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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국가의 기술혁신은 기업들에 의

해 주도되어 왔으며, 특히 기업형태의 99%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

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R&D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

만 중소기업은 실제로 필요한 자금만큼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조달 갭(gap)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직간접으로 자금조달 갭

(gap)을 메우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

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비대칭성을 완화

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중소기업의 R&D투자를 구축(crowd-out)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17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금융

조달측면에서 정부지원에 따른 인증효과(signaling)와 R&D 구축효과(crowd-

out)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R&D지원과 금융지원에 따라 기업

의 일반금융조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의 R&D 투

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중소기업, 자금조달 갭(gap), 인증효과, 구축효과

학  번 : 2018-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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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경제가 발전(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 또는 생산성의 향상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요소 중 자본의 경우 이미 자본계수값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투입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준 외, 2014). 따라서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따른 성장은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산성의 향상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이미 Schumpeter(1934)와 Hicks(1932)는

기술혁신이 생산함수를 이동시키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을 설명한 바가 있다.

[표 1]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추이(단위: 억원)

(출처: 과기정통부/KISTEP, 2018)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공공연구기관 69,503   72,607   81,127   88,241 91,132 

대학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합계 554,501 593,009 637,342 659,594 694,056 

기업 비중 77.9% 78.5% 78.2% 77.5%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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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경제주체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혁신의 주

체이다. 이 중 중소기업1은 기업형태의 대부분과 고용의 전반을 구성하고 있

으나,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됨(김동석,

2005)에 따라,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가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수

준만큼 투자되지는 못하는데, 이는 R&D 투자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 이상의 사회적 파급효과(spillover)가 발생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과 정보비대칭 등으로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기 때문이다(Arrow, 1962; 

Bronzini & Piselli, 2016).

[그림 1] 기업경영애로사항 상위응답률(%)(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8)
                                                                   

1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기준.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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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그림 1참

조)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의 자금관리

로 나타났으며, 기술사업화와 신기술개발이 그 뒤를 이었고, 원하지 않는 파

급효과에 해당되는 기술유출 및 도용은 기업의 애로사항 중 4위를 차지하였

다. Hall(2002)은 자금조달과 관련 시장실패는 특히 기업규모가 작고, 기술집

약적인 창업기업에서 심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는 중

소기업의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세제혜택, 직접융자, 이자보전, 대출보증, R&D 보조

금 등이 있으며(Cressy, 1996), 국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은 기술, 인

력, 자금, 세제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Hwang, Han & Lee, 2003).

정부 지원은 직접적으로는 자원 투입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정부지원

은 정부정책목적에 맞게 각 관련부처 및 하부기관 등을 통해서 지원되며, 이

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독립적인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 및 금융기

관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도 하다(Haussler, Harhoff & Muller, 2012). 따라서 정부지원은 정보비

대칭성을 완화시켜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개선시키는 인증효

과(signaling)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기업은 필요한 R&D 자금을 정부의 지

원자금으로 대체하고 자체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 구축효과(crowd-out)가 발

생하기도 한다. Gonzalez, Jaumandreu & Pazo (2005)는 스페인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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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R&D활동을 촉진

하였지만 기업의 자체 R&D를 유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과 정보비대칭성이 중소기업의 금융조

달과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2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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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고찰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론과 정보비대칭성 및 정부지원 형태에 따른

선행연구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을 기반으로 한 가설 설정

및 모형과 방법론에 논의할 것이다. 4장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초자료들의 통계

량 및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
벤처기업 실태조사 원시자료(2012 년~ 2017년)(출처: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441277&fileDe

tail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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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기업의 자금조달 이론

기업의 자금조달이론은 크게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과 정

태적상충이론(static trade off theory)으로 나누어 진다. 자본조달순위이론은

Jensen & Meckling(1976)의 대리인 이론과 Myers & Majluf(1984)의 정보

비대칭이론을 기반으로 Myers(1984)에 의해 제안되었다. 자본조달순위이론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상대적인 비용에 따라 내부 잉여금, 부채, 외부 자

본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

잉여금은 별도의 비용이 없다. 반면에 부채와 자본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

다. 부채는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자본의 경우에는 초기에

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외부자본

의 경우 기존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자본 희석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의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을 신규 주주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부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Bettignies &

Brander, 2007). 따라서 기업은 비용이 가장 낮은 내부 잉여금, 부채, 외부

자본의 순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정태적상충이론은 목표자본구조가 있다는 이론이다(Jensen & Meckling, 

1976; Myers 1977). 기업은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부채사용에 따른 절세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부채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낮아지며 부도위험은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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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업은 목표자본구조와 실제자본구조를 비교하여 실제자본구조상

부채비율이 목표자본구조의 부채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추가 차입을 하고 반

대의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외부자본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시킨다

(Graham and Harvey, 2001).

2.2 정보비대칭성

정보비대칭성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Myers &

Majluf, 1984), 자금조달순위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자본의 경우에

는 정보에 민감하며 정보비대칭에 따른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Myers, 

1984). 이에 따라 자본조달 측면에서 외부자본을 가장 마지막 순위로 조달하

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기간, 작은 규

모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기가 어렵다

(Berger & Udell, 1998).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

소기업은 표면이자율은 높지만, 리스크 관리 및 부도율 등을 감안하면, 수익

성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R&D 투자와 관련된 대출의 경우

기업의 R&D투자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술개발은 성공여부의 불확

실성이 높고, 성공할 경우에도 원치 않는 파급효과와 낮은 전유성으로 인해

수익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David, Hall & Toole, 2000; Hall, 2002), 중

소기업의 R&D 투자는 적극적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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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ody(2000)는 R&D 강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내부자의 주식투자 수익률

이 높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R&D강도가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성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

다. 또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은 R&D강도가 높고 혁신적인 산업을 전통적인

산업 대비 이해하기가 어렵고, 기업에서도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외부로 노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R&D 투자 강도가 높은 산업일수

록 정보비대칭성은 높아진다(Bah & Dumontier, 2001).

이런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기업은 필요한 만큼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

는 자금조달 갭(gap)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R&D투자는 이상적인 수준보다

낮게 이뤄지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이상적인 수준

의 R&D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Wallsten,

2000).

2.2.1.1 산업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정보비대칭성은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산업 특성에 따라

R&D투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OECD(2003)는 제조업에 대하여 주요

선진국의 데이터(R&D지출을 부가가치로 나눈 것과 R&D지출을 생산으로 나

눈 것들을 반영)를 활용하여 R&D강도가 높은 기업, 중상인 기업, 중하인 기

업,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부록 1참조). 항공과 우주산업은 대표적으로

R&D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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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2013)은 후발산업국가 선진산업국가를 따라 잡는 데에 있어서, 선진국

을 추격한 국가들이 선택한 산업에 주목하였다. 기술수명주기 관점에서 기술

수명주기가 긴 산업은 지식의 진부화가 더디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과거의 기

술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산업분야에서 후발국의

기술 추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은 산업내 새로운 기술들이 빨리 생성되어 이전의 기술을 대체하는 구조

이기 때문에 후발국과 선발국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추격

국의 불리함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기술 교체 주기로 인해 R&D 투

자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후의 낙후된 상황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이근(2013)은 한국의 성

공 요인을 기술주기가 짧은 산업에 선별 투자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3 정부지원에 대한 효과

선행연구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로는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개선 측면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R&D투자가 유발되었는지 구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연구이며, 나머지는

정부지원과 관련된 기타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개선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많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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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입의 효과성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당

연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Bronzini & Piselli(2016)는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

였다.

Cin, Kim & Vonortas(2017)의 한국의 2000~2007년 ㈜한국신용평가정보사

(NICE)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사용한 실증연구에서는 R&D 정부지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고 중소제조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김민창 & 성낙일(2012)은 200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R&D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건수를 증가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의영 외(2009)는 2000년~2007년까지의 NICE의 재무자료와 중소기업청

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자료를 통합한 패널을 구성하여, 정부의 R&D지원이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장필성 외(2018)는 정부의 R&D지원이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성과지표 및 기업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결과가 나타남을 실증 분석

하였다.

강종구 & 정형권(2006)은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성과개선의 측면이 있었으나, 일반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

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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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김현욱(2004, 2005)은 정책자금지원이 오히려 영업이익률 개선을

저해하는 부정적효과가 일부 있었으며, 정책자금의 효과가 초기 창업 기업에

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 수익성 개선에 차이가 없다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부의 R&D 지원이 특허를 증가시키는 등의 기업의 기술

개발노력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매

출을 증가시키는 등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반면

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둘째로, 정부지원에 따라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R&D에 투자하

는지, 아니면 자체 투자를 줄이고 이를 공공에서 지원받은 부분으로 대체하는

지와 관련된 연구이다.

Lach(2002)은 1990년대의 이스라엘 제조업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지원

R&D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지원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R&D투자

를 증가시켰으며, 기업들은 보조금이 없어도 R&D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단되거나 진행이 지연된 R&D 프로젝트를 다

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Gonzalez et al.(2005)는 2000개의 스페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

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투자를 유발하고, R&D 보조금이 없는 경우

에는 기업은 R&D 활동을 중단하는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윤윤규 & 고영우(2011)는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하는 지역진흥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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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미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패널(‘00~06)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정

부지원 R&D 프로그램 참여가 기업의 R&D투자를 유발, 촉진하는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준호 외(2016)는 2012~2014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재무자

료를 이용한 패널을 구성하여 기업규모별로 정부지원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

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완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분석하였다.

Wallsten(2000)은 ‘90~92년의 미국의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SBIR)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기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업의 R&D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권남훈 & 고상원(2004)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평균적으로 22.6%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

증분석 하였다.

최대승 & 김치용(2015)은 금융위기( ‘ 08~09)시기의 정부 R&D 지원과

R&D 조세감면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경제불황기에는 대기업에는 구축효과가 있었으나, 중소벤

처기업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Marino, Lhuillery, Parrotta & Sala(2016)는 1993-2009년의 프랑스 기업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R&D 정부지원의 유발효과와 구축효과 모두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현식 & 서영욱(2016)은 정부의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에서는 기술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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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성 외(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지원금액의 양이 기

술의 독창성에는 비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R&D지원에 대하여는 아직 투자유발 효과가 있는지 구축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 및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금융지원과 관련된 직접적

인 투자 구축효과 및 유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나 정부의 금융지원에

따른 기술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금융지원이 R&D 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는, 정부지원에 따른 자금조달관련 논의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간

접 지원이 있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지

원으로 필요한 자금 모두를 공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로 충족하는데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다른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에게 인증효과(signaling)를 줄 수 있다. 투

자자 또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상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게 된 경우, 금융기관은

대상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게 판단하게되고, 이것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Meuleman & Maeseneire (2012)이 정부지원과 자금조달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의 R&D지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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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효과가 더욱 컸다.

Takalo & Tanayama(2010)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R&D 보조금이 금융제약

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직접적으로 혁신 프로젝트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고, 둘째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의 질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하는 시그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Feldman & Kelley(2006)는 정부의 R&D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Lerner(1996)은 SBIR 프로그램 3 수혜기업 중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성장률이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수혜기업이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Howell(2017)은 SBIR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VC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확률

이 증가하였고, 투자 및 매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금융

제약이 많은 기업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Chen, Heng, Tan & Lin(2018)은 R&D 보조금과 non-R&D 보조금이 IPO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R&D보조금은 IPO 성과와 역

방향의 U-Shape을 보였으나, non-R&D 보조금의 경우에는 IPO 성과와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자금조달의 효과가 발생되는 자금조달 형태의 차이는 있었으

나, R&D와 관련 정부지원은 자금조달과 관련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

                                                                   

3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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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보비대칭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의 인증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복합적인 연구로는 국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TEPI는 연구개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 투자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1차, 2차, 3차 연

구를 실행하였다. 그 중 2차 연구(황석원 외, 2017) 에서는 정부의 R&D지원

이 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고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경우 고성장 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정부의 R&D지원은 기업의 수익률, 노동생산성, 인건비 부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수출분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R&D 보증지원의 경우

기업의 양적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질적 성장에는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2.4 정부지원 형태별 효과

정부지원은 목적에 맞게 형태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목적에 따

라 R&D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지원 정책

을 실행 중이다. 예를 들어 R&D보조금은 특정 R&D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금융지원은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에 Huergo & Moreno(2017)는 지원체계별 효과가 다른 이유를 3가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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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첫째, 각 기관이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적은 갖고 있지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에 차이가 있어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는 지원하는 기관이 많아 질수록 중소기

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데에 소요시간이 길어지며 이는 비용상승을 야기하므

로 지원기관 수에 따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는 각 기업마다

지식의 전유성 정도가 다르고, 지원 프로그램마다 지식의 파급효과 수준이 다

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현식 & 서영욱(2016)은 R&D지원방식을 상환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

방식과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비교하였는데, 출연방식의 경우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였으며,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은 고용효과,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Busom, Corchuelo & Martinez-Ros(2014)는 정부의 직접지원과 세제지원

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직접지원과 세제지원은 서로 완벽히 대체되

지 않으며, 보조금의 형태가 지식창업기업의 R&D투자에는 세제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Chen et al.(2018)은 보조금의 형태를 R&D 보조금과 non-R&D 보조금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R&D 보조금은 외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술 경쟁력

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R&D 위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신

호를 보낸다고 하였다. 반면에 non-R&D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업이 자체 경

쟁력이 있고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긍정적인 신호만을 보낸다고 하였다. 

Czarnitzki & Lopes-Bento(2014)는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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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국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

내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특허 출원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5 본 연구의 기여

정부지원과 금융조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의 R&D 지

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VC를 통한 외부자본 조달과 관련된 연구였다. 정부의

R&D지원은 중소기업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

여, 정부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은 VC를 통한 자금조달 개선을 보였다. 그리고

Meuleman & Maeseneire(2012)는 정부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장기대출이 개선되는 부분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현식 & 서형

욱(2016)의 연구는 정부 지원형태를 보조금 및 융자지원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으나, 융자지원의 경우 R&D 지원에 한정되었고 특허 및 사업화 성과와

관련되었으며, 정부지원에 따른 인증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니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인증효과가

갖는 정책적인 의미가 큰데 이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Huergo &

Moreno (2017)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형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정부지원 형태를 R&D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또한 정보비대칭성 완화 및 R&D 투자 유발에 어떤 정책수단이 더 효

과적인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과 금융조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국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별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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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연간자료인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를 기업의 소재

지, 영위산업, 매출액 등의 자료를 매칭하여 3개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의 1년차 및 2년차 시차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정부지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며, 장기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가 연간 2,000여개

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패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본이 감소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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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및 모형

3.1 연구가설

3.1.1 정부지원과 금융조달과의 관계

정부의 R&D지원은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게 해당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긍

정적 시그널을 제공하며, 정부의 R&D와 관련되지 않은 지원은 기업 자체 및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Chen et al., 2018). 정부지원형태

따른 중소기업의 일반금융조달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의 일반 금융조달을 개선하여 준다.

가설 1b: 정부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의 일반 금융조달을 개선하여 준다.

3.1.2 정부지원과 기업의 R&D 투자와의 관계

개별기업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의 지원은 시장실패

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전반적으로 R&D 과소투자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또한 정부의 R&D지원은 자금사용

용도가 특정 프로젝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 정부의 금융지원은 R&D지원

에 비하여 자금의 용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정부지원 및 지원형태에 따른

R&D투자 유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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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a: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발한다.

가설 2b: 정부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발한다.

3.2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자금조달이 수월해 지는지 여부

를 보기 위하여 2015, 2016, 2017년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자료4를 사용하

였다. 원시자료는 추적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매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층

내에서 매출액을 내재적 층화변수 활용하여 계통추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원시자료의 경우 기업의 아이디(id)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패

널로 구성하기 위해 기업의 산업분류코드, 창업연도, 주소지,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자료 매칭을 통하여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자료는 정부가 벤처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최초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

였으나, 2009년부터는 표본수를 2,000개로 조정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업종, 종사자, 지역, 성장단계 등 주요변수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있

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온라인 조사 및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4
벤처기업 실태조사 원시자료(2012 년~ 2017년)(출처: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441277&fileDe

tail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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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3.3 변수

3.3.1 피설명변수(금융조달 및 R&D 투자)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자금조달의 항목은 IPO, 캐피탈∙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 정책지원금,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은행

등 일반금융이 기업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정부지원에 따른 일반금융 조달 개선을 분석하기 위하여 은행 등 일반금융 항

목으로 양적인 측면과 증가율측면을 고려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이후 일반금융조달액 증가를 피설명변수(일반금융

비율: New_FN_BK_ast_rt)로 설정하였다. 자산에 따른 편향을 제거하기 위하

여 일반금융조달액은 자산으로 나눠 표준화하였다. 또한 정부지원후. 일반금

융조달비율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후(t기)의 일반금융 조달

비율5과 지원전의 일반금융조달비율(t-1, t-2기)의 차이6를 피설명변수(일반금

융조달 증가율: Dif_New_FN_BK_rt)로 설정하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R&D투자와 관련 설문은 국내설비투자액, 국내

R&D투자액, 해외투자액, 기타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해외투자액 경우에는

R&D투자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R&D투자액은 국내R&D투자액으로 한정하였

다. 정부지원에 따른 R&D투자의 유발 및 구축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기의
                                                                   

5
일반금융조달비율은 기업의 해당연도 총 금융조달금액에서 일반금융조달금액의 비율이다.

6
단위는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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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액에 당해년도 정부의 R&D지원액을 차감 후 자산으로 나누어 표준

화한 R&D 투자비율(RD_inv_ast_rt)을 피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피설명 변수 정의

3.3.2 설명변수

정부지원관련 변수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

에서는 정부 정책지원자금을 R&D자금(출연금), 융자(정책자금), 보증서 지원

(보증서발급 대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R&D자금(출연금)을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칭하였으며, 융자 및 보증서 지원을 정부의 금융지원 항목으

로 매칭하였다. 패널자료의 구성을 2년간 또는 3년간의 자료로 구성하였기 때

문에, t-1기의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은 L_RD_sup_rt, L_FN_sup_rt로 설

정하였으며, t-2기의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은 L2_RD_sup_rt, 

L2_FN_sup_rt로 설정하였다.

변수명 변수의 표기 변수정의

(피설명변수)

일반금융비율 New_FN_BK_ast_rt (t)기의 일반금융조달액/자산

일반금융조달 증가율 Dif_New_FN_BK_rt (t)기의 일반금융조달비율
*

(△%p) - (t-1)기의 일반금융조달비율

(
*
=일반금융조달액/전체신규조달액)

R&D 투자비율 RD_inv_ast_rt ((t)기의 R&D투자액 - 정부지원R&D금액)

/(t)기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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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명 변수 정의

3.3.3 통제변수

산업별 R&D강도를 분류하기 위해 OECD(2003)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OECD(2003)는 제조업에 대하여 주요 선진국 12개(미국, 캐나다, 일본, 덴마

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자료

를 기초로 기술강도에 따른 산업별 분류표를 작성하였으며, R&D지출을 부가

가치로 나눈 것과 R&D지출을 생산으로 나눈 것들을 반영하여 기술강도가 높

은 기업, 중상인 기업, 중하인 기업,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Lee, Park & 

Bae(2017)는 OECD(2003)의 분류 자료를 기술기회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

하였는데, OECD(2003)기준 R&D강도가 중상 이상인 경우 1, 중하 이하인 경

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R&D 강도를 위와 같이 중상 이상인

경우 1, 중하 이하인 경우 0으로 하는 더미변수(산업별 R&D강도:

D_RDIntensity)로 설정하였다. ISIC rev4.(KSIC 9차)가 사용된 벤처기업 정밀

변수명 변수의 표기 변수정의

(설명변수)

t-2기 정부 R&D 지원 L2_RD_sup_rt t-2기 정부 R&D지원액/자산

t-2기 정부 금융 지원 L2_FN_sup_rt t-2기 정부 금융지원액/자산

t-1기 정부 R&D 지원 L_RD_sup_rt t-1기 정부 R&D지원액/자산

t-1기 정부 금융 지원 L_FN_sup_rt t-1기 정부 금융지원액/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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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자료(2016, 2017년)와 OECD(2003) 산업분류표와의 매칭을 위해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KSIC 8차 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업을 재

조정하였다. 또한 R&D 강도에 대한 구분이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구성된 패

널에서 서비스업은 제외하였다.

Berger & Udell (1998)은 정보비대칭성이 규모가 작은기업, 신규기업, 하

이테크기업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Meuleman & Maeseneire (2012)

도 운영기간이 짧은 기업을 정보비대칭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R&D강도

외에 정보비대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영기간을 통제변수(운영기간:

OP_yr)로 설정하였다. 부채비율의 경우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부채비율

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도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

라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대출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비율

(Lib_rt)을 통제변수에 반영하였다.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대출 상환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대출할 가능성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에

비해 높다. 따라서 수익성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영업이익률(OP_incm_rt)

을 통제변수에 반영하였다. 기업이 특허가 많을수록 기업은 R&D에 대한 투자

가 많고 기술이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통제

변수로 반영하였다. 특허비율(IP_rt)은 표준화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나누었으

며, 중소기업 특성상 특허가 많지 않아 값이 작아지는 문제로 특허수에 100

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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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제 변수 정의

3.4 연구 모형

3.4.1 정부지원과 금융조달 모형

정부의 R&D지원액(비율)과 금융지원액(비율)이 기업의 일반금융조달액(비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로

는 2개년 패널자료에서는 t-1기, 3개년 패널자료에서는 t-2기의 정부의 R&D

지원액(비율) 및 금융지원액(비율)을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별 R&D 투자강도

가 기업의 일반금융조달액(비율)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R&D 투자강도를

통제변수로 반영하였으며, 운영기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특허비율을 추가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변수명 변수의 표기 변수정의

(통제변수)

산업별 R&D 강도 D_RDIntensity R&D 투자 중상이상/중하이하 산업

(더미변수)

운영기간 OP_yr t기의 기준연도-창업연도

부채비율 Lib_rt 부채/자산

영업이익률 OP_incm_rt 영업이익/매출

특허비율 IP_rt 특허수*100/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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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FN_BK_ast_rtt = α + β0 RD_sup_rtt-1(or t-2) + β1 FN_sup_rtt-1(or t-2) 

+ β2 RD_Int + β3 OP_YRt + β4 Lib_rtt + β5 Incm_rtt + β6 IP_rtt·····················식 (1) 

또한 일반금융조달비율의 변화와 정부의 R&D지원액(비율) 및 금융지원액

(비율)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금융조

달비율은 기업이 신규자금 조달시 일반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비율이며, 2개년

패널자료의 경우 t-1기와 t기의 일반금융조달비율의 차이이며, 3개년 패널자

료의 경우 t-2기와 t기의 일반금융조달비율의 차이이다.

Dif_FN_BK_rtt = α + β0 RD_sup_rtt-1(or t-2) + β1 FN_sup_rtt-1(or t-2) 

+ β2 RD_Int + β3 OP_YRt + β4 Lib_rtt + β5 Incm_rtt + β6 IP_rtt·····················식 (2) 

3.4.2 정부지원과 기업의 R&D 투자 모형

R&D 투자비율과 정부의 R&D 지원액(비율) 및 금융지원액(비율)과의 관계

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t기의 정부지원에 따른 왜

곡을 제어하기 위하여 t기의 정부지원 R&D 금액은 제외하였다. t-1기 또는

t-2기의 정부 R&D지원액 및 금융지원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며,

R&D 강도에 따른 R&D 투자액(비율)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보조적인 설

명변수로 추가하였다.

RD_inv_ast_rtt = α + β0 RD_sup_rtt-1(or t-2) + β1 FN_sup_rtt-1(or t-2) 

+ β2 RD_Int + β3 OP_YRt + β4 Lib_rtt + β5 Incm_rtt + β6 IP_rtt·····················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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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법론

피설명면수를 양적인 측면과 증가율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Tobit 모형과

일반 OLS 모형을 사용하였다. 양적인 측면과 관련된 피설명변수는 0의 값 또

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어, Tobit모형(McDonald & Moffitt, 1980)을 사

용하였으며, 증가율 측면과 관련된 피설명변수는 일반 금융조달 비율이 증가

하거나 R&D 투자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감소할 경우

음(-)의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OLS모형(Gujarati, 2009)으로 추정하

였다.

일반금융 조달액(비율)은 연속변수와 이항변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일반 금융 조달금액비율의 경우 일반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

0이 되며, 일부라도 조달할 경우는 양(+)의 값을 갖는다. 종속변수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경우 OLS 모형을 사용할 경우 평균근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구간에서는 피설명변수가 음(-)의 값을 갖는 문제가 발생한다(우

석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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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2015, 2016, 2017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

다. 각각의 표본의 수는 2015년 2,227개, 2016년 2,049개, 2017년 2,114개

이나 정부지원에 따른 시차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성하였고,

R&D 강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였다. 위의 제

약에 따라 표본의 수는 ‘14~15년 652개, ‘15~16년 860개, ‘14~16년 414개

로 감소하였다. ‘14~16년 자료의 경우 3개년도 대하여 모두 설문조사에 포함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표본의 수가 더 감소하였다.

[표 5] 표본수 및 정부지원 받은 기업 수

연도 표본수 R&D 강도 정부지원 받은 기업 수(t-1, t-2)

중상기업 R&D 금융 중복

'14~15 652 206 125 134 27

'15~16 860 226 194 175 37

'14~16 414 138 89 69 21

[표 6] 신규 자금 조달 방법, 평균값(t기, %)

연도 IPO VC 회사채 정부지원 일반금융 기타

'14~15 0.00 0.18 0.00 32.69 24.49 42.64

'15~16 0.07 0.05 0.01 36.25 28.54 35.08

'14~16 0.00 0.00 0.00 34.20 24.37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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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기의 R&D 투자현황, 평균값

연도 기업수 투자금액(백만원) 투자금액/자산(%)

'14~15 564 546 5.08

'15~16 846 927 4.43

'14~16 405 765 4.19

[표 8] t기의 주요변수, 평균값

연도 영업기간(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특허/자산(%)

'14~15 11 232 -4.62 0.25

'15~16 13 271 -6.68 0.22

'14~16 12 351 -11.26 0.27

대상기업 중 정부의 R&D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 및 비율은 각

각 232개(35.6%), 332(38.6%), 137개(33.1%)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지원 받

은 비율은 각각 4.1%, 4.3%, 5.1%으로 표본 중 소수만이 중복지원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규자금 조달과 관련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IPO, VC, 회사채를 통하여 조

달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정부지원, 일반금융 등을 통해서 대부분 조달

하였다. 자금조달순위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외부자본을 가장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IPO와 VC를 통한 조달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남기(2009)는 국내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에 자금조달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

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열위하고 신용도가 낮아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29

4.2 설명변수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의 경우 2개년 패널자료의 경우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는 0.7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패널자료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요변수관 상관계수

가 0.7미만이었으나, 정부 R&D지원 및 금융지원의 경우 상관관계가 0.7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지원효과와 금융지원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

기 위하여 제외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표 9] 2개년 패널자료의 주요변수 상관관계

‘14~15 L_RD_s~t L_FN_s~t D_RDIn~y OP_yr Lib_rt OP_inc~t IP_rt

L_RD_sup_rt 1.000

L_FN_sup_rt 0.669 1.000

D_RDInt~y -0.010 -0.078 1.000

OP_yr -0.100 -0.135 0.123 1.000

Lib_rt -0.039 -0.101 0.016 -0.044 1.000

OP_incm_rt -0.070 -0.048 0.021 -0.021 0.009 1.000

IP_rt 0.391 0.380 -0.102 -0.143 -0.034 -0.014 1.000

‘15~16 L_RD_s~t L_FN_s~t D_RDIn~y OP_yr Lib_rt OP_inc~t IP_rt

L_RD_sup_rt 1.000

L_FN_sup_rt 0.363 1.000

D_RDInt~y -0.035 -0.038 1.000

OP_yr -0.132 -0.132 0.059 1.000

Lib_rt -0.004 0.012 -0.018 0.036 1.000

OP_incm_rt -0.029 0.007 0.032 0.028 -0.004 1.000

IP_rt 0.206 0.155 -0.060 -0.127 -0.003 -0.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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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개년 패널자료의 주요변수 상관관계

VIF(분산팽창요소, 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의 경우 모든 표본에서

VIF 지수가 10미만이며, Mean VIF 지수가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관

관계 및 VIF지수를 감안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Hair, 2014).

[표 11] VIF값

‘14~16 L2_RD_s~t L2_FN_s~t D_RDIn~y OP_yr Lib_rt OP_inc~t IP_rt

L_RD_sup_rt 1.000

L_FN_sup_rt 0.754 1.000

D_RDInt~y -0.005 -0.087 1.000

OP_yr -0.112 -0.161 0.173 1.000

Lib_rt -0.001 -0.010 -0.040 0.046 1.000

OP_incm_rt -0.015 -0.024 0.041 0.010 -0.003 1.000

IP_rt 0.248 0.296 -0.151 -0.111 -0.005 -0.029 1.000

'14~15 '15~16 '14~16

Variable VIF 1/VIF VIF 1/VIF VIF 1/VIF

L2_FN_sup_rt 2.43 0.411

L2_RD_sup_rt 2.34 0.427

L_FN_sup_rt 1.90 0.525 1.19 0.839

L_RD_sup_rt 1.90 0.526 1.17 0.854

IP_rt 1.24 0.808 1.06 0.939 1.12 0.892

OP_yr 1.05 0.957 1.04 0.961 1.06 0.939

D_RDIntens~y 1.03 0.970 1.01 0.992 1.06 0.944

Lib_rt 1.02 0.985 1.00 0.997 1.00 0.995

OP_incm_rt 1.01 0.994 1.00 0.998 1.00 0.998

Mean VIF 1.31 1.0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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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금조달 인증효과 모형 분석 결과

4.3.1 자금조달 인증 효과(금액 양적 측면 분석)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일반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액이 증가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지원의 경우 1년차 효과는

정(+)의 관계를 갖고, 2년차 효과의 경우에는 혼재되어 나타났으나, 모두 유

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의 경우 1년차 효과의 경우에

는 ‘14~15년과 ‘15~16년 자료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2년차 효과는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R&D 강도와 일반자금조달의 경우 ‘15~16년에는 R&D 강도가 높을수록 일

반자금조달액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의 경우 ‘14~15년과 ‘15~16년의 표본에서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14~15년의 경우 부채비율과 일반자금 조달 간의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15~16년의 경우에는 부채비율과 일반자금 조달 간

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부채비율 평균이 ’ 14~15년의 경우

232%, ‘15~16년의 경우 271%로, 부채비율의 정도에 따라 일반금융조달 효

과가 달라지는 정태적 상충 이론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15~16년에는 일반자금조달액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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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자금조달 인증효과(양적 측면)

VARIABLES

L2_RD_sup_rt 0.0450 -0.2245

(0.891) (0.530)

L2_FN_sup_rt 0.3129 0.4740

(0.170) (0.165)

L_RD_sup_rt 0.0399 0.0828 0.1547 0.0900

(0.731) (0.513) (0.551) (0.735)

L_FN_sup_rt -0.0791 -0.1080 0.2337 0.2160

(0.500) (0.383) (0.230) (0.278)

D_RDIntensity -0.0335 -0.0341 -0.0352 0.0675** 0.0678** 0.0681** 0.0844 0.0863 0.0867

(0.137) (0.130) (0.119) (0.040) (0.038) (0.038) (0.146) (0.131) (0.127)

OP_yr -0.0007 -0.0008 -0.0008 0.0001 0.0003 0.0004 0.0031 0.0036 0.0036

(0.656) (0.577) (0.605) (0.959) (0.884) (0.858) (0.444) (0.361) (0.356)

Lib_rt 0.0039** 0.0038** 0.0038** -0.0031*** -0.0031*** -0.0031*** -0.0040* -0.0039* -0.0037*

(0.015) (0.018) (0.016) (0.007) (0.006) (0.006) (0.072) (0.072) (0.093)

OP_incm_rt 0.0670 0.0406 0.0512 0.2878* 0.2942* 0.3007* 0.2662 0.3371 0.2991

(0.314) (0.517) (0.438) (0.094) (0.081) (0.077) (0.375) (0.273) (0.321)

IP_rt 0.0276 0.0316 0.0301 -0.0075 -0.0077 -0.0097 -0.0630 -0.0872 -0.0752

(0.210) (0.153) (0.175) (0.850) (0.842) (0.807) (0.491) (0.361) (0.415)

Constant -0.1427*** -0.1376*** -0.1383*** -0.3750*** -0.3801*** -0.3817*** -0.4998*** -0.5047*** -0.502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Observations 652 652 652 860 860 860 414 414 414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14~'15 (2)'15~'16 (3)'14~'16

New_FN_BK_ast_rt New_FN_BK_ast_rt New_FN_BK_ast_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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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자금조달 인증 효과(증가율 측면)

정부지원의 자금조달 인증효과를 증가율 측면에서 고려하기 위해 t-1기(t-2

기)와 t기의 일반금융조달 비율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증가율이 정(+)의 값을

가질 경우 정부지원 후 일반금융조달 비율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정부 지원

이 인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R&D지원과 일반금융조달

증가율간의 1년차 효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금융지원과

일반금융 증가율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만 R&D지원

과 금융지원을 동시에 분석할 경우 금융지원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 2년차 효과의 경우에도 R&D지원 및 금융지원에

서 모두 일반금융조달 증가율과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R&D 지원과

금융지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금융지원의 경우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D지원의 경우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금융지원의 상관계수 값이 1년차 및 2년차 효과 모두 금융지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강도의 경우 인증효과의 양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R&D강도

와 일반금융조달 증가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인증효과의 양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방향

성이 나왔으며, ‘15~16년 표본의 영업이익률의 경우 일반자금조달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관계수 값은 -0.0091로 낮아 큰 영향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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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자금조달 인증효과(증가율 측면)

VARIABLES

L2_RD_sup_rt 0.3005*** -0.0823

(0.002) (0.636)

L2_FN_sup_rt 0.4955** 0.5607***

(0.012) (0.002)

L_RD_sup_rt 0.2648* 0.0392 0.6445*** 0.3357

(0.055) (0.854) (0.005) (0.211)

L_FN_sup_rt 0.3821** 0.3588* 0.8440*** 0.7523***

(0.016) (0.062) (0.000) (0.001)

D_RDIntensity -0.0569 -0.0518 -0.0524 0.0909** 0.0927*** 0.0931*** 0.0250 0.0323 0.0339

(0.211) (0.252) (0.251) (0.011) (0.009) (0.009) (0.635) (0.536) (0.522)

OP_yr -0.0021 -0.0018 -0.0018 -0.0006 -0.0002 -0.0000 -0.0007 -0.0001 -0.0001

(0.490) (0.560) (0.560) (0.771) (0.922) (0.996) (0.831) (0.978) (0.978)

Lib_rt 0.0043** 0.0047** 0.0047** -0.0002 -0.0002 -0.0002 -0.0009*** -0.0009*** -0.0009***

(0.032) (0.010) (0.011) (0.689) (0.648) (0.654) (0.000) (0.000) (0.000)

OP_incm_rt -0.0005 -0.0006 -0.0005 -0.0082*** -0.0095*** -0.0091*** -0.0022 -0.0019 -0.0019

(0.582) (0.585) (0.669) (0.000) (0.000) (0.000) (0.746) (0.775) (0.778)

IP_rt -0.0590 -0.0685 -0.0701 -0.0050 -0.0077 -0.0145 -0.0972* -0.1151** -0.1141**

(0.266) (0.184) (0.194) (0.885) (0.816) (0.666) (0.064) (0.024) (0.026)

Constant -0.0142 -0.0244 -0.0239 -0.2267*** -0.2419*** -0.2453*** -0.2083*** -0.2216*** -0.2225***

(0.735) (0.565) (0.57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Observations 652 652 652 860 860 860 414 414 414

R-squared 0.011 0.015 0.015 0.016 0.028 0.030 0.019 0.028 0.028

Robust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 '14~15 (2) '15~16 (3) '14~16

Dif_New_FN_BK_rt Dif_New_FN_BK_rt Dif_New_FN_BK_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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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D투자 유발효과 모형 분석 결과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R&D투자의 유발효과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지원후 1년후 및 2년후의 기업의 R&D투자비율의 증가율을

측정하였다. 1년차 ‘15~16년의 경우 정부의 R&D지원의 상관계수는 0.274이

었으며 5%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1년차 ‘15~16년 자료에서는 0.0753으로 5%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R&D지원의 2년차 효과는 각 0.0377, 0.0928으로 각 5%, 1% 유의

수준에서 중소기업의 R&D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값이 1년차 효과 대비 35% 미만(R&D지원과 금융지원 동

시 비교 기준)으로 2년차의 효과는 1년차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2년차 금융지원의 경우에는 기업의 R&D투자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D강도의 경우 ‘15~16년 표본에서는 R&D투자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간의 경우 모든 표본에서 중소기업 R&D투자와 부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R&D투자액

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관계수 값의 절대값 수준이 0.0009이하로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낮을수록 R&D 투자액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낮아지

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특허의 경우 특허가 많을수록 R&D투자액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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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정부지원과 R&D 투자 유발효과

VARIABLES

L2_RD_sup_rt 0.0377** 0.0928***

(0.018) (0.003)

L2_FN_sup_rt -0.0073 -0.0807**

(0.850) (0.027)

L_RD_sup_rt -0.0363 -0.0765 0.2739** 0.2737**

(0.379) (0.263) (0.021) (0.034)

L_FN_sup_rt 0.0185 0.0640 0.0753** 0.0005

(0.713) (0.259) (0.023) (0.992)

D_RDIntensity 0.0007 0.0005 0.0015 -0.0133*** -0.0136*** -0.0133*** -0.0080 -0.0075 -0.0092

(0.869) (0.908) (0.722) (0.000) (0.000) (0.000) (0.159) (0.181) (0.108)

OP_yr -0.0010*** -0.0009*** -0.0009*** -0.0005** -0.0006** -0.0005** -0.0007* -0.0008** -0.0008**

(0.000) (0.000) (0.000) (0.049) (0.015) (0.046) (0.080) (0.049) (0.047)

Lib_rt 0.0005 0.0006 0.0006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254) (0.221) (0.191) (0.030) (0.012) (0.024) (0.094) (0.108) (0.059)

OP_incm_rt -0.0003 -0.0001 -0.0003 -0.0040** -0.0043** -0.0040** -0.0050** -0.0050** -0.0050**

(0.499) (0.804) (0.477) (0.040) (0.022) (0.041) (0.015) (0.012) (0.014)

IP_rt 0.0343** 0.0293** 0.0323** 0.0086 0.0141 0.0086 0.0282** 0.0317** 0.0307**

(0.017) (0.033) (0.024) (0.318) (0.148) (0.317) (0.028) (0.020) (0.022)

Constant 0.0321*** 0.0314*** 0.0303*** 0.0352*** 0.0380*** 0.0352*** 0.0334*** 0.0344*** 0.035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Observations 652 652 652 860 860 860 414 414 414

R-squared 0.082 0.079 0.089 0.120 0.056 0.120 0.097 0.091 0.109

Robust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14~15 (2)'15~16 (3)'14~16

RD_inv_ast_rt RD_inv_ast_rt RD_inv_ast_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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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석 및 함의

먼저 정부 지원에 따른 인증효과 분석에서는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일반금융조달을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의한 관계는 없었으나, 정

부의 R&D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일반금융의 조달 비율은 증가하였다.

즉, 가설1a와 가설1b는 모두 지지하였다. 이는 Meuleman & Maeseneire 

(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R&D 보조금을 받는 경우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가 증가하는 것을 밝힌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태적상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목표부채비율이 있어 부채비율이 목표 부채비율보다 증

가하게 되면 부채를 줄이고, 목표부채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채를 증가

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정

부지원에 따른 인증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양적으로 금융조달을 증가시키는 것

이 아니라, 인증효과를 활용하여 일반금융조달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R&D지원이 금융지원 대비하여 일반금융조달을 개선

하는 인증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R&D지원이 금융기

관과 수혜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시 기업의 R&D 등 기술요소를 저평가하거나

기업의 R&D 지원 수혜를 기술수준에 대한 검증으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Chen et al.(2018)이 non-R&D보조금을 R&D보조금보다

IPO 조달 성과를 높게 분석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4.1월부터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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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 14.6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과 산업은행의 온렌딩의

TCB(Tech Credit Bureau)평가 의무화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개시하였다(금

융위, 2015). 그러나 ‘14.7~’15.4월까지 운용결과 보고서(금융위, 2015)에서도

금융권이 대출 심사시 기술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복잡한 절차 및

TCB평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 부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정부의

R&D지원이 금융지원 대비 금융조달 개선 효과가 낮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

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R&D 지원은 R&D투자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ch(2002)와 Gonzalez et al.(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가설2a 

는 지지하였으며, 기업은 정부의 R&D지원에 따라 R&D 비용절감에 따른

R&D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어, 신규 R&D 투자뿐만 아니라 중단

되거나 지연된 R&D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어 R&D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부의 금융지원은 기업의 R&D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의 경

우 1년차에는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온 반면 2년차의 경우에는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혼재된 결과가 나왔다. 즉, 가설 2b는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후성 외(2015) 의 금융지원이 기술개발의 성과가 없었다는

결과 및 이현식 & 서영욱(2016)의 경우 정부지원 중 보조금 지원과 같은 출

연방식에서는 기술적 성과를 발견하였으나, 융자방식에서 기술적 성과를 발견

하지 못하였던 것과도 일견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의 경우 중

소기업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기는

하나, 금융지원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개선과 연동되고, 기업은 금융지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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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은행의 관리 등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의

R&D투자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에 대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감소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단계를 구분한 지

원 등 방법적 요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가 많을수록 R&D 투자

액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R&D 지원 수혜기업 선별시 특허가 많

은 기업을 선별할 경우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R&D강도가 높은 산업은 높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일반금융조달

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R&D강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자

금조달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Berger & Udell(1998)이 정보비대칭이

높은 하이테크 기업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결론이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R&D강도가 높

은 산업의 정보비대칭성이 높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근(2013)은 한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을 위주로 하여 발달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한국이 R&D강도가 높은 산업들 위주로 발전한 경제성장 과정

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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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경

제성장에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성장)

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국가경제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혁신

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

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정보비대칭 문제 등으로

혁신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금을 필요한 만큼 조달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보조금의 지원, 금

융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민간의 투자를 구축한다는 우려도 만들어

내고 있다. 시장실패 극복 및 이상적인 R&D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금융조달 및 R&D투

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의 R&D지원 및 금융지원을 설명변

수로 하고, 통제변수로 산업별 R&D강도, 운영기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특

허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R&D 및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일반금융조달을 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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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유의한 관계는 없었으나, 정부의 R&D지원과 금융지원을 받은 경

우 일반금융의 조달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R&D지원과 금융지원이

인증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의 R&D지원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R&D 지원이 민간의 투자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유발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 금융지원의 경우 1년차 효과의 경우에는 R&D투자를

유발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2년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R&D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시행시 목적에 따라 R&D 지원 및 금융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갭(gap)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효과적이었으나, R&D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D 지원 및 금융지원을 통해서 인증효과 및 R&D투

자 유발효과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법 및 체계 등의 다방면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이다.

패널데이터 구성의 한계로 장기간의 걸친 정부의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패널구성이 ‘14~15, ‘15~16, ‘ 14~16으로

구성되어 ‘14~16 패널구성시에는 기업이 ‘14, 16년 자료에 있더라도 ‘15년에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자금 개선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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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정보비대칭성의 완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금리 자료는

구하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하였다. 정부지원의 성격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R&D보조금의 경우 자금의 목적이 R&D로 매칭이 되지만, 정부 금융지원의

경우 지원 성격이 R&D와 non-R&D의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금융지원

의 성격을 R&D 보조금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

었다. 외부자금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표본의 중소기업들이 엔젤투자, VC를 통

한 외부자본조달의 표본이 너무 작아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을 대

출, 투자 등 형태별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선택편의 문제이다.

선택편의가 발생하는 것은 피설명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누락된 경

우에 발생된다. 그러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기초통계량(부록2)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택편의의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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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기술기반제조업의 R&D 강도에 따른 분류

[부록 표 1] Classifi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technology
7
(OECD,

2003)

High-technology industries ISIC Rev.3

Aircraft and spacecraft 353

Pharmaceuticals 2423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30

Radio, TV and communciations equipment 32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33

Medium-high-technology industries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31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4

Chemicals excluding pharmaceuticals 24, excl 2423

Railroad equipment and transport equipment, n.e.c. 352, 359

Machinery and equipment, n.e.c. 29

Medium-low-technology industries 

Building and repairing of ships and boats 351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25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23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6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27, 28

Low-technology industries 

Manufacturing, n.e.c.; Recycling 36, 37

Wood,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20, 21, 22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15, 16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17, 18, 19

                                                                   

7
주요 12개 선진국(미국, 캐나다, 일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

페인, 스웨덴, 영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됨



51

부록 2 : 수혜여부에 따른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부록 표 2] ‘14년 정부지원 비수혜기업(D=0) 및 수혜기업 기초통계량(692개 기준)

[부록 표 3] ‘15년 정부지원 수혜기업(D=0) 및 비수혜기업 기초통계량(86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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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on is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nation's 

innovation has been led by companies, especially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ich account for 99 percent of the business type. R&D 

investment is essential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innovate.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a 

financial gap that is not actually as much funded as they need. To mitigate 

such market failure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fill the 

financial cap directly or indirectly. The R&D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not only becomes a direct source of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ut it can also mitigate corporate funding by redu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On the other hand, such direct government 

support may lead to the crowd-out effect of R&D investments by SMEs.

In this study, signaling in terms of general financing and crowd-out

effects based on government support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2015 ~ 2017 Venture Business Survey. As a result, the ratio of general

debt financing to firms increas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and government R&D support caused firms 

to invest i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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