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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 챙력 강화는 산업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 왔으며，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압축 성장을 지향했던 한국에서는 정 

부 주도의 산업육셩정책을 바탕으로 자금 뿐 아니라 기술지원을 통하여 많은 중소기업 

을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 챙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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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챙력 강화 

에 기업지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장영순김주미， 2007).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국 

가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륵 창출되는 일자리와 산업경챙력 

강화를 통한 중z쬐구모 기업으로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산업구조로의 친전이 필요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략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측면에서 

는 한 산업의 가치사슬 및 전후방 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 

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국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산업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주로 시장개장에 대응하여 자국의 주요 산업 및 중소기 

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산업기반이 취약한 산업 내 중소기업 

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이 열악했던 중소기업의 원천 및 응용 기술을 

확보하는 R&D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증소기업정책은 세계화 

가 빠르게 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경챙력을 강화 

시키는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R&D 중심의 기업 지원겅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가 국가 지원사업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동안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정책제안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윤보·노화봉（2006）은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정책에 

서 탈피하여 경챙력 향상 및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 

민경·김승철（2008）의 연구는 경제 환경과 맞물려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 

응한 지원정책의 부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구조 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경챙력 강화와 지원정책의 효율성 중심의 개선에 대하여 지적하 

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목표관리 등이 천 

차만별하고 쳬계화된 기업지원모델이 부족하여 정책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관리되는 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추진전략과 목 

표가 정책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수혜대상인 기업들의 정확한 수요파악이 필요하 

며，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추진전략을 토대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지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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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초기 R&D 투자 및 지원이 논문이나 특허 등의 정량적 성과로 나타났지만， 사업화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를 이루도록 하는 본원적 목표달성에 미진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브랜딩， 판로개 

척， 시장분석 등의 다양한 정성적 지원들이 병행되는 데， 수행된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의가 수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중 

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비즈니스모델이 있다하더라도 사업 

의 목적， 성과목표， 추진전략과 잘차 등을 단순히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실제 성 

과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IT 산업은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서 재무 및 비재무적 정부의 지원이 개별 기업 

의 역량으로 내재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성과에 대한 검증의 한겨1. 

가 발생한다． IT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먼서， 특허를 통한 개별 기술 보 

호 보다는 빠르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자의 악량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다변화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인적자원에 내재되어 

야 하는 역량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역량개발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쳬계 

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 및 ㅂl재 

무적 투입 및 산출에 대한 횡단면적 특성과， 이에 대한 시게열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IT기업 성과에 대한 정부의 사업 

화 지원 중 유의미한 변수를 파악코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지원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에서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받은 IT기업들에 대 

한 3개년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정량 및 정성적 요인들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화 기업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변수에 정량 및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본 논문의 구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기법으 

로 고려된 패널모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HI. 연구샬계에서는 연구모형과 반수정의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IV. 실증분석에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V．결론에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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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발전과정 

급격히 반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경험 및 경영 전략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이미순 등， 2009). 정부는 국가경챙력 강화 측면아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및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갈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외형적 성장기반의 확대와 경제성장예 크게 기여하고 있다（조민경·김승철， 

2008).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보호위주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챙력 등의 근 

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질적 정장에는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산업 정책은 수출 

및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셩장 이후 그동안 미흡했던 중소기 

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국가 경챙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 더욱 부각되 

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 육성이 산업발전의 

중요요소로 인식되어 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적 쳬계가 마련된 시기였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0-1980년대에서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 

는 정책이 주로 시행되어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으며， 1990년대에는 대내 

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율과 개발을 통한 경챙중심의 정책과 구조고도화 정 

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 

업지원정책을 수행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쳬잘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경영환경 개산과 경챙력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챙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경챙력이 요구되고 있어 

더욱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중소기업정 

책 요구가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비대창성 문제， 도 

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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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합리적 운영과 적합한 지원대상기업 발굴을 통한 지원이 요구된 

다． 

중소기업 정책 관련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조민경·김승철（2008）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대별 경제 환경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윤보 등（2006＞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향장을 줌심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현봉（2003）은 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역량， 인력지원시책， 글로벌 경챙력 강화 등을 정책적 시사 

점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상종（2001）은 산업화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2.2 지역산업정책과중소기업지원제도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 ; 

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정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은 지역거접기관인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 

한 지원 사업을 추친하고 있다． 지역산업친흥정책은 1999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 

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속한 중소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II［다（경종수이보형， 2010). 

지역산업진흥정책을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 확산 및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강하는 등 지 

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과거 10아 년간 테크노파크（TP, 17 

개） 조성， 특화센터＜72개） 설립 및 장비（2,811건） 구축， 창업보육공간＜134,578m!）을 확충 

하는 등 전례 없던 지역산업 중심의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산업기술진흥원， 2009).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17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12.개）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쩌 지역산업 육 

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졌다． 이러한 대부분의 산업정책들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의 기업지원사업은 크게 牛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기반구축사업은 

주로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 및 지역특화센터의 살립과 운영에 관한 사 

업과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잠기관인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이다． 둘째，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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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은 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선댁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보다 

현장 수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 

다． 넷째， 인력양성은 산업수요에 대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주도의 정책기획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정책은 지역의 차빌적 산업 환경 및 

지역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산업 정책의 새로운 정책 

방향온 지방분권적 자율과 지역 간 협력과 경챙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방전정책을 

지향하고 있다（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즉，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역안배위주의 정 

책이 아닌 지역 간 협력과 경챙을 유도하는 지역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고 있다． 

2.3 패널에이터 분석 

공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계량적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주 

로 사용되는 것이 시계열 분석기법이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제시된 모형에서 시계열 변수 

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계알 모형은 과거 데이타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매력이 있는 반면， 개별 설명변수들과 종속수요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는 제한 

적이다． 이에 반하여 횡단면데이터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제를 조사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콴계를 알아내는 데 적절하지만， 그 분석이 정적인 콴계에 머무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패널모형은 횡단면과 시계열 데이터로 이루어친 패널데이타를 분석하는 계량적 기법으 

로， 동일 개쳬에 대한 반복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통하여 동적인 관계를 추정한다（민인식 

과 최필선， 2012). 표본 간의 미관찰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고려하 

여 누락변수에 기인한 편의（bias）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횡단먼 및 시계열 

데이터에 한정한 분석이 대비하여 보다 많은 변수 간의 변동성이 관찰되므로 효율적인 추 

정량（efficient estimator) 확보에 유의한 접근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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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蠣L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을 통하여 정부의 사업화 긔원에 대한 함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寧되 ㅍㅒ 덕 尸J 혀으 해니 711쳐〕 으」 튼ㅈJ흗 구컥하 ，서혀 히긔 ▽ 혀 . 굿그 신으 ㄷㅑ홍고季 칸디 

yit == α + /3Xzt + nei + Cit 

위의 식에서 2기업의 t시점（연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it는 t시점에서 ,：기업의 매출액으 
로 종속변수이다· 또한 Xit는 살명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의 집합 

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지원1 인력양성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Ui는 오차항으로 패널 
개쳬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패널 개체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영속적 특성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오차항 Cit은 패널 개쳬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 

3.2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 

모형의 종속변수는 연도 및 기업에 대한 매출액으로 구성된다， 설명변수는 마케팅 지원 

액수， 기술지원 

7〕4논ㅊㅑㅇJ ㄷ1 

\JL 」 / 一＂ 액수， 재직자 인력양성 시간을 적용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하여 〈표 1〉에 

〈표 1> 투입 및 산출변수의 정의 

구분 반수명 변수정의 
단위 

투입 	 
정량 마케팅지원실적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천원 위해 투입한 금액 

정성 인력양성교육 기업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교육시간 

（인원＊시간） 시간 

산출반수 
ㅣ  매출액 기업의 주요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천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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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하여 성장한 】T기업들의 성과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변수의 폭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되어아 할 것이다． 현채의 독립변수에서는 사업화 치원에서 직접적 재정지원과 

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매출액으로 한정한 종속변수에 대한 다변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2014년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시계열을 확대하여 지연효과.ag 

effect）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본 연구가 완갈적으로 의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경종수이보형（2010), “지역전르卄꽈업 연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씩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제11권， 제61. pp. 2030-2037. 

김상종(2001), “중소기업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15권， 제3호， pp. 105-120. 
박정희（2010), 'tEA를 이용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꺽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현봉(2003), “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씩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21, pp. 181-206. 

이미순한정화이상명（2009), “기업가 특성이 성장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꺽 중소기 

업연구， 제31권， 제1회 pp. 35-49. 

이윤보·노화봉K2006), “한국，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3호， 

pp. 329-379. 

장영순김주미（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 

구”， JE Interfaces, 제a빈， 제3호， pp. 418-426. 

조민경4김승찰（2008), “한국 중소기업 경챙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분석 : 한국．독일 비교연 

구”， 중소기업연구， 제30권， 제2회 pp. 103-123.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9), 12008년도 성파활용평가갈과보고서 - 평가갈과 및 사례연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종범（2002), 「한국기술혁신의 이론과 실제」 , 백산서당. 

민인식·최필선 (2012). rsFATA 패널데이터 분석』 . 서울； （주）지필미디어‘ 

Salimenkaita, P. and Salo, A(2002), 'Rational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edmol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Vol.14. No.2, 183-200. 

- 1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