 정교하게 측정될 예정이

다. 둘째, 방대한 Database를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벤처캐

피탈 투자 전수데이터와 KIS 및 KED의 자료를 병합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

여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60%를 차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경제 및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여 투자 

받은 기업의 대상기간을 3개의 기간으로 나눈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IMF 이후 시점부터 벤처버블이 발생한 1999년~2002년까지를 첫번째 기간

으로 두었다. 또한 첫번째 시점 이후인 2003년부터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

를 주도적으로 하기위해 모태펀드를 조성한 2005년 7월과 이를 시행하였던 

2006년 이전까지인 2003년~2005년까지를 두번째 기간으로 보았다. 마지막 

기간은 두번째 시점의 이후인 2006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까지의 기간동안 투자받은 기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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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및 분석지표 

3.1.1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질적인 벤처캐피탈 자금원의 

성과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이나 비

인기 혹은 전략산업 기업들의 자본갭을 보완하면서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및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투자활동을 하는 반면 민간 벤처캐피탈은 성장기업

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중심의 투자를 한다. (Mcglue, 2002; Leleux and 

Surlemont, 2003) 또한 정부 벤처캐피탈은 시장실패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한다. (McGlue, 2002) 그리고 기업가정신 및 혁신 활동을 증

가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벤처캐피탈이 참여를 하고 있다. 

(McGlue,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국내 벤처캐피탈의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에 따라 투자하는 대상과 목표 그리고 성과도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정부 벤처조합재원의 투자기업 성장성에 관련한 부분이다.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은 자본시장에서 상이한 목적을 갖고 투자대상을 선정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기본적인 목적은 잠재적으로 성장을 할 기업들에 투자한

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을 구분하여 

성장성과 관련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Grilli and Murtinu (2011)

는 7개 유럽 국가(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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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8391개 창업벤처회사의 자산과 매출관련 성장성을 

비교해본 결과 민간벤처캐피탈과 정부벤처캐피탈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김영훈, 김연배, 이정동 (2011)의 경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투자

를 개인, 공공, 기업,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단일투자 4가지와 신디케이션

(Syndication) 투자를 기업벤처캐피탈 포함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총 6

개 종류의 자금원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

부 벤처캐피탈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탈과 비교하여 매출성장성이나 종업원수 

증가율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부재원을 포함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부 벤처캐피탈 자금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

원으로만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과의 성장성에 차이가 없을 것이

다. 

[가설 1-A]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원으

로만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가 없

을 것이다. 

[가설 1-B]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원으

로만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자산 증가율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C]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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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부채 증가율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D]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원으

로만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증가율의 차이가 없

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수익성에 관련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정부

는 수익창출을 위한 목표를 두기보다는 창업기업이나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함

으로써 벤처캐피탈 자본시장 참여에 목적을 갖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 자체

가 자본의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

만 정부 벤처캐피탈 자본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탈과 같이 투자대비 성과를 더

욱 중시하는 목표 보다는 국가 경제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민간 

벤처캐피탈보다는 수익성이 더 낮을 것이라는 부분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합재원의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대한 목

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정하였다. 즉 정부 조합재원의 투자

를 받은 기업은 타 재원으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수익

성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2] 정부 벤처캐피탈 자금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

원으로 이루어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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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가설은 정부 조합재원의 투자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역할

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McGlue (2002)는 정부 벤처캐

피탈의 경우 기업가정신 및 혁신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개입(intervention)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erner(2002)에 따르면, 정

부 벤처캐피탈 조합재원은 혁신 잠재력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보증과 인증을 

함으로써, 외부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서 혁신적 사업가와 벤처캐피탈을 직접 지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벤처캐피탈 자본은 민간 벤처캐피탈 자

본에 비해 혁신 잠재력이 크고 혁신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회사에 투자를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벤처 캐피탈 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민간만으로 이루어진 벤처캐피탈 피투자기업보다 혁신활동의 성

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정부 벤처캐피탈 자금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

원으로 이루어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혁신활동 지표의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이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활동 이외에

도 기업의 자본 노동 이외에 지속가능성 및 기술진보수준을 평가하는데에는 

생산성 지표를 활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진보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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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지표를 통해 세번째 가설과 같이 정부 벤처패피탈의 피투자기업의 혁신

활동 등과 함께 생산성 측면 지표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가설 4] 정부 벤처캐피탈 자금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타 벤처캐피탈 자금

원으로만 이루어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다.  

 

위의 4가지 가설을 종합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재

원이 포함된 벤처캐피탈 재원의 경우에는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펀드보다 

피 투자기업의 성과에 있어서 성장성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둘째, 정부의 경우 단기간에 수익성은 나지 않아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는 것

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의 재원이 투자 된다면 회사도 성장잠재력이 있으

며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자본 갭을 해결해 주고자 할 것이다. 따

라서 민간자본 대비 수익성 추구에 관해서는 더욱 관대한 정부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자본투자를 받은 피 투자기업에 

비해서는 수익성은 낮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정부가 투자한 

기업은 수익성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혁신활동과 생산성 측면을 위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수익성을 보다 추구하는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자본의 피 투자기업 보다는 혁신활동과 생산성 측면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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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구가설에 대한 정리표 

 

3.1.2 분석지표 

벤처캐피탈 투자에 따른 성과 변수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혁

신활동, 생산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 자

산 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Murphy, Trailer, and Hill(1996)

은 투자 받은 기업의 성장성은 현금흐름, 순이익, 매출, 종업원 그리고 시장점

유율 등 다양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Gilbert, McDougall, 

and Audretsch(2006)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벤처기업에서의 성장성 관련 지표로 매출, 종업원수, 시장점유율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Liao and Welsch(2001)는 자산규모의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장성 관련 가설을 위한 지표는 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 증가율을 통해 투자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들 변수들은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규모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장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

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영업이익률,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을 

설정하였다. 김영훈, 김연배, 이정동(2011)은 이질적인 벤처캐피탈의 수익성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 

민간 대비 

정부출자의 효과 

(증가율) 

차이없음 낮음 활발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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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지표로 총자산이익률을 설정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수익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포함하여 수익성 평가지

표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혁신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연구개발투자금의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Kortum and Lerner(2000)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1980년대 미국의 벤처캐피

탈 투자는 산업전체에서 출원된 특허의 8%를 설명할 정도로 투자 받은 기업

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이고, 이

것이 연구개발투자금액의 증가율로써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구개발투자금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서 연구개발투자금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혁신 활동이 매우 활

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사용

하였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논문으로 Chemmanur et al.(2011)가 있다. Chemmanur et al.(2011)은 

197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881개사를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하고, 비 투자기업과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벤

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 투자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11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벤처캐피탈이 피 투자기업의 재무적인 성장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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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자산의 증가로 인해 몸집은 비대

해지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생산성 지표는 오히려 그 증가율이 감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

동 이외에 다른 요인이 기업의 총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데 여기

에는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 및 제도 등이 반영된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증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사용이 가능한 변수이다. 

 

 

 

 

 

 

 

 

 

 

 

 

 

 



31 

 

[표 3] 기업의 설명 변수와 성과 변수 

구  분 대  상 변 수 

설명변수 

 규모 매출액, 자산, 자본, 부채, 종업원 수, 업력 

 수익성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혁신성 R&D 투자액 

성장율 투자 전년도 규모 성장율, 수익성과 혁신성 변화 

성과변수 

성장성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수익성 

영업이익률 변화 

총자산수익률(ROA) 변화 

자기자본이익률(ROE) 변화 

혁신성 

R&D 투자액 증가율 

종업원 1인당 R&D 투자액 변화율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변화율 

 생산성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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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3.2.1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벤처캐피탈 조합재원 투자의 

효과를 여러 지표상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조합재원 출자와 

이질적인 자금원의 투자기업 성과를 비교 및 관찰하는데 있다. 결국 서로 달

리 구분될 수 있는 재원을 가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은 회사들의 차후 

모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투자 받기 이전의 

회사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선택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투자성과의 평균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원의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에 미친 영향과 정부재원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의 영향에 대한 평균 산출 등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

법에 의한 효과 추정에서는 선택편의가 발생한다. 

선택 편의(Selection bias)는 조사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분석 

대상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편의이다. 

(Heckman and Robb, 1985; Heckman, Ichimura, and Todd, 1977) 조사대

상(참여집단)에 대한 특정한 행위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실험

에 대한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 과정에서 선택

된 참여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의가 일어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여 집단에 대한 선택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

는데, 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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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선택편의는 통계적 분석에서 모집단의 특성이 왜곡되거나 실

험의 효과가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확한 연구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택편의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 응용하는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은 이러한 선택

편의를 없애는 전략적 방법이다. PSM이란, 정책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측

정할때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집단 중 특정사업에 참여한 각 기

업들의 특성들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기업들을 일일이 매칭시켜 반사실

(Counterfactual)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 출자지원의 유효성 분석 측면에서의 PSM은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들 중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특성(데이터에 

수록된 모든 특성에 대하여)과 가장 유사항 특성을 갖는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것이다. PSM 방법론은 Rosenbaum and Rubin (1983)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되었고 정부의 직업훈련사업 효과

에 대한 유효성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Dehejia and Wahba 

1999, 2002; Frolich, 2004; Heckman et al., 1997; Smith, 2000; 이석원, 

2003) 최근에는 기업 단위의 분석으로 확장되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 기업의 성과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Arnold and 

Hussinger, 2005; Yasar and Rejesus, 2005; Loof and Heshmati, 2005) 

PSM은 평균적 성과 평가 측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어떤 사업이나 프로

그램 참여 선택을 관찰 가능한 변수로 모사해 낼 수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 모형을 통하여 계산된 각 기업의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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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즉 Propensity Score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가장 가까운 참여 확률을 

가진 비 참여기업을 찾아내고 이둘의 사업 참여 후 성과를 비교하여, 사업 참

여만의 차별적 성과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것이 PSM의 핵심이며 이는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에 기반하고 있다. 

CIA 는 주어진 관찰변수 즉, 회사의 경우 재무자료나 업력, 기술 수준, 

CEO의 경력 등 많은 자료로 조건화 하였을 때 회사의 잠재적 성과와 사업 

참여 여부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한다. 즉 사업참여 여부를 주어진 관찰 가

능 변수 만으로 모사해 낼 수 있다는 가정이다. 

 

(1) 0 1( , )Y Y T X
 

 

이 때, 사업참여확률인 Propensity score p(X)는,  

 

(2) 
( ) Pr( 1 )P X T X 

 

 

이며, Rosenbaum and Rubin(1983)은 위의 CIA가 propensity score로 

conditioning을 하였을 때도 성립함을 보였다.  

 

(3) 0 1( , ) ( )Y Y T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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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참여 효과를 나타내는 ATT (Average effect of the treatment on 

the treated)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4) 

 

  

    

1 0

1 0

CIA

( ) 1 0

- 1

- 1, ( )

1, ( ) - 0, ( ) 1
i

i i i

i i i i

P X i i i i i i i

ATT E Y Y T

E E Y Y T P X

E E Y T P X E Y T P X T

 

 

   
 

 

이 때, Y0, Y1은 각각 사업 비참여/참여 기업의 잠재 성과이며, T는 사업 

참여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이다.  

한편 Lechner(2001)는 위의 propensity score의 성질이 여러 사업 하, 즉 

사업 참여/비참여의 binary state가 아니라 multiple treatment하에서도 성립

함을 보였다.  

 

(5) 
0 1, ,...., ,MY Y Y T X x x   

 

 

(6) 

,

( )

( ) [ ( ( ), ) ];

( ) : ( or , ).

l ml

l mlm l m l

P x

l ml

E Y T m E E Y P X T l T m

P x P T l T l T m X x

     

    
 

 

즉 여기서의 ( )
l ml

P x 은, 실험 혹은 사업 참여 여부(treatment states) m과 

l로 정의해 볼 때, 두 참여상태(states)에 속하게 될 기업들이 l에 포함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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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확률을 관찰변수 x의 조합으로 계산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들로 놓고, 정부 재원이 포함된 자금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

우의 각 기업들의 propensity score를 기반으로 매칭을 수행하였다. 

Propensity score를 구성하는 설명변수 요소들은 기업의 규모를 설명하는 매

출액, 종업원수, 자산, 부채, 자본, 연구개발투자비 그리고 기업이 관련산업에

서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업력을 기반으로 propensity score를 계

산하여 1에 포함되게 될 확률이 가장 큰 기업들을 찾아서 비교하였다. 

Propensity Score 계산을 위한 프로빗 분석의 결과는 실증분석을 설명하는 

제4장 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propensity score에 기반한 매칭은 propensity score 자체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칭 metric을 동반하게 된다. 매칭 접근법은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Propensity score가 미리 알고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되어야 하며 연속적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실험집단 개체들과 

비교집단 개체들 간에 정확한 매칭이 되기는 쉽지 않다. P(x)는 연속적 확률 

변수이므로 관찰된 두 개체가 완전히 동일한 propensity score 를 갖게 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따라서 propensity score를 바탕으로 차선의 매

칭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매칭 접근법으로는 Nearest Neighbor Matching, Kernel Matching, Radius 

Matching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badie et al.(2004)에 의해 설명되고 

STATA 프로그래밍이 제공된 PSM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Nearest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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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접근법을 이용하여 투자성과를 비교하였다. 매칭기법의 경우 다른 

매칭기법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비교그룹의 집단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NN Matching을 통해 분석

을 하였다. 또한 NN Matching의 경우 매칭되는 기업들의 숫자인 N값을 조절

하며 정교한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 이상 투

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독립적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한번 투자 

받은 기업이 두 번째 투자받을 때에는 이전의 성과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고, 

두 번째 투자받은 시점 이후의 성과는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고려하였다. 

둘째 이러한 신디케이션(syndication) 투자 혹은 여러번 투자 받은 기업을 제

외하면 관측치 수에 현저한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하

였다.  

 

3.2.2 총요소생산성(TFP) 

총요소생산성은 총생산에서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 이외의 다른 요인이 관

여하는 부분을 뜻한다. 총생산에 대한 전반을 분석한다면, 총생산 증가 혹은 

감소의 요인으로는 크게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와 기술진보 혹

은 이외 변수의 증가로 볼 수 있다. Solow는 국가의 총생산이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과 더불어 기술진보율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을 보였으며 식 (7)과 같

이 표현된다. 

 

(7)  Y = F(K,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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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olow의 모형에 따라 생산을 1차 동차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생산이 Cobb-Douglas 함수

를 따른다는 가정과 동시에 식 (8)과 같이 로그를 취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

다. 

 

(8)  log y = log A + αlogK + βlogL 

 

 Solow의 모형에서 총생산은 국가총생산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경제성장율

이라고 할 수 있다. K는 자본스톡의 증가율, L은 노동력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α는 생산의 자본 탄력도이면서 자본소득의 비율, β는 노동 탄력도이면서 노

동 소득의 비중으로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의 국가 생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나타낸다. A는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내며, 솔로우 잔여분(Solow Residual) 

혹은 총요소생산성 증가(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라 불린다. 솔로

우 잔여분(Residual)이라고 불리는 것은 Solow 모형에서 나오는 위의 식과 

같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총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증가율을 측정

하되 경제성장률에서 각 요소의 성장기여도를 뺀 잔여분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산성 증가의 원천으로는 자원 재분배, 규모의 경제, 지식의 증가 등

을 들 수 있다. 

  식 (8)의 모형은 국가의 실질 경제성장률(GDP) 증가 뿐만 아니라 기업

의 생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총요소생산성(TFP)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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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자본과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을 차감한 logA로 주어진다. 기업의 총

요소생산성을 식(8)에 의해 구하기 위해서는 Y를 기업의 부가가치로 보아야 

하는데, 부가가치는 식(9)와 같이 특정 재무적 변수 값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Xi에 대응되는 변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금융비용, 인건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특별상각, 이자수익,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의 노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임차료비용, 복리후생비, 리스료이

다. 부가가치를 구하는데 있어 재무자료 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총

생산 Y를 총매출액이나 매출총이익으로 두고 TFP를 구하기도 한다. 

 

(9)   

  

또한, 식 (8)에서 자본(K)는 당해 연말 회계기준의 감가상각자산이고, 노동

(L)은 당해 연말 상시근로자 수이다. 총요소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β

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가 

2000년대 산업별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2000~2010년 동안 2 Digit 수준에서 

산업의 총인건비를 산업의 총부가가치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계산할 예정이다. 

 

 

3.3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보한 1999~2011년까지 13년 동안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 투자기업 자료를 한국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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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여 전 산업에 속해 있는 투자기업의 장기 

패널자료로 사용하였다.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의 경우, 전수데이터로서 1987

년부터 2010년까지 총 6,424개의 기업에 벤처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 

13,479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한국기업자료㈜의 자료와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붙여서 하나의 분석 가능한 자료로 다시 구성한 후에는 총 

7,096건의 투자 데이터로 재구성 되었다. 또한, 통화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

(Monetary variables)은 2000년 기준으로 GDP 가격 수정 인자(deflator)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연구 분석 대상인 투자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한다. 또

한 박용수(1996), 안홍복(2006) 등 많은 회계학 관련 연구에서도 재무, 재

무비율이 정규분포와 상이한 형태의 통계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실증연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재무자료의 로그변환 후에는 그에 관

한 분포가 정규분포에 접근함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대상의 투

자기업들의 평가도 원 단위의 지표에서 로그로 변환하여 정규성을 향상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통계량에 관한 부분은 전체 기간에 대해서 보여줄 예정이

지만, 정부포함 벤처캐피탈 재원의 투자성과와 민간 벤처캐피탈 재원의 투자

성과는 투자시점에 따라 3개의 기간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기

간은 1999년~2002년까지 이다. 우리나라의 IMF 이후 시점부터 벤처버블이 

발생하는 2002년까지를 첫번째 기간으로 두었다. 둘째는 2003년~2005년까

지 인데, 이것은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주도적으로 하기위해 모태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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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2005년 7월과 이를 시행하였던 2006년 이전까지인 2003년~2005년

까지를 두번째 기간으로 보았다. 세번째 기간은 2006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가 발생한 2008년까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3개의 기간으로 구

분하여 정부포함여부에 따른 ATT(Average treatment on treated)값을 비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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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479건의 벤처캐피탈 

투자 전수데이터 중 1999~2010년까지 12년 동안의 투자건수는 총 12,733

건이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투자데이터를 벤처기업 데이터(KED 및 KIS)와 

매칭한 장기패널 자료는 총 7,096건의 투자데이터이다. 이는 실제 국내 벤처

캐피탈 피 투자기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이다. 최종적으로 분

석에 포함된 총 7,096건의 투자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4] 연도별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수와 투자액 

 

투자시기(연도) 기업수 평균투자액(억원) 업력(년) 

1999 322 9.53 4.07 

2000 935 10.42 3.93 

2001 852 8.85 3.24 

2002 689 9.47 3.87 

2003 651 10.47 3.85 

2004 606 10.58 4.70 

2005 610 12.52 5.86 

2006 684 11.90 6.17 

2007 607 14.02 6.35 

2008 452 13.93 6.77 

2009 435 15.79 7.36 

2010 143 15.29 6.21 

Average 582 11.89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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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살펴보자면 벤처캐피탈 시장은 1999~2010년까지 12년 동안 연

평균 58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11억 89백만원을 투자한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2004년도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점점 위험회피적으로 변하였

는데 이는 2000~2003년에는 평균 3년 정도 업력을 가진 창업초기기업에 투

자하였는데 반해 2004년도 이후로는 평균 6.2년 업력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2002년 벤처 IT 버블 이후의 벤처캐피탈 자본의 

위험회피적인 태도로 볼 수 있으며, 2005년 정부 모태펀드 등의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 및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다.  

 

[표 5] 연도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투자시기(연도) 매출액(억원) 종업원수(명) 연구개발비 집약도(%) 

1999 104 86.16 2.35 

2000 79 66.18 2.83 

2001 99 66.18 3.86 

2002 108 63.74 4.48 

2003 119 62.93 4.31 

2004 145 67.56 3.74 

2005 143 69.90 4.76 

2006 136 63.09 4.67 

2007 147 69.79 4.40 

2008 159 68.33 4.58 

2009 152 74.98 4.74 

2010 135 52.26 5.85 

Average 123 67.5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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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각 연도별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벤처캐피탈의 피투자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123억원, 

종업원수는 67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를 계산한 연구개발비 집약도

는 4.21%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은 1999년 

이후 해가 지남에 따라 연구개발집약도가 더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

히 2005년 이후에는 집약도가 4%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였다.  

 

[표 6] VC조합재원에 따른 설명 변수 (전체산업) 

정부 포함여부 투자기업수 변 수 평 균 

미포함 6,576 

업력 5.17년 

매출액 124억원 

총자산 128억원 

포함 520 

업력 4.81년 

매출액 112억원 

총자산 117억원 

 

[표 6]의 통계량에 따르면, 총 7,096건의 표본인 벤처캐피탈 투자대상 기

업들은 정부 자금을 포함한 피 투자기업의 업력이 정부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민간재원으로만 이루어진 벤처캐피탈 펀드의 피 투자기업의 업력보다 0.36년 

정도 어린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정부가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창업초기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업력이 보다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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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자산과 업력 

측면에서 정부자금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투자대상 기업의 설명변수들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정부의 자금이 포함된 펀드라도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

함에 있어서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 재원을 공급하는 목적 중에 하

나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교 설명하기에 부족할 만큼 차이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

준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첫째로 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을 선택하였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벤

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총 28,731개 중 제조업은 20,936개로 

약 73%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및 운

수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어업/임업/광업 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벤처

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법에 의거하여 피 투자기업 중 대기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투자대비 성과는 크게 

얻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이외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대기업에도 투

자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

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은 SAS 프로그램을 통해 제외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및 자산 등을 기준으로 0 혹은 마이너스(-) 등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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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였다. 그 결과 3,970건의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래는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대상기업의 업력, 매출액, 총자산, 종업원 수 등 대

상의 특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재원을 포함한 벤

처캐피탈 투자와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대상선정에 있어서 크게 차

별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7] VC조합재원에 따른 설명 변수 (제조업) 

정부 포함여부 투자기업수 변 수 평 균 

미포함 3,667 

업력 5.50년 

매출액 142억원 

총자산 144억원 

포함 303 

업력 5.31년 

매출액 141억원 

총자산 142억원 

 

 

제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 재무적 특성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비교

를 한 것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정부의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서의 

목적 및 역할 등에 관한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부 포함여부에 따른 집단비교를 위한 T-test 결과값은 부록 1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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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민간 및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생존율 

*
p<.05 

**
p<.01 

***
p<.001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아니

한 기업의 성과차이를 추정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 집단의 생존

율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두 집단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비교집단의 성과

가 과대평가(over-estimate)하게 되거나 과소평가(under-estimate)하게 될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생존율에 차이가 발생하여 한쪽 집단에 성과가 좋은 기

업만 살아남을 경우 생존한 기업들이 그 집단을 대표하므로 더욱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각 집단의 생존율을 계산

하여 [표 8]과 같이 표시하였다. [표 8]에서 처럼 두 비교집단 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

행함에 있어 생존 편의(survivorship bias)와 관련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민간재원 93.72% 84.59% 73.01% 61.33% 50.25% 40.21% 

정부포함재원 94.15% 84.80% 74.27% 62.18% 53.99% 40.74% 

T value -0.38 -0.12 -0.62 -0.38 -1.43 -0.23 

P value 0.7022 0.9049 0.5363 0.7030 0.1028 0.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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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부의 벤처캐피탈 출자지원에 대한 유효성 분석을 진행하

였다. 

 

4.2 Propensity Score 추정과 매칭 

비교대상 선정을 위한 Propensity Score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벤

처캐피탈의 투자대상기업의 변수에 대한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투자

대상기업의 특성 비교를 함에 있어 재무적 변수만을 기반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들 혹은 투자결정시 고려하는 요인들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하였

다. 이러한 설명지표를 위해서 투자 받은 기업의 피 투자시점의 매출액, 업력, 

자산, 부채, 자본, 연구개발투자비, 총 투자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면서 실제 정부재원이 포함된 

벤처캐피탈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정부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프로빗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을 시행하여 모수 추정 후에 선택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Propensity Score를 계산해보았다. 데이터에 대한 작업은 SAS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회귀분석 및 Propensity Score 계산은 STAT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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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999년~2002년) Propensity Score 계산을 위한 프로빗 분석 결과 

a
 (a) in logarithmic form. 

 

[표 9]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포함여부에 따른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들의 프로빗 분석결과 이다. 결과를 통해 정부포함 벤처캐피탈의 경우 업

력이 낮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통계적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 결과

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정부재원의 포함유무에 따라 

Variable Explanation Coef. Std. Err. P > z Sig. 

_cons 상수값 -9.074 9.196 0.324  

lsales
a
 매출액 0.189 0.169  0.263   

lage
a
 업력 -0.424 0.191  0.027  ** 

lwage
a
 노무비 -0.247  0.189  0.192   

lass
a
 총 자산 0.325  0.332  0.328   

lliab
a
 총 부채 -0.153  0.211  0.470   

lcap
a
 총 자본 -0.025  0.160  0.875   

lrnd
a
 총 연구개발비 0.003  0.021  0.872   

salesgrew1 투자전년도 매출 성장율 -0.239  0.219  0.275   

workergrew1 투자전년도 종업원 성장율 0.030  0.177  0.867   

assgrew1
a
 투자전년도 자산 성장율 0.150  0.256  0.558   

grewroa1 투자전년도 ROA 변화 -0.002  0.003  0.570   

grewroe1 투자전년도 ROE 변화 0.000  0.001  0.613   

grewopersales1 투자전년도 영업이익률 변화 -0.001  0.001  0.207   

rndgrew1 투자전년도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 0.020  0.028  0.475   

ltotal fund
a
 벤처캐피탈 투자액 1.101  1.392  0.429   

Number of observations 1,519 

Pseudo R
2
 0.094 

Log likelihood  -101.003 

Prob > χ
2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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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자산, 부채, 자본, R&D투자액 등의 설명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투

자대상 기업들의 차이점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대상 기업들의 투자받

기 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재원은 벤

처캐피탈에 자본 투자시 대상선정이 차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0] (2003년~2005년) Propensity Score 계산을 위한 프로빗 분석 결과 

a
 (a) in logarithmic form. 

Variable Explanation Coef. Std. Err. P > z Sig. 

_cons 상수값 -29.073 12.621 0.021 ** 

lsales
a
 매출액 0.096 0.162 0.553   

lage
a
 업력 -0.027 0.203 0.894   

lwage
a
 노무비 -0.054 0.180 0.765   

lass
a
 총 자산 0.064 0.341 0.852   

lliab
a
 총 부채 -0.023 0.235 0.924   

lcap
a
 총 자본 -0.050 0.166 0.763   

lrnd
a
 총 연구개발비 0.009 0.022 0.688   

salesgrew1 투자전년도 매출 성장율 0.061 0.192 0.750   

workergrew1 투자전년도 종업원 성장율 0.227 0.166 0.173   

assgrew1
a
 투자전년도 자산 성장율 -0.571 0.317 0.071  * 

grewroa1 투자전년도 ROA 변화 0.000 0.002 0.863   

grewroe1 투자전년도 ROE 변화 0.000 0.000 0.819   

grewopersales1 투자전년도 영업이익률 변화 0.001 0.001 0.047  ** 

rndgrew1 투자전년도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 -0.004 0.025 0.873   

ltotal fund
a
 벤처캐피탈 투자액 4.081 1.864 0.029  ** 

Number of observations 1,063 

Pseudo R
2
 0.067 

Log likelihood  -122.139 

Prob > χ
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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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의 결과를 통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은 정부재원을 포함할 경우 전년도의 자산성장율은 낮더라도 영업이익률 증가

율이 높은 기업에 차별적으로 투자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포함된 

펀드는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원보다 더 큰 규모의 총 투자금액을 

집행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1] (2006년~2008년) Propensity Score 계산을 위한 프로빗 분석 결과 

a
 (a) in logarithmic form. 

Variable Explanation Coef. Std. Err. P > z Sig. 

_cons 상수값 -10.847 7.311 0.138  

lsales
a
 매출액 0.032 0.145 0.823  

lage
a
 업력 0.106 0.185 0.565  

lwage
a
 노무비 0.004 0.160 0.981  

lass
a
 총 자산 -0.166 0.250 0.506  

lliab
a
 총 부채 0.079 0.166 0.633  

lcap
a
 총 자본 -0.105 0.124 0.396  

lrnd
a
 총 연구개발비 0.020 0.021 0.331  

salesgrew1 투자전년도 매출 성장율 -0.099 0.171 0.562  

workergrew1 투자전년도 종업원 성장율 -0.048 0.139 0.730  

assgrew1
a
 투자전년도 자산 성장율 0.056 0.280 0.842  

grewroa1 투자전년도 ROA 변화 0.000 0.002 0.907  

grewroe1 투자전년도 ROE 변화 -0.000 0.000 0.268  

grewopersales1 투자전년도 영업이익률 변화 0.001 0.001 0.042 ** 

rndgrew1 투자전년도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 0.066 0.035 0.057 * 

ltotal fund
a
 벤처캐피탈 투자액 1.828 1.113 0.1 * 

Number of observations 1,063 

Pseudo R
2
 0.067 

Log likelihood  -122.139 

Prob > χ
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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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정부재원의 포함유무에 따

라 매출, 업력, 자산, 부채, 자본, R&D투자액 등의 설명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투자대상 기업들의 차이점 발견할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

구에서 벤처캐피탈 시장에 정부의 자금 투입의 목적은 업력이 낮고, R&D투자 

등 혁신성이 높은 기업의 자본 갭을 채우기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였다. 하지

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투자대상 기업들 투자 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영업이익률 성장이 높으며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성장율이 높

은 기업에 더 큰 규모의 총 조합재원을 투자하였다.  

 

4.3 정부의 벤처캐피탈 조합재원 출자의 성과 

앞서 추정한 Propensity Score를 통해 정부 자금이 포함된 조합재원과 아

닌 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재무데이터를 비교하여 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수행하였다. 이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서 도출된 Propensity Score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

기업 4개의 비교군을 선정하여, 이들의 성과를 평균하여 해당 투자기업과 비

교함으로써 그 차이로 정부재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재원의 기

여도는 크게 4가지 지표인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으로 살펴보았으

며, 기간은 1999~2002년, 2003~2005년, 2006~2008년 3개 기간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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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성장성 

아래의 [표 12]은 매출성장율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계수는 투자를 받은 

후 해당기간에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의 1~3년간의 정부포함여부에 따른 성

장률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포함여부에 따른 이질

적 벤처캐피탈 재원의 다년간의 성과가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원의 

매출성장율 관련 투자성과가 다르다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가설 1-A] 매출성장율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

었다. 이는 기존의 Grilli and Murtinu (2011)이 연구한 정부벤처캐피탈과 민

간벤처캐피탈의 매출성장율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12]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매출액 성장율 비교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067 0.104 0.64 0.520  

2 년간 0.071 0.165 0.43 0.669  

3 년간 -0.096 0.279 -0.35 0.730  

Y 2003~2005  

1 년간 -0.132 0.111 -1.19 0.235  

2 년간 -0.368 0.332 -1.11 0.269  

3 년간 -0.314 0.340 -0.93 0.355  

Y 2006~2008  

1 년간 -0.075 0.085 -0.88 0.378  

2 년간 0.035 0.186 0.19 0.852  

3 년간 0.063 0.180 0.3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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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영훈, 김연배, 이정동 (2011)의 연구와 같이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

탈의 매출 성장율이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13]은 정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

의 자산 성장률을 비교한 표이다. 아래의 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부를 포

함한 벤처캐피탈의 자산 성장율 관련 성과는 1999~2002년과 2003~2005년

에는 더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2006~2008년에는 대체적으로 안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것은 오직 

1999~2002년에 투자받은 기업의 1년간의 성장율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정부포함여부에 따라 자산 성장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

명할 수 있다. 

 

[표 13]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자산 성장율 비교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127 0.076 1.66 0.097 * 

2 년간 0.195 0.156 1.25 0.210  

3 년간 0.199 0.222 0.90 0.370  

Y 2003~2005  

1 년간 0.024 0.064 0.37 0.709  

2 년간 0.126 0.114 1.10 0.270  

3 년간 0.081 0.154 0.53 0.597  

Y 2006~2008  

1 년간 -0.069 0.058 -1.19 0.234  

2 년간 -0.007 0.094 -0.08 0.939  

3 년간 -0.010 0.121 -0.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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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전체 자산 중 자본의 확충 뿐만아니라 부채의 확충으

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므로 부채 성장률도 하나의 성장지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14]에서는 민간만으로 이루어진 벤처캐피탈 재원과 정부를 

포함한 벤처캐피탈 재원의 투자를 받은 피 투자기업의 부채 성장율을 나타내

고 있다. 분석결과 민간재원과 정부포함 재원의 피 투자기업의 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6~2008년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1

년간의 성과를 제외하면, [가설 1-C]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부채 성장율 비교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025 0.112 0.23 0.821  

2 년간 0.061 0.252 0.24 0.807  

3 년간 0.142 0.236 0.60 0.548  

Y 2003~2005  

1 년간 -0.102 0.072 -1.42 0.155  

2 년간 -0.066 0.122 -0.54 0.589  

3 년간 -0.079 0.125 -0.63 0.527  

Y 2006~2008  

1 년간 -0.126 0.076 -1.68 0.094 * 

2 년간 -0.162 0.108 -1.49 0.136  

3 년간 -0.058 0.128 -0.4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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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고용 증가율 비교 

 

고용 증가율 관련 지표에서는 2003년 이후 정부를 포함한 벤처캐피탈 재원

의 투자 성과가 더욱 좋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 [가설 1-D]는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성 관련 지표인 매출액, 자산, 부채, 고용 등의 투자 성과에서는 

대부분 가설을 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지표들의 

각 기간별 그리고 각 지표별 차이점을 설명하기 힘들정도로 민간재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원과 정부포함 펀드의 피투자기업 성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김영훈, 김연배, 이정동(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부 벤처캐피탈은 

민간 벤처캐피탈과 비교해 볼 때 성장성과 관련하여 피투자기업의 성과에 크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050 0.110 0.46 0.649  

2 년간 -0.026 0.143 -0.18 0.854  

3 년간 -0.027 0.185 -0.15 0.883  

Y 2003~2005  

1 년간 0.016 0.115 0.14 0.892  

2 년간 0.074 0.167 0.44 0.659  

3 년간 0.215 0.252 0.85 0.394  

Y 2006~2008  

1 년간 0.052 0.084 0.62 0.538  

2 년간 0.002 0.129 0.02 0.985  

3 년간 0.004 0.142 0.03 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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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수익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이질적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는 투자대상의 선

정 및 투자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벤처캐피

탈 및 벤처조합에 대한 출자지원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장육성 및 시

장실패 보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재무적 투자를 하는 민간으로만 이루어진 재원의 피 투

자기업 성과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6]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영업이익률 변화 비교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113 3.904 -0.03 0.977  

2 년간 0.220 5.866 0.04 0.970  

3 년간 -17.468 20.784 -0.84 0.401  

Y 2003~2005  

1 년간 -2.443 10.448 -0.23 0.815  

2 년간 -66.029 80.902 -0.82 0.414  

3 년간 -34.220 37.150 -0.92 0.357  

Y 2006~2008  

1 년간 5.487 10.742 0.51 0.610  

2 년간 424.812 274.656 1.55 0.122  

3 년간 28.768 25.634 1.12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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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 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는 정부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가 

더욱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정부는 투자받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

지않아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산업육성이나 투자기업들의 자본

갭 극복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정부 벤처캐

피탈 피투자기업의 성과가 더 안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할 수 없었다.  

 

[표 17]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ROA 변화 비교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은 기업의 총자산 대비하여 당기순

이익을 얼마나 거두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이다. 회계장부상 기업의 회

계년도간의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서, 투자 받은 기업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2.262 4.006 0.56 0.572  

2 년간 -1.499 5.154 -0.29 0.771  

3 년간 -9.037 7.595 -1.19 0.234  

Y 2003~2005  

1 년간 0.414 4.411 0.09 0.925  

2 년간 0.769 8.043 -0.10 0.924  

3 년간 2.395 8.379 0.29 0.775  

Y 2006~2008  

1 년간 -0.141 5.287 -0.03 0.979  

2 년간 7.703 6.291 1.22 0.221  

3 년간 8.318 7.539 1.10 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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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다. 

총자산이익률 측면에서 두 비교집단간의 정부포함여부에 따른 ATT(Average 

treatment on treated)의 차이가 없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가설 2]

를 지지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 벤처캐피탈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ROA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르지 않다는 통계적 유의결

과를 얻은 김영훈, 김연배, 이정동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8]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ROE 변화 비교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얼마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를 포함

한 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자기자본 대비 이익창출능력 면에서도 차이가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10.799 19.288 -0.56 0.576  

2 년간 -32.427 40.488 -0.80 0.423  

3 년간 -119.468 124.162 -0.96 0.336  

Y 2003~2005  

1 년간 34.556 40.398 0.86 0.392  

2 년간 19.936 42.573 0.47 0.640  

3 년간 211.363 195.567 1.08 0.280  

Y 2006~2008  

1 년간 -55.982 36.760 -1.52 0.128  

2 년간 179.352 203.353 0.88 0.378  

3 년간 205.582 239.738 0.86 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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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 관련 지표로 설정한 모든 지표에서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정부포함 재원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본 갭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였지만 이질적 재원의 투자는 

차별성이 없었다. 

 

4.3.3 혁신활동  

혁신활동 관련 지표는 각 기업의 재무지표 중 연구개발비 투자액, 종업원 1

인당 연구개발비 투자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액의 변화로 살펴 보았

다. 아래의 [표 19]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정부포함 재원의 투

자성과가 더욱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R&D 투자액 증가율 비교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070 0.575 0.12 0.903  

2 년간 -1.546 0.924 -1.67 0.094 * 

3 년간 1.186 1.357 0.87 0.382  

Y 2003~2005  

1 년간 0.229 0.770 0.30 0.766  

2 년간 0.409 0.952 0.43 0.667  

3 년간 0.190 1.027 0.19 0.853  

Y 2006~2008  

1 년간 0.096 0.435 0.22 0.826  

2 년간 0.685 0.744 0.92 0.357  

3 년간 0.333 0.785 0.42 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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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99~2002년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2년간의 성과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개발비 투자액 증가율과 관련한 혁신활동은 정

부포함 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더욱 활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이와 

같은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 

 

[표 20]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종업원 1인당 R&D투자액 변화 비교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액 변화 측면에서도 1년간~3년간의 

ATT(Average treatment on treate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는 않는다. 단 1999~2002년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에서 정부포함 재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2년간 혁신활동이 더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053 0.503 0.10 0.917  

2 년간 -1.197 0.635 -1.88 0.060 * 

3 년간 0.332 0.918 0.36 0.718  

Y 2003~2005  

1 년간 0.201 0.686 0.29 0.770  

2 년간 0.738 0.719 1.03 0.305  

3 년간 -0.005 1.002 -0.01 0.996  

Y 2006~2008  

1 년간 0.066 0.341 0.19 0.848  

2 년간 0.506 0.560 0.90 0.366  

3 년간 -0.679 0.449 -1.51 0.130  



62 

 

 

[표 21]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변화 비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액 변화 측면에서 1~3년간의 ATT(Average 

treatment on treate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결과

적으로 3가지 혁신활동 측면에서 정부포함재원의 성과가 더욱 좋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할 수 없었다. 기존 선행연구(김영훈 외 2명, 2011)의 경우 금융 

벤처캐피탈 혹은 기업벤처캐피탈과의 신디케이션의 경우 연구개발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포함 혹은 정부와의 신

디케이션에 따른 연구개발 집중도 및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관련된 성과지

표에서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1.845 1.902 -0.97 0.332  

2 년간 -3.211 3.047 -1.05 0.292  

3 년간 -3.399 3.161 -1.08 0.282  

Y 2003~2005  

1 년간 -4.944 9.790 -0.50 0.614  

2 년간 588.958 751.181 0.78 0.433  

3 년간 57.324 72.341 0.79 0.428  

Y 2006~2008  

1 년간 -1.235 1.622 -0.76 0.447  

2 년간 427.089 333.470 1.28 0.200  

3 년간 43.412 32.867 1.32 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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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로 본 생산성 지표에서의 투자성과는 이질적 재원사이

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9~2002년과 2003~2005년 사이에는 정부투자

가 오히려 생산성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2006~2008년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는 기존

에 설정하였던 정부포함재원의 생산성 관련 투자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다. 

 

[표 22] 민간 VC재원과 정부포함 VC재원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비교 

 

본 연구에서는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과 관련한 기업의 성과가 

벤처캐피탈의 정부 개입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였

  Coef. Std. Err. Z value P-value Sig. 

Y1999~2002  

1 년간 0.016 0.126 0.13 0.898  

2 년간 -0.186 0.204 -0.91 0.362  

3 년간 -0.304 0.237 -1.28 0.201  

Y 2003~2005  

1 년간 -0.019 0.130 -0.15 0.882  

2 년간 -0.125 0.335 -0.37 0.709  

3 년간 -0.222 0.339 -0.65 0.513  

Y 2006~2008  

1 년간 -0.059 0.113 -0.52 0.602  

2 년간 0.043 0.204 0.21 0.831  

3 년간 0.002 0.202 0.01 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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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성의 경우, 정부포함여부에 따른 두 이질적인 자본의 성과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벤

처캐피탈 재원의 투자성과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설 또한 지지할 수 없었다. 투자이후 성과별, 투자기간별 성과가 일관적이

지도 않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혁신활동 측면

에서는 정부포함 벤처캐피탈의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것이라는 

1999~2002년 사이에 투자를 받은 기업의 2년간의 성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더욱 안좋은 성과를 내었다. 또한 이를 제외한 혁신활동 성과

에서는 차이가 없어 가설을 지지하기 힘들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정부포함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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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 자본시장에서 정부가 출자지원을 진행하는 목적과 목

표가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대상의 선정에 민간재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또한 투자 이후에 투자받은 기업들의 성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투자대상 선택적 측면

과 투자이후 성과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투자대상 선택적 측면에서는 

민간재원과 정부를 포함한 재원의 투자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정부(모태펀드 등)의 경우 창업초기기업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비율

을 30% 이상으로 명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재원들과의 매출액, 업력, 

자산 관련 투자대상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조합에 자금을 출자하지만 이후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설명변수가 연간 회계자

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투자대상에서의 차별성을 찾아보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투자대상의 차별되지 않은점은 이후의 투자성과에서도 확연히 들어난

다. [표 23]에서와 같이 정부포함 벤처캐피탈의 투자 이후 성과와 관련하여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 관련지표에서 전체적으로 큰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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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부 출자지원 유효성 분석 결과 요약 

a
 (+),(-) : 90% 신뢰수준에서 정부 출자지원의 양의 효과 혹은 음의 효과 

b
 ‘.’ : 어떠한 유의한 결과도 얻지 못함 

c
. 양과 음의 효과는 민간재원 대비 정부포함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투자는 투자대상의 선택 과정부터 정책적 목적

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민간 벤처캐피탈에서 펀드

를 조성하고 그에 정부가 일정 비율의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 운용하는 주체

는 정부가 아니라 똑같은 민간 벤처캐피탈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모태

펀드 등 정부의 벤처캐피탈 출자지원시 운용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이 있음에

 
1999~2002 2003~2005 2006~2008 

 
1년간 2년간 3년간 1년간 2년간 3년간 1년간 2년간 3년간 

성장성    

매출액 성장율 . . . . . . . . . 

자산 성장율 (+) . . . . . . . . 

부채 성장율 . . . . . . (-) . . 

고용 증가율 . . . . . . . . . 

수익성    

영업이익률 변화 . . . . . . . . . 

ROA 변화 . . . . . . . . . 

ROE 변화 . . . . . . . . . 

혁신활동    

R&D 투자액 변화 . (+) . . . . . . . 

1 인당 R&D 투자액 변화액 . . . . . . . . .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변화 . (+) . . . . . . . 

생산성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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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정부자금은 민간 벤처캐피탈에 의해 민간자금처럼 운용되고 있다. 

단, 정부의 재원이 민간재원처럼 운용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것

은 아니다. 민간재원도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민간부분에서 목표하는 

바대로 성과를 거둘 것이다. 하지만 정부자금의 출자목적은 민간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근래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사업자수는 100여

개 기업 언저리에서 이미 성장을 멈추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민간이 그만큼 더 투자를 할지는 의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 창투사 자체자본의 성장은 정체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민간 재원은 기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성화된 자본시장

에서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정부는 레몬마켓 및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나 자본 갭을 

겪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략 산업 육성 및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과는 긍정적인 면에서 

차별성 있는 선택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민간과 구별되는 정책

적 목표를 지향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13년 현재 벤처캐피탈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선진화된 벤처캐피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반세기 정도의 역사

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을 시작하

였고 그 이후 정부의 재원도 벤처캐피탈에 상당 부분 투입된 바 있다. 벤처캐

피탈의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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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한

국모태펀드가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 정책의 예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펀드

는 2005년 7월 15일 결성된 이후 2035년까지 30년간의 운용기간을 예정하

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주)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기준 1조 4,791

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자금의 출자를 받은 

자(子)펀드의 경우 출자기관인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출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기로 하는 등 시장실패를 극복하

고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평가는 계속적이며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 재

원은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성과를 얻기 위한 민간 재원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자금은 투자 대비 성과와 관련된 수익성 보다 투자기업의 매출, 

자산, 고용 등의 성장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의 미래성

장동력을 지향하는 혁신성, 기업 및 국가의 부가가치를 키울 생산성 측면 등

에서 민간재원과 긍정적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벤처캐

피탈 출자 재원에 대한 더욱 세부적이고 선진화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실증적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벤처캐피탈 및 정

부 출자지원의 성과라는 것을 투자받은 기업의 단순 1~3년간의 관련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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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하는 기업의 

성장 및 국가 경쟁력 창출이라는 크고 넓은 목표하에서의 정부출자지원의 성

과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투자

받은 기업의 기술적 역량, CEO의 기업가 정신 및 능력 등 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성적 요인들을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 투자기

업의 재무적 변수를 기반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출자지원의 성과들을 측

정하였다. 따라서 숫자를 기반으로한 재무적인 관점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

한 평가요소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결과적으로 임계량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평가대상이었던 7,096건의 벤처캐피탈 투자 표본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이 설명가능한 몇 가지 투자 상태 및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에 대한 요소분석이나 정부 출자지원의 정책적 임계량(critical mass)을 제시

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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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집단 간 비교를 위한 T-test 결과 (제조업) 

부록 1.1 성장성 

1) 매출액 성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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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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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함재원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민간재원 0.62 0.92 1.13 1.29 1.49 1.71 

정부포함재원 0.55 0.71 0.86 1.03 1.23 1.49 

T value 0.69 1.66 1.69 1.38 1.24 0.82 

P value 0.49 0.10 0.09 0.17 0.21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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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성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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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0.45 0.66 0.80 0.93 1.06 1.20 

정부포함재원 0.39 0.56 0.73 0.88 0.97 1.18 

T value 1.43 1.61 0.90 0.61 0.84 0.17 

P value 0.15 0.11 0.37 0.54 0.40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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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 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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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0.19 0.33 0.45 0.53 0.57 0.61 

정부포함재원 0.2 0.35 0.48 0.58 0.63 0.81 

T value -0.16 -0.27 -0.26 -0.62 -0.54 -1.49 

P value 0.87 0.78 0.80 0.53 0.5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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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수익성 

1) 영업이익률 변화율 

  

 

 

 

**
p<.01 

*
p<.05 

***
p<.001     

                                       

 

<영업이익률 변화 비교> 

-150

-100

-50

0

50

100

150

Y+1 Y+2 Y+3 Y+4 Y+5 Y+6

민간재원 

정부포함재원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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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함재원 20.79 -84.41 -134 46.70 46.24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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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A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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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E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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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혁신활동 

1) 연구개발비 투자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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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value 0.37 0.84 -0.96 0.58 0.52 0.26 

P value 0.71 0.40 0.34 0.56 0.60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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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액 증가율 

  

 

 

 

**
p<.01 

*
p<.05 

***
p<.001 

                            

 

<직원 1 인당 연구개발비 투자액 증가율 비교> 

 

0

0.2

0.4

0.6

0.8

1

1.2

Y+1 Y+2 Y+3 Y+4 Y+5 Y+6

민간재원 

정부포함재원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민간재원 0.29 0.47 0.41 0.44 0.65 0.91 

정부포함재원 0.31 0.46 0.52 0.6 0.82 0.97 

T value -0.08 0.02 -0.31 -0.42 -0.39 -0.11 

P value 0.94 0.99 0.76 0.68 0.70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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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
p<.01 

*
p<.05 

***
p<.001 

                            

 

<생산성(TFP) 증가율 비교> 

0

0.1

0.2

0.3

0.4

0.5

0.6

Y+1 Y+2 Y+3 Y+4 Y+5 Y+6

민간재원 

정부포함재원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민간재원 0.18 0.26 0.31 0.32 0.38 0.46 

정부포함재원 0.16 0.20 0.20 0.34 0.42 0.48 

T value 0.27 0.68 1.26 -0.17 -0.38 -0.17 

P value 0.79  0.50  0.21  0.87  0.70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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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nture Capital is a key driving force for start-ups, growth, job creation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venture companies. The role of government in venture capital 

market as financial intermediaries investing in start-up and innovative companies 

going through an equity gap is different from that of private venture capital such as 

individual, corporate and institutional venture capital. This difference c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ir investee’s performance to be successfully financed and 

nurtured for start-ups, growth, profitability, innovativeness and productivity. Despite 

the very significant involvement of government money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in Korea, the role played by government and its effects have not been definitely 

addressed so far in the previous literature. So, this paper attempts to both analyze and 

evaluate the government financing to the venture capital fund with the firm’s 

performance invested by public and private sources of venture capital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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