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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김건식*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서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포함한 영향요인들이 향후의 정책자금 수
급 확률이나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
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은 당년
도에 정책자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확률 및 수
급액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역 U자형 관계들이 존재하여 일종의 수확체감
(diminishing returns) 기제가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 및 제휴
/협력활동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책자금의 수급 확률이 커지고 수급액이 증가하며, 기술수준과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기술수준이 높거나 부채
비율이 낮은 벤처기업이 더 많은 정책자금을 수급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기업 관련 매출이 증
가할수록 더욱 많은 정책자금을 수급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거래할수록 정책자금의 수급이 더욱
감소하였다. 정책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할을 종합하면 대체로 승자 선택
(picking winners)과 수급의 지속성(persistency)이라는 암묵적인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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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 participates in subsidy programs for manufacturing venture firms?
Empirical evidence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ceipt of public
funds and their interactions
Konshik Ki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s given to venture firms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receipt of any public funds. I find that the receipt of
policy funds in the previous year i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o receive policy
funds in the current year. In addition, there i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policy fund received in the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of policy funds
received in the current year, showing a mechanism of diminishing returns. In addition, as
the level of commitment in R&D and the level of partnership activitie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receipt and the amount of policy funds increases. The level of technology
and debt ratio of venture firm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funds in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in current year. In particular, venture firms received more
public funds as the percentage of sales to large corporations increased. The percentage of
sales to SMEs, however, nega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funds in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in current year.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receipt and the amount of public funds generally
contain the implicit ‘picking winners’ rules.

Keywords: Public fund, Venture firms, Diminishing returns; Picking winners, Nonlinear
interaction, Per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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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 효과를 수반하는 경제행위이므
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일어나며, 혁신을 위한 자원 배분은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Griliches, 1995; Hall, 2002). 이러한 주장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원천을 측정,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었다. 예컨대 기업은 연구개발의 전유성
(appropriability)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투자를 주저한다거나 자본 또는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연구개발에 대한 시장 기제(mechanism)에 의한 사적(private) 투자는 최적화되지 않는다
는 논리 등이 대표적인 이론적 성과들이다(Stiglitz & Wallsten, 2000).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에 대한 공공의 보조금 지원은 기업에게 투자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수준의 시장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lanes & Busom, 2004). 그러나 기
업의 연구개발에 정책적인 보조금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기업과 집행기관 간
의 비대칭적인 정보 및 이에 따른 역선택 등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
준의 투자 효과를 거두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책 집행기관은 사회적 편익이 사
적 편익보다 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과제를 선정하거나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
는다면 실행되기 어려운 기업 또는 과제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Cantner & Kösters, 2012). 따라서 어떤 기업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급하며 이 과정에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
은 정부 정책자금의 수급이 해당 기업의 사적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대체재인지 또는 보완
재인지를 분석하거나 정책자금을 통해 얻은 성과를 평가하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
자금의 배분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Blanes & Busom, 2004; Cantner & Kösters, 2012).
신고전주의 관점의 시장 실패와는 다른 논리로 진화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혁신 시스템이라
는 틀을 기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혁신 시스템
에서 기술의 자율적인 진화를 지체시키거나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시스템 실패로 간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 구조적인 시스템 실패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다(Malerba, 2005).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자원을 계속 투입하면 성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전, 확장하는 의도하지 않을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 즉 자금, 인력, 지식 등과 같
은 자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시스템의 지속 가능
성을 높이는 차원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홍성주․이정원․조용래․이상엽․원상
현, 2014). 예컨대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성장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거
나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지향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
하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특정한 과제나 기업보다는 연구개발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련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33

된 지식의 공동 창출, 공유 그리고 확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 어떤 구체적 기준으로 공동연구개발이나 연구공동체를 지원할 것인가는 중요한 주제이지
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 역시 많지 않다(Lundvall, 20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자금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효과크기를 분
석하는 연구는 정책자금의 효과를 어떠한 논리적 프레임으로 분석하더라도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는 연구 분야이다. 예컨대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특성을 사전
에 식별하여야 해당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 또는 연구과제의 사후적 성과를 해당 기업의
다른 특성에 의한 부분과 구별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의 수급은 그 자
체만으로 해당 기업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 확보와 기업 운영에 편익을 제공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실패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오히려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의 수급 기회를 줄이거나
사실상 퇴출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Cantner & Kösters, 2012). 이러한 영향
요인들 중에서 특히 이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은 향후의 정책자금 수급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Duguet, 2004; Tanayama, 2007). 이
외에도 선행연구는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 벤처기업의 기술수준, 부채비율, 제휴 및 협력활
동, 시장 다변화 등의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많은 연구들은 데이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
전의 정책자금 수급, 또는 정책자금의 지속성(persistency)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리
고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정책자금을 수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특성 또는 변수를 식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업의 성과에도 관련이 있는 내생적인 요인이라면 이에 따른 편의(bias)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요인을 식별하여 분석모형에 반영하는 경향점수
(propensity score) 모형, 또는 이러한 상황 및 조건에 알맞은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김 호․김병근, 2012).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서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포함한 영향요인들이 향후의 정책자금
수급 확률이나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은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향후의 정책자금 수급확률 및 수급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 기술수준, 부채비율, 제휴 및 협력활동 정
도, 시장 다변화 정도와 같은 영향요인들과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정책자금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작용하여 향후의 수급액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의 연구목적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고 한국벤처기업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벤처
기업정밀실태조사의 6차에 걸친 원자료를 병합한 종단적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벤처기업에서 전년도의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당년도의 정
책자금을 수급할 확률이 30%p 이상 월등히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금년도 정책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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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확률 및 수급액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역 U자형 관계들이 존재하여 일종의 수확
체감(diminishing returns) 기제가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 즉 공
식적인 연구개발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책자금의 수급 가능성이 커지
고 수급액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기술수준과 부채비율은 정책자금의 수
급 확률을 높이며,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전년도 정책자
금 수급액이 같다면 기술수준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낮은 벤처기업이 더 많은 정책자금을 수
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제휴 및 협력활동 정도는 정책자금의 수급 확률 및 수
급액을 증가시키며 시장 다변화 정도는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음
(-)의 방향으로 조절하여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같다면 시장을 다변화한 벤처기업은 대
부분의 수급액 수준에서 더 작은 정책자금을 수급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자금의 수급 경험이 있는 기업은 학습효과를 통해 향후의 기회에서 수급할
가능성과 수급액이 월등히 높음을 실증하여 정책자금의 배분과정에서 승자 선택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
급액 간에는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아닌 수확체감의 기제가 작용하는 비선형적인 역 U자형
관계가 있으며, 정책자금 수급여부와 수급액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다른 영향요인과 대비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책자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연구개발 조
직화 수준, 벤처기업의 기술수준, 부채비율, 제휴 및 협력활동, 시장 다변화 등을 식별하고,
이 요인들이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작용하여 향후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더욱 증가
시키는 기제를 설명함으로서 혁신 연구와 정책 제안에 기여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정부 정책자금 수급의 지속성(persistency)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을 받은 기업들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Aschhoff, 2009; Zúñiga Vicente, Forcadell, & Galán, 2014). 과거에 정부 지원을 수급하는 과
정에서 얻은 경험과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학습 효과로 인해 그 이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일정한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Zuniga-Vincente
et al., 2014). 먼저, 정부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
원할 가능성과 빈도가 높다(Tanayama, 2007). 또한 이러한 기업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신청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지원 기회의 탐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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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서 처음 신청하는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수급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정
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 및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을 요청함으로
써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에 비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음 기회에서도 지원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Tanayama, 2007). 국내의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에 관
한 연구에서 조유리․김정호(2016)는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일수록 향후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공공기관의 관점과 행태도 이전의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선호할 수 있다(Aschhoff, 2009). 정부는 항상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
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벤처기업에게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사업은
특히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의 기술적, 사업적 성과는 정부
지원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편익을 높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성장할 기업을 선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술적인 성공 가능
성이 높은 기업, 시장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할 만한 기업,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창출
하는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기준
중의 하나는 이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의 여부이다. 어떤 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수급
하여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다는 직접적인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전년도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특
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금년도에도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Duguet, 2004).
한편, 이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은 이후에 요청하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적절히 선택
하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을 요청하면 삭감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크고 너무 작은 금액을 요청하면 수급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으
므로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수급 금액과 비슷한 규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자금을 배
분하는 기관의 관점에서도 기술적 역량이나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의 다른 조건에서 변함이
없으면 전년도의 지원규모와 큰 차이가 없고 금년도에 요청하는 자금의 규모를 수용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이전의 정책자금 수급규모와 이후의 지원규모 간에 양(+)의 관계를 가정
할 수 있다(Aschhoff, 2009; Zuniga-Vincente et al., 2014). 그러나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금
액이 지나치게 크면 신청기업과 승인기관 모두에게 일정한 부담이 발생하여 이후의 정책자
금 배정이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신청기업은 이전에 수급한 정책자금이 매우 큰 경우 이후의
자금신청이 거절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승인기관이 정책자금의 배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승인기관은 공적인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기관 고유의 판단
과 의사결정으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자금을 배정하기를 주저하
는 경향이 있다(Heijs & Herrera, 2004). 즉, 객관성과 투명성을 의식하여 자금 배정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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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거나 보편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일종의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행동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매우 큰 기업은 이후의 정책자금 수급
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전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이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비선형적인
역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1: 벤처기업에서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 규모가 클수록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이 증가한다.
가설 1-2: 벤처기업에서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는 역
U자형의 관계가 있다.

2.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과 정책자금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으로서 기
술적, 상업적 혁신의 리스크 수준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기대이익도 큰 기업을 말한다
(Duchesneau & Gartner, 1990). 벤처기업은 많은 경우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서 출발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의 구성에 먼저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 조직과 인력은 이들의 혁신 의지와 몰입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Cantner & Kösters, 2012). 한편,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정보와 지식은 해당 기업이
완전히 전유(appropriation)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사
적인 투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투자수준보다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Guellec & de
la Potterie, 2003). 특히 벤처기업이 기존의 시장과 제품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부터 착
수하는 경우 리스크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자본시장에서 이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은
벤처기업으로서는 기업 자체적인 투자 이외에는 외부 투자의 유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투
자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Czarnitzki, Hanel, & Rosa, 2011). 따라서 벤처기업은 정부의 정책
자금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편,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공공기관의 관점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취지
에 부합하기 위해 지식의 일출(spillover)과 공유를 장려하게 된다. 즉, 정책자금을 수급하여
혁신을 달성한 기업이 혁신 과정에서 산출한 정보와 지식을 논문, 특허, 제품, 서비스 등의
경로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일출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정책자금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타
당성을 높일 수 있다(Cantner & Kösters, 2012). 따라서 정책자금의 배분과정에서 이러한 정
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려고 하며,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벤처
기업은 이러한 자격요건에 일차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자금의 수급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
(조가원, 2010; 김 호․김병근, 2012)들도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이 높은 기업이 정부자금을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37

지원받을 확률이 높음을 실증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수준은 정책자금 수급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논문은 전년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이 금년도에도 자금
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자금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전년도에 정
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인력을 확충하였다면 혁신에
관한 의지와 몰입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벤처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는 필요가 절실하므로 자금 신
청의 시도가 늘어나고 실제로 정책자금의 수급액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이 연구개
발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인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면 정책자금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해당
기업의 혁신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한다(Cantner & Kösters, 2012).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자 선택의 전략을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이 높은 벤처기업은 정책자금 배분의 우선우위를 가질 수 있다. 정리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이 높고 인력 규모가 클수록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은
더욱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1: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 및 인력 규모가 증가할수록 정책자금 수
급액이 증가한다.
가설 2-2: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 및 인력 규모는 전년도 및 금년도의 정책
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즉,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 및 인력 규모가 높아질수록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선형적인 기제가 강화되어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다.

3. 기술수준과 정책자금 수급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자금 수급의 결정요인에 관한 몇몇 기존 연구들은 정책 입안자와 사
업기관의 책임자들이 적절한 수급기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서 소위 승자선택(winner
picking)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Aschhoff, 2009; Cantner & Kösters, 2012). 즉, 사적
인 연구개발의 시장실패,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시스템 실패를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는 정책
을 펴기보다는 가장 유망하고 준비가 잘 된 수급기업을 선택하여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
하면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지만 역량을 갖춘 기업을 본의 아니게 구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Shane, 2009). 또한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은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보조
금을 지급해야 하는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몰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을 주장한다(Cantner & Kösters, 2012). 다시 말해 기대편
익이 높지만 성공가능성이 낮은 기업보다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여 될 만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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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Stiglitz & Wallsten 2000). 또한 기업가 정신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은 성공적인 벤처기업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장 우수한 벤
처기업의 선택에 관한 기준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설정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기술수준을
들 수 있다(Shane 2009). 즉, 국내 또는 글로벌 관점에서 가장 앞서 있거나 근접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은 이러한 선택 기준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또는 글
로벌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자금의 수급액도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은 정책자금 수급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정
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년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이 국내 또는 세계적 수준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혁신의 성공 가능성과 기대편익도 매우 높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
므로 수급에 필요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실제로 정책자금의 수급액도 증가할 수 있다. 또
한 어떤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에 근접할수록 성과를 창출
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간주되고 승자 선택의 관점에서 정책자금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더
욱 증가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Zúñiga Vicente et al., 2014). 벤처기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상
당한 평판과 위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성과 창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공선택이론
의 관점에서 집행기관의 성과 향상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이러한 벤처기업은 금년도의
정책자금 배분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Cantner & Kösters, 2012). 따라서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3-1: 벤처기업에서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가설 3-2: 벤처기업에서 기술수준은 전년도 및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양(+)
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즉,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선형적인 기제가
강화되어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다.

4. 재무적 제약과 정책자금 수급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기업은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우므로 이
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
랫동안 강조되어 오고 있다(Hall, 2002; Ughetto, 2008; Czarnitzki et al., 2011). 민간의 연구
개발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기업 외부의 투자가 아닌 기업 자체의 내부적인 투자를
통해 조달된다는 많은 실증 연구들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Brown, Fazzari, &
Petersen, 2008; Ughetto, 2008). 연구개발투자의 성공여부는 항상 불확실하여 신기술의 개발
에 성공한다 해도 해당 신제품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 혁신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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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기업 외부의 투자자들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에 동의하기 어렵다(Ughetto, 2008;
Czarnitzki et al., 2011). 그리고 연구개발은 많은 기업에서 중요한 비전(vision)이자 전략적 선
택에 해당하므로 경영자는 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내용이 초기투자단계에서
외부에 공개, 노출되기를 꺼린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내부와 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강화
하여 외부의 투자자들이 투자가치 또는 편익의 추정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역선택과 도
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Ughetto, 2008; Takalo & Tanayama, 2010). 또한 연구
개발의 과정과 성과는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이므로 기업은 대출을 받거나 투자의 유치에 필
요한 담보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Mocnik, 2001). 따라서 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지불하거나 투자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은 주로 기업 내부에서 조달하게 된다(Czarnitzki et al., 2011). 그러므로 재무구
조가 취약하여 기업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은 연구개발규모가 바람직한 규
모보다 작거나 전혀 투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은 기존 연구
개발투자의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재무적 제약
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다(Zúñiga Vicente et al., 2014). 따라서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가능성
이 높고, 제약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자금의 수급액도 증가할 수 있다(Ali-Yrkko, 2005).
그러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예컨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한국의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자금도 자본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OECD,
2016).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벤처기업은 재무적 제약의 수준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자
본비용이 낮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공공기관의 관점에서는 투자 또는 융자의 회수율이 중요한 기관 또는 개인의 성과
지표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재무적으로 건전한 벤처기업을 선호하게 된다. 즉,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달성한 기술적인 성과로서 해당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중장기적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논리에 따라 단기적인 자금회수 가능성을 심사하지 않을 수 없
으므로 부채가 많은 기업을 기피할 것이다(Heijs & Herrera, 2004). 따라서 한국의 벤처기업
에서 재무적 제약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자금의 수급 가능성과 금액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즉, 전년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이 재무적 건전성도 높으면
혁신의 지속 가능성과 편익에 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재무적인 제약이 많은 기
업에 관해서는 이러한 기대치를 낮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책자금
을 배분하는 기관은 현재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결정할 때 부채가 많은 기업보다는 적은 기
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금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Blanes & Busom, 2004).
정리하면, 재무적 제약은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현재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음
(-)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
가설 4-1: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정책자금의 수급액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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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2: 벤처기업에서 부채비율은 이전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이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
의 관계를 음(-)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들 간의 선
형적인 기제가 약화되어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은 더욱 감소한다.

5. 제휴 및 협력활동의 정도와 정책자금 수급
기업의 정당성(legitimacy)은 어떤 기업이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수용
할 수 있는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미래의 지향에 비추어 바람직한지에 관
한 사회적 판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Suchman, 1995; Bruton, Ahlstrom, & Li, 2010). 이 때
사회적 판단이란 재무적 투자자, 고객,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평
가에 근거한다(Zimmerman & Zeitz, 2002). 기업의 정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중소벤처기
업의 성장과 생존에 위해서는 자본과 같은 유형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평판이나 위상과 같은
무형적인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Aldrich & Fiol, 1994;
Uberbacher, 2014). Scott(1995)은 정당성에 관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 theory)의 관점에
서 규제적(regulatory), 규범적(normative), 그리고 인지적(cognitive) 정당성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적 정당성은 기업이 사회경제적인 규제, 법규, 제도, 표준 등에 대응함으
로써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규범적 정당성은 기업의 적정한 이익률, 이해관계자의 지지
등과 같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준수하고 보전함으로써 확보하는 것이며, 인지적 정당성은
어떤 기업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가 이러한 기업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일 때 발생한다(Aldrich & Fiol, 1994; Suchman, 1995). 정당성
은 벤처기업이 자본, 기술, 인재, 고객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증진시키고 생존율을 높인다(Delmar & Shane, 2004; Khaire, 2010). 정당성을 보유
한 벤처기업은 이해관계자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자본투자를 포함한 외부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Fisher, Kotha, & Lahiri, 2016). 그
리고 정당성의 표상을 가진 벤처기업은 외부의 지식과 경험과 연결되는 여러 경로에 손쉽게
접근하여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혁신을 위한 자원들을 조직화할 수 있다
(Zimmerman & Zeitz, 2002; Tan, Shao, & Li, 2012).
벤처기업이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과 제휴하거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이 증가하고 기술변화가 빠
른 환경에 직면하는 기업은 기업 내부의 역량과 지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외부 조직의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여 활용할 필요성이 늘어난다(Caloghirou,

Kastelli, & Tsakanikas, 2004).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내부 지식과 상호보완적이고 역동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외부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하거나 외부의 조직과 협력 또는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관계를 수립하고 외부 지식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며, 내부 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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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벤처기업은 더욱 외부 지식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Tsai & Wang,
2009). 즉,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외부조직을 통해서 벤처기업 내부의 근시안적인
정보탐색 범위를넘어설 수 있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넓은 범위의 정보와 지식을 얻
을 수 있다(Katila & Ahuja, 2002). 또한 벤처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제휴 또는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지식을 창출하거나 파트너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Powell, Koput,
& Smith-Doerr, 1996). 이러한 제휴와 협력은 서로 다른 경험, 역량을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Vavakova, 1995).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이미 정당성을 확보한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과 기술개발, 제품생산, 그
리고 마케팅 활동영역에서 전략적 제휴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가진 벤처기업에 대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벤처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평판과 위상의 우회적인 획득, 다시 말해 될성부른 기업이라는 인식을 포함하는 정당성
은 관련된 자본과 노동 시장에서 유리한 신호가 되어 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
거나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Uberbacher, 2014). 따라서 벤처기업이 대학을 비롯한 외
부기관과 제휴 및 협력관계가 존재하면 정책자금의 집행기관도 이에 관해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금 배정의 우선순위를 높이거나 자금지원금액을 증가시
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벤처기업이 외부기관과 제휴, 협력하는 정도는 정책자금 수급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년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이 외부기관과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제휴, 협력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자는 해당 벤처기업의 성장과 생존뿐
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혁신의 성공 가능성과 기대편익도 매우 높을 것
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Tsai & Wang, 2009).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정당성을 인정받아 정책자금의 수급액도 더
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이 외부기관과 제휴, 협력하고 있으면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 높다는 신호로 작용하므로 금년도 정책자금 배분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외부기관과 제휴, 협력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5-1: 벤처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외부기관과 제휴 및 협력활동의 정도
가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가설 5-2: 벤처기업에서 외부기관과 제휴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정도는 전년도의 정책자
금 수급액과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즉, 제휴
및 협력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들 간의 선형적인 기제가 강화되어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은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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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 다변화와 정책자금 수급
기업 간의 제휴 및 거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기업과 제휴 및 거래수준이 높은 중소기
업, 특히 전속거래의 비중이 클수록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기술협력, 기업 특수적(firm
specific) 투자를 통한 거래의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기업 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Rowley, Behrens, & Krackhardt, 2000; 이윤보․이동주․임해진․ 백훈, 2014). 동시
에 전속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공유된 정보와 지식이 추가적인 혁신의 아이디어로
확장되지 못하여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영조․홍장표, 2017). 또한 제휴 및
거래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루틴(routine)에 함몰되어 외부의 새로운 지식과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Dyer & Nobeoka, 2000). 송영조․홍장표, 2017)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도급기업의 신제품개발 성과와 혁신성이 낮아지거나 최소한 역 U자형
의 관계를 보임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대기업과 전속거래의 정도를 높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처 또는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윤보 외 2014; 송
영조․홍장표, 2017). 한국의 벤처기업 역시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와 특
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벤처기업 역시 대기업과 일정한 거래관계를 확보, 유지
하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거래, 정부 직거래, 소비자 직거래, 해외시장 등의 다른 시장을 개척
하고 일정한 거래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한 고객, 특히 대기업과 불리한
계약에 구속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Ghoshal & Moran, 1996). 기업의 기술역량과 지식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고객과 시장을 만족시킴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으
며, 각 시장의 수요 변화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수요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Nobeoka et al., 2002). 한편, 여러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
에서 조직학습의 기회가 많아지고 혁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이
재은․최순규, 2010). 따라서 시장을 다변화하는 벤처기업은 새로운 연구개발의 동기가 부여
되고 이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도 높아진다.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기관의 관점에서도 대기
업 이외의 여러 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은 성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정한
비교우위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즉, 해당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혁신이 다양한 고객과 시장
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 다변화의 정도는 정책자금 수급액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시장 다변화는 정책자금 수급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년도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벤처기업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자는 해당 벤처
기업이 예컨대 자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다양한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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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능력과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자선택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은 사회경제적 정당성과 시장 확대의 성과를 확보한 벤처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성장과
생존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운용의 관점에서 투자의 기대편익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Zúñiga Vicente et al., 2014). 따라서 다양한 시장과 고객을 확보한 벤처기업이 정책자금
을 수급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급액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이 대기
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및 공공시장과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면 사업의 지속가
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작용하므로 금년도 정책자금 배분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정리
하면 벤처기업의 시장 다변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6-1: 벤처기업에서 시장 다변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가설 6-2: 벤처기업에서 시장 다변화의 정도는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의 정책
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즉, 중소벤처기업, 해외기업, 공공기업
등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면 정책자금 수급액들 간의 선형적인 기제가 강화되어 당년도 정
책자금 수급액은 더욱 증가한다.

Ⅲ. 연구 범위 및 방법
1. 데이터
본 연구는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여 조사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중에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의 일반현황, 경영특성 및 성과 등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각
연도별 원자료 중에서 먼저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1차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되, 본 연구
에서 정의한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6,269개의 기업-년 표본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한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자료는 동일한 대상기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 수
집한 것이 아닌 횡단면 조사이지만, 특정년도에 조사된 기업들이 그 이전 또는 이후 년도에
조사된 기업들과 일부 중복이 존재하므로 동일한 기업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경우가 일부 발
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중복 조사된 기업들을 바탕으로 불균형(unbalanced) 패널데이
터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기반의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 패
널 내에서 1회 이상 조사된 기업의 수는 4,986개이며, 이들 기업이 6회의 조사 패널에서 평
균적으로 관찰된 횟수는 1.3이었다. <표 1>은 연도별, 규모별로 표본의 분포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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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기업규모별 표본의 분포
연도/기업규모

1-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

Total

2011

619

566

169

109

65

1528

2012

547

638

175

98

60

1518

2013

743

460

138

79

37

1457

2014

142

156

59

32

16

405

2015

296

249

60

36

17

658

2016

160

238

90

144

71

703

Total

2507

2307

691

498

266

6269

2.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수급액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종
속변수는 벤처기업이 각 연도별로 수급한 정책자금액이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 정의
한 정책자금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여
기에는 각 정부부처의 R&D지원 출연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발급에 의한 대출지원 등의 3가지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자금 종
류들은 서로 성격과 내용이 다르고, 상호 교환될 수 없으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측정모형(formative measurement model)을 사
용하여 이러한 자금의 종류들이 넓은 의미에서 정책자금이라는 구성개념의 각 차원 또는 구
성요인으로서 적절한지를 검증하였다.(Diamantopoulos and Winklhofer, 2001). <표 2>는 정책
자금을 구성하는 3가지 자금지원금액을 척도항목으로 구성하고 부분최소자승(partial least
squares) 모형을 적용한 형성적 요인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정책자금을 구성하는 3가지 척도항목의 형성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가중치
(Indicator weights)

표준오차

분산팽창요인
(VIF)

효과크기
(effect size)

R&D지원 출연금

0.557

0.011***

1.003

0.336

정책자금 융자

0.558

0.011***

1.003

0.336

보증서 지원

0.553

0.011***

1.003

0.328

척도 항목명

<표 2>에서 모든 척도항목은 상위 구성개념인 정책자금과 유의한 관계(p<0.001)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목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MacKenzie et al., 2011). 또한 모든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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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팽창요인 값은 2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하면서 항목들 간
의 중복이 없고 유의미한 항목들임을 보여주고 있다(Diamantopoulos and Winklhofer, 2001).
그리고 F자승 계수로 측정한 모든 항목들의 효과크기는 0.3 이상이므로 Cohen(1988)의 제안
에 따르면 상당한(large) 크기로서 각 척도항목의 현실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들 3가지의 정책자금 금액을 합산하여 넓은 의미의 정책자금 변수로 사용하였다. 단,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의 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이분(binary) 변수를 생성,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수급액을 포함하여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중에서 금액 변수의 단위는 모두 백만원이며, 한국은행의 GDP디플레
이터를 이용하여 2009년도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변환하여 물가상승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2) 독립 및 조절변수
첫 번째 독립변수는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으로서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직전년도의 R&D출연금, 정책자금융자액, 보증서 지원금액을 합산한 정책자금 수급금액이다.
즉, 종속변수의 측정시점을 조사기준년도(t0) 또는 당년도라고 한다면 조사기준년도보다 1년
전(t-1), 다시 말해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1, 2012, 2013년도의
정밀실태조사에는 전년도 및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에 대한 조사항목이 존재하지만 2014
년 이후의 조사에는 당년도 정책자급 수급액에 대한 조사항목만 존재하였다. 본 논문은 실태
조사 원자료에 있는 업종, 지역, 매출, 설립년도 등의 데이터를 한국기업데이터(주)의 재무데
이터베이스(CRETOP)와 교차 확인하여 직전년도 조사에서 동일한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해
당 기업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사용하였다. 한편, 정책자금 수급의 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이분(binary) 변수
를 생성, 사용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로서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보
유는 3,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는 2, 연구개발 인력의 보유는 1, 연구개발 조직이나 인력이
없으면 0의 4점 척도로 측정한 항목을 사용하되 가장 큰 값인 3으로 나누어 척도의 최대값
이 1이 되도록 정규화 하였다. 그리고 전체 종업원 중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으며, 이 두 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값은 2, 최소값은 0이 되는 연속변수를 만들어
서 연구개발 조직화 및 인력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 독립변수인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은 정밀실태조사의 설문 항목 중에서 주력제품의
기술력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한 5점 척도의 설문 항목, 그리고 국내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한 5점 척도의 설문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항목들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알파(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0.821로서 일반적인
검정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였다(Hair Jr, Black, Babin, & Anderson, 2009). 네 번째 독립변수
인 부채비율은 한편,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총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자산 대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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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단, 종속변수의 측정시점보다 1년 전(t-1), 즉 전년도의 부채비율을 사
용하여 인과관계의 역전을 방지하였다. 다섯 번째 독립변수인 제휴 및 협력활동의 정도는 대
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 등의 6개 외부조직
과 제휴 및 협력활동의 경험 유무를 측정한 설문 항목을 사용하였다. 즉, 각 외부조직 별로
판매 라이센싱, 기술 라이센싱, 원재료 및 부품의 공동구매 제휴, OEM생산 제휴, 공동판매
를 위한 유통 제휴, 공동생산 제휴, 공동브랜드 제휴, 공동 기술연구개발 제휴,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상호이용 제휴, 경영지도 제휴, 업종별 모임 또는 협회 모임 참여, 기술지도 및 교
육 활동의 참여 유무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각 외부조직 별로 구한 6개의 제휴 및 협력활
동 측정 항목에 대한 알파(Cronbach alpha) 계수는 0.737로서 일반적인 검정 기준에서 수용
가능하였다. 여섯 번째 독립변수인 시장 다변화 정도는 전체 매출 대비 대기업 및 1, 2차 벤
더, 중소벤처기업, 소비자 매출, 정부 매출, 그리고 해외 매출 등 5개 시장 영역 별 비율의
제곱합을 구하고 이를 가능한 최대값인 1에서 뺀 값을 취하여 시장 다변화의 정도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산출 방식은 다양성을 척도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Harrison & Klein, 2007).

<표 3>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1)
구분

변수명

A 정부정책자금 수급여부_T0년도
B 정부정책자금_T0년도
C 정부정책자금 수급여부_L1년도
D 정부정책자금_L1년도

평균
0.45

표준편차

A

C

D

E

F

0.390

0.50

0.358 0.193

203.79 552.74

0.178 0.450

0.415

E

R&D조직화 수준

0.88

0.48

0.109 0.108

0.122

0.108

F

국내/세계 최고대비 기술수준

5.60

1.61

0.094 0.049

0.054

0.045

0.63

0.27 -0.021 -0.013

0.024

0.022 -0.100 -0.005

G 자산대비 부채 비율

G

0.50

213.85 606.70
0.44

B

0.222

H 제휴/협력활동 정도

1.82

2.51

0.179 0.125

0.170

0.126

0.260

I

시장 다변화 정도

0.57

0.36

0.013 0.063

0.019

0.059

0.021

0.019

J

종업원수

0.011 0.224

0.128

0.055 -0.029

K 2016년 기준 업력
L

R&D투자_T1년도

M 영업이익률
N 수도권 소재 여부
O

해당 산업의 평균 R&D집중도

27.10
12.63

44.29 -0.013 0.155

6.77 -0.061 0.091 -0.008 0.128

203.70 550.42
-0.08
0.50
2.48

0.036 0.079

1.05 -0.046

0.044

0.140

H

0.014 0.045
I

I

시장 다변화 정도

0.092

J

종업원수

0.088 0.130

J

0.033
K

K 2016년 기준 업력

0.089 0.103

0.322

L

0.090 0.041

0.397

0.135

M 영업이익률

-0.020 0.072

0.058

0.107

N 수도권 소재 여부

-0.068

R&D투자_T1년도

O 해당 산업의 평균 R&D집중도
1) 굵은 글씨로 나타낸 계수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함

0.025

0.079

0.056 -0.130

0.177

0.057 -0.093

0.017 -0.009 0.026 -0.024 -0.058 -0.107

0.50 -0.044 -0.015 -0.057 -0.009
2.01 0.041

0.169 -0.041

0.150

0.107

0.253

0.017 -0.035

L

M

0.004
N

0.010

0.000 -0.019 -0.007 0.045 -0.005

0.080 -0.027

0.066 -0.053

0.137 -0.048

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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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금년도 및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모형에 포
함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기업 규모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서 기준년도(t0) 및 전년
도(t-1)의 종업원 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Shefer & Frenkel, 2005). 기업의 업력, 즉 설립
이후 사업을 수행한 기간은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혁신 전략과 생산 및 운영에 구조적인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였다(Becheikh, Landry, & Amara, 2006). 업력은 2016
년에서 벤처기업의 설립년도를 뺀 년도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이 동일하더라
도 전년도의 연구개발투자액은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통제하였다(조유리․김정호, 2016; Cantner & Kosters, 2012). 단, CRETOP을 통해
재무자료가 확인된 기업의 경우 한국은행의 연구개발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손익계산서 상의 연구비와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경상개발
비, 재무상태표 상의 개발비 순증가액(당기-전기 차이)을 합한 금액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재무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기업은 정밀실태조사의 항목 중에서 조사기준년도의 ‘연구
개발투자액’의 응답치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벤처기업의 재무적 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
서 부채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재무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이
므로 이를 통제하였다. 영업이익률은 정밀실태조사의 항목 중에서 조사기준년도의 전년도 매
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과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은 이 지역에 밀집된 인적, 물적 자원에 접근성이 수월하여 연구개발, 생산, 물류 등의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여부를 이분(binary) 변수화하여 통제하였
다(Becheikh et al., 2006).
혁신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연구개발 활동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hefer & Frenkel, 2005).
업종별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으로 통계청의 ‘기업
활동조사’ 통계를 통해 공표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3>은
모든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과 시장
다변화 정도를 제외하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며, 통제변수들과
종속 및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도 대부분 유의하므로 혁신활동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제변수들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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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및 방법
본 논문은 종속변수인 정책자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
어 2가지의 방법, 즉 정책자금 수급여부의 확률을 분석하는 방법과 정책자금 수급액에 미치
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책자금 수급액은 정규분포에서 많이
벗어나고 왜도(skewness)와 이질성(heterogeneity)이 높으며 표본 구성은 종단적 패널데이터이
므로 통계분석모형으로서 일반화선형(generalized linear model)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데
이터 분석모형인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Manning &
Mullahy(2001)의 권고에 따라 잔차(residual)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선형 모
형의 확률분포는 프아송(poisson)분포, 연결함수는 자연로그를 선택하였다. 단, 종속변수가 정
책자금 수급여부(binary)인 경우 일반화선형 모형의 확률분포는 이항(binomial)분포, 연결함수
는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여 이질성(heterogeneity)의 영향을 완화하였다. 모든 분석모형에서 6차에 걸친
조사년도를 각각 이분(binary)변수로 사용하여 연도 간의 환경 변화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2. 분석 결과
<표 4>에서 모형 S0는 종속변수가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여부, 독립변수에서 전년도 정책
자금 수급여부를 적용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변수들의 추정계수 및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 AME), 즉 변수값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에서 시장 다변화 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
수들이 유의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여부의 평균한계효과는 약 30.6%이었다.
즉, 다른 변수들의 값이 평균 수준일 때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정책자금의 수급확률이 30.6%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효과크기는 다른
모든 변수들의 1단위 변화에 따른 평균한계효과들을 합한 것보다 크므로 전년도 정책자금의
수급여부가 다음 년도의 수급여부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는 독립변수의 조합에 따른 정책자금 수급의 조건부 확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S0L은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서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없고 각 독립변수들이 하위 10분
위의 값인 경우이며 이때 정책자금을 수급할 확률은 18.9%이었다. 그리고 모형 S0H는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서 전년도 정책자금을 수급액이 있고 독립변수들이 90분위, 즉 상위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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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수급 확률은 75.8%이었다. 단,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시장
다변화 정도는 음(-)의 방향이므로 해당 변수의 분위값을 반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확률 차이는 4배 이상으로서 독립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매우 크게 달
라지며, 이러한 변수들이 수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

<표 4> 정책자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대한 일반화선형 종단패널분석 결과
분석모형/종속변수
구분/변수명

모형 S0/
정책자금 수급여부
계수

모형 S1/
정책자금 수급여부

AME

계수

AME

1)

모형 S2/
정책자금 수급액
계수

상수

-0.7282**

-0.1823

4.4199***

2012년 더미

-0.0335

-0.1322+

0.1466+

2013년 더미

0.0129

-0.0438

0.1163

2014년 더미

-0.7795***

-0.7600***

-0.6112***

2015년 더미

-1.1921***

-1.1736***

-1.0899***

2016년 더미

-0.6871***

-0.7432***

-0.3403***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여부

1.5154***

0.3055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0.0020***

정책자금 수급액^2
R&D조직화 수준
국내/세계 최고대비 기술수준
자산대비 부채 비율
제휴 및 협력활동 정도

0.0004

-2.8E-07***
0.2469***
0.0600**
-0.2795*

0.0498
0.0121
-0.0563

0.0541

0.0653***

0.4833***

104.1647

0.0140

0.0137

2.9466

-0.0599

-0.0862

-18.5828

0.0203

0.0324***

6.9767

-0.0775

-0.0156

-0.1245

-0.0268

0.1628+

35.0821

종업원수

-0.0003

-0.0001

-0.0025**

-0.0005

0.0009+

0.1976

2016년 기준 업력

-0.0301***

-0.0061

-0.0381*** -0.0082

전년도 R&D투자액

0.0001*

0.0000

0.0001*

0.0000

영업이익률

-0.0534+

-0.0108

-0.0524+

-0.0113

수도권 소재 여부

-0.1667**

-0.0336

-0.2090*** -0.0449

0.0199

0.0040

Chi제곱

0.0156

0.2096

-1.1E-07***

0.2518***
-0.2785*

0.0012***

시장 다변화 정도

산업별 평균 R&D집중도

0.0772***

AME

0.0943***

0.0284+

998.3***

N

591.5***

0.0061

0.0014

0.3060

0.0000

0.0104

0.0325
-0.1118+
-0.0164

7.0091
-24.0883
-3.5249

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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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도 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임

<표 4>에서 모형 S1은 종속변수가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여부이고 독립변수로서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을 적용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변수들의 추정계수 및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 AME)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S0와 마찬가지로 시장 다변화 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였으며,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평균한계효과는 약 0.2%이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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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1백만원 증가하면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 확률이 0.2%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은 전년도 수급액과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 하에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제곱항을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
은 Lind & Mehlum(2010)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자금 수급확률-수급액 간에 완전한 2차 함
수(quadratic) 형태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전년도 수급액의 1차항은
양(+)의 방향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2차항 또는 제곱항은 음(-)의 방향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확률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바뀌는
극대점(turning point), 즉 금년도 수급확률이 극대화 되는 전년도 수급금액의 값이 주어진 표
본 데이터의 구간 내에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5> 독립변수의 조합에 따른 정책자금 수급의 조건부 확률 분석 결과

1)

평균한계
효과

S0L

S0M

S0H

S1L

S1M

S1H

0.305***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R&D 조직화 정도

0.050***

10분위

50분위

90분위

10분위

50분위

90분위

국내/세계 최고대비 기술수준

0.012***

10분위

50분위

90분위

10분위

50분위

90분위

-0.056***

90분위

50분위

10분위

90분위

50분위

10분위

0.016***

10분위

50분위

90분위

10분위

50분위

90분위

90분위

50분위

10분위

90분위

50분위

10분위

변수명 | 통계량/모형 구분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

자산대비 부채비율
제휴, 협력활동 정도
시장 다변화 정도
조건부 확률

-0.016

0.189 *** 0.295*** 0.426***

0.501*** 0.639*** 0.758***

1) 유의도 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임

전년도 수급금액의 극대점은 3,591백만원이고 95% 신뢰구간은 [2,930, 4,252]이고 전년도
수급금액의 표본구간은 [0, 9,554]이므로 극대점의 신뢰구간이 표본구간내에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표본자료의 좌우 극단치에서 회귀계수의 기울기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면서 모두 유의한지를 검정하였다. 좌측 극단에서 양의 회귀계수는 0.02이며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우측 극단에서 회귀계수는 0.03이고 p<0.001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정책자금의 수급 확률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은 완전한 역 U자형
관계로서 한계수확체감의 기제가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A>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모형 S2는 종속변수가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고 독립변수로서 전년도 정
책자금 수급액을 적용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변수들의 추정계수 및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 AME)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연구
개발 조직화 정도, 그리고 제휴 및 협력활동 정도의 3개 변수가 p<0.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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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다변화 정도는 p<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1-1, 2-1, 5-1이 지지
되며, 가설 6-1은 약하게 지지된다. 한편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평균한계효과는 약 0.21
로서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1백만원 증가하면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약 0.2백만원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수급액의 1차항은 양(+)의 방향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2차항 또는 제곱항은 음(-)의 방향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전년도 정책
자금 수급액과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수급금액의 극대점은 5,483백만원이고 95% 신뢰구간은 [4,445, 6,522]이므로 극대점
의 신뢰구간이 표본구간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본자료의 좌측 극단에서 양의
회귀계수는 0.001이며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우측 극단에서 회귀계수는 0.001이고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정책자금의 수급액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은 역 U자형 관계로서 한계수확체감이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가설 1-2는 지지
된다. <그림 1B>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A)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확률과 전년도 정책자금액 간의 비선형 관계, 극대점 그리고 신뢰구간,
B) 당년도 정책자금액과 전년도 정책자금액 간의 비선형 관계, 극대점 그리고 신뢰구간

<표 6>에서 모형 R1은 모형 S2에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 간의
교차항 및 정책자금 수급액의 제곱항과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 간의 교차항을 투입한 것이다.
이 2개의 교차항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증(Wald test)의 결과는 p<0.05 수준에
서 유의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교차항에 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Dawson,
2014). 그리고 <그림 2A>는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금년도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년도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이 10분위
에서 90분위로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극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조직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도 및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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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간의 선형적인 기제(linear mechanism)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한다(Haans, Pieters, & He,
2016). 본 논문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1차 미
분 함수가 0, 즉 종속변수의 극대화 지점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산출하는 함수를 도출하고,

<표 6> 조절변수들의 교차항을 포함한 정책자금의 일반화선형 종단패널분석 결과1)
분석모형

R1

T1

F1

C1

D1

상수

4.4877***

4.3051***

4.4515***

4.4199***

4.3516***

2012년 더미

0.1530+

0.1522+

0.1469+

0.1475+

0.1541+

0.1165

0.1064

2013년 더미
2014년 더미

0.1029
-0.5891***

0.1166
-0.6074***

0.1044
-0.5618***

-0.6100*** -0.6520***

2015년 더미

-1.0745***

-1.1125***

-1.0490***

-1.0852*** -1.0646***

2016년 더미

-0.3273**

-0.3164**

-0.3063**

-0.3323**

-0.3302**

0.0011*

0.0010+

0.0009+

0.0009+

0.0011*

종업원수
2016년 기준 업력

0.0007

0.0011

-0.0004

0.0015

0.0003

R&D투자_전년도

0.0000

0.0000

0.0001

0.0000

0.0001

영업이익율

0.0301

0.0331

0.0323

0.0325

0.0288

수도권 소재 여부

-0.1204+

-0.1176+

-0.1066+

-0.1098+

-0.1157+

산업별 평균 R&D집중도

-0.0165

-0.0155

-0.0193

-0.0158

-0.0188

정부정책자금_L1년도
정책자금 X 정책자금 (L1)
R&D조직화 수준
정책자금 X R&D조직화
정책자금 ^2 X R&D조직화
국내 및 세계 최고대비 기술수준

0.0012***
-1.6E-07**
0.4039***

0.0019***

-2.9E-07*** -2.9E-08

-9.9E-08*** -1.9E-07***
0.4855***

0.4637***

0.0350

0.0120

0.0132

0.0104

-0.0505

-0.0784

-0.0604

0.0001
2.6E-08
0.0135

정책자금 ^2 X 기술수준

2.7E-08**
-0.0580

-0.0828

정책자금 X 부채비율

0.0004

정책자금 ^2 X 부채비율

-1.7E-07*
0.0328***

0.0338***

0.0334***

정책자금 X 제휴/협력

0.0295*

0.0335***

1.0E-05

정책자금 ^2 X 제휴/협력
시장 다변화 정도

0.0016***

0.4481***

-0.0001*

제휴 및 협력활동 정도

0.0011***

0.4678***

정책자금 X 기술수준
자산대비 부채 비율

0.0010***

-2.2E-09
0.1427+

0.1447+

0.1465+

0.1616+

정책자금 X 다변화

0.3164***
-0.0006***

정책자금 ^2 X 다변화

1.2E-07**

Chi제곱

2995.9***

1599.1***

1719.7***

1581.3***

모형 비교 기준

S2 vs. R1

S2 vs. T1

S2 vs. F1

S2 vs. C1 S2 vs. D1

모형 간의 Chi제곱 검정

1455.0***

58.3***

178.8***

N

1) 유의도 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임

6269

40.4***

1610.6***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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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수를 조절변수로 미분한 도함수를 유도한 다음, 각 조절변수의 수준에서 이 도함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수리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다(Haans et al., 2016).
즉,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의 10, 50, 90분위 값에서 각각 도함수의 값을 산출하고 해당 도함
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한 결과,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로써 가
설 2-2는 지지된다.

<그림 2> A) 당년도 정책자금액과 전년도 정책자금액 간의 관계에서 R&D 조직화 수준의 조절효과,
B) 당년도 정책자금액과 전년도 정책자금액 간의 관계에서 기술수준의 조절효과

<표 6>에서 모형 T1은 모형 S2에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기술수준 간의 교차항 및 정
책자금 수급액의 제곱항과 기술 수준 간의 교차항을 투입한 것이다. 이 2개의 교차항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교차항에
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2B>는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금년
도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수준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이 10분위에서 90분위로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극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도 및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
액 간의 선형적인 기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 수준의 10, 50, 90분위 값에
서 각각 도함수 값을 산출하고 도함수들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두 p<0.05 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이로써 가설 3-2는 지지된다. <표 6>에서 모형 F1은 모형 S2에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자산대비 부채비율 간의 교차항 및 정책자금 수급액의 제곱항과 부채비율 간의 교
차항을 투입한 것이다. 이 2개의 교차항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교차항에 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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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3A>는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금년도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수준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부채비율의 값이 90분위에서 10분위로 낮아짐에 따라 금
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극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낮
아짐에 따라 전년도 및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선형적인 기제(linear mechanism)가 강
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채비율의 10, 50, 90분위 값에서 각각 도함수 값을 산출하
고 도함수들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90분위 및 50분위의 값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
하고 10분위 값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도함수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분위수의 하한값
은 17분위이므로 전체 표본구간의 83%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가설
4-2는 대부분의 부채비율 구간에서 지지된다.
<표 6>에서 모형 C1은 모형 S2에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제휴/협력활동 정도 간의 교
차항 및 정책자금 수급액의 제곱항과 제휴/협력활동 간의 교차항을 투입한 것이다. 이 2개의
교차항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교차항에 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설 5-2는 지지되지 않는다. <표 6>에서 모형 D1은
모형 S2에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시장 다변화 정도 간의 교차항 및 정책자금 수급액의
제곱항과 시장 다변화 정도 간의 교차항을 투입한 것이다. 이 2개의 교차항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교차항에 의한 조
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3B>는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금년도 수급
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 다변화 정도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장 다변화 정도
의 값이 10분위에서 90분위로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극대점이 오른쪽으
로 이동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장 다변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도 및 금년도 정책
자금 수급액 간의 선형적인 기제(linear mechanism)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장
다변화 정도의 10, 50, 90분위 값에서 각각 도함수 값을 산출하고 도함수들의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 10분위 및 50분위의 값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90분위 값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다. 도함수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분위수의 상한값은 68분위이므로 전체 표본구
간의 68%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그림 3B>는 시장 다변화 정도의 3가
지 수준에 따른 회귀선들의 교차점(crossover point)이 존재하는 역순(disordinal) 상호작용의
유형으로서 교차점 이하에서는 다변화 정도가 낮은 기업이 높은 기업보다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차점 이상에서는 다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의 정책자금 수급액
이 더 크다. 교차점은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4,514백만원일 때이며, 이 값은 표본구간의
99.7%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장 다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 작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표본구간에서 시장 다변
화의 정도는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음(-)의 방
향으로 조절하므로 시장과 거래처의 다변화는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을 사실상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설 6-2는 지지되지 않으며, 가설의 예측 방향과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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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A) 당년도 정책자금액과 전년도 정책자금액 간의 관계에서 부채비율의 조절효과,
B) 당년도 정책자금액과 전년도 정책자금액 간의 관계에서 시장다변화의 조절효과

3. 추가 분석
앞 절에서 시장 다변화 정도가 높을수록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은 사실상 더욱 감소시키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추가적으로 시장 다변화 정도를 변수화할 때 사용한 시장
별 매출 비중(%)을 각각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이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에 미치는 독
립적인 효과 및 전년도-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7>
은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서 <표 6>의 모형들과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
으나 통제변수에 관한 보고는 생략하고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계수 등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대기업 및 대기업의 1, 2차 벤더에 대한 매출 비중은 그 자체로서 금년도 정책자금 수
급액에 양(+)의 영향이 있으며, 전년도 정책자금과 상호작용하여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및 1, 2차 벤더에 대한 매출 비중이 1%
증가하면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0.35백만원 증가하는 효과 크기(effect size)를 보이고 있
었다. 중소기업 및 다른 벤처기업과 거래한 매출 비중은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에 직접적인
음(-)의 영향이 있으며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 작용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
비자와 직접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달성한 매출의 비중은 직접 효과 및 조절 효과 모두 확
인되지 않았다. 정부, 즉 공공기관과 직접 전자상거래 등으로 얻은 매출 비중은 금년도 정책
자금 수급액에 직접적인 음(-)의 영향이 있으며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 작용하여 금
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을 더욱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해외 수출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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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 직접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에 양(+)의 영향이 있으며, 전년도 정책자금과 상
호작용하여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출 비
중이 1% 증가하면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0.71백만원 증가하는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었
다. 정리하면 대기업 및 1, 2차 벤더 그리고 수출을 통한 매출 비중은 정책자금 수급액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소 벤처기업 및 정부와 거래한 매출 비중은 오
히려 정책자금 수급액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추가적인 조절변수 및 교차항을 포함한 정책자금의 일반화선형 패널분석 결과의 요약
2)

구분
조절변수(매출 비중)
대기업 및 1, 2차 벤더
중소/벤처 기업
소비자 전자상거래
정부 전자상거래
해외 수출

2)

제약모형
(교차항 없음)
조절변수의
계수
0.0018*

1)

전체모형
(교차항 있음)
교차항의
정책자금 X 정책자금^2 X
3) 조절변수의
결합 검정
조절변수
조절변수
평균한계효과
(카이제곱)
0.0033*** -5.7E-06*** 1.1E-09*** 14.27*** 0.346*

조절변수의
계수

-0.0019*

-0.0020*

2.5E-06

-8.0E-10

0.55

-0.474*

0.0007

-0.0015

8.6E-06*

-1.7E-09*

5.02*

0.239

-0.0052*
0.0029*

-0.0141*** 4.1E-05*** -1.4E-08***
0.0046** -1.5E-06

1.6E-11

36.31*** -4.397***
0.64

0.708**

1) 유의도 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이며, <표 5>의 모형들과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통제변수에 관한 보고는 생략함
2) 제약(restricted) 모형은 <표 4>의 모형 S2와 같이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항만을 투입한 것이며, 전체(full)
모형은 <표 5>의 모형들과 같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교차항을 모두 투입한 것임
3) 독립변수(전년도 정책자금)의 선형항 및 제곱항과 조절변수(각 시장별 매출비중 %) 간의 2가지 교차항에
대한 결합검정((joint test) 결과로서 카이제곱 통계량과 유의도를 나타냄

Ⅴ. 논의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서 정책자금 수급확률 및 수급액을 결정하는 요인들 및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화 선형모형
기반의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의한 다음, 본 연구의 이론적인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등과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전년도의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당년도
정책자금을 수급할 확률이 30.6%p 상승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섯 가지 요인들이
하위 10분위수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위 90분위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은 4배 이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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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다. 그리고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이 1백만원 증가하면 당년도의 정책자금 수급
액은 평균적으로 0.2백만원 증가함을 실증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이 전년도에 정책자금을 수
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학습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정책자금을 배정하는 공
공기관으로서는 전년도의 정책자금을 수급하였다는 사실이 수급 자격에 대한 간편하면서도
영향력이 강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확률 및 수급
액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역 U자형 관계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전년도 정
책자금이 증가하면 금년도 정책자금의 수급확률과 수급액이 대체로 증가하지만 일정한 한계,
다시 말해 극대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기간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일종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기제가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제를 설명하
는 하나의 행태적 요인으로서 예컨대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벤처기업은 자
금을 배분하는 공공기관의 교차보조 행태를 예상하여 전략적으로 요청금액을 조정한 결과라
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 즉 공식적인 연구개발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춘 정도가 높아
질수록 정책자금의 수급 가능성이 커지고, 수급액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에
관한 가설에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조직의 구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정
책자금의 수급 가능성 및 수급액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정책자금을 배분함으로써 지
식의 일출과 공유를 장려하는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논리를 제시하
였다. 한편, 연구개발의 조직화 수준은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
절하여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이 높을수록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더욱 증가함을 실증하
였다.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면 혁신에 대한 의지와 몰입의 증거로 간주되
며,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은 정책자금의 수급 확률을 높이고 있지만 수급액과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술수준은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
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같다면 기술수준이 높은 벤처
기업이 더 많은 정책자금을 수급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증거는 국내 또는 세계적 관점에서
유일하거나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과 기대편익을 높이 평가하며 정책자금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넷째,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정책자금의 수급 확률을 높이고 있지만 수급액의 증가에 기
여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전년도 및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이 같다면 부채비율이 낮은 벤처기업은 금년
도 정책자금의 수급액이 더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어떤 벤처기업이 부채가 많지
않아 추가적인 자금 확보의 잠재력이 높을수록 이해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
발투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므로 공동자금출자(matching fund)의 관점에서 정책자금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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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회수 가능성 또는 성과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공
공기관으로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가 적은 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을 배분하여 회수
가능성과 투자 성과를 높이려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벤처기업의 제휴 및 협력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책자금의 수급 가능성이 커지
고 수급액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한 가설에서 본 논문은 대학, 연구기
관, 대기업 등과 제휴 및 협력활동을 많이 할수록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당성(legitimacy)의
신호가 강화됨으로써 정책자금의 수급 가능성과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이 평판과 위상을 활용하여 자원의 확보 및
외부지식의 내부화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제휴 및 협력활동의 정도
가 높은 기업에게 정책자금을 배분한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기
업이 대학 등의 외부기관과 제휴하거나 협력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년도 정책자금 수급
액이 더욱 증가함을 실증하였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벤처기업의 제휴 및 협력활동은 이해관
계자의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혁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의 타당성
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작용함을 실증한 것이다.
여섯째, 벤처기업의 시장 다변화 정도는 정책자금의 수급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급액과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약하게 지지되었다. 그리
고 시장 다변화 정도는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의 관계를 가설과는 정반대로
사실상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여 시장을 다변화한 벤처기업은 대부분의 수급액 수준에서
더 작은 정책자금을 수급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기업 등으로 다
양한 시장과 고객을 가진 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의 수급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있으며,
정책자금의 배분기관은 특정한 시장과 고객, 특히 대기업 및 수출의 매출비중이 높은 벤처기
업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 및 1, 2차 벤더 및 수출의 매출 비중이 당년도 정책자
금 수급액에 직접적인 양(+)의 효과가 있으며 간접적인 조절효과를 통해 수급액이 더욱 증가
한다는 증거가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 및 다른 벤처기업 그리고
정부와 거래한 매출 비중은 정책자금 수급액에 직접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인 조
절효과를 통해 수급액이 더욱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 기여 및 한계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기
업은 학습효과를 통해 다음 기회에서도 수급할 가능성과 수급액이 월등히 높다는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정책자금의 배분에 일종의 관성이 작용하여 승자 선택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즉, 처음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조직화 정도나 제휴
및 협력활동의 정도와 같은 다른 조건을 상당한 수준에서 만족시키지 않는 한 정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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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한 기업에 비해 수급 확률과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정책자금의 수급 여부가 독과점적 지위가 되어 일단 수급한 이후에는 많은 노력을 기
울이지 않아도 다음의 수급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지대(rent)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나아가 정책자금 수급에서 무조건적인 지속성이 작동된다면, 정책자금을 수급하였으나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벤처기업이 계속 자금지원을 받아 존속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공공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antner & Kosters, 2012). 두 번째로 부채비율이 높은 벤처기업은 정책자금을 수급할 가능
성과 수급액이 감소하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비율은 정책자금의 수급액을 더욱 감소시
키는 조절요인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혁신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초기에
외부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내부의 자본금 또는 부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또한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상업적 활동이 개시되면 더욱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정책자금이 절실한 벤처기업은 이미 상당한 재무적 제약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은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수급 확률이 높고 수급액이 크며 부채비
율이 낮을수록 동일한 조건에서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자금 지원
이 필요하지만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 번째로 시장 다변화 정도가 높을
수록 정책자금 수급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나아가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작용하여
수급액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다변화 또는 매출 구조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 및 1, 2차 벤더 그리고 수출의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
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많은 정책자금을 수급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다른 벤처기업 그리고 정부와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은 감소하고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액의 역할을 조절하여 정책자금 수급액은 더욱 감
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여 시장 구조에 종속
되지 않는 독립적인 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는 지원정책의 일반적인 방향
및 목표와 달리 정책자금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실증하였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기여는 우선 과거 정책자금 수급의 경험과 성과가 현재의 정책자금 수
급 가능성과 성과를 더욱 높이는 지속성(persistency)이 매우 강함을 실증한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의 효과는 다른 모든 변수들의 효과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강력하지만,
전년도와 금년도의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는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아닌 수확체감의 기제가
작용하는 비선형적인 역 U자형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이
향후의 정책자금 수급과 선형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는 과거의 정
책자금 수급여부와 수급액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다른 영향요인과 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책자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연구개발 조직화 수준,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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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수준, 부채비율, 제휴 및 협력활동, 시장 다변화 등을 식별하였다. 이들 중에서
제휴 및 협력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과거의 정책자금 수급액과 상호작용하여 향후
의 정책자금 수급액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정책자금 수급
액 간의 비선형 관계 하에서 영향요인들이 양(+)의 방향으로 조절 또는 촉매의 역할을 함으
로써 수급액의 증가를 가속화하는 기제를 설명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앞서 설명한 정책자금 수급의 지속성이 벤처기업의 지원과 육
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정책적 지
원에서 과거에 정책자금을 수급한 기업을 다시 선정하는 승자 선택의 논리가 계속 우선된다
면 정책자금을 수급하지 않았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없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수준 등의 다른
조건들이 좋은 벤처기업보다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지만 다른 조건들이 좋지 않은 기
업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의 역량과 성과
가 정책자금 수급의 프로세스에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설
계와 세밀한 프로세스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일반 중소기업보다 재무적 제약
을 많이 받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재무구조가 안정
적인 기업의 수급가능성과 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정책자금 수급액
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과정 및 선정기
준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재무적으로 취약하여 금융시장에서 투자 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이 정책자금 수급에서도 체계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혁신적인 벤처
기업을 의도하지 않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 및 1, 2차 벤더의 매출비중
이 높을수록 수급액이 더욱 증가한다는 결과는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의도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연구개발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수요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내생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
여 중소 또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은 분명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전년도 및 금년도의 정책자
금 수급액이 모두 없는 벤처기업들이 처음부터 자금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신청하였으
나 거절되었는지에 관한 분석은 해당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자금을 수급하는 벤처기업의 행태적 속성과 자금 배분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공공기간의 잠재적인 배분 기준 또는 규칙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전년도의 정책자금 수급, R&D투자와 같은 독
립변수들과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액 간에 1년의 시차(lag)만을 설정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
는 종속변수 및 독립 변수 간의 시차 설정을 확장하여 시차에 따른 영향요인들의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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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재무적 제약을 나타내는 저량(stock) 개념의 변수로
서 부채비율을 사용하였지만 현금흐름이나 이익률과 같은 유량(flow) 변수를 사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포괄적인 의미의 재무적 제약이 아닌
구체적인 제약조건을 식별하여 변수들 간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산업의 평균적인 연구개발 집약도를 이용하여 산업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지만, 산업의 질적인 특성, 예컨대 기술적 기회나 전유성 등의 속성에 따라
정책자금 수급에 관련된 변수들의 기여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자금의 배분 행태가 사전적으로 산업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 특성이나 조건의 조절 기제를 연구하면 정책목표에 맞는 자금 배분의 프로파일
과 기준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신호와 유인(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논문은 횡단면 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기
반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분석 방법인 일반화 추정방정식(GEE)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기업에 관한 데이터가 시점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차분(differential)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평균적인 속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시차는 1년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전년도 정책자금 수급과 당년도 정책자금 수급 간의 내
생성(endogeneity)으로 인한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전년도 정
책자금을 수급한 기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분석하지 않고 관찰된 데이터만으로 분석함에
따른 이른바 처치(treatment) 효과 추정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줄이는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책자금을 받은 벤처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지를 포함하는 부가성(additionality)에 관한 연구도 정책의
정당성 평가에 중요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자금지원이 민간투자를 구
축하는지 또는 보완하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되, 단지 연구개발투자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같은 모든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게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면 이론적
인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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