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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R&D 보조금정책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부의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00년 - 2009년의 기간 동안 

기술보증을 받아 R&D 투자를 한 4,6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균형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은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제약이 기술보증의 민간 R&D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제약변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자보상배율 변수의 

경우 10%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금융제약이 큰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의 R&D 투자효과

가 클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였다. 즉, 금융제약은 R&D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지만,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이 금융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기술보증의 R&D 투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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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금융정책 수단이다.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흔히 발견이 되지만, 선진국

과 후진국의 정책금융의 영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진국과 달리 후진국은 유치산

업 보호 혹은 육성 목적으로 정책금융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런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책금융의 영역이 있다면, 바로 혁신과 관련

된 투자일 것이다. 혁신정책에 관한 한 선진국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정교한 형태의 정

책금융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금융은 그 형태와 영역이 어디이든 간에 시장금융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속성이 

있다. 개념 정의상 자원의 배분방식이 비시장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비시장적이란 언제나 시

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자금이 공급된다거나, 시장원리로는 조달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자금이 배분된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정책금융의 속성 때문에 과연 정책금융이 시장실패를 

교정하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이끄는가 하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책금융이 정책적 의

도와 달리 정책금융의 수혜를 받는 기업가들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인해 시장실패를 보완하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심화시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역시 이런 논란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이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동의하는 바는 기업의 혁신투자는 다른 투자부

문 중에서도 과소투자(underinvestment)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체적

으로는 혁신 개념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실제 혁신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문은 R&D 투자이다2). R&D의 과소투자를 완화하려는 정책금융 

논의는 성장의 원천으로 노동이나 자본이 아닌, 총요소생산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선진국에

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중에서 실증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주제가  

R&D 보조금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R&D 정부 보조가 민간의 R&D 투자를 보완

(complement)하는가 대체(substitute)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보조금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혁신투자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족에 기인한다. 본 

본문은 정부 보조금정책의 핵심 수단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보

조금 정책이 민간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통해 정부의 기술보증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기술보증의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금융제약이나 기업 규모 등의 요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2) OECD의 Oslo Manual(2005)은 혁신(기업)을 제품혁신(Production Innovation), 생산혁신(Process Innovation), 마케팅혁신

(Marketing Innovation), 조직혁신(Organization Innovation)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혁신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Oslo manual은 R&D지출이 많은 기업 혹은 기술혁신이 성장요인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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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이론적 논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R&D에 대한 정부 보조정책은 국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

다. R&D 투자가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을 국가나 기업 모두 잘 알

고 있으면서도 R&D 투자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항상 과소투자(underinvestment) 상태

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정책 혹은 혁신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이다.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첫째는 R&D 

의 공공재적 성격이다.  지식 혹은 노하우(know-how) 같은 무형자산인 R&D는 결과물에 대

한 비밀유지가 쉽지 않고, 비경합성(non-rival)으로 인해 산출물로부터의 편익을 해당 투자자

가 독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항상 초과한다. 두 번째는 자본

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조달 제약과 관련된다. 기업가와 투자자간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는 입증(verification)이 어려운 연성(soft)정보에 의존해야 하며 R&D 투자자금의 조달에 

특히 심각할 수 있다(Hubbard 1998).  이로 인해 R&D 투자는 양(+)의 NPV를 가진 프로젝

트가 집행되지 못하는 과소투자문제에 직면한다. 

역선택에 따른 R&D 투자의 조달 애로는 특히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게 심각할 수 있다. 이

들 기업은 핵심자산이 인적자산이며, 일반적으로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일반적 솔루션인 시

그널링이나 평판 등을 높일 수 있는 유형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R&D 중심 벤처기

업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On signaling, see Leland and Pyle (1977) and Bester 

(1985), on reputation see Diamond (1989), and on financial intermediation, see 

Diamond (1984) and Chan et al. (1986). 따라서 업력이 짧고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경우 R&D 외부조달과 관련하여 심각한 조달애로에 직면하며 과소투자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Hyytinen & Toivanen, 2005). 아울러, R&D의 과소투자 가능성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커

질 수 있으며, 내부자금보다 자금력이 부족하여 외부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R&D 프로젝트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R&D 성과물의 공공재 속성과 R&D의 무형자산 특성에 따른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기업

이 구조적으로 과소투자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R&D 투자에 개입할 유인을 갖는다. 그런데 개입 근거가 바로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

부의 개입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R&D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정부 개입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즉, 정부 개입이 없이는 R&D 집행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거나 과소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R&D 투자를 정부가 개입하여 최적 수준으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입은 정당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기업이 자신이 투자해야 할 금액을 대신 투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R&D에 대한 정부 개입은 주로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보조금정책이 시장불완

전성을 완화하며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경로에 대해  Lach (2000)는 다음과 같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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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 자체가 R&D 투자의 시장조달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의 R&D 전체 

조달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익성 없는 R&D 프로젝트를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효과

가 존재하다. 둘째, 보조금 수혜를 받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질(quality)에 대한 긍정적인 신

호(signal)로 작용하여 외부조달자금의 실제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한다. 셋째, 정

부 보조로 개발된 지식이나 노하우가 다른 R&D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존재

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정책은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회사의 유인구조 왜곡(모럴해저드)의 발현 정

도에 따라 이 같은 경로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상쇄되며, 정부보조가 단순히 민간 투자

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조금정책의 효과는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나. 해외 실증 연구

R&D 보조금정책의 성과는 거시적 차원(Levy 1990, Guellec & van Pottelsberghe 2000), 

사업장(plant-level) 차원, (e.g. Lichtenberg 1984) 그리고 기업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분석

될 수 있으나, 미시적인 기업단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3). 기업단위 분석으로 R&D 

정부 보조가 민간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R&D에 대한 정부 개입이 민간 투자에 대해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s)를 갖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Holemans and Sleuwaegen(1988)은 1980-84년 기간에 벨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을 수행하였는데, R&D 정부 보조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lette and Moen(1997)은 노르웨이의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R&D 정부보조가 민간기업

의 R&D 투자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Busom(1999)은 스페인기업 중 1998

년 R&D 투자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정부보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

면 보조금을 받은 2/3 만큼의 기업의 경우 민간 R&D 투자가 20%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1/3 

만큼의 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민간의 R&D 투자를 완전히 구축(crowding out)한 것으로 

나타났다. Lach(2000)는 1990-1995년 이스라엘 제조기업 중에서 R&D 보조금을 받은 기업

을 더미변수로 하여 보조금 효과를 실증하였는데, R&D 정부 보조를 1달러 지출하면 민간의 

R&D 투자는 평균 41센트(cen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기업에 대해서는 Almus and 

czarnitzki(2002)는 1990년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R&D 정부보조가 민간의 R&D 투자를 매

출액 대비 4%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Lehto (2000) 역시 핀란드기업을 대상으로 

내생성을 통제한 실증분석에서 정부보조가 민간 R&D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결과 제시하고 있

다. Duguet (2003)는 1985-1997년 1600개 프랑스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R&D 정부보조가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었다. 한편 Niininen & Toivanen (2000)은 

3) 거시차원 분석에 대한 해외 문헌연구는 David et al.(1999), 국내 문헌 연구에 대해서는 이기영(2010)을 참조

4) 이를 근거로 전체 R&D 투자에서 정부보조금의 적정 수준을 연구한 논문도 발표되고 있다. Gullec & Pottelsberghe(2003)

은 그 최적 수준을 OECD 국가에 대해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보조금 비중은 

1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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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과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은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핀란드기업 중에서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들은 정부보조에 대응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늘어나지만, 현금흐름이 어

느 수준 이상으로 큰 기업의 경우 이런 관계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R&D 보조금정책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대체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들(Klette, Moen & Griliches 2000 and Wallsten 2000)은 

선행연구들이 계량경제학적 문제, 특히 내생성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실증분석을 수행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Wallsten(2000)은 내생성 통제를 위해 도구변수법을 도입하고, 

R&D 정부보조금이 민간투자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 SBIR 프로그

램에 포함된 기업들의 1990-1992년 데이터를 이용한 Wallsten(2000)은 정부가 보조금 대상

을 선정할 때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보 

보조금이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hrieves(1978)도 미국 411개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R&D 보조금이 R&D 전체 

투자액에 대해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ink(1982)는 미국 기업

을 대상으로 민간의 R&D 투자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개발연구로 구분할 때, 미국 R&D 정보

보조는 민간의 기초연구의 집약도를 감소시키고 민간의 응용연구 집약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ichtenberg(1984)도 1967-77년 동안의 미국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 R&D와 정부의 R&D 보조간에 대체관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Irwin & 

Klenow (1995)는 미국 정부와 미국 대형 반도체기업의 research consortium인 Sematech 

programme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정부 보조가 민간의 R&D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Norway (Klette & Moen 1998)는 R&D 정부 보조가 민간의 R&D를 대체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민간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는 못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정

부보조금이 소기업과 대기업의 R&D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R&D가 기업의 현금흐름과 금융제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연구들도 제시

되고 있다(Himmelberg and Petersen 1994; Bond et al. 2003). 반대로 금융제약과 R&D 투

자는 관련이 없다는 실증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Blass and Yosha (2003)는 이스라엘의 상

장기업 R&D 연구에서 금융제약이 R&D 투자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 국내 실증연구

국내에서는 R&D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포함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실증연구 문헌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정

부의 혁신정책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수행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논의

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박항식(2002)은 반도체, 자동차, 제약, 의료광학기구 등 4개 산업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

용하여 보조금 정책이 민간의 연구개발에 자동차, 반도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고 있

지만, 의료광학, 제약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병기(2004)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민간의 R&D 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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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뿐만 아니라 정부 R&D 보조금 규모가 평균 이상인 경우 민간의 R&D 촉진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첨단산업에서 대한 보조금정책이 민간 R&D를 촉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의 R&D 보조금정책이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고 보완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R&D 보조금정책의 목적이 민간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보조금정책

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민간 투자의 촉진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R&D 보조금을 

포함한 정책금융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는 문헌들에서도 R&D 보조금정책의 성과를 직간접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김현욱(2004)은 1998~2003년 기간 중 1억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

은 기업 6,628개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R&D 

등 혁신투자가 많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역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영업

이익률에서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연승 외(2007)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성과를 보증받은 기업이 보증을 받지 않은 상황

을 상정하여 그 차이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는 Treatment Effect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증 기업이 비보증기업보다 총자본이익률(ROE)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종구․정형권(2006)은 재정자금지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금융

지원이 수익성과 성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상의 특이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변수를 정책금융이 통상적으로 시장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

로 지원되거나 적정 대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정대출금리와 

실제대출금리의 차이 또는 실제대출규모와 적정대출규모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분석결과 외

환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혁신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혁신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의 확대는 수익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확대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강동수(2006)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성 정책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구조개선자금, 협동화자금, 수출금융자금의 경우 역시 기업성과 개선

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기술자금, 중소벤처자금 등은 지원기업의 재무성과 개선

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이 기술개발, 벤처자금 등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신태영 외(2006)는 프로빗(probit)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

석결과, 여러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에서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대출, 기술신용보

증기금 등은 기술혁신의 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안종범 외(2009)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 경영성과

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재무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의 성과를 기술보증이 향상시켜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이 기술평가 후 기술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의 재무성과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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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향상되었으나,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기술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의 재무성과 개선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

은 기술보증을 통해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차원

에서 제공되는 보증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3. 실증분석

가. 기술보증기금과 기술보증

본 논문은 R&D 보조금정책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데이터를 활용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리스크가 높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

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었다. 기술보증은 말 

그대로 재무적 평가로는 시장조달이 어려운 혁신기업에 대해 재무평가을 하지 않고 기술평가

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단순한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평가에 기

반하여 투자, 융자, 보증, 출연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기술금융이라고 하는데, 기술

보증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이 대표적이다5).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지금까

지 누적으로 179조원, 2009년 말 현재 기술보증잔액으로는 17조원의 보증실적을 기록하고 있

다. 그리고 200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창업기업, 벤처·이

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7조원의 보증잔액 중 

91.6%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보

증 비중은 79.8%를 기록하고 있다. 

9,282

<표 1>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총보증공급 125,625 175,713

기술혁신기업
(구성비)

109,594
(87.2%)

160,983
(91.6%)

벤처·이노비즈
(구성비)

93,204
(74.2%)

140,220
(79.8%)

 

주 : 기술혁신기업에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외에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기업 

등이 포함됨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의 또 다른 특징은 보증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런 대상 기업 중에서 은행업감

5) 정부의 혁신투자에 대한 정책금융은 투자, 융자, 출연, 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며, 은행, 투자조합, 기술보증

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만, 주된 정책금융수단은 직접적인 투자 및 융자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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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규정에서 정한 주채무계열 기업군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기술신용보증 데이터는 정부의 혁신투자에 대

한 보조금정책이 민간의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나. 계량모형 설정 및 데이터

1) 계량모형

  본 연구에서는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를 대체하는가 또는 촉진하는가를 실증분석

하기 위하여 개별특성효과(individual effect)를 고려한 패널모형(panel model)을 사용한다. 또

한 기술보증을 해당기업이 연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D 투자가 발생한 시점들은 

한 기업에게 단속적인 경우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불균형 패널의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

다.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는 패널모형은 표본들 간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

(omitted variable bias)를 완화할 수 장점이 있다. 또한 패널모형은 시계열자료나 횡단면자료

만을 사용하는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움직임을 포함하게 되므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과 같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통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패널모형은 다음

의 식 (1)과 같다. 

                               ′            (1)

위 식에서 는 기업의 기 R&D 규모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며, 는 기업이 기에 기술

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은 규모를 나타내는 설명변수이고, 는 개별 기업의 재무 또

는 비재무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이다. 는 개별특성효과를 나타내는 항으로서 시간에 따

라 변화하지 않는 각 기업들에 고유한 관찰되지 않는 개별적 특성을 나타낸다. 개별효과를 나

타내는 를 추정해야하는 모수로 파악하는가 혹은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로 파악하

는가에 따라서 패널모형은 크게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두 모형 중에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식 (1)

을 통해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활동이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하는지 또는 촉진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의 계수인 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는가를 가설 검정

한다.

2)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0-2009년 기간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을 받아 R&D 투

자를 집행한 기업들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는 순수한 기술보증 외에 무역금융보증, 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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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보부보증, 이행보증, 공사대금보증 등의 보증도 있기 때문에 혁신보증과 관련이 있는  기

술대출보증보증과 벤처특별보증, 대출보증, 어음보증을 받은 기업 중에서  R&D 지출이 일정 

규모(5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기업들을 표본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들 중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

상기업을 최종적인 표본으로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표본기업 수는 4,640개이며, 관측

치는 7,947개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기술보증 등 보증관련 데이터는 기술보증기금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는 상장회사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출

하였다. 

  종속변수()인 R&D 변수는 기업의 R&D지출액에 로그값을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회계

적으로 R&D 지출은 크게 경상연구개발비와 비경상연구개발비로 구분된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며, 비경상 연구개

발비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자본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대차대조표의 무형자산으로 처리된다. 우

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3호는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

다. 아직 무형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연구단계의 투자자금은 손익계

산서 상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무형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고, 실제 발전 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는 비경상 연구개발비, 즉, 무형자산(개발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6). 본 논

문에서는 경상연구개발비와 비경상연구개발비를 합하여 R&D 지출을 계산하였다7).    

그리고 R&D지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및 통제 변수로는 기술보증잔액, 성장성변수, 

수익성 변수, 금융제약 변수, 규모 변수, 혁신성 및 업력 변수, 상호작용변수, 그리고 해당기업

의 산업분류, 혁신성 인증의 종류 관련 변수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기술보증 변수는 t기의 신규 기술보증액을 사용하였으며, 동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

으로 (+)의 부호일 경우 정부의 R&D 보조금 정책이 민간 R&D 지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반대로 (-) 부호를 보일 경우 민간의 R&D 지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성 변수는 본 연구의 샘플이 대부분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자산보다는 매출

액의 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규모 변수는 역시 매출액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성장성 변수와 

규모변수는 모두 민간 R&D지출에 대해 (+)의 부호를 기대할 수 있다. 수익성 변수로는 마찬

가지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해 (+)의 부호를 기대할 수 있다. 아

울러, 금융제약 변수로는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을수

록, 그리고 이자보상배율이 높을수록 투자를 위한 금융제약은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R&D 

투자에 대해 음(-)의 부호를 기대한다. 

특허 및 업력 변수는 기업의 특허수와 기업 업력을 사용하였는데, 특허수가 많을수록 R&D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므로 R&D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기

업 업력이 길수록 R&D 투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며 R&D를 늘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 더미와 정부의 혁신기업 인증 유형에 관한 더미를 사용하였다. 혁신기업 인

증 유형은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inobiz) 인증 여부를 고려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

로 인증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동 더미 변수를 통해 어떤 인

증제도가 효과적인가를 식별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를 경상비용으로 처리할지 비경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할지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자의적이며, 기업들의 분식에 주

로 활용되기도 한다. 1990년대 후반 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순이익 규모를 과소계

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전액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한 적이 있다. 

7) 연구개발비에 대한 엄밀한 회계적 정의에 대해서는 조성표, 정재용(2001)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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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논문은 기술보증의 민간 R&D 투자 효과가 기업규모와 금융제약의 정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를 도입하였다. 금융제약 

변수와 기술보증잔액 변수간의 상호작용 변수이다. 이 변수는 기술보증의 민간 R&D 투자효과

가 금융제약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금융제약이 큰 기업일

수록  외부자금조달 애로와 조달 비용이 높을 것이므로 기술보증의 R&D 투자효과는 금융제약

이 큰 기업에서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의 계수 부호를 기대할 수 있다. 

   

<표 2> 변수 정의 및 기대부호

변수 기대부호

기술보증 변수 기술보증잔액의 로그값 (+) (-)

규모 변수 매출액의 로그값 (+)

금융제약 변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

이자보상배율(=이자지급/영업이익) (-)

수익성 변수 매출액영영이익률 (+)

성장성 변수 매출액성장률 (+)

상호작용 변수 기술보증*금융제약 (+)

특허권 특허개수 (+)

업력 (+)

4. 실증결과

가. 기초통계량

샘플기업 4,640개, 관측치 7,947 개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R&D 평균 규모는 14억원 

정도이며, 최대값은 423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에 대한 연도별 신규 기술보증액은 평균 

8.8억원이었으며, 최대 220억원을 보증받는 기업도 있었다. 재무지표의 기초통계량은 본 논문

의 샘플기업의 전형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업력이 평균 7년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R&D 지출규모가 10%에 달하는 등 투자규모에 비해 매출이 작

고, 매출액 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수익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샘플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 %, 개, 년)

변수 관측치수 평균 분산 최소값 최대값
R&D 7,947 1433.374 1716.919 500 42,299
신규 기술보증액 7,947 882.2806 1219.264 8.5 22,130
매출액 7,947 13405.55 24868.85 0.0 669,068
부채비율 7,947 3.591761 20.33235 .005 961
매출액영업이익율 7,947 -52.8476 946.8936 -44100 84.3
업력 7,947 7.829999 6.016289 0.0 57
매출액증가율 7,947 192.5263 3667.467 -98.5 189,500
특허수 7,947 4.595445 15.74318 0.0 536

한편 샘플기업 4640개의 업종특성을 보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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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Classification)에 의한 대분류 기준을 따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들은 제조

업이 전체 샘플의 66%, 정보통신업이 전체의 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샘플기업의 산업 분류

                                                                                 (단위: 개, %)

   

 기업수 비중
제조업 3,081 66.40 

도소매업 146 3.15 
정보통신업 1,152 24.83 

기술개발 전문기관 173 3.73  
기타 업종 88 1.89

합계 4,640 100.00

나.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OLS모형과 패널 확률효과모형(REM)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1(OLS)

과 모형3(REM)은 기술보증의 R&D 투자효과를 실증하는 기본모형들이며, 모형2(OLS)와 모형

4(REM)는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고려한 모형들이다. <표 5>는 금융제약 변수를 부채비율이 

아닌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하여 실증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실증결과를 보면, 우선 기술보증 변

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기업의 R&D 지출에 대해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보증이 R&D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다

시 확인할 수 있다. 해당기업의 금융제약에 따라 기술보증이 민간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상호작용변수(기술보증*이자보상배율)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OLS 모형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제약이 큰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이 R&D 투자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변수는 <표 5>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R&D 투자는 증가한다. 금융제약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변수는 모형에 따라 계수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모형들은 계수값이 모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제약이 

클수록 R&D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의 R&D 성공 실적을 드러내는 특허건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

에 대해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특허건수가 많으면 R&D 성공가능성을 기대하며 더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보증을 받는 기업들의 유형을 나타내는 이노

비즈기업, 벤처기업 등의 인증 유형에 따라 R&D 투자에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이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에 따르면 이노비즈기업이 R&D 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 

다만, 영업이익률와 업력 변수는 예상과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등 다소 불안정한 결과가 나

타났다. 기업의 수익성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기대했던 부호와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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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변수는 모형에 따라 다른 계수값을 드러내고 있어 다소 불안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성

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증가율 변수는 계수값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

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금융제약 변수로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한 경우

모형1(OLS) 모형2(OLS) 모형3(REM) 모형4(REM)

기술보증 
0.1006345***

(12.04)

0.0995134***

(11.86)

0.0685572***

(9.79)

0.0675538***

(9.62)

기술보증*이자보

상배율

0.0000384***

(2.65)

0.0000414*

(1.80)

매출액
0.1168614***

(16.31)

0.1176364***

(16.37)

0.1206528***

(19.05)

0.1213769***

(19.13)

이자보상배율 
9.80e-06

(1.47)

-0.0008048***

(-2.60)

9.95e-06

(1.21)

-0.0008677*

(-1.78)

영업이익률
-0.0000396***

(-3.66)

-0.0000397***

(-3.67)

-0.0000355***

(-5.44)

-0.0000356***

(-5.45)

업력
-0.0031368**

(-2.33)

-0.0031695**

(-2.35)

0.0053769***

(3.60)

0.0053292***

(3.57)

매출증가율
9.99e-07

(0.97)
9.97e-07(0.97)

4.08e-08

(0.03)

3.88e-08

(0.02)

특허
0.004191***

(4.36)

0.0041738***

(4.36)

0.0041783***

(6.93)

0.0041451***

(6.87)

수출기업 여부
0.0554338*

(1.94)

0.0566973**

(1.99)

0.0202025

(0.85)

0.0213633

(0.90)

이노비즈 더미
0.046313***

(3.29)

0.0465248***

(3.30)

0.1397899***

(10.51)

0.1399815***

(10.53)

벤처기업 더미
0.0787277***

(4.59)

0.0789989***

(4.60)

0.0638041***

(3.97)

0.063984***

(3.98)

상수항
15.90337***

(95.17)

15.90943***

(95.19)

16.30705***

(102.45)

16.31212***

(102.48)

R-square 0.1604 0.1607 0.1465 0.1468

F값 84.49 81.97

  주: a)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계수 추정치의 t-값을 나타낸다.

      b) ***, **, *는 각각 1%，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6>은 금융제약변수로 부채비율을 사용한 실증모형들의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기

술보증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기업의  R&D 지출에 대해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계수보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보조금정책인 기술보증제도가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고,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술보증이 해당기업의 금융제약에 따라 민간 투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

정하기 위한 상호작용변수(기술보증*부채비율)의 경우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제약에 따라 기술보증의 민간투자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매출액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규모(매출액)가 클수록 R&D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의 경우 계수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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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부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모형(1)과 모형(3)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부호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모형(2)와 모형(4)에서는 계수값의 부호가 달라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영업이익률 변수와 업력변수, 매출액증가율 변수 모두 예상과 다른 부호를 시현하거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허 변수는 계수값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그리고 기술혁신중소기업의 인증유형을 나타내는 이노비즈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분류 더미

의 경우 대체로 이와 같은 인증을 받지 않은 혁신형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R&D 투자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

내고 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자원이 이노비즈기업들에게 배분될 때 보다 효과적

인 R&D 투자 촉진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금융제약변수로 부채비율을 사용한 경우

모형5(OLS) 모형6(OLS) 모형7(REM) 모형8(REM)

기술보증 
0.1007036***

(12.06)

0.0998545***

(11.88)

0.0686913***

(9.81)

0.0680561***

(9.66)
기술보증*부채

비율 

0.0001928

(0.93)

0.0001529

(0.79)

매출액
0.1173882***

(16.39)

0.1174978***

(16.40)

0.1211444***

(19.15)

0.1212222*** 

(19.16)

부채비율  
0.000726**

(2.38)

-0.0029711

(-0.76)

0.0006675**

(2.36)

-0.0022645

(-0.61)

영업이익률
-0.0000398***

(-3.67)

-0.0000399***

(-3.67)

-0.0000358***

(-5.47)

-0.0000358*** 

(-5.48)

업력
-0.0031529**

(-2.34)

-0.0031411**

(-2.33)

0.0053304***

(3.57)

0.0053352***

(3.57)

매출증가율
9.95e-07

(0.96)

9.97e-07

(0.97)

3.91e-08

(0.02)

4.09e-08

(0.03)

특허
0.0042178***

(4.37)

0.0042241***

(4.37)

0.0042122***

(6.99)

0.0042178***

(7.00)

수출기업 여부
0.0557975**

(1.96)

0.0559453**

(1.96)

0.0206448

(0.87)

0.0207266

(0.88)

이노비즈 더미
0.0468484***

(3.33)

0.0467005***

(3.32)

0.1395723***

(10.50)

0.139431***

(10.49)

벤처기업 더미
0.0792458***

(4.62)

0.0794676***

(4.63)

0.0642504***

(4.00)

0.0643877***

(4.01)

상수항
15.88922***

(95.16)

15.90317***

(94.92)

16.29287***

(102.40)

16.30342***

(102.10)
R-square 0.1609 0.1609 0.1470 0.1471
F값 84.01 78.54

   주: a)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계수 추정치의 t-값을 나타낸다.

       b) ***, **, *는 각각 1%，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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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R&D 보조금정책이 민간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의 기술보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활동은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작용변수인 금융제약의 정도가 기술보증의 민간 투자의 촉진 정도에 미치

는 영향은 금융제약변수를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로 둘 때 통계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을 사용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10%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정부가 비록 기술혁신기업의 금융제약 같은 재무적 상

태와 무관하게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보증을 받은 기업의 입장에

서는 금융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기술보증을 받게 되면 해당 R&D 투자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R&D 투자와 성공을 위해 해당 기업이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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