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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창업부(가칭)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며, 중소기업의 미래가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나온 조직 개편 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은 창조경제(創造經濟)였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지식재산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부는 2013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정부 정책을 적극 뒷

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업무처리방법을 제정·시행하여 지식재산을

개발하거나, 사업에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작하였다.

비록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아 단기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작업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식재산 보증 지원기업과 일반보증 지원기업의

재무성과를 알아보고, 차이점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이 그 혜택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보증을 받은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자산평가등급에 있어서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

군의 경영성과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지원 연도 대비 1년 후, 2년 후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양 집단 간 재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에서는, 일부 재무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도

도출되긴 했지만, 양 집단 간 경영성과 차이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했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에서는, 부채 증가율 및 총차입금 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재무지표에서 양 집단 간 경영성과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에 비해 월등한 재무적 성과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신용보증기금이 재무성과, 즉 과거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미래성장성 평가를 반영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발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과거 데이터 중심의 일반보증 지원 비중과

미래 성장 잠재력 평가 중심의 지식재산보증 지원 비중에 대한 정책을 수

립하거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보증 등 지원 상품별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신용

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제도간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 기술

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의 경영성과를 처음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지식재산보증, 기술자산평가등급,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학 번 : 2016-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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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은 창조

경제(創造經濟)이다. 이 용어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

한 말로,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력

ㆍ창의성을 과학기술 등에 접목시키는 창조경제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핵심 성장 요소로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3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같은 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업무처리방법을 제정·시행하여 지식재산을 개발하거나,

사업에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작하였다.

< 표 1 :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내용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유 형 분 류 내 용

산업재산권

특허권 기술적 창작

실용신안권 실용적 창작

디자인권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모양

상표권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도형 등

저 작 권

저작권 문학 및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 등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DB, 콘텐츠 등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인공지능, 사업방법 등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등

신상표권 캐릭터, 지리적 표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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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이란 지식재산의 창출, 사업화, 활용과정에 따라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에 내재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능력 부족으로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와 수익모델의

“창출-거래-사업화-활용촉진”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으로서 지식재산보증이라는 신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공학박사, 기술

평가사를 채용하고 창조금융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기술평가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평가 모형을

만드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표 2 : 지식재산보증제도 요약 (출처 : 신용보증기금) >

구 분 창출 단계 거래 단계 사업화 단계 활용촉진 단계

지 원
제 도

개발자금
보증

이전자금
보증

사업화자금
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

자 금
용 도

R&D,
시제품제작

IP 인수,
기술료지급

생산,
마케팅

매출확대
사업확장,
IP 재창출

이러한 지식재산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원들이 지식재산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들보다 양호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보증의 양적 확대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으로, 제도 시행 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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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금융제도 중 지식재산보증 지원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재산보증 지원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과 일반보증을 지원받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비교하여 지식재산보증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식재산보증 지원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에 있어서 일반보증을 지원받은 중소

기업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1) 정부의 지식재산 개발·사업화·활용 기업 육성 정책을

위해 수행중인 지식재산보증 지원 제도는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 기업이 일반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여하였는가?

둘째,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사업타당성 요건(기술

자산평가등급 TR-8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취급)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술자산평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자산

평가등급별[상위등급 기업군(TR-1등급 ~ TR-4등급), 하위등급 기업

군(TR-5등급 ~ TR-8등급)]로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2)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자산평가

등급에 있어서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이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군보다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여하였는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있는 DATA를 확보하는 작업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 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주)의 DATA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특성 및 재무 성과를 보여주는 DATA를 토대

로 비교 집단 간의 성과를 회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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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 3가지 기여도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첫째, 이 연구는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이 양호한 경영 성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하여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영환경이 토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에 있음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은

질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기술자산평가등급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여 시스템 혹은 제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한다.

제 2 장 지식재산보증 제도

제 1 절 지식재산보증 제도 개요 및 우대 내용

1. 제도 개요 (출처 : 신용보증기금)

 개발자금 보증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한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량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와 시제품 또는 시험

설비 등의 설계와 제작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와 시험적 제작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활동

▪그 밖에 상기 열거한 사항과 유사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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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자금 보증 : 지식재산 보유자로부터 지식재산을 이전 받거나,

이전 받은 지식재산의 기술 완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사업화자금 보증 : 연구개발(R&D) 성공과제, 이전 받은 지식재산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우대 보증 :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밖에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2. 우대 내용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은 운전

자금 보증한도 심사 시 지식재산보증 지원 부분만큼은 제외하여 심사

받을 수 있어 기존 일반보증은 일반보증 한도대로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보증 보증비율이 85%수준이며, 동 제도에서는 창업기

업은 95%~100%, 비창업기업은 90%~95%를 적용하여 채권기관인 은

행의 신용부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여 은행금리 인하 등의 효

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신용등급에 따른 기준 보증료율(평

균 1.2% 내외)이 산출되면 그 요율에서 0.3%p를 차감해주므로 동 프로그

램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0.9% 내외의 보증료를 내게 되어 일반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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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지식재산보증제도 우대내용 (출처 : 신용보증기금) >

3. 지원 현황

동 프로그램 도입 연도인 ’13년도에는 1,122억원의 지원 실적을 보였

으나, ’14년도 2,107억원, ’15년도 3,424억원, ’16년도 3,332억원의 보증

지원을 하여 ’16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한 양적 성장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4 : 지식재산보증제도 지원 현황 (출처: 신용보증기금) >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자금 이전자금 사업화
자금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 합 계

’13년도 183 5 325 101 508 1,122

’14년도 363 4 649 85 1,006 2,107

’15년도 673 59 1,135 147 1,410 3,424

’16년도 689 52 1,012 147 1,432 3,332

합 계 1,908 120 3,121 480 4,356 9,985

구  분

창출 단계 거래 단계
사업화 

단계
활용촉진 단계

개발자금보증 이전자금보증
사업화자금

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

보증한도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5억원
15억원 (지식재산 보증 통합한도)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시 본 보증을 제외하여 우대

보증비율

창업 100%
비창업 95%

창업 95%
비창업 90%

(좌동) (좌동) (좌동)
일반보증 보증비율은 85%임

보증료율

(차감)

창업 0.5%
비창업0.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일반보증 보증료율(약 1.2%)에서 0.3%p차감후 0.9% 내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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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자산평가등급 개요 및 평가 내용

1. 개요

정부의 기술기반 기업 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기술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IP(지식재산권) 보유 등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다만, 신용보증

기금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바, 특정기술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인 기술가치평가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발명진흥회에 의뢰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자산평가는 평가

대상 기업의 전체적인 기술자산을 현장 실사자가 점수로 평가한 후

등급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모형은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유·

무형의 자산을 측정하여 기술기반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1 : 기술자산평가 모형 (출처: 신용보증기금) >

기술경영역량
[Human] 인적요소

기술경쟁력
[R&D] 기술요소

기술자산평가
기술시장·사업역량

[Market] 시장요소
지속가능성

[Capital] 자본수준

2. 평가방법

4개 영역 총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

(100점 만점)하여 기술자산평가등급(10등급)을 부여하여 평가

기술경영역량 기술경쟁력 기술시장·사업역량 지속가능성

•동업종종사경험

• 기술이해도

• 기술관리능력

•기술개발인프라

• 기술개발현황

• 기술혁신성

• 제품화능력

• 기술시장규모

•기술시장성장성

• 기술시장수요

• 마케팅능력 등

• 수익창출능력

• 수익지속성

• 원재료조달용이성

•거래처안정성등

평가등급 TR*-1 TR-2 TR-3 TR-4 TR-5 TR-6 TR-7 TR-8 TR-9 TR-10
점수

구간
이상 74.0 69.5 64.3 59.6 55.0 50.0 45.0 38.0 30.0 0
미만 100 74.0 69.5 64.3 59.6 55.0 50.0 45.0 38.0 30.0

* Tech Rating

** 지식재산보증 사업타당성 평가표상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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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산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기술자산

평가등급수준
등급정의

TR-1 매우우수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여 기술기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TR-2 우 수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우수하여
기술기반 사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TR-3 매우양호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매우
양호하여 기술기반 사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TR-4 양 호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양호하여
기술기반 사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

TR-5 보통이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보통
수준으로 기술기반 사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평균 수준인 기업

TR-6 보통이하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보통
이하로 기술기반 사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평균 보다 낮은 기업

TR-7 미 흡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미흡하여
기술기반 사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

TR-8 매우미흡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매우
미흡하여 기술기반 사업의 미래 성장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TR-9 취 약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술기반 사업의 미래 성장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TR-10 매우취약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기술기반 사업의 미래 성장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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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별 배점

대항목
중항

목
세부항목

제조
지식문화
콘텐츠

기타

일

반

창

업

일

반

창

업

일

반

창

업

기술
경영
역량

기술

경영

역량

□1 동업종종사경험 8.0 11.0 8.0 11.0 8.0 11.0

□2 기술이해도 6.0 7.0 6.0 7.0 6.0 7.0

□3 기술관리능력 9.5 10.5 9.5 10.5 9.5 10.5

기술
경쟁
력

기술
개발
인프라

□4 기술개발전담조직 3.0 2.0 3.0 2.0 3.0 2.0

□5 기술개발인력의 전문성 6.0 6.0 4.0 4.0 3.5 3.5

□6 기술개발장비 보유현황 1.0 1.0 1.0 1.0 1.0 1.0

기술

개발

현황

□7 기술개발투자수준 2.0 1.0 2.0 1.5 1.5 1.0

□8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4.0 3.0 3.5 3.0 2.5 2.0

□9 지식재산권보유현황및가치수준 4.5 4.0 4.0 3.5 4.0 3.5

기술

혁신성

□10 기술의 경제성 2.0 2.0 1.0 1.0 1.0 1.0

□11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4.0 3.5 4.0 3.5 4.0 3.0

□12 기술의 우수성 5.0 4.5 4.5 4.0 3.0 2.5

□13 기술의 진입장벽 4.0 3.0 3.5 3.0 4.0 3.5

제품화

능력

□14 기술의 성숙도 3.0 2.0 2.5 2.0 1.5 1.0

□15 생산설비 활용능력 5.0 4.0 4.0 4.0 3.0 3.0

기술
시장
분석
및
사업
역량

기술

시장

현황

□16 기술시장규모 3.5 5.0 2.5 4.0 2.0 3.0

□17 기술시장성장성 2.5 3.0 2.5 3.0 3.0 3.0

□18 기술시장수요 1.0 1.0 1.0 1.0 1.0 1.5

□19 기술시장경쟁구조 4.0 4.5 4.0 4.0 4.0 4.0

마케팅
역량

□20 마케팅능력 2.5 3.0 5.5 6.0 7.0 8.0

지속
가능
성

미래

수익성

□21 수익창출능력 6.0 4.0 6.5 4.0 7.0 5.0

□22 수익지속성 4.0 2.0 4.5 2.5 5.0 3.5

사업

안정성

□23 원재료 부품 등의 조달용이성 1.0 1.0 1.0 1.0 2.0 2.0

□24 거래처(판매처)의 안정성 4.0 6.0 5.5 6.5 6.5 7.0

□25 사업화자금 조달용이성 4.5 6.0 6.5 7.0 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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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별 분포 현황

상위등급 기업군(TR-1~TR-4등급)에 기업체수의 90.0%, 보증금액의

93.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등급 기업군

(TR-5~TR-8등급)에는 기업체수의 10.0%, 보증금액의 6.4%만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 2015년말 기준 기술자산평가등급별 분포 현황 (출처: 신용보증기금)>

구 분
기업체수 보증금액

분포 누적 분포 누적

TR-1 16.8% 16.8% 24.8% 24.8%

TR-2 19.4% 36.2% 21.6% 46.2%

TR-3 28.6% 64.8% 26.5% 72.7%

TR-4 25.3% 90.1% 20.7% 93.4%

TR-5 4.8% 94.9% 3.4% 96.8%

TR-6 3.9% 98.8% 2.1% 98.9%

TR-7 1.0% 99.8% 0.6% 99.5%

TR-8 0.2% 100.0% 0.5% 100.0%

TR-9 0.0% 100.0% 0.0% 100.0%

TR-10 0.0% 100.0% 0.0% 100.0%

합 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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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기술가치평가 기관의 평가 방법 소개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가치평가기관은 2013년 정부 선정 창조경제대상을

수상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있으며, 기술가치 항목별 요소 평가

표는 아래와 같다.

<표 6> ETRI 기술가치 항목별 요소 평가표

구 분 척 도 등급(점수) 평가(해당란에 체크)

기술성

개발단계

(상용화시기)

A(5) 개발완료

B(4) 6개월 이내 개발

C(3) 6개월 이후 개발

D(2) 실험실 수준

기술지배력

A(5) 국제적 기술지배가능

B(4) 국제경쟁, 국내지배

C(3) 국내 경쟁 우위

D(2) 경쟁

대체기술 유무

A(5) 차별화

B(4) 대체기술 존재

C(3) 유사기술 개선

시장성

제품 기여도

A(5) 핵심기술

B(4) 주요기술이 20% 이상

C(3) 주요기술이 20% 이하

D(2) 주변기술

타제품 응용

가능성

A(5) 우수(국제적 범용성)

B(4) 보통(국내적 범용성)

C(3) 미흡(제한적 이용)

시장 경쟁력

(제품수명)

A(5) 독점(7년 이상)

B(4) 경쟁우위(5∼7년)

C(3) 경쟁(3∼5년)

환경성

상용화 여건

A(5) 우수

B(4) 보통

C(3) 미흡

상용화 지원

A(5) 우수

B(4) 보통

C(3) 미흡

신기술 출현

A(5) 3년 이후

B(4) 2∼3년

C(3) 1년 이내

< 출처 : 기술이전실무 사례연구, 이형복, p63,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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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표적인 기술가치평가기관은 미국 의회 산하 국립기술이전센터

(NTTC)와 일본 공업기술진흥협회 산하의 기술평가센터(CTA)가 있는데,

양 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NTTC의 기술가치평가 방법

미국의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의 기술평가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표 7> NTTC Top Index 요소의 평가항목 내용 요약

Top Index 요소 주요평가 항목 내용

기술적 장점
신규성, 기술적인 내용, 학습용이성, 완성도,
기술의 확장성, 제품화의 복잡성, 잠재 응용기술

전용 사용권

지적자산(IP)의 등급, 특허의 형태, 특허가능성,
현재의 특허상태, 특허의 주기,
기대되는 특허의 클레임 강도,
파생될 수 있는 다른 특허 가능성,
특허 받을 수 있는 범위 (국가, 지역),
상대적인 특허 환경(클레임 소지나 가능성),
우월성, 침해 가능성

경쟁 환경
유사한 기술의 존재, 기술의 장점,
관심 기업의 존재, 경쟁사와 가격경쟁

시장성

기술의 수요 정도, 현재 시장 규모,
향후 잠재 시장 규모, 고객 기술교육의 필요성,
시장 진입 장벽, 장애 극복 여부,
지리적인 고려와 한계

기술적
장애요소

기술적인 장애 요소, 지리적인 고려와 한계,
생산 제품화 가능성, 생산규모,
시제품 완성도, 장애제거 기술개발

제조능력

운영기술, 조작기술의 능력, 제조장비의 복잡성,
재료와 특수부품의 필요성, 제조과정의 복잡성,
특수 환경의 필요성, 적절한 제조원가,
제조 품질 시스템, 환경적 문제와 안정성

규제요구
정부 관련기관의 영향, 산업규제기관 영향,
ISO2000 등 관계기관 고려,기타 규제기관에 대한 영향

제품시판시기

시판시기의 적절성, 실질적 제품시판 시기,
기술적인 영향, 시장변화, 경쟁제품과 가격경쟁,
경쟁제품의 변화,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시판시기의 변경정도

조직요구 조직의 기술수준, 외부지원 요구,
대표자의 리더십과 기술력, 재정·영업·생산 조직수준

투자수익
유사제품의 수익률, 시판시, 개발비용, 개발기간,
5년간 생산소요자금, 5년간 기대수익, 5년간 추정비용,
5년간 운영비용, 현재가치에 대한 할인율

<출처 : 문영호, 기술가치 어떻게 평가하나,' 125-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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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CTA(기술평가센터)의 기술가치평가 방법

CTA의 기술평가항목으로는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장성이 있는데,

세 평가 항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평가 시에는

세 평가 항목을 정량적으로 진단 한 후, 종합적 심사소견 작성 시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여 A∼E 등급을 결정한다.

<표 8> CTA의 평가(3개)기준 및 종합적 심사, 소견

평가 항목 항목 내용

신규성 기술 경쟁력, 기술 우위성

실현 가능성 기술 신뢰성, 기술 확립도

시장성 시장규모, 수요안정성, 기술수명, 시장성장률

진단
결과
표현

A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장에 있어서 극히 우수함

B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장에 있어서 꽤 우수함

C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장에 있어서 상당함

D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장에 있어서 보통

E 신규성, 실현가능성, 시장에 있어서 보통 이하

<출처 : 현병환, 특허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9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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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정책 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 수단의 개념

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의미하기도 함.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추구하는 목표를 의미하기고 하고,

어떤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 그

개념 정의에 있어 혼동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 2007년 서울대 전영한

교수의 연구 등 최근 정책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책이라는 개념안에

혼재되어 있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여 정책 수단이라는 하위 개념을

만들어, 예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 수단을 만들어내고 세밀화하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는 1953년 Dahl & Lindblom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정부가 활용하는 사회·경제적 수단들의 분류로 설명하였다.

이어 1983년 Doern은 정책 입안자들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하는 모든 수단들을 정책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1986년 Hood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도구 선택이 정책 수단이라고 정의

하였다.

1990년에는 Schneider & Ingram은 정부가 활용하는 개입 수단으로

언급하며, 대중들이 공공 정책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

도록 설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1998년에 Vendung는 정부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정책 수단을 보고, 국가의 안녕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권력 행사 기법들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

(공기업, 공공기관 포함) 등 조직적 도구를 배제하고, 조세 지출, 민간

위탁, 보조금, 정부 보증 등 정부의 다양한 활용 방식들을 정책 수단

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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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Salamon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행동을

통해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 수단을 정의하였으며,

이듬해 Hoelett & Ramesh는 정부가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권한으로서의 실질적 장치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2. 정책 수단의 유형

정책 수단의 개념은 정책 수단의 속성과 특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을 일정한

분류 체계에 의해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 수단들을 특정한 범주로

통합하여 유형화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 중 2002년 Salamon은 직접 지출, 공기업 운영, 정부의 보험, 정보의

공개, 교정 과세・벌금・권리거래제도, 계약, 구매계약, 정부의 기업에

대한 후원, 경제 규제, 사회 규제, 보조금, 융자・지급 보증, 세금 지출,

바우처, 배상 책임 등으로 나열하는 접근 방식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일정 분류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려는 접근이

많았다. 그 이유는 후자의 접근 방법이 정책에 대한 인과결과 이론

접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책 수단의 적극성 및

직접성을 고려하여 직접 지출, 조세 지출, 정부 보증, 사회 규제, 보조금,

바우처 등으로 나눈 연구[하연희, 문명재(2007)]나, 강제성 및 직접성

을 기준으로 고민한 연구[전영한(2007)]의 연구가 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수단

2002년 Stanton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 영역과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을 때, 융자, 보증, 투자 등의 정책

수단을 정부가 선택한다고 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생기는 경우를 살펴

보면, 순수 과학자들의 R&D 활동처럼 과학자들이 시장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사회가 받는 이익보다 작아, 사회 요구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보조금 지급의 수단으로 정책

수단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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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주지하다시피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대전제로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오작동 영역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경제주체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공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정부 외에는 없으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 외부효과 교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과징금 부과, 공익사업 추진 등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비유하기도 한다.

불완전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 실패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융자, 보증, 투자,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정부(혹은 산하기관)가 공공기금으로 개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정부 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리(低利)이거나 상환 기간이 긴 조건으로 우대하여 지원되지만,

보조금처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지급 보증을 통해 수혜자들이 은행 등 대출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보증의 경우, 정부가 보증인으로서

보증부대출금의 전부(혹은 일부)에 대해 보증을 서며, 보증 수혜자들이

대출금 미상환 시, 대위변제(代位辨濟)를 통해 보증한 금액만큼을 대신

지불하게 된다. 이에, 시중 은행 등은 보증 수혜자들이 민간시장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대출을 실행

하며, 향후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투자(investment)는 정책 목적을 달성을 위해 자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 자금을 출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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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투자전문기관을 직접 설립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민간에 출자하는 투자기관형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넷째,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가계, 기업 등에게 직접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조금(subsidy)은 국가재정의 일부를 반대급부 없이 직접

지급하는 점에서 수령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권오성, 박민정, (2009)].

4. 정부 보증의 특성 및 기능

정부 보증의 특성을 Salamon의 정책 수단 분류 기준(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에 의해 알아 보면, 첫째, 직접성의 경우 정책 집행이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는데, 정부 보증은 대부분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시중은행이나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융자, 투자보다는 직접성이 높고 보조금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강제성의 경우 중소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 정도에 의해

판단하는데, 정부 보증의 경우 보증 조건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여타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으므로 보조금이나 융자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약하지만, 투자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동성의 경우 새로운 조직 없이 기존 조직 활용 정도로 판단

하는데 정부 투자는 일정 금액만을 출자하고, 실제 투자는 시장 측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동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보증의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설립해야 하는 측면에서 자동성이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가시성의 경우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이 정부의 예산

편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도로 판단하는데, 정부 보증의

경우 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덜한 편이고, 대부분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가시성은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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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의 기능은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 보증은 경제의 유지,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보증 활용 기업들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므로, 정부

보증 제도가 없다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은 담보 마련을 위해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금융거래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보증은 잠재력이 풍부한

다수의 기업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되게 함으로써 경제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부 보증은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경제의 공공성을 제고

시키기도 한다. 경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정부는 기업의 연쇄부도

등을 막기 위한 시장안전판 역할을 보증기관에게 부여하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정부 보증은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아닌 경제적 약자인 중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다. 경제력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 고용의 약 90%를 차지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경제가

역동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직접 대출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보증은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정부 보증에 대한 효과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와,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라는 두 개의 분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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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금융 지원 효과에 대한 연구

2006년에 서울대행정연구소는 10년 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Selection Bias 추정 모형으로 정책 금융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수익성

분야(예: 영업이익률 등)가 특별히 비교집단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8년 이민호는 정부 부처 전체의 정책 금융 지원사업 통계를 기반

으로 정책 자금 중복 지원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중복

지원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밝혀내었고

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감사연구원은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보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등에 대하여 정부 보증 지원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초

기 소규모 기업일수록 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반

재무비율은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2010년 노용환은 업종별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개년

(2003~2007)간 정책 금융을 지원 받은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업종

및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분석하였다. 여타

연구과는 다르게 창업 초기 기업과 종업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책 금융 지원의 성장성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2010년 박정희·신상훈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정부 보증지원 여부와 그

재무적 효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증 기간이 길

면 길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업종별

분석에서는 서비스업의 재무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20

2013년에 김정렬은 정부 보증을 받은 기업과 보증 거절 기업을 비교

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부분에서 보증 기업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대표적 선행 연구는 2002년 조경선의 "기술무형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업 평가 시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과 회계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앞서 2001년 장기술은 "대학의 기술이전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서 미국 대학기술이전센터의 평가시스템 사례를 소개하고, 상기 제도

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3년 한종호는 “기술가치평가 체제 및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를 받는 기업의 관점에서 Scoring Model을 통해 연구하였다.

또 같은 해, 신중훈은 "지적재산권의 기술가치평가와 거래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 사례를 적용하여 국내 평가기관들의 기술가치 평가

방법과 비교분석 하고, 기술의 매매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재무 성과가 동기간에 일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기술자산평가등급이 높은 상위 기업

군과 기술자산평가등급이 낮은 하위 기업군의 재무성과의 차이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신용보증 수혜기업과 보증 거절 기업을 비교

함에 따라, 신용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보증 거절 기업들의 성과가 양호

하지 못하게 나타난다는 내용들인데 반해, 특정 상품이 일반 상품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자산평가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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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보증 지원의 효과와 기술자산평가등급별

차등 지원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 여부와

기술자산평가등급별로 차등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의 성과 특히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연구는 다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이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

행중인 지식재산보증 지원은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일반

보증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여하였

는가?

둘째, 신용보증기금이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자산

평가등급에 있어서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이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군

보다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여하였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그림 2>,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보증 지원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두 번째는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기업군(TR-1

등급 ~ TR-4등급)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각종 재무지표를 종속변수로, 대표자의 연령, 상시종업

원수, 업종, 업력, 기업규모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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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연구모형 1 >

               < 그림 3 : 연구모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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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보증료 우대 등의

금융지원 우대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 특허청을 통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시책 우대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지 않은 일반 기업에 비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인해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

볼 때 높은 경영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가설은 지식재산보증제도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일반보증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차이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이다.

(연구가설 1)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보증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

지식재산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요소 중 하나인 기술자산평가

등급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고, 영업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상위등급 기업군(TR-1등급~TR-4등급)은 하위등급 기업군

(TR-5등급~TR-8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이 두 집단을 비교하여 경영성과

에 긍정적인 미치는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자산평가

등급에 있어서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



24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행중인 지식

재산보증 제도의 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번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지식재산보증지원 여부이며, 지식재산보증을 받은 기업과

일반보증을 받은 기업을 더미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두번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기술자산평가등급이며, 상위등급 기업군(TR-1등급

~ TR-4등급)은 하위등급 기업군(TR-5등급 ~ TR-8등급)을 더미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종속변수

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재무적 지표로

볼 수 있다. R&D 성과 등 여타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도 고민

해 보았으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된 재무제표 지표만을 종속변수로 연구하였다.

시계열적 재무상황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재무적 지표는 다음 <표 9>와 같다.

< 표 9 : 분석대상 재무지표 >

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재무

지표

∙총자산(ln총자산)

증가율 ∙ 영업이익

(ln영업이익)

증가율

∙ 총자본(ln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ln자기자본) 증가율

∙ 매출액(ln매출액)

증가율

∙ 부채(ln부채) 증가율

∙ 차입금(ln차입금) 증가율

* 변수척도상의 거리를 줄여주기 위해 자연로그값을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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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성 재무지표

성장성은 경영 성과가 전기에 비해 당기에 얼마만큼 증가하였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성장성 재무지표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을 선정하였다.

☞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매출액증가율은 전기매출액 대비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써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 여부를

시계열로 확인할 수도 있고, 만일 동업계 평균 비율이 있다면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해 시장점유율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의

상대적 변화를 읽을 수도 있다.

☞ 자산증가율 = (당기자산 - 전기자산)/전기자산 × 100

총자산증가율은 전기 총자산 대비 당기 총자산의 증가율로써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또다른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증가율과 마찬

가지로 시계열적 성장률, 동업계 평균 비율과의 비교, 경쟁기업과의

상대적 비교 등의 분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무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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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재무지표

수익성은 특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써,

투하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 기업이 특정 기간에 벌어

들인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영업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바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한다.

☞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 100

3) 안정성 재무지표

안정성은 계속기업으로서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금의 조달 주체를 기준으로 두 가지

분야(부채, 자본)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을 선정하여 채권자 지분인 부채(차입금 포함)와 소유자 지분인

자본(자기자본 포함)을 분석하여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위험성을

평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부채증가율 = (당기부채 - 전기부채)/전기부채 × 100

☞ 차입금증가율 = (당기차입금 - 전기차입금)/전기차입금 × 100

☞ 자본증가율 = (당기자본 - 전기자본)/전기자본 × 100

☞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자기자본 - 전기자기자본)/전기자기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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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및 기술자산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자

의 특성 변수를 우선 사용하였다. 대표자의 연령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회사 운영 연수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업력,

업종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업종(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회사규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는 상시종업원 수,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제 4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및 기술자산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식재산보증 지원 및 기술자산평가등급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신용보증 거절 기업들과 비교하는 경우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군과 기술

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군을 처리집단으로, 일반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군과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기업군을 비교집단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지식재산보증 지원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즉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군과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군의 지원년도 대비 지원 1년 후(t+1), 지원 2년 후(t+2)의 경영

성과를 각각 구하고, 동 시기에 일반보증 및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등급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지원년도 대비 지원 1년 후(t+1), 지원 2년 후

(t+2)의 경영성과를 각각 구하여 지식재산보증 및 기술자산평가등급의

효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지원 1년 후, 지원 2년 후의 각

재무성과 차이이며, 독립변수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여부 및 기술자산평

가등급 상위등급 여부이다. 기업특성 등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통제변수로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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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자료 및 표본 추출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규·증액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 중 경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모든 재무자료가 보증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이후 2년 포함, 총 3년간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업 등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5가지 특성은 표본 추출 기업들

(12,070개)의 특성을 나타낸다.

< 표본 추출 기업 12,070개의 특성 >

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식재산보증,

일반보증을 받은 기업

② 12월말 결산 기업

③ 재무제표를 총 3년간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업

(분석 재무지표 중 하나의 지표라도 ‘0’, 결측치가 있는 기업은 제외)

④ 3표준편차(±3σ)를 벗어나는 값을 ±3σ에 해당하는 값으로 대체

⑤ 동일 연도에 지식재산보증, 일반보증을 중복으로 지원 받은 기업 제외

①항은 본 연구의 목적인 지식재산보증과 일반보증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추출이며, ②항은 기업별로 다른 결산 시기로

인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③항의 경우 재무비율 중 ‘0’ 또는

결측치가 있을 경우 비율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 제외하였으며, ④항의

경우 비율 산출방법상 분자보다 상대적으로 분모가 매우 작을 경우

비율의 극단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극단치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수들의 극단치를 각 변수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3표준편차(±3σ)를 벗어나는 값을 각각 ±3σ에 해당하는 값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1회 실시하였다. ⑤항의 경우 상대적 비교를 위한 본 연구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한 기업들이 존재하여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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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표본 추출 기업의 분포 >

(단위 : 개)

지식재산보증을 받은

기업의 수
562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478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등급
84

일반보증을 받은

기업의 수
11,508

제 2 절 기술적 통계 분석

1. 연도별 재무성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식재산보증을 받은 562개 기업과 일반보증을

받은 11,508개 기업의 지원 받은 연도 대비 1년 후, 2년 후의 재무성과를

살펴 본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11>~<표 14>에 나타나 있다.

< 표 11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성과 >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자산증가율　
t+1 1.176 0.304

t+2 1.352 0.469

매출액증가율　
t+1 1.203 0.715

t+2 1.243 1.163

영업이익증가율　
t+1 1.275 2.367

t+2 1.609 3.462

자본증가율　
t+1 1.465 3.082

t+2 1.395 0.971

부채증가율　
t+1 1.219 0.802

t+2 1.322 0.536

자기자본증가율　
t+1 1.317 2.789

t+2 1.158 0.612

차입금증가율　
t+1 1.271 1.238

t+2 1.37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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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성과 >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자산증가율　
t+1 1.210 0.465

t+2 1.428 0.782

매출액증가율　
t+1 1.117 0.501

t+2 1.212 0.670

영업이익증가율　
t+1 1.140 9.109

t+2 1.527 8.225

자본증가율　
t+1 1.275 5.309

t+2 1.529 8.240

부채증가율　
t+1 1.244 0.723

t+2 1.478 1.274

자기자본증가율　
t+1 1.252 3.907

t+2 1.487 5.787

차입금증가율　
t+1 1.465 4.315

t+2 1.981 8.976

< 표 13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그룹의 재무성과 >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자산증가율　
t+1 1.204 0.307

t+2 1.390 0.481

매출액증가율　
t+1 1.279 0.745

t+2 1.367 1.252

영업이익증가율　
t+1 1.581 2.346

t+2 2.050 3.660

자본증가율　
t+1 1.566 3.317

t+2 1.580 0.945

부채증가율　
t+1 1.229 0.858

t+2 1.338 0.548

자기자본증가율　
t+1 1.358 3.007

t+2 1.210 0.642

차입금증가율　
t+1 1.278 1.334

t+2 1.407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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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그룹의 재무성과 >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자산증가율　
t+1 1.018 0.225

t+2 1.182 0.366

매출액증가율　
t+1 0.772 0.205

t+2 0.697 0.207

영업이익증가율　
t+1 - 0.469 1.611

t+2 - 0.341 1.051

자본증가율　
t+1 0.895 0.762

t+2 0.574 0.575

부채증가율　
t+1 1.168 0.322

t+2 1.247 0.474

자기자본증가율　
t+1 1.083 0.712

t+2 0.926 0.375

차입금증가율　
t+1 1.229 0.345

t+2 1.238 0.512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의 경우, 성장성의 지표인 자산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원 연도 대비 2개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성 지표인 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은

t+1년에는 상승하다가 t+2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증가율, 차입금 증가율은 2개년 연속 상승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이 자기자본 투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자본에 의한 성장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모든 지표가

2개년 연속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 기업은 외형 성장이 타인자본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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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그룹의 경우, 모든

지표 중 자기자본 증가율만 t+1년에는 상승하다가 t+2년에는 소폭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표들을 2개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그룹의 경우, 성장성

지표인 자산증가율과 부채증가율, 차입금증가율은 2개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은

t+1년에는 상승하다가 t+2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2개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부채가

증가함에도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 대표자 특성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대표자와 일반보증 지원 기업 대표자의 연령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 각각 56.04세 ,

53.55세로 두 집단간 대표 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

< 표 15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대표자 특성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연령 56.04 7.71

일반보증

지원 기업
연령 53.55 7.99

3. 기업 특성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상시종업원수와 업력

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시종업원수는

각각 25.93명 , 25.39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업력은 11.68년과 8.46년

으로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업력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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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기업 특성

(단위: 명, 년)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지식재산보증

기업　

상시종업원수 25.93 29.03

업력 11.68 6.42

일반 기업
상시종업원수 25.39 50.72

업력 8.46 6.46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업종 구분에 있어서는

<표 17>에서처럼,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75.8%가 제조업인 반면,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경우는 48.6%에 그쳤다.

< 표 17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업종별 분류

(단위: 개)

구 분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426

(75.8%)

136

(24.2%)

562

(100%)

일반보증 기업
5,594

(48.6%)

5,914

(51.4%)

11,508

(100%)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업종 구분에 있어서는

<표 18>에서처럼, 중소기업이 각각 81.5%, 81.7%로 두 집단간 차이

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8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규모별 분류

(단위: 개)

구 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104

(18.5%)

458

(81.5%)

562

(100%)

일반보증 기업
2,104

(18.3%)

9,404

(81.7%)

11,5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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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비교 분석

지식재산보증 지원 여부와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을 나타내는

더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지의 변화량을 비율로 보고자 종속변수에 자연로그(ln)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큰 값을 다른 자릿수가 작은 변수들과 함께

회귀분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작은 숫자로 만들고, 회귀분석의

전제가 x와 y가 선형관계이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표 19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성과 로그 적용 기술 통계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ln_자산증가율
t+1년 .001366204 .0021295999

t+2년 .002548325 .0029249940

ln_매출액증가율
t+1년 .001039587 .0036924936

t+2년 .000661130 .0048237014

ln_영업이익

증가율

t+1년 .001747465 .0072810438

t+2년 .001635618 .0106818196

ln_자본증가율
t+1년 .001500667 .0046203451

t+2년 .002198798 .0051108146

ln_부채증가율
t+1년 .001286394 .0031250568

t+2년 .002133040 .0034660416

ln_자기자본

증가율

t+1년 .000790092 .0039835600

t+2년 .001072794 .0027459668

ln_차입금증가율
t+1년 .001448030 .0034208497

t+2년 .002210514 .0042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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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로그를 취한 후의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의 경우, 성장성의 지표인

ln자산증가율과, 안정성 지표인 ln자본증가율, ln자기자본증가율이 지원

연도 대비 2개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성 지표 중

ln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인 ln영업이익 증가율은 t+1년에는 상승

하다가 t+2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n부채 증가율,

ln차입금 증가율은 2개년 연속 상승하여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ln매출액 증가율, ln영업이익 증가율은 2년차에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 표 20 >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성과 로그 적용 기술 통계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ln_자산증가율
t+1년 .001464449 .0027366071

t+2년 .002702799 .0038054790

ln_매출액증가율
t+1년 .000546595 .0032933438

t+2년 .000842270 .0046880176

ln_영업이익

증가율

t+1년 .000853809 .0075527195

t+2년 .001485000 .0090001008

ln_자본증가율
t+1년 .001594547 .0041996375

t+2년 .003138220 .0055022875

ln_부채증가율
t+1년 .001361899 .0036568893

t+2년 .002426392 .0048567390

ln_자기자본

증가율

t+1년 .000694154 .0039036123

t+2년 .001333982 .0050307608

ln_차입금증가율
t+1년 .001623127 .0051929901

t+2년 .002902398 .0067083973

한편, 자연로그를 취한 후의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모든 지표가 2개년 연속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 기업은

ln자산증가율 및 ln매출액증가율의 외형 성장이 타인자본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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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1) 자산증가율

<표 21>은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성장성 지표 중 자산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176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으나, t+2년에는 p-value가 0.016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t+1년에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자산의 증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t+2년에는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상시종업원수, 제조업 여부, 기업 규모는

t+1년에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4%,

t+2년 7.2%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F-value는 t+1년 85.240, t+2년 80.975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80, t+2년 1.992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성장성과의 관계 : 자산증가율

구 분
ln자산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12 1.353 0.176 0.030 2.414 0.016

연령 - 0.094 - 9.496 0.000 - 0.129 - 9.557 0.000
상시종업원 0.021 2.103 0.035 0.033 2.426 0.015
업종 0.019 2.069 0.039 0.032 2.515 0.012
업력 - 0.151 - 15.182 0.000 - 0.200 - 14.562 0.000
규모 0.002 0.151 0.880 0.003 0.222 0.824
상수 0.004 21.476 0.000 0.007 20.869 0.000

조정R2 0.040 0.072

F-value 85.240*** 80.975***
Durbin-
Watson

1.980 1.992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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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증가율

<표 22>은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년에는 p-value가

0.398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t+1년에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t+2년에는 매출액

증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제조업 여부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상시종업원수와 기업규모는 양(+)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1.4%,

t+2년 2.4%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F-value는 t+1년 30.069, t+2년 25.767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67, t+2년 1.968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성장성과의 관계 : 매출액증가율

구 분
ln매출액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43 4.677 0.000 0.011 0.845 0.398

연령 - 0.058 - 5.793 0.000 - 0.083 - 5.959 0.000
상시종업원 0.051 4.999 0.000 0.073 5.147 0.000
업종 0.004 0.460 0.645 0.008 0.616 0.538
업력 - 0.078 - 7.754 0.000 - 0.092 - 6.505 0.000
규모 0.021 2.009 0.045 0.036 2.536 0.000
상수 0.002 9.755 0.000 0.004 9.012 0.000

조정R2 0.014 0.024

F-value 30.069*** 25.767***
Durbin-
Watson

1.967 1.968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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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 영업이익증가율

<표 23>은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수익성 지표 중 영업이익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년에는 p-value가

0.155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t+1년에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t+2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상시종업원수, 기업규모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 제조업여부는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0.4%,

t+2년 0.9%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F-value는 t+1년 8.653, t+2년 9.428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2.000, t+2년 1.967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수익성과의 관계 : 영업이익증가율

구 분
ln영업이익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35 3.558 0.000 0.020 1.423 0.155

연령 - 0.031 - 2.921 0.003 - 0.066 - 4.423 0.000
상시종업원 0.015 1.376 0.169 0.008 0.558 0.577
업종 - 0.030 - 3.022 0.003 - 0.020 - 1.411 0.158
업력 - 0.035 - 3.237 0.001 - 0.052 - 3.438 0.001
규모 0.001 0.068 0.946 0.020 1.298 0.194
상수 0.003 5.781 0.000 0.006 7.181 0.000

조정R2 0.004 0.009

F-value 8.653*** 9.428***
Durbin-
Watson

2.000 1.967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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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증가율

<표 24>은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자본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9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년에는 p-value가

0.447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t+1년에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자본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t+2년에는 자본증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상시종업원수, 기업규모, 제조업 여부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3%,

t+2년 6.5%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F-value는 t+1년 63.171, t+2년 71.008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고, Durbin-Watson은 t+1년 1.973, t+2년 1.983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자본증가율

구 분
ln자본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16 1.780 0.075 0.010 0.761 0.447

연령 - 0.038 - 3.790 0.000 - 0.063 - 4.620 0.000
상시종업원 0.011 1.039 0.299 0.018 1.300 0.194
업종 - 0.015 - 1.636 0.102 0.001 0.075 0.941
업력 - 0.157 - 15.603 0.000 - 0.228 - 16.350 0.000
규모 0.000 - 0.006 0.996 0.000 - 0.017 0.987
상수 0.004 13.461 0.000 0.007 14.708 0.000

조정R2 0.030 0.065

F-value 63.171*** 71.008***
Durbin-
Watson

1.973 1.983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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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증가율

<표 25>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부채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424, t+2년에는 p-value가 0.354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부채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기업규모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상시종업원수는 t+1년에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t+2년

에는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제조업 여부는 2년 연속 양(+)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1.9%,

t+2년 3.6%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F-value는 t+1년 40.438, t+2년 39.937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고, Durbin-Watson은 t+1년 2.010, t+2년 2.018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5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부채증가율

구 분
ln부채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07 0.800 0.424 0.012 0.927 0.354

연령 - 0.086 - 8.652 0.000 - 0.118 - 8.536 0.000
상시종업원 0.017 1.635 0.102 0.032 2.251 0.024
업종 0.028 2.996 0.003 0.038 2.914 0.004
업력 - 0.088 - 8.703 0.000 - 0.120 - 8.581 0.000
규모 0.010 0.999 0.318 0.010 0.709 0.478
상수 0.004 16.337 0.000 0.007 15.925 0.000

조정R2 0.019 0.036

F-value 40.438*** 39.937***
Durbin-
Watson

2.010 2.018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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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자본증가율

<표 26>은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자기자본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108, t+2년에는 p-value가 0.459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자기자본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기업규모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상시종업원수, 제조업 여부는 2년 연속 양(+)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3%,

t+2년 6.5%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F-value는 t+1년 21.857, t+2년 26.321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69, t+2년 1.969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자기자본증가율

구 분
ln자기자본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15 1.608 0.108 0.009 0.740 0.459

연령 - 0.029 - 2.934 0.003 - 0.054 - 3.868 0.000
상시종업원 0.019 1.810 0.070 0.032 2.272 0.023
업종 0.017 1.867 0.062 0.040 3.103 0.002
업력 - 0.092 - 9.046 0.000 - 0.128 - 9.068 0.000
규모 0.002 0.181 0.856 - 0.017 - 1.211 0.226
상수 0.002 7.389 0.000 0.004 8.513 0.000

조정R2 0.010 0.024

F-value 21.857*** 26.321***
Durbin-
Watson

1.969 1.969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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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입금증가율

<표 27>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차입금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은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

가 0.811, t+2년에는 p-value가 0.726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이 일반보증 지원기업에 비해 총차입금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상시종업원수, 기업규모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표자의 연령과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제조업 여부는 2년 연속 양(+)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1.4%,

t+2년 3.3%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F-value는 t+1년 29.723, t+2년 36.613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고, Durbin-Watson은 t+1년 2.014, t+2년 1.984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7 > 지식재산보증 이용기업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차입금증가율

구 분
ln차입금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지식재산
보증더미

0.002 0.239 0.811 0.004 0.351 0.726

연령 - 0.069 - 6.865 0.000 - 0.095 - 6.895 0.000
상시종업원 0.008 0.774 0.439 0.009 0.665 0.506
업종 0.030 3.237 0.001 0.038 2.985 0.003
업력 - 0.079 - 7.847 0.000 - 0.131 - 9.329 0.000
규모 0.007 0.688 0.492 0.016 1.108 0.268
상수 0.004 13.382 0.000 0.008 13.655 0.000

조정R2 0.014 0.033

F-value 29.723*** 36.613***
Durbin-
Watson

2.014 1.984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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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요약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일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재무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며, 일부

재무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 표 28 > 분석결과 요약

분야 지표

지식재산보증

T+1 T+2

방향 유의성

성장성
ln_자산증가율 + x + **

ln_매출액증가율 + *** + x

수익성
ln_영업이익

증가율
+ *** + x

안정성

ln_자본증가율 + * + x

ln_부채증가율 + x + x

ln_자기자본

증가율
+ x + x

ln_차입금증가율 + x + x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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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기업과 하위등급기업의

비교 분석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지의 변화량을 비율로 보고자 종속변수에 자연로그(ln)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큰 값을 다른 자릿수가 작은 변수들과 함께

회귀분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작은 숫자로 만들고, 회귀분석의

전제가 x와 y가 선형관계이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표 29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재무성과 로그 적용 기술 통계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ln_자산증가율
t+1년 .001608657 .0020802393

t+2년 .002850929 .0028208728

ln_매출액증가율
t+1년 .001762037 .0032358951

t+2년 .001710795 .0045759028

ln_영업이익

증가율

t+1년 .002403512 .0065370931

t+2년 .002860983 .0098012750

ln_자본증가율
t+1년 .002306748 .0041669458

t+2년 .003663727 .0037681685

ln_부채증가율
t+1년 .001296254 .0032289083

t+2년 .002276390 .0033802626

ln_자기자본

증가율

t+1년 .001032136 .0039981723

t+2년 .001278586 .0029754878

ln_차입금증가율
t+1년 .001397108 .0035608521

t+2년 .002441662 .004084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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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로그를 취한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그룹의 경우, 모든 지표 중 ln

매출액 증가율만 t+1년에는 상승하다가 t+2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표들을 2개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0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하위그룹 재무성과 로그 적용 기술 통계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ln_자산증가율
t+1년 -.000013467 .0018759266

t+2년 .001210496 .0030386134

ln_매출액증가율
t+1년 -.003071498 .0034451200

t+2년 -.003979492 .0026999483

ln_영업이익

증가율

t+1년 -.007601203 .0104431737

t+2년 -.010464867 .0117681153

ln_자본증가율
t+1년 -.003178534 .0043579097

t+2년 -.004637539 .0050375408

ln_부채증가율
t+1년 .001230285 .0024673141

t+2년 .001499282 .0038056500

ln_자기자본

증가율

t+1년 -.000620843 .0036078794

t+2년 .000112428 .0005813982

ln_차입금증가율
t+1년 .001737801 .0024750491

t+2년 .001188595 .0046435050

자연로그를 취한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그룹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대부분의 지표에 음(-)의 값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무 성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n부채증가율 역시 2개년 연속 상승

하였고, ln차입금증가율은 t+1년에는 상승하다가 t+2년에는 소폭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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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1) 자산증가율

<표 31>는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성장성 지표 중

자산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000,

t+2년에는 p-value가 0.002로 99%의 신뢰수준에서 2년 연속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기업이 하위

등급 기업에 비해 자산의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상시종업원수, 제조업 여부, 기업 규모,

연령은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기업의 업력은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8.8%,

t+2년 13%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F-value는 t+1년 10.055, t+2년 6.124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888, t+2년 1.868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여부와 성장성과의 관계 : 자산증가율

구 분
ln자산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0.274 6.755 0.000 0.214 3.198 0.002

연령 - 0.053 - 1.176 0.240 - 0.049 - 0.634 0.527
상시종업원 0.017 0.332 0.740 - 0.001 - 0.010 0.992
업종 0.012 0.288 0.774 0.027 0.379 0.705
업력 - 0.128 - 2.748 0.006 - 0.310 - 3.929 0.000
규모 0.006 0.108 0.914 0.065 0.732 0.465
상수 0.001 1.774 0.077 0.004 2.545 0.012

조정R2 0.088 0.130

F-value 10.055*** 6.124***
Durbin-
Watson

1.888 1.868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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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증가율

<표 32>은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 t+2년 모두 p-value

가 0.000로 99%의 신뢰수준에서 2년 연속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1년에는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년

에는 p-value가 0.398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기업이 하위

등급 기업에 비해 매출액의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연령, 상시종업원수, 업력은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제조업 여부, 기업규모는 t+1년에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t+2년에는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21.1%,

t+2년 21%로 선행연구들의 수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F-value는 t+1년 26.038, t+2년 10.092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777, t+2년 1.899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여부와 성장성과의 관계 : 매출액증가율

구 분
ln매출액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0.465 12.317 0.000 0.456 7.159 0.000

연령 0.022 0.524 0.601 0.070 0.952 0.342
상시종업원 - 0.038 - 0.812 0.417 - 0.044 - 0.547 0.585
업종 - 0.004 - 0.114 0.909 0.113 1.669 0.097
업력 - 0.010 - 0.229 0.819 - 0.013 - 0.173 0.863
규모 0.027 0.568 0.571 0.143 1.693 0.092
상수 - 0.003 - 3.147 0.002 - 0.008 - 3.037 0.003

조정R2 0.211 0.210

F-value 26.038*** 10.092***
Durbin-
Watson

1.777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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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 영업이익증가율

<표 33>은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수익성 지표 중

영업이익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 t+2년 모두

p-value가 0.000로 99%의 신뢰수준에서 2년 연속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기업이 하위

등급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대표자의 연령, 상시종업원수, 제조업여부,

업력, 기업규모 모두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11.5%,

t+2년 15.1%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F-value는 t+1년 11.507, t+2년 6.112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02, t+2년 2.122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여부와 수익성과의 관계 : 영업이익증가율

구 분
ln영업이익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0.343 7.759 0.000 0.354 4.986 0.000

연령 - 0.049 - 1.015 0.310 0.066 0.807 0.421
상시종업원 0.016 0.296 0.767 0.139 1.562 0.120
업종 - 0.064 - 1.440 0.151 - 0.002 - 0.025 0.980
업력 0.017 0.344 0.731 - 0.193 - 2.319 0.022
규모 0.040 0.740 0.460 0.058 0.617 0.538
상수 - 0.005 - 1.800 0.072 - 0.013 - 1.936 0.055

조정R2 0.115 0.151

F-value 11.507*** 6.112***
Durbin-
Watson

1.902 2.122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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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증가율

<표 34>는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자본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 t+2년 모두 p-value가

0.000로 99%의 신뢰수준에서 2년 연속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기업이 하위

등급 기업에 비해 자본의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업력을 제외한 나머지 통제 변수들은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업력의 경우 t+2년에는 양(+)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17.8%,

t+2년 41.2%로 선행연구들의 수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F-value는 t+1년 21.120, t+2년 24.747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03, t+2년 2.047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4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자본증가율

구 분
ln자본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0.415 10.728 0.000 0.623 11.256 0.000

연령 0.013 0.298 0.765 0.047 0.738 0.462
상시종업원 - 0.010 - 0.210 0.833 0.000 - 0.001 1.000
업종 - 0.015 - 1.636 0.102 0.001 0.075 0.941
업력 - 0.039 - 0.969 0.333 - 0.228 - 16.350 0.000
규모 - 0.071 - 1.435 0.152 0.014 0.193 0.847
상수 - 0.003 - 1.850 0.065 - 0.004 - 1.827 0.069

조정R2 0.178 0.412

F-value 21.120*** 24.747***
Durbin-
Watson

1.903 2.047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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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증가율

<표 35>은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부채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892,

t+2년에는 p-value가 0.340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부채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대표자의 연령, 상시종업원수, 제조업 여부,

기업규모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업력은 t+2년에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2.5%,

t+2년 13.8%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F-value는 t+1년 3.366, t+2년 6.473으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45, t+2년 1.817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부채증가율

구 분
ln부채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0.006 0.136 0.892 0.064 0.957 0.340

연령 - 0.105 - 2.245 0.025 - 0.105 - 1.363 0.174
상시종업원 - 0.098 - 1.893 0.059 - 0.111 - 1.333 0.184
업종 - 0.031 - 0.713 0.476 - 0.004 - 0.064 0.949
업력 - 0.084 - 1.742 0.082 - 0.321 - 4.093 0.000
규모 0.086 1.598 0.111 0.048 0.543 0.588
상수 0.004 4.264 0.000 0.007 3.780 0.000

조정R2 0.025 0.138

F-value 3.366*** 6.473***
Durbin-
Watson

1.945 1.817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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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자본증가율

<표 36>는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자기자본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000, t+2년에는 p-value가 0.002로 99%의 신뢰수준에서 2년 연속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부채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상시종업원수는 2년 연속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나, 대표자의 연령, 업종, 업력, 기업 규모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2.9%,

t+2년 9.4%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F-value는 t+1년 3.804, t+2년 4.508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1.989, t+2년 2.341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 > 지식재산보증지원기업중상위그룹여부와안정성과의관계 : 자기자본증가율

구 분
ln자기자본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0.157 3.739 0.000 0.215 3.125 0.002

연령 0.025 0.534 0.593 - 0.129 - 1.632 0.104
상시종업원 0.116 2.255 0.025 0.214 2.479 0.014
업종 - 0.056 - 1.299 0.195 0.039 0.538 0.591
업력 - 0.082 - 1.717 0.087 - 0.138 - 1.696 0.091
규모 - 0.010 - 0.188 0.851 - 0.124 - 1.368 0.173
상수 - 0.001 - 0.630 0.529 0.003 1.799 0.074

조정R2 0.029 0.094

F-value 3.804*** 4.508***
Durbin-
Watson

1.989 2.341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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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입금증가율

<표 37>는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여부가 기업의 안정성 지표 중

차입금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t+1년에는 p-value가 0.331,

t+2년에는 p-value가 0.192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분석되었다.

즉,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기업에 비해 총차입금 증가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업력의 경우 음(-)의 유의성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정된 R2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t+1년 2.7%,

t+2년 12.1%로 낮은 수준이지만 선행연구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F-value는 t+1년 3.595, t+2년 5.724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t+1년 2.083, t+2년 1.762로 2와 가까워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7 >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상위그룹 여부와 안정성과의 관계 : 차입금증가율

구 분
ln차입금증가율

T+1 T+2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기술등급
상위더미

- 0.041 - 0.972 0.331 0.088 1.309 0.192

연령 - 0.066 - 1.411 0.159 - 0.028 - 0.365 0.716
상시종업원 - 0.125 - 2.428 0.015 - 0.132 - 1.569 0.118
업종 0.010 0.224 0.823 0.085 1.191 0.235
업력 - 0.122 - 2.532 0.012 - 0.331 - 4.169 0.000
규모 0.110 2.058 0.040 0.058 0.649 0.517
상수 0.004 3.810 0.000 0.005 2.188 0.030

조정R2 0.027 0.121

F-value 3.595*** 5.724***
Durbin-
Watson

2.083 1.762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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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요약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이 상위등급인

기업과 하위등급인 기업에 대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성 분야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분야(영업이익증가율), 안정성

분야(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의 대부분의 재무지표에서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었으며, 안정성 분야의 부채증가율 및 차입금 증가율의 일부 재무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 표 38 > 분석결과 요약

분야 지표

지식재산보증

T+1 T+2

방향 유의성

성장성
ln_자산증가율 + *** + ***

ln_매출액증가율 + *** + x

수익성
ln_영업이익

증가율
+ *** + ***

안정성

ln_자본증가율 + *** + ***

ln_부채증가율 + x + x

ln_자기자본

증가율
+ *** + ***

ln_차입금증가율 + x + x

주) *, **, ** ☞ 유의수준 10%, 5%,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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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창업부(가칭)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며, 중소기업의 미래가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나온 조직 개편 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지식재산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

하고, ‘지식재산보유 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비록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아 단기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작업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식재산 보증 지원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성과를 알아보고, 차이점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이 그 혜택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식재산

보증을 받은 기업(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등급, 하위등급 포함)과 일반

보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연도 대비 1년 후, 2년 후의 성장성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 증가율), 안정성(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부채증가율, 차입금증가율) 측면에서 양 집단 간

재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여 지식재산보증 지원과 기술자산

평가등급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

하고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

보증을 받은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자산평가등급에 있어서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보

다 높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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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을

처리 집단으로, 일반보증을 받은 기업을 비교 집단으로, 기술자산

평가등급 상위기업을 처리 집단으로, 하위기업을 비교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펴 보면, 일부 재무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도 도출되긴 했지만, 양 집단 간 경영성과 차이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이 일반

보증 지원 기업에 비해 양(+)의 방향성을 보여 약간의 우위를 보이긴

했으나, 확연한 재무적 성과 우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증가율과 차입금증가율의 경우 양집단 모두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그 차이가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펴 보면, 부채 증가율 및 총차입금 증가

율을 제외한 모든 재무지표에서 양 집단 간 경영성과 차이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에 비해

월등한 재무적 성과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표 39~41>를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료율이 1.065%로 일반보증 1.097%

보다 낮고, 부실율은 3년 연속 높았음을 알 수 있어, 지식재산보증과

일반보증이 서로 사업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혜택을 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39 : 지식재산보증과 일반보증의 보증료율 (출처: 신용보증기금) >
(단위 : %)

구 분 지식재산보증 일반보증

’13년도 1.017 1.105

’14년도 1.053 1.118

’15년도 1.103 1.073

’16년도 1.049 1.086

전 체 1.065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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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0 : 지식재산보증의 부실현황 (2016.06.30.기준, 출처: 신용보증기금) >
(단위 : 억원, %)

구 분 취급
금액

부실금액 부실률

’14년 ’15년 ’16년 ’14년 ’15년 ’16년

’14년도

취급분
2,107 5 101 117 0.2 4.8 5.6

’15년도

취급분
3,424 7 141 0.0 0.2 4.1

’16년도

취급분
3,332 10 0.0 0.0 0.3

합 계 8,844 5 108 268 0.1 1.2 3.0

< 표 41 : 일반보증의 부실현황 (2016.06.30.기준, 출처: 신용보증기금) >
(단위 : 억원, %)

구 분 취급
금액

부실금액 부실률

’14년 ’15년 ’16년 ’14년 ’15년 ’16년

’14년도

취급분
107,342 268 2,354 2,740 0.2 2.2 2.6

’15년도

취급분
104,701 312 2,330 0.0 0.3 2.2

’16년도

취급분
114,476 323 0.0 0.0 0.3

합 계 326,519 268 2,666 5,393 0.1 0.8 1.7

그러나,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의

경우는, 기술자산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 성과가 양호해 진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의 평가 결과와 평가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살펴 보면,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 중

기술자산평가등급 하위 기업들의 재무 성과가 지나치게 낮게 나와 지식

재산보증 전체 평균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재무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은 일반보증을 신청

하였더라면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할 수준의 재무 성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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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재무성과, 즉 과거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미래

성장성 평가를 반영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발생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만일, 신용보증기금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었다면 지식재산보증 제도를 개정하여 기술자산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일종의 규제 장치를 만들어 보증을 거절하면 되겠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창업 및 R&D 활성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정책적

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증 지원을 해 온 것이다.

이는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과거 데이터 중심의 일반보증 지원 비중과

미래 성장 잠재력 평가 중심의 지식재산보증 지원 비중에 대한 정책을 수

립하거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자면, 지식재산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순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지, 사업화는

가능한 것인지,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을 사유로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율도 높고 재무성과도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뒤늦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7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기업컨설팅부를 신설

하고 영업조직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여 기업에게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신용

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제도간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연구처럼 단순히 보증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보증 등 지원

상품별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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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의 경영성과를 처음

으로 비교 분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1.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재산보증의 지원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 내기에는 좀 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R&D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매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므로 보증 지원 후 3년, 5년, 10년 단위의 장기간의 성과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본 연구의 2년간의 데이터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재무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변화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재무지표(예 : 실질인건비 증가율, 일자리 창출 증가율 등

고용분야)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증료율과

부실률에 대한 전체 통계만을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업 단위·상품

단위의 다양한 회귀분석을 통한 수익성 중심의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으나, 유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기업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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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상기 네 가지 연구 한계점을 극복하여 종속변수를 다양화

하고, 장기간 또는 유사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신용보증

상품별·기관별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진다면 보다

양질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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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지식재산보증 대상자금 범위 >

항 목 세 부 내 역

연구
개발비

자체
연구
개발비

인건비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이들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연구
기자재비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험기기, 계측기기 등 구입
비용

재료비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원재료, 부품, 시약 등
구입비용

기 타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훈련비, 시험검사비,
금형제작비, 견본구입비, 기술지도비, 기술도입비 등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를 위탁하
거나 공동연구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연구
개발 소요자금의 50% 초과불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그 종사자(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종사자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설연구기관과 그 종사자

시제품 제작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금형,
재료비, 성능인증 등에 따른 소요비용

시험생산시설
건설비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생산시설 건설
등에 따른 소요비용

도입
자금

매매대금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 금액

착수금 기술료의 일부를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금액

총기술료
기술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의 합계액
(분할지급하는 경우 착수금만 대상)

생산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완료과제 등에 대한 생산활동을 위해 소요
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원자재구입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 등 구입비용

생산시설 건설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건설 등에 따른 소요비용

기 타 기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비용

인건비
마케팅 부서 또는 마케팅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광고비
신문, 방송, 인터넷광고 또는 옥외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용역비
외부 전문기관에 마케팅 전략수립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기 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 해외시장 조사비,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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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식재산보증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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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우리나라의 기술평가 관련 법률 요약 >

법령 주무부처 평가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

Ÿ 기술현물출자(제23조)
Ÿ 기술담보대출 촉진(제28조)
Ÿ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의 조성
(제34조)

Ÿ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제35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구,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부

Ÿ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제11
조)

Ÿ 개발된 기술을 기술금융, 기술담보대출 등
의 사업화 촉진(제1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산업부

Ÿ 출자목적물에 따른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평가

발명진흥법
(제28조) 특허청

Ÿ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 촉진 목적

Ÿ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 요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기청 Ÿ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인 산업
재산건 등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

기술신용보증
기금법(제28조) 금융위

Ÿ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
Ÿ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
(제176조의5의7항)

지식재산기본법 미래창조
과학부

Ÿ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및 지식
재산 정보 활용(제17조)

Ÿ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제26조)

과학기술기본법 미래창조
과학부 Ÿ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교육부

Ÿ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제36조의2)

Ÿ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
(제36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기재부 Ÿ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공간정보산업진
흥법(제21조) 국토부

Ÿ 공간정보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제22조)

국토부
Ÿ 감정평가사의 직무(토지 등을 감정평가)
※시행령제2조 ‘토지 등’이라 함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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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IP(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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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in will launch the new government and will promote SME

suppor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is a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roposal that recognizes that SMEs have a

large shar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at the future of SMEs has a

great influence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henever the

regime changes, the government implement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particular, Park Geun-hye's government's top priority was to

create a new economy, and at the time of the launch of Park

Geun-hye, the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wa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of the creative economy. In the same year,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syste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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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ntellectual property guarantee to support government policies in

order to develop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re was difficulty in analyzing based on short-term data because

it was not lo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suppor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guarantee and the general

guarantee, and I looked at whether the companies that were

sponsored were performing as well as those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Hypothesis tha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supporting intellectual property

guarantee will be higher tha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general

SME under general guaran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growth,

profitability, and stability two years later than the support year.

The results of the first hypothesis test showed that some financial

indicators had meaningful results, but the difference in management

performa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null hypothesis was not rejected

In the second hypothesis, the null hypothesis was rejected in all

financial indicators except for the debt growth rate and total

borrowing growth rate, both of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a company with a rating of technology assets

showed superior financial performance compared to a sub-company.

This result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aradigm from the credit guarantee fund to the financial

performance, that is, the policy support that reflects the future

growth evaluation from the past-oriente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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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a basis for judging

when the credit guarantee fund establishes policies or redefines the

direction of the proportion of general guarantee support based on past

data and the proportion of support for intellectual property guarantee

based on evaluation of future growth potential.

In order to be faithful to the rol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to

support the growth of SMEs, it is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product, such as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by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rather than analyzing the

companies that have received the guarantee and the companies

that have not received the guarantee. It is possible to provide

objective ground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i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guarantee companies, general guarantee

support companies, technology asset rating upper and lowe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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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Profitabilitity, Stabilit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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