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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고용자 수의 87%를 차지

하는 등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GDP 증가와 고용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인 이노비즈(Inno-Biz) 인증 제도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인증 및 지원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선도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노비즈 인증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 또는 인증 기업의 역량과 성과와의 관계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

증 제도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인증 제도가 지원혜택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와 반사실적 결과

(counterfactual outcom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추출하고 3SLS(Three Stage 

Least Squares)를 사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이노비즈 인증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대 시키는 직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고 지원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완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간접효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여 경영

성과를 개선하고 있으며, 혁신역량이 경영성과로 연계되고 다시 경영성과가 



iv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업은 기술혁신의 결과

를 제품화, 사업화로 빠르게 연결시키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하며 정부는 인

증에 대한 지원 혜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인

프라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주요어 : 이노비즈, 벤처기업, PSM, 3SLS, 기술혁신, 자금조달, 경영성과 

학  번 : 2016-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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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제 1차, 2차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유래 없는 경제 고도 성장의 시기가 이

제는 막을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경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 

국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돌파구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

속적인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러한 돌파구의 역할을 중소기업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급진적인 기술 혁신과 고용 성장에 있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Timmons & Bygrave, 1986).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2014

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이며 전체 종사자 수에서는 87.9%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2010~2014년 사이의 광업 제조업 대상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59.9%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의 경우 중소기업이 무려 

83.1%의 기여율을 보였다. 이처럼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국가 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로 인해 대기

업에 비해 외부 자금지원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Stiglitz & Weiss, 

1981), 판로가 부족하거나 자체 기술력이 아닌 대기업의 낙수효과에만 의존

하는 등 산업 내에서 장기적인 기업의 생존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강식 외, 2012).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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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 연구개발능력이나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 등 기

업 내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장지

호, 이병헌, 2006). 

이러한 어려움은 벤처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3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13)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벤처기업은 자금조달과 운용 등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판로개척이나 인력 확보 및 기술사업화 등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설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 경영 애로사항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3)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외부

적인 요인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

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다. OECD 선진국들은 자금, 수출, 신기술, 인력,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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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의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고 있다(Storey, 

2003). 따라서 정부 정책이 실제 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지 

그 선순환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지원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이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원, 특히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을 보완

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을 보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가?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문

헌 고찰에서는 자원기반관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 자금조달 및 기술혁

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한 이론적 분석 및 이

노비즈 인증에 대한 연구 가설을 수립한다. 제3장 연구 방법에서는 이론적 분

석과 연구 가설을 기반으로 한 분석 모형, 분석 방법 및 변수와 이를 분석하

기 위한 자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제4장 연구 결과에서는 자료들

의 기초 통계량 및 앞서 제시한 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도출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

의 결론 및 함의를 모색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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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과 연구 가설 

2.1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시장 경쟁에서 성공하고 생존하

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산업 활동에 있어 기업 활동의 목표로 사용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기업이 보유

한 자원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이 

있다(Wernerfelt, 1984; Barney, 1991). 자원기반관점은 자산, 역량, 정보, 

지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위험성을 줄이고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가치(Valuable)를 지니고 경쟁 시장 내에서 희귀

(Rare)하며 모방이 어렵고(Imperfectly imitable) 대체 불가능한(non-

substitutable) 자원을 보유하여 이러한 자원들을 유지하거나 배치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경영전략을 수행해야 한다(Barney, 1991). RBV를 기반으로 한 이

전 연구에서 자원은 그 유형에 따라 물리적, 재정적, 기술적, 인적, 조직구조

적 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기업의 경쟁우위 확

보 및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Lee & Whitford, 

2013).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은 기업의 높은 경영성과 개선 및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원동력이며(Audretsch, 1991; Rosenbusch et al., 2011), 이러한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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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 Friesen, 1982; Hoffman et al., 1998; Birchall et al., 1996). 따라

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있어 중요한 자원은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진입 후 7년 이내에 40-50%만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등 장기간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성장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

이 높고 이러한 원인은 크게 외부성의 부재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은 외부의 자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때 받지 

못하며, 투자기관들은 위험을 안고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로 인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Storey, 2003).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Stiglitz & Weiss, 1981) 

R&D 역량과 같은 내부자원의 부족(장지호, 이병헌, 2006)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부족한 내부 자원을 보완해야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보완책으로 정

부의 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OECD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의 중요

성을 강조한 이후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경쟁력 창출을 

위해 자금지원, 기술지원, 기업가 교육 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Storey, 2003)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hrisman & Katrishen, 1994; Lerner, 1999; Robson, 1993; Maggioni et 

al., 1999; Del Monte & Scaler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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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성과 연구 

Storey(2003)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크게 정보의 불완

전성과 외부성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중소기업은 외부의 자

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받지 못하고, 투자기관들은 위험을 안고 중

소기업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업의 퇴출이 빈번히 발생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고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통하여 Phase I 선발 기업에게는 최대 10만달러, 

Phase II 선발 기업에게는 최대 75만달러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제품 상업화를 

지원한다(SBIR, 2017). Lerner(1999)는 이 SBIR 프로그램의 참여기업과 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SBIR 참여기업이 매출과 고용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

은 성장세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Wallsten(2000)은 고용자 수가 많거

나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SBIR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음은 

확인하였지만 SBIR의 참여로 인한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BIR이 기업의 혁신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이나 훈련, 기업 경영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프로그램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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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중 하나이다(SBDC, 2017). Chrisman & Katrishen(1994)은 SBDC의 

counselling에 대한 정책 평가에 따르면, 1990년에 counselling을 받은 기업 

1,820개에 대한 매출과 고용이 1991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의 미국 기업 평균 매출 및 고용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값을 

가졌다. 또한 이렇게 창출된 매출과 고용의 증가로 인한 세수가 SBDC의 

counselling 운영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보이며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효율

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업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지

원을 위한 정책도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Law 44라는 

정책을 통해 35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 정부 자금을 90%까지 지원하

며 창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에 의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창업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OECD, 1997). Maggioni 

et al.(1999)는 Law 44 대상 기업 45개와 비대상 기업 45개에 대해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였을 때 

Law 44 대상 기업의 생존률이 더 높았지만 매출과 고용 성장에 있어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el Monte and Scalera(2001)의 연구도 Law 

44 대상 기업들이 비대상 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창업 시 Law 44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Riding and Haines(2001)는 중소기업이 성장 및 생존에 필요한 자본에 대

한 접근성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출 보증인

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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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고용 창출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캐나다의 

Small Business Loan Act에 대한 평가에서 대출 보증 수혜기업 682개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른 정책들에 비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고용

을 창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혜기업 중 14.4%를 차지하는 1년 미

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 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는 1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겨

우 5%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SBLA가 효과적인 정책

임을 주장했다. 

그 외에도 Sweden의 ALMI와 같은 경영자 교육 지원 제도나 여성 창업자

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제도인 Micro loans to Women, 영국의 Small Firms 

Training Loan과 같은 자금지원 제도, Business Innovation Centres와 같은 

기술지원 제도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정책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해외 중소기업 지원 정책 (Storey(2003) 재구성) 

지원구분 정책 국가 

자금지원 
Loan Guarantee Schemes (SBIR, SBLA) 

Law 44 

Micro loans to Women 

Small Firms Training Loan 

USA, Canada 

Italy 

Sweden 

UK 

기술지원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Business Innovation Centres 

USA 

UK 

교육지원 
ALMI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wede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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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노비즈(Inno-Biz) 인증 제도 

2.3.1 제도 소개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임을 인

지하여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2001년부터 이노비

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 

(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기반하여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이노비즈 협회, 2017).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OECD의 Oslo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평가제도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

로 협약보증, 금리우대 등과 같은 금융지원, 기술혁신지원, 인력지원 등을 제

공하며, 이를 통해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선도 역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다리 역할 및 국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노비즈 협회, 2017). 

실제 이노비즈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이노비즈 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전체 중소

제조업 기업 수의 4.5%를 차지하지만 국내 GDP의 17%, 중소제조업 고용인

력의 29%,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이노비즈 협회, 2017). 

이노비즈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선발기준 및 지원혜택은 [부록 1]에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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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성과 연구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성과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은 인증 제도가 인증 

기업의 경영성과와 고용창출 등에 일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표한형 외(2017)는 한국기업데이터의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5,543개의 기업에 대해 이노비즈 인증 전, 후의 매

출과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노비즈 인증 이후 매출과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노비즈와 벤처 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의 증가폭이 큰 것

을 확인하였다. 김인성 외(2011)는 코스닥에 등록된 이노비즈 인증 기업 

189개를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전, 후의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순이익증가율,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성과를 분석

한 결과, 이노비즈 인증으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상혁 외(2013)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노비즈 인증과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388개를 대상으로 인증 전 후의 총자산, 자기자

본, 매출액, 총자산이익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

과, 이노비즈 인증이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에 양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메인비즈 인증의 경우 총자산, 매출액에 양

의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과 메

인비즈 인증 모두 총자산이익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

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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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 대한 성과 연구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역량과 성과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

루어졌다(김인성, 김원배, 2013; 김인성, 김원배, 2015; 문혜선, 이상명, 

2016; 윤현덕, 서리빈, 2011; 유태욱, 양동우, 2009; 김소형, 2014). 이노비

즈 인증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인 R&D집약도와 기술인력비율이 각각 지식재산

권과 보유기술 수준으로 평가되는 기술적 성과와,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영

업이익률로 평가되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유태욱 

외(2009)에 따르면 기술혁신활동은 모두 기술적 성과를 증가시키며 이를 통

해 지식재산권과 R&D집약도는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김인성 외(2013)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연구개

발비집약도 및 연구개발비투자목적)와 기술혁신능력(기술혁신체계 및 기술축

적시스템) 역량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얻은 표본으

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약도와 기술혁신체계, 기술축적

시스템이 동종업계 대비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문혜선 외(2016)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증기간, 기업가적 

지향성은 매출액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윤현덕 외

(2011)도 기술적 기업가정신인 혁신성과 진취성이 기업의 기술경영성과, 기

업경영성과 및 혁신역량을 증가시킴을 보였다. 이처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및 혁신성과를 이끌어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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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즈 인증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거나(표한

형 외, 2017; 김인성 외, 2011; 신상혁 외, 2013),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

업들을 대상으로 내부 역량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

었다(김인성, 김원배, 2013; 김인성, 김원배, 2015; 문혜선, 이상명, 2016; 윤

현덕, 서리빈, 2011; 유태욱, 양동우, 2009; 김소형, 2014).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 제도(input)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기술혁신의 역량 강화(output)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역량 강화가 다시 인증 제도의 최종 목적인 기업의 경

영성과(outcome)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포괄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각 기업에 어

떤 유의미한 자금조달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효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

업의 경영성과를 고취시키는지, 또한 인증 제도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미

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 등 다양한 경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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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노비즈 인증, 자금조달과 경영성과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

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Miller & Friesen, 1982; Hoffman et al., 1998; Birchall et al., 1996). 또한 

중소기업은 R&D 역량을 갖춘 후 제품화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기 위

한 자금에 한계가 나타나며(Dandridge & Sewall, 1978; Hall & Bagchi, 

2002),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률이 투자 비용과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낸다(Cabral, 1995). 따라서 안정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자

금조달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중소기업은 성장 및 생존에 필요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대출 

보증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Riding & Haines, 2001).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공공 자금조달과 벤처캐피탈이나 

투자기관에 의한 민간 자금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자금조달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에 의한 문제점에서 벗어나 기

업이 필요 기술을 확보하거나 보유한 기술혁신 역량을 성과로 발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

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과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

태로 중소기업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공공 자금조달이 중소기업의 성과 향상과 생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주장한다(Riding & Haines, 2001; Lerner, 1999; Maggioni et al., 

1999; Del Monte & Scalera, 2001; Gonzalez et al., 2005; Piekkol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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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us & Czarnitzki, 2003).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공 자금조달의 활용

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이나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자금조달은 공공 자금조달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민간 자금조달은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

용된다는 점에서 공공 자금조달과 목적이 같으나 투자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신생 또는 성

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전

략경영을 직접 또는 간접 지원 및 관리하며 추후 기업공개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들이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성과를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Bruno 

& Tyebjee(1985)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고용증가 및 판

매증가율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다. Davila et al.(2003)는 실리콘밸리

의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과 미투자 기업에 대한 성과 분석에서 성장성 측면의 

우수함을 주장했다. 그 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로 인한 

기업의 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개선에 있어 민간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입증하

였다(Kortum & Lerner, 2000; Engel & Keilbach, 1989). 또한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탈 이외에도 회사채발행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강경모 외, 2007). 선

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민간 자금조달의 활용은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rner(2002)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기업에 자본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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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노

비즈 인증은 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이

노비즈 인증은 지원 혜택으로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전액 보증지원이나 보증 

지원 한도의 향상, 우선적 보증 지원, 금리우대 등 여러 금융 혜택과 정부 

R&D 사업 지원에 있어 가산점이나 신청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

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이노비즈 협회, 

2017).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정보 제공을 통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를 통한 민간 자금조달에 있어서 미인증 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노비즈 인증은 공공 자금조달 및 민간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공공 자금조달과 민간 자금조달은 모두 기업의 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이러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

은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노비즈 인증을 통한 직접적인 자

금 지원과 투자기관의 투자를 장려하는 보증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은 기

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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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노비즈 인증, 기술혁신과 경영성과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혁신은 중요한 역

할을 하며 기업의 높은 경영성과 개선 및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요인이다(Audretsch, 1991; Rosenbusch et al., 2011).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대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지 않거나, 

기술혁신에서 뒤쳐지면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다(Cabral, 1995; 

Buddelmeyer et al., 2010). 고성장 기업들에게 있어 기술혁신은 성과 창출

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므로(Hölzl, 2009)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이 기업의 성과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cherer(1965)는 Fortune지 

선정 기업 중 352개를 대상으로 특허와 매출액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

였다. Caloghirou et al.(2004)는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나타내는 R&D 인력

비율과 고급인력 수가 기업의 신제품 매출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하

였다. Escribano et al.(2009)는 기업 내부의 R&D 지출과 연구 전담부서의 

보유여부, 연구 관련 교육의 수행 여부, R&D인력비율과 같은 기술혁신 성과

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Hall et al.(2009)는 

이탈리아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로 인한 제품

혁신과 공정혁신 개선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을 보였다. 홍콩의 제조산

업에 대한 연구에서 Yam et al.(2011)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역량이 신제

품 매출율을 증가 시킴을 증명하였다. Agarwal & Audretsch(2001)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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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 산업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신

규 시장 진입 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노비즈 인증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

며 인증 지원 혜택인 R&D 지원사업 심사요건 완화나 기술보호지원, 특허 우

선심사 등을 통해 인증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공공 자금조달이나 민간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Almus & Czarnitzki, 

2003; Czarnitzki et al., 2007; Gonzalez et al., 2005; Kortum & Lerner, 

2000). 

이처럼 기술혁신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생존을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그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은 기술혁신 강화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

러 자원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Rosenbusch et al., 2011) 기술혁신의 실패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외부의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노비

즈 인증은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영성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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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을 보완하

여 이에 따른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그러한 지원 효과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 모형

과 이노비즈 인증 지원효과 모형을 수립하였고, 지원 효과는 중소기업의 중요

한 자원인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업의 성과를 측

정하는 척도로는 경영성과를 사용하였다. 

 

3.1.1 기업 경영성과 모형 

기업의 경영성과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들에 대한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기업의 경영성과는 이노비즈 인증 여부, 기술혁신역량 및 

자금조달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SALEi = α0  + α1INNOi + α2 NEWFi + α3 IPRi + α4 SIZEi 

+ α5 MANi + α6 ICTi + α7 STSi + εi   …………… 식 (1) 

 

여기서 종속변수인 SALEi 는 i 기업의 경영성과(log값)를 나타내며, 설명변

수인 INNOi , NEWFi , IPRi 는 각각 i 기업의 이노비즈 인증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i 기업의 자금조달(log값), i 기업의 기술혁신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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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에 따른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Audretsch 

& Acs, 1991; Scherer, 1965) 고용자 수(SIZE)와 제조업(MAN)/정보통신

업(ICT)/과학기술서비스업(STS)/기타 산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α0 는 상수항이고 α1 , α2 , α3 ,α4 ,α5 ,α6 ,α7 은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계

수를 나타내며 ε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3.1.2 이노비즈 인증의 지원효과 모형 

3.1.2.1 자금조달 지원 

신규자금 조달이란 정부정책지원금,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은행권을 통한 대출, 기업공개 또는 상장 등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의미한

다.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

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은 이노비즈 인증 여부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경영성과와 자금조달 지원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성과에 의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 지원모형은 다음과 같다. 

 

 NEWFi = β0  + β1INNOi + β2 SALEi + β3 LISTi + β4 CSPi  

+ β5 SIZEi  + β6 MANi + β7 ICTi + β8 STSi +εi  ………… 식 (2) 

 

여기서 종속변수는 NEWFi , 설명변수는 INNOi , SALEi 를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코스닥 상장여부(LIST), Grave & Waddock(1994)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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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여부(CSP)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기업의 규모 및 산업구분을 

사용하였다. 또한 β0 는 상수항이고 β1 , β2 , β3 , β4 , β5 , β6 , β7, β8 

은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계수를 나타내며 ε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3.1.2.2 기술혁신 지원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

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기

술개발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지원 혜택들을 기반으로 이노

비즈 인증 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기

술혁신 역량은 이노비즈 인증 여부, 신규자금 조달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와 기술혁신 지원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성과에 의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혁신 지원모형은 다음과 같다. 

 

IPRi = γ0  + γ1INNOi + γ2 SALEi + γ3 NEWFi + γ4 RNDLi  

+ γ5 NETi + γ6 MANi + γ7 ICTi + γ8 STSi + εi   ……… 식 (3) 

 

여기서 종속변수는 IPRi , 설명변수는 INNOi , SALEi , NEWFi 이며 통제변

수로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RNDL), 외부 네트워크 활동 여부(NET, 

Hagedoorn & Schakenraad, 1994; Czarnitzki et al., 2007; 이후성 외, 



21 

 

2015; 김종운, 2012)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산업구분을 사용하였다. 또한 

γ0 는 상수항이고 γ1 , γ2 , γ3 , γ4 , γ5 , γ6 , γ7, γ8 은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계수를 나타내며 ε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 효과와 경영성과에 관한 모형을 종합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경영성과가 상호관계

를 맺고 있으며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

나, 자금조달과 기술혁신과 같은 지원효과를 통해 경영성과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이노비즈 인증의 경영성과 모형과 지원효과 모형 



22 

 

3.2 방법론 

3.2.1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

반하게 되며(오승환 외, 2015) 이러한 문제점은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성과

를 평가 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어떠한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자격이 갖추어 지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인증을 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인증 신청을 선택해야만 인증을 위한 절차

를 진행하고 평가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self-

selection 방식의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인증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한다. 선택편의란 

인증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으로 표본을 구분하였을 때 각 집단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편의를 의미

한다(Heckman & Robb, 1985). 이로 인해 성과 평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

다는 문제점 있다. 

또한 성과 분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

와 같은 정책 지원의 성과는 ATT(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로 정의할 수 있다. Y1을 인증 받은 기업 Y의 성과, Y0는 인증 받은 

기업 Y가 인증을 받기 전의 가상 성과, D는 인증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E[.]

는 조건부 기대값(Conditional Expectation) 이라고 한다면 AT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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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 E[(Y1 - Y0)|D=1] = E[Y1|D=1] – E[Y0|D=1] ··  식 (4)  

 

즉, ATT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인증을 받은 후의 성과(factual outcome: 

E[Y1|D=1])와 인증을 받기 전의 성과(Counterfactual outcome: 

E[Y0|D=1])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 이러한 제도의 평가를 

위해 임의 실험군에 대해 수혜 전, 후의 결과를 관측하는 것은 법적, 재정적, 

현실적 장벽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De Anda, 2007). 따라서 이미 관측된 

표본을 사용하여 정책 수혜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선택편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확한 ATT의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 중 하나인 PSM을 사

용하고자 한다.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은 Rosenbaum & 

Rubin(1983)이 제안한 방식으로 경제학, 의학, 범죄학, 정책과학 및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Gemici et al., 2012). PSM은 먼저 기업이 

가진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여 이

를 성향점수(PS)로 사용하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조군(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을 실험군(인증 받은 기업들)과 매칭하는 과

정을 통해 대조군의 성과를 활용하여 counterfactual outcome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Rosenbaum & Rubin, 1983). 

성향점수는 기업이 보유한 역량 중 outcome과 treatment에 유관한 공변량

(covariates)을 선정하여(Gemici et al.,2012) 해당 기업이 인증을 받을 조건

부 확률을 Logit 또는 Probit 추정(Regression)으로 유추하여 얻는다.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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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PS)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S = e(X) = Pr[D=1|X] ········· 식 (5)  

 

여기서 e(X)는 추정된 성향점수, D는 인증 여부, Pr은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ility), X는 공변량(covariate) 벡터를 의미한다. 이 때 주

어진 공변량 벡터 X를 사용하면 인증 승인에 대한 모든 관찰된 변수가 통제

된다는 조건부 독립 가정(CIA: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과 

인증 참여 확률 분포가 모두 같은 분포안에 포함된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는 조

건을 필요로 한다.   

식 (5)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성향점수를 계산한 후에는 이 점수를 기반으

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서로 매칭시켜서 비교군 간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매칭 알고리즘은 Nearest-neighbor matching, Full 

matching, Kernel matching, Radius matching, Caliper matching 등이 있다 

(Gemici et al., 2012; Caliendo & Kopeinig, 2008). NNM(Nearest-

neighbor matching, Caliendo & Kopeinig, 2008)은 실험군에 해당하는 각 

기업의 성향점수와 가장 근접한 값을 갖는 대조군의 기업을 서로 매칭시켜주

는 알고리즘으로 PSM을 사용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1:1 

매칭을 통해 적합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NNM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한다. NNM 알고리즘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

을 매칭시켜주면 이 대조군의 성과(E[Y0|D=0])를 실험군의 counterf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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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E[Y0|D=1])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매칭된 표본을 사

용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선택편의와 성과의 과장된 평가에 의한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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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SLS(three Stage Least Squares)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은 일부 설명변수들은 외생

적이나 종속변수들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하는 내생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

다. 즉, 몇몇 변수들이 한 방정식에서는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방

정식에서는 설명변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전적 통상 최소자승

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으로 추정할 경우, 종속변수들의 동시성

(simultaneity)과 상호의존성(식의 교란항간의 상호상관)으로 인해 오차항

과 종속변수가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 추정량이 일치(consistency) 추정량

이 되지 못한다(Greene, 200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 내의 방정식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3단계 최소자승법 (3SLS: three Stage Least Squares)를 사용하

고자 한다. 2단계 최소자승법 (2SLS: two stage least squares)도 연립방정

식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이지만 모형에서 식의 잔차들 간에 나타나는 

상호관계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Zellner & Theil(1962)이 고

안한 방식인 3SLS를 통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고자 한다(Greene, 

2002).  

 

3.3  분석자료  

본 연구는 벤처 확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지원 효과 및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13년 벤처정밀기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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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하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며, 정부는 벤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을 선

발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수행하고 있다(벤처인, 2017). 벤처 확인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R&D 부서 보유 및 R&D에 투자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우수 기업 평가를 받은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벤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오승환 외, 2015).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효과 분석을 진행한 것은 

벤처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중복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즉,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여부를 분석할 경우, 이노비즈 인증

의 순수 효과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기업은 기술력이 우수하

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벤처 인증의 지원 혜택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노비즈 인증을 통한 기술혁신 향상 및 자금조달에 

있어 성과 평가를 분석할 경우, 그 결과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는 2012년 기준 벤처 확인기업 28,135개를 대상으로 2013년 5

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해 각 기

업의 경영 및 일반현황, 특성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

며, 총 2,069개의 유효 표본을 획득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3). 그 중 매

출액 미기입 등 부정확한 답변을 가진 표본들을 제거하여 총 1,876개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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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의 정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변수(SALE)로는 Lumpkin& Dess(1996), Sine et 

al.(2006), 표한형 외(2017), 유연우 외(2011)를 참고하여 기업의 당해년 

매출액에 log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변수(IPR)로는 기업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모두 합하여 

기업 규모로 나눈 1인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역량 및 성

과를 측정하였다(Sherer, 1965; Pakes & Grilliches, 1984; Grilliches, 1990; 

Ahuja & Katila, 2001). 또한 자금조달을 나타내는 변수(NEWF)로는 각 기

업의 당해년 신규자금 조달금액에 log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자금조달 지원 

효과에 대한 통제변수로는 코스닥 상장여부(LIST)와 Grave & 

Waddock(1994)를 참고하여 사회공헌활동 여부(CSP)를 더미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기술혁신 지원 효과에 대한 통제변수로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

(RNDL)와 외부 네트워크 활동 여부(NET, Hagedoorn & Schakenraad, 

1994; Czarnitzki et al., 2007; 이후성 외, 2015; 김종운, 2012)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기업의 규모

와 산업에 따른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Audretsch & Acs, 1991; 

Scherer, 1965) 고용자 수(SIZE)와 제조업(MAN)/정보통신업(ICT)/과학기

술서비스업(STS)/기타 산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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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경영성과 매출액 SALE log(매출액), 만원 

(2012년 기준) 

인증제도 이노비즈 인증 INNO 더미변수 

지원효과 신규자금조달 NEWF log(신규자금조달금액), 만원  

(2012년 기준) 

기술혁신역량 IPR 1인당 지식재산권 수 

(2012년 기준으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 상표권) 

통제변수 상장여부 LIST 더미변수 

사회공헌활동여부 CSP 더미변수 

연구전담부서보유 RNDL 더미변수 

협력활동여부 NET 더미변수 

기업 규모 SIZ log고용자수, 명 

제조업여부 MAN 더미변수 

정보통신업여부 ICT 더미변수 

과학기술서비스업여부 STS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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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3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자료에서 유효한 표본의 수

는 1,876개이다. 이 표본들에 대한 산업별 기초 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산

업별 기초 통계량에 따르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에서 전체 기업수의 95.6%를 차지하며 R&D투자액과 지식재산권 수도 각

각 97.5%, 97.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 산업군이 벤처기업

의 기업 수, 고용자 수, 자산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지원효과와 경영성과

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산업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벤처기업의 산업별 기초 통계량 

                                            

 

 
1 그 외 산업 :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교육 서비스업.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분류 기업 수 고용자 수 자산(억) R&D(억) IPR 수 

제조업 1,383 37,852 96,952.1 2,811.0 12,238 

정보통신업 294 6,492 5,750.4 368.8 96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7 2,850 2,790.7 113.5 380 

그 외 산업 1 82 1,742 3,352.7 80.6 355 

계 1,876 48,936 108,845.9 3,373.9 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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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 애로사항과 필요 교육 현황 

구분
2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업 수 162 

(9%) 

730 

(39%) 

534 

(28%) 

436 

(23%) 

17 

(1%) 

평균 업력 2.0 4.0 9.8 14.4 13.9 

경영상 애로사항(순위)      

자금조달 및 관리 1 1 1 1 1 

판로 개척 3 2 2 2 3 

인력 확보 및 관리 2 5 3 3 2 

기술사업화 5 4 4 4 5 

신기술 개발 6 3 6 6 8 

낮은 수익 및 마진률 4 6 5 4 4 

필요 교육(순위)      

기술사업화 교육 1 1 3 3 3 

산업, 기술 교육 2 2 1 1 4 

영업, 마케팅 교육 3 3 2 1 1 

생산, 품질 교육 4 4 4 4 2 

 

                                            

 

 
2 창업기 :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초기성장기 : 신규 제품(서비스)이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고도성장기 : 후속 신규제품이 출하되어 제품 및 시장이 다각화되고 매출이 증폭되는 단계 

  성숙기 :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 및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된 단계 

  쇠퇴기 : 매출이 급락하여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13)) 



32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어떠한 경영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의 현황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자금조달 및 관리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판로 개척과 인력, 기술개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벤처기업의 39%를 차지하는 초기 성장기 기

업은 신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대한 애로사항의 선택이 높은 반면 성숙기에

서 쇠퇴기로 이르는 기업은 기술사업화 또는 낮은 수익에 대한 선택이 높았다. 

따라서 초기 성장기 기업의 성숙기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

한 지원 또한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창업기와 초기성장기 기업의 경우 기술사업화와 산업 동향 및 기술 교육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기

업일 수록 영업, 마케팅, 생산, 품질 교육 등 기술혁신이 아닌 판로 개선을 위

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았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초기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 여부에 따른 표본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5]과 같다. 이노비

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주요 특성과 

역량, 재무성과 등의 평균값과 t-test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인

증 기업들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기업특성이 더 우세하거나 우수한 혁신역량 

및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집

단을 단순비교할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선택편의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PSM 분석을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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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기초 통계량 및 t-test 결과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구분 

이노비즈 인증기업 이노비즈 미인증기업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업수 874 1,002  

기업특성 업력 13.05 0.22 7.31 0.17 *** 

 고용자수 39.75 1.50 14.17 0.65 *** 

 매출액 1,196,500 138,150 267,947 27,324 *** 

 자산 1,006,348 90,134 208,494 22,136 *** 

혁신역량 R&D집약도 0.19 0.10 0.39 0.14  

 R&D투자비율 0.51 0.01 0.41 0.01 *** 

 R&D인력비율 0.22 0.01 0.24 0.01 ** 

 지식재산권수 13.12 0.74 4.99 0.40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0.01 0.02 -0.35 0.18 * 

 총자산순이익률 0.05 0.01 0.04 0.0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51 0.18 1.79 0.08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0.43 0.12 5.37 1.95 ** 

 순이익증가율 1.49 1.41 0.10 1.47  

 영업이익증가율 1.71 1.28 2.78 1.34  

안정성 부채비율 2.91 0.35 2.4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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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SM에 의한 표본 추출 

성향점수(PS) 추정을 위해 사용한 공변량은 이노비즈 인증을 위해 평가받

는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항목은 이노비즈 인증여부(Treatment),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지식재산권 수, R&D 인력

비율, R&D집약도이다. 프로빗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을 사용하여 성향

점수 추정 후, NN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Counterfactual outcome matching

을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1:1 선발하였으며 그 결과, 실험군 437개 기업과 

대조군 437개 기업이 추출되었다. NNM 알고리즘 적용 전·후의 t-test 결

과는 [표 6]과 같으며, 1:1 NNM 추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공변량에 대한 전체 t-test 결과는 [부록 4]에 수록하였다.  

 

[표 6] 1:1 매칭 t-test 결과 

 
이노비즈 인증 기업 이노비즈 미인증 기업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매칭 전 874개 1,002개  

매출액영업이익률 0.01  0.45  -0.35  5.73  * 

R&D 인력비율 0.22  0.19  0.24  0.24  ** 

1:1 매칭 후 437개 437개  

매출액영업이익률 -0.03  0.62  -0.05  0.82   

R&D 인력비율 0.23  0.20  0.2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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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추출 후 ATT(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분석 결

과는 [표 7]과 같다. 매출액은 인증기업으로 구성된 실험군이 미인증기업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유의한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신규자금조달금액

과 지식재산권의 수 역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양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혜택을 통해 자금 조달과 기술혁신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서 나타난 기업의 성과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3 이노비즈 인증 성과 분석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지원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

와 인증 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 모형과 지원효과 모형을 구상하였다.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PSM과 

NNM을 사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추출하였으며 이 표본을 사용하여 연립

ATT Coef. Std. Err z p-value Sig. 

매출액 1.1639 0.0765 15.22 0.000 *** 

신규자금 0.8574 0.2698 3.18 0.001 *** 

지식재산권 6.9725 0.4213 16.5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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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형태로 구성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동시에 

추정하는 3SLS를 사용하였다.  

3SLS 수행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액은 대부분의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특히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자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고용자수에 

대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상관관계로 인한 결과의 오류

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기술혁신에 대한 변수인 연구소 보유여부와 외부 네

트워크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PSM과 NNM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모형과 지원효과 

모형 분석을 위해 3SLS을 수행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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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SALE 1            

2. NEWF 0.0902*** 1           

3. IPR -0.1616*** 0.0216 1          

4. INNO 0.3995*** 0.139*** 0.0199 1         

5. SIZ 0.7744*** 0.1515*** -0.2099*** 0.4857*** 1        

6. RNDL 0.2617*** 0.1791*** -0.0153 0.3826*** 0.3493*** 1       

7. NET 0.1295*** 0.1277*** 0.0297 0.2473*** 0.2045*** 0.3443*** 1      

8. LIST 0.2602*** 0.1438*** -0.0247 0.1334*** 0.2713*** 0.0895*** 0.0969*** 1     

9. CSP 0.1422*** 0.0825 0.1031*** 0.1603*** 0.1949*** 0.1762*** 0.1778*** 0.0843 1    

10. MAN 0.2078*** 0.0367 0.0969*** 0.0674 0.07 -0.0331 -0.026 0.0185 0.01 1   

11. ICT -0.144*** -0.0356 -0.1081*** -0.0677 -0.017 0.1051*** 0.0018 -0.0399 0.0864 -0.6922*** 1  

12. STS -0.1889*** 0.0202 -0.0224 -0.028 -0.067 -0.0412 0.0378 0.0251 -0.0936*** -0.4353*** -0.10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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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SLS 분석 결과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변수 NEWF IPR SALE 

INNO 0.9741* 

(0.499) 
0.2272* 

(0.125) 
0.1693* 

(0.093) 

SALE -4.965 

(4.441) 
-0.3686*** 

(0.065)  

NEWF  
0.0754 

(0.098) 
0.0797* 

(0.046) 

IPR   
-0.4945*** 

(0.185) 

CSP 0.6482* 

(0.388)   

LIST 4.7813* 

(2.781)   

RNDL  
0.2336* 

(0.127) 
 

NET  
0.1239 

(0.101) 
 

SIZ 5.7932 

(4.852)  
0.9037*** 

(0.085) 

MAN -0.2709 

(1.159) 
-0.0290 

(0.236) 
-0.1923 

(0.148) 

ICT -3.5701 

(3.506) 
-0.6159** 

(0.260) 
-0.9266*** 

(0.172) 

STS -4.306 

(5.008) 
-0.6433** 

(0.334) 
-1.246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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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원효과 모형 분석 결과 

이노비즈 인증이 자금조달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는 0.9741로 양

의 유의한 값을 가진다. 이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미인증 기업보다 164.9% 

더 많은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정책의 본래 목적대로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이 기술혁신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

는 0.2272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진다. 이는 인증 기업이 미인증 기업에 비

해 1인당 지식재산권 수가 0.2272개 더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증 제도

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역시 본래의 목적대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에 대한 변수의 단위가 다르므로 이노비즈 인증의 지원

효과를 보기 위해 탄력성(Elasticity)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탄력성이란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 종속변수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ε= (dY/Y)/(dX/X) = (dY/dX) * (X/Y) 

 이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의 탄력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εIPR = (0.2272) * (1 / IPR) = 0.4632 

 

여기서 IPR은 분석 대상인 874개 기업의 평균 1인당 지식재산권 수를 의

미하며 그 값은 0.49이다. 기술혁신의 탄력성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미인증 기업보다 58.9% 높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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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금조달에 의한 효과는 164.9%이므로 이노비즈 인증을 통한 지원혜택 

중 자금조달 지원이 벤처기업에게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 지원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

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 경영성과와 자금조달 간의 관계는 유

의하지 않았으며 기술혁신에는 -0.3686의 유의한 영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이 1% 증가할수록 1인당 지식재산권 수가 0.3686개 감

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2 경영성과 모형 분석 결과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0.1693의 양의 

유의한 값을 갖는다. 즉 인증 기업이 미인증 기업보다 매출액이 18.4%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증 제도 자체에 직접적인 경영성과 기여도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에 의한 지원 혜택을 통해 나타나는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매출액은 0.0797로 신규자금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0.08%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자금조달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노

비즈 인증이 자금조달 지원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술혁신 역량은 매출액에 -0.4945의 음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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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친다. 즉 1인당 지식재산권수가 증가할 때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효과 모형과 경영성과 모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인증이 갖는 기업의 홍보 효과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 효과로 인해 미인증 기업에 비해 인증 기업의 경영성과가 18.4%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인 자금관리과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노비즈 인증의 지원 혜택을 통해 인증기업은 미인

증기업에 비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164.9%의 개선효과와 1인당 0.23개

의 지식재산권 증가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자금조달의 경우 1%의 신규 자금

조달 증가가 0.08%의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고 이

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자금조달 지원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13.2%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기

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매출을 11.27% 감소시킴

을 확인하였다. 이는 Hall et al.(2005)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

개발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사업화를 통한 시장에 필

요한 R&D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제품의 개선에 그치는 현상으로 인해 매

출액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가 자금조

달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거나 오

히려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술혁신은 상호간에 성장을 자극하는 요인(유태욱 외, 2009; 윤

현덕 외, 2011)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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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전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규모와 정보의 제약에 의해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성장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재무

지원, 인프라지원, 기술혁신지원, 판로/수출지원 등과 같이 여러 분야의 지원

을 통해 중소기업을 GDP 창출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도구로 키워가

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001년부터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매출과 고용 증대

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기업의 역

량 강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이러한 지원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대 시키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개선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노

비즈 인증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3가지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한 인증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

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지 그 선순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성과가 자금조달과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

가적인 분석도 모형에 반영하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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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과 3SLS 방법론을 사용하여 총 874개의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노

비즈 인증 제도가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역량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며, 

이 중 자금조달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지원 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경영성과 증

가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홍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 효과로 인한 직접

적인 경영성과 증가에 기여함을 보였다. 하지만 기술혁신 역량과 경영성과는 

상호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기술혁

신 역량과 경영성과가 상호간에 양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을 지식재산

권 취득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Hall et al., 2005)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 하

며 기술개발이 제품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효과를 정리하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미인증 기업에 비해 18.4% 높은 매출액 직접 상승 효과가 있었으며 

자금조달 지원을 통한 매출액 증대는 13.2%이었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매

출액은 11.27%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선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경영성과와 기업 역량 간의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성과는 자금조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술혁신 역량에는 오히려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조달의 경우,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투자 기관이나 정부가 자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매

출액 자체가 심사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나타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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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고, 매출액 상승으로 인해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자금 조달에 대한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인증 제도가 기업 평가에 있어서 매출액이 기준이 아닌 매출액성장률이나 총

자산이익률 등의 성장성 지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성을 지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의 경우, 매출액이 지식재산권에 음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양의 영

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노비즈 인증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

책적 방향성은 그 목적과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 부족과 기술혁신 역

량 부족으로부터 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노비즈 인증 정책

의 지원 혜택은 실제 인증 기업이 미인증 기업에 비해 높은 자금조달 지원 효

과와 기술혁신 지원 효과를 나타냄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

를 통해 중소기업이 가진 어려움을 해소하여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금조달의 지원 효과가 기

술혁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궁

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매출액 증대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직접적인 양의 효

과와 자금조달을 통한 간접적인 양의 효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력을 지녔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을 통한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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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증 기업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생력을 갖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

도록 선순환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인증 

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죽음의 계곡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주기가 매우 짧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기 

불황을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기술혁신 역량이 경영성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경영성과가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있어 성장

의 밑거름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교육이나 인프라 지원 등 인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기업

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제품화,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R&D 재투자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족한 자원 보완을 확인하고 보완에 의한 정책 지원 효과가 경영성과로 이어

지는 것인지, 그리고 경영성과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그 선순환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기존의 선행 연구들

과는 달리 기술혁신과 경영성과 간의 상호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이노비즈 인증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요인이 존재하여 

나타나는 상황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노비즈 인증 정책이 

목표한 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실증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폭넓은 정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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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업 성과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아닌 횡단면 자료이기 때

문에 인증에 따른 시차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 둘째, 벤처인증 

제도와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중복 수혜에 의한 성과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

가 이뤄질 수 있다. 셋째, PSM을 적용하여 sample 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

였지만 성향점수를 산정할 때 유관된 공변량의 누락으로 인한 hidden bias가 

발생할 우려(Gemici et al., 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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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이노비즈(Inno-Biz) 인증 제도  

1. 제도 소개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

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기반하여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

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이노비즈 협

회, 2017).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

소임을 인지하여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사

업화를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며 R&D 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기업에 맞는 R&D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의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인프라 확충, 선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정보화 수

준을 강화하고자 한다(이노비즈 협회, 2017). 이를 통해 이노비즈 인증 기업

이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선도 역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다리 역

할 및 국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선정기준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Oslo Manual(OECD, 1996)을 기반

으로 한 혁신성 평가를 2단계에 걸쳐 통과해야 한다(이노비즈 협회, 2017). 1

단계는 우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 협회 사이트를 통해 업종별

로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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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 시스템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한다. 2단계는 1단

계인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를 그대

로 사용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전문 평가 인력에 의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 평가 시, 해당 기업에 대한 개별기술수준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경영주 기술능력,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때의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이노비즈 인증 부여 여부 및 등급이 정해지고 

선정된 기업은 인증 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협약부서와 

협약기업에 신규 선정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인증 결과를 통보한다. 이노비

즈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인증은 별도의 평가 없이 3년간 유지되며 

이 후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세 평가항목은 [부록 

표 1]과 같다.  

 

[부록 표 1] 이노비즈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이노비즈 협회(2017) 자료 재구성) 

 

3. 지원혜택 

정부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통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

인 중소 기업을 발굴하고 우대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에 투자, 홍보, 자금, 

평가항목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세부내용 R&D활동지표 

기술혁신체제 

기술혁신관리 

기술축적능력 

기술분석능력 

기술제품화능력 

기술생산화능력 

신제품마케팅능력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마케팅관리능력 

기술경쟁력변화

성과 

경영성과 

기술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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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을 혁신 기술로 이끌며 중견기업으로 성

장하길 기대한다. 이노비즈 인증을 통한 상세 지원혜택은 다음 표와 같다. 

 

[부록 표 2] 이노비즈 인증 지원 혜택 (이노비즈 협회(2017) 자료 재구성) 

분야 지원내역 우대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 및 전액 보증 지원 가능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 R&D 평가 특례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율 우대 

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대 최대 1.5배 우대 

금리우대 
농협 이노비즈 채움금융, 신한은행 이노비즈 플러스 금융 등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자본금 15억 이상 

(일반기업 업력 3년 및 자본금 30억원 이상) 

합병특례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 특례 적용 

정책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가점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격 부여 

판로/수출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우대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 등 우대 가점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우대 가점 

일학습병행제 참여조건 완화 

특허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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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벤처 확인 요건 

[부록 표 3] 벤처확인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 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참고

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2)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창업 3년 이상 : 연간 R&D지출 5천만원 이상, R&D집약도 기준 충족 

   창업 3년 미만 : 연간 R&D지출 5천만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1)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승인 

3) 보증/대출 금액 합이 8천만원 이상이며 총자산에 대한 비율은 5% 이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평가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승인 

3) 보증/대출 금액 합이 8천만원 이상이며 총자산에 대한 비율은 5%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준비 

2)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사업계획 우수 심사 통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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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는 3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게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을 제

공한다. 하지만 3년 이상의 기업에게는 금융, 입지 및 특허에 대한 우대를 제

공하며 특히 연구실과 공장 설치에 있어 특례를 제공하는 등 설비 정착을 위

한 제공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이노비즈 인증 제도와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금융지원 정책에 있어 이노비즈 인증에 비해 적은 항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을 알 수 있다. 상세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부록 표 4] 벤처기업 지원 정책 (벤처인(2017) 자료 재구성) 

분야 지원내역 우대사항 

세제 

3년 이내 

창업벤처 

대상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금융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0.2% 감면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 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 

정책 

입지 

실험실/공장 설치 허가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도시형 공장 설치 특례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특허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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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Matching Algorithms  

1. Full Matching 

Full Matching Algorithm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조건 매칭시키는 알고리

즘이다. 따라서 N:N 매칭, 즉 한 실험군이 여러 대조군과 매칭되거나 반대로 

한 대조군이 여러 실험군과 매칭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모든 실험군

과 대조군이 매칭된다는 점에서 표본 크기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

의 매칭에서 측정되는 PS간의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Gemici et al., 2012). 

 

2. Kernel Matching 

Kernel Matching Algorithm은 대조군의 가중 평균(weighted average)을 

사용하여 counterfactual outcome을 얻는 방법을 사용하며 주로 표본의 수가 

많을 때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이 때 사용되는 가중치는 각각의 대조군과 

그에 해당되는 실험군의 PS 거리의 역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그 간격이 더 멀 

수록 가중치가 낮아지게 된다(Heckman et al., 1997). 

 

3. Radius Matching 

Radius Matching Algorithm은 각각의 실험군에 대해 정해진 간격 이내에

서 대조군을 매칭하는 알고리즘이다. 가장 가까운 PS를 가진 대조군을 찾아

도 정해진 간격이 아닐 경우 매칭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실험군이 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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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해진 간격에 포함되는 대조군의 수에 따라 1:N 

매칭이 가능하다(Caliendo & Kopeinig, 2008). 

 

4. Caliper Matching 

Caliper Matching Algorithm은 Nearest-Neighbor matching과 Radius 

matching의 결합된 알고리즘 형태로 볼 수 있다. PS의 표준 오차(Standard 

Error)의 25%에 해당되는 값을 정해진 간격으로 지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PS 간격이 이 값에 포함될 경우에만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1:N 매칭

이 가능하다(Caliendo & Kopeini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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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NNM 1:N Matching  

[부록 표 5] NNM 1:N 매칭 결과 

 
이노비즈 인증 기업 이노비즈 미인증 기업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매칭 전    

기업 수 874 1,002  

매출액영업이익률 0.01  0.45  -0.35  5.73  * 

총자산순이익률 0.05  0.24  0.04  0.79   

총자산회전율 1.51  5.25  1.79  2.42   

지식재산권수 0.49  0.93  0.49  1.33   

R&D 인력비율 0.22  0.19  0.24  0.24  ** 

R&D 집약도 0.19  3.07  0.39  4.28   

1:1 매칭      

기업 수 437 437  

매출액영업이익률 -0.03  0.62  -0.05  0.82   

총자산순이익률 0.05  0.30  0.03  1.01   

총자산회전율 1.71  7.36  1.75  1.40   

지식재산권수 0.51  1.05  0.47  1.23   

R&D 인력비율 0.23  0.20  0.22  0.22   

R&D 집약도 0.12  0.53  0.2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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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칭      

기업 수 427 406  

매출액영업이익률 -0.03  0.63  -0.02  0.72   

총자산순이익률 0.05  0.32  0.06  0.21   

총자산회전율 1.79  7.46  1.74  1.34   

지식재산권수 0.50  0.99  0.41  0.88   

R&D 인력비율 0.24  0.21  0.21  0.20  ** 

R&D 집약도 0.11  0.52  0.17  1.13   

1:3 매칭      

기업 수 395 386  

매출액영업이익률 -0.04  0.65  0.03  0.16  ** 

총자산순이익률 0.05  0.35  0.08  0.20   

총자산회전율 1.84  7.75  1.81  1.38   

지식재산권수 0.48  0.96  0.36  0.77  * 

R&D 인력비율 0.25  0.21  0.19  0.19  *** 

R&D 집약도 0.12  0.54  0.09  0.36   

 

 NNM 알고리즘 적용 결과, 1:1 매칭은 모든 공변량에 대해 t-test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1:2, 1:3 매칭은 일부 공변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

다. 이는 1:1 매칭이 공변량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제거하는 데에 

적합한 알고리즘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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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mall and Medium Firms(SMEs) in Korea ha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ccounting for 99% of total number of firms and 87% 

of total employment. To overcome the global low-growth economic 

structure, the government intends to strengthen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GDP and creating employment through 

various policies to foster SMEs. Inno-Biz certification, which is one of 

these policies, provid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for SMEs under 

Technological Innovation Promotion Act by granting technology 

innovation SME certification and benefits. There were several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Inno-Biz certification and 

Performance or the relationships between Inno-Biz certified firms’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Inno-Biz 

(input)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prove primary 

support effectiveness(Output) by policy benefits and then evaluate 

Firms’ performance(Outcome).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Inno-Biz certification influences on 

improvement of performance of SMEs, especially Ventures, based on 

support benefits. In order to eliminate sample selection bias by self-

selection of Inno-Biz certification and counterfactual outcom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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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nsity Score Matching(PSM) is used to extract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and 3SLS(three Stage Least Squares) is used to analyze 

the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As a result, Inno-Biz certification 

itself can confirm the direct effect of increasing firms’ performance, 

helping firms’ financing and strengthen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from the support benefits. Through this, Inno-Biz certification 

system is solving some of the management difficulties of Ventures. In 

order to achieve a virtuous cycle in which innovation capability is linked 

to performance, such 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erformance 

becomes a basis for continuous growth of the firms. And the implication 

that the efforts of the corporation are necessary can be derived. Firms 

need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to connect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commercialization and productization in the short terms. 

The government not only provides support for certification but also 

provides the training system or infrastructure support for certified firms 

to speed up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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