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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

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

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혁신정책, 부가성, 정책조합, 중소기업 R&D 투자, 자금지원

Abstract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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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 혁신활동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

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이론에 따르면 R&D 투자에 대한 높은 한계비

용, 혁신결과에 대한 전유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업의 R&D 활동이 이

루어진다[2].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 공공정책 개입이 

필요하다[2,3].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기업

의 혁신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관련 활동

의 촉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

표적인 수단은 자금지원, 세제혜택과 같은 재정지원이

다[4,5]. OECD(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부문 R&D를 위한 공공 재정지원 수준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모두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4]. 자금지원의 경우 2015년 기준

으로 GDP 대비 0.17%이며, 러시아(0.39%), 헝가리

(0.20%), 미국(0.18%)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조세지원은 GDP 대비 0.18%이며, 벨기에와 프랑

스(0.28%), 아일랜드(0.29%)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금, 인력 등 자원과 역량의 제약이 있는 중소

기업은 많은 국가들에서 정책지원의 주요한 대상이다

[6,7].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국가

경제 성장 동력 견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8-10].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2017

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 수의 89.8%를 

차지하고 있어[11],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다. 이에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을 제고하

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12].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정책 개입의 명

확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지원의 효과를 밝히려는 노

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문헌들은 공공 재정지원으

로 인해 발생한 기업 R&D 활동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 변화에 관심을 둔다.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는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발표된 메타분석 연

구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한다[13,14].

기존의 공공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들은 단

일한 정책도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Castellacci와 

Lie(2015)에 따르면 단일 정책도구에 중심을 두는 것

은 공공 재정지원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한

계가 있기에,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조합을 고려한 분석

이 필요하다[13]. 더욱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다수의 

정책도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에 정책조합을 고려

하지 않는 경우 단일 정책도구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숨겨진 처치 편의(hidden treatment bias)가 발생할 

수 있다[15,16].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조합을 고려하여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7]. 

특히 중소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혁신에 더

욱 의존하지만 결과의 혜택을 전유하는 역량은 부족하

기에, 정책도구에 대한 효과성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더

욱 중요하다[18,19]. 따라서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정책조합의 효과를 밝히는 것은 정책결정자에게 바람

직한 정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20-23].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과 조세지원의 정책조합이 R&D 투자에 미친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 정책지원과 중소기업의 

R&D 활동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논의를 더

욱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2017년의 중소

기업기술통계 통합 자료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

귀(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3개년 조사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의 미관측 이질성을 고려함으로

써 정책효과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가능성

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이론적 배경으

로서 공공 자금지원의 효과, 정책지원과 기업의 R&D 

투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한다. 특히 정책

지원을 단일 도구와 정책 조합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

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 가설, 자료와 방법을 설명하며, 

분석 결과는 4장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

석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 R&D 활동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

공공 정책지원의 효과성으로 다루어지는 부가성의 

개념은 기업의 R&D 저투자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실

패 관점으로부터 기인하였다[24]. 부가성은 공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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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없는 반사실적 상황에 비해 정책개입이 야기한 

기업 R&D와 혁신 활동의 변화를 의미한다[25]. 이는 

정책평가의 의미와 연결된다[26]. 공공 정책지원에 의

해 나타나는 기업의 혁신활동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다루어지며, 혁신에 대한 투자(투입부가성), 

결과(산출부가성) 그리고 혁신의 절차, 과정을 의미하

는 행동(행동부가성)이다[14,27]). 특히, 중소기업에게 

있어 혁신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다루어지는 연구개발 

투자, 외부 협력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의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은 정책지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28,29].

2.2 공공 재정지원과 기업의 R&D 투자: 자금지원 관점

투입부가성을 의미하는 공공 정책개입과 기업 연구

개발 투자의 관계는 정책평가 연구에 있어 가장 활발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30].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되는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 혹은 연

구개발 지출이 대체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관심을 둔다. 투입부가성은 정책평가에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지원의 효과를 

명쾌하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14,31]. 이

에 따르면 공공 자금지원의 투입부가성 효과는 분석대

상 국가, 연구자료, 방법론 등에 따라 상이한 실증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우나, 

메타분석 관점에서 긍정적이면서 작은 효과 크기

(small effect size)를 가진다.

공공정책 효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

업의 규모에 관심을 두고 투입부가성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에, 기업의 규

모에 따른 정책효과 차이에 관심을 둔다. 이에 대한 연

구결과는 국외와 국내의 문헌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외 문헌들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게서 

부가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32-37]. 국내 문헌

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김주일(2019)에 의하면 

공공 자금지원에 대해 중견‧대기업에 유인효과가 크다

는 연구와 중소‧벤처기업에 우세하다고 밝히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20].

2.3 정책 조합과 숨겨진 처치 편의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를 더욱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단일한 정책도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책도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38].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혁신정

책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간의 상호

작용이 간과되는 경우 단일 정책도구의 효과가 과대평

가될 수 있다[15,39]. 이는 숨겨진 처치 편의(hidden 

treatment effect)로 알려져 있다. 정책평가에 대한 연

구 문헌들은 최근 들어 단일한 정책도구 효과분석에 대

한 관심에서 나아가 정책 도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0]. 동일한 맥락에서 각기 다

른 정책과 정책도구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혁신

정책 조합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41,42]. 

혁신정책 조합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혁신 관련 

정책도구들의 조합을 의미한다[43]. 혁신정책 조합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적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정책 공간, 

거버넌스 공간, 지역적 공간과 시간이다[41]. 정책조합

을 평가하는 것은 주어진 정책 공간에서 각기 다른 정

책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43]. 본 연

구는 다수의 정책이 동일한 정책목표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인 정책 공간과 관련이 있다. 

혁신정책 도구의 조합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

나, 본 연구는 시장실패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도구인 재

정지원, 조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가지 도구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

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형태이며, 세제지원은 간접적

인 지원 방식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은 불확실하지만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혜택이 기대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초점을 두나, 

조세지원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며 산업적, 기업

적 특성에 대해 중립적이다[44,45]. 특히, 혁신정책의 

주요한 목표대상인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제약이 존재

하며, 정보와 역량의 부족 등으로 공식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자체적인 

재원의 활용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4,46].

정책도구의 조합에 대한 효과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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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아직 제한적

이다[47-49].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조합의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는 정책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것이며, 

둘째는 조세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 자금지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간의 대

체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Bérubé와 Mohnen(2009)은 캐나다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급진적 혁신과 혁신성과의 양적 규모

에 있어 조세지원만을 수혜한 기업보다 정책조합을 활

용한 기업에게서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50]. 유사한 맥락에서 Neicu 등(2016)은 벨기에의 사

례를 토대로 정책조합은 기업의 R&D 규모 확대, R&D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단일 

정책도구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전략적으로 R&D를 

수행하도록 유인한다고 결론지었다[51].

다음으로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한 자금지원의 효

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나

타나지 않는다. Guerzoni와 Raiteri(2015)는 EU 자

료를 바탕으로 자금지원, 조세지원, 공공구매에 의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제시하였다[15]. 다만 다른 정책

도구의 활용을 배제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효과가 감소

하는 것을 토대로 숨겨진 처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책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Marino 등(2016)은 프랑스의 사례를 기반으로 정책

조합과 자금지원에 대해 기업의 R&D 투자 수준을 촉

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16]. 특히, 자금지원의 

영향이 정책조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

고하였다. 유사하게 벨기에의 사례를 토대로 정책조합

에 비해 자금지원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제시한 Dumont(2017)의 연구가 있다[39]. 

이 연구들은 기업이 획득한 공공재원의 실제적인 규모

를 적용하였으며, 특정 수준을 넘는 높은 수준으로 기

업이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문헌으로는 곽기현 등(2017)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원금 정책은 정책조

합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 유인에 있어 우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52].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정책조합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크로아티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Radas 등(2015)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조합과 자금지원은 기업 혁

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책조합은 자금지

원만을 활용한 경우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46].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 가설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의 R&D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도구는 재정지원이다. 증거기반 정책결정

의 관점에서 정책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평

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

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공공 재정지원의 긍

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단일한 자금지원 또는 조세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가 과대평가되는 숨겨진 처치효

과 편의를 야기할 수 있다. 혁신시스템 내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정책도구의 활용은 정책조합의 논의로 이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정책효과의 분석

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실정이다. 더욱이 정책지

원의 주요한 목표대상이며,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

출과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

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자금지원과 조세

지원의 조합, 그리고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한 자금

지원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논의를 바탕으로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의 조합의 관

점에서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공 재정지원 조합(자금지원,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금지원은 세제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

우에도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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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의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를 통합하였다.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집하여 공

포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이다. 중소기업기술통계는 

OECD 기술혁신조사, 국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제

조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해 기술개발활동을 측정한다[53]. 중소기업통계는 중

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중

소기업 기술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2003

년에 1차 조사가 시행된 이후 2년 주기로 수행되었으

며, 2014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다[54]. 설문의 대상

은 매출액 5억 원을 초과하고 산업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로 인정되는 기업체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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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소기업이며, 이를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39, 55-57]. 고정효과 회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시점에 대한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정책수혜 전후

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이중차

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의 일반화된 모형으

로 간주된다[58,59]. 또한, 고정효과 모형은 기업의 미

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iety)을 고려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경

감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STATA 15.0을 활용하였다.

3.3 연구변수

3.3.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효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을 적용하였다[60]. 실증분석에 

있어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3.3.2 독립변수

공공 재정지원 혼합에 대한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선행연구와 같이 기업의 자금지원, 조세지원의 활용 

여부를 사용하였다[61,62]. 우선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자금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활용한 경우 1로 코딩하였으며,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Model 1). 다음으로 정책조합의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모두 활용한 경우, 자금지원만을 활용한 경우, 세제지원

만을 활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1의 값을 부여하였

으며,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Model 2). 

3.3.3 통제변수

본 연구는 혁신활동과 관련을 가지는 기업의 일반 

특성과 연구개발 특성을 통제하였다. 먼저 기업의 규모

와 연령을 고려하였다. 기업의 규모는 리스크의 분산, 

규모의 경제와 같은 특징을 의미하며, 기업의 규모와 

혁신활동은 깊게 연관되어 있다[63]. 이러한 규모 효과

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포함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직원 수를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자연로그를 

적용하여 변환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의 연령은 

기업의 혁신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에 

진출하여 생존하고 성장하는 기업의 진화적 특징을 나

타낸다[64].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출활동을 통제하였다. 국내 시장에 한정하여 

경쟁하는 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에서 확대된 시장 기회

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혁신활

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크다[65]. 이를 위해 매출액 대

비 수출액을 적용하였다. 규모와 동일하게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 

Cohen과 Levinthal(1990)에 따르면 기업이 외부로

부터 획득하는 정보, 지식으로부터 가치를 이해하고 적

용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며, 이를 기업의 흡수역량으로 

정의하였다[66]. 이러한 기업별 상이한 흡수역량을 고

려하기 위해 직원 수 대비 연구개발 전담 직원 수의 규

모를 고려하였다[67,68]. 분석 시 자연로그를 적용하였

다. 기업이 활용하는 외부정보는 혁신 과정과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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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69]. Laursen과 

Salter(2006)는 외부의 상이한 정보원천에 대한 활용

은 기업의 개방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외부

탐색의 깊이(external search depth)로 정의하였다

[70]. 따라서 기업이 획득하는 정보의 원천을 대학/공

공연구소, 공급/수요기관, 회사내부/경쟁기업, 외부의 

공개정보 등 4가지로 구분하여 합산하였다[19,71]. 이

는 최대 3의 값을 가지며, 활용이 없는 경우 0을 부여

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은 혁신의 참신성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향상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참신성이 높은 혁신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가진

다[72]. 또한 리스크가 높아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지 않지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

술 등 관련 혁신활동은 정책적인 선호도가 높다[73]. 이

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혁신활동을 통해 주력하는 기

술개발이 국내‧외적으로 최초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하

였으며, 반대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4. 분석결과 

Table 1은 공공 재정지원의 활용 형태를 구분하여 

정리한 분석대상 샘플의 기술통계이다. 정책활용 형태

에 따라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모두 활용한 경우, 자금

지원만 활용한 경우, 세제지원만 활용한 경우, 미활용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기술통계는 내부 R&D 투자, 규

모, 연령, 수출 활동, 연구개발 강도, 혁신참신성, 외부정

보 활용 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이다. 

대체적으로 수출활동, 연구개발 강도, 혁신의 참신성이 

높은 기업이 재정지원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규모, 외부정보 활용은 정책지원의 활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Table 2는 고정효과 패널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패

널개체 간 이분산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분석 모형은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분산성에 강

건한 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하우스만(hausman)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Model 1은 세제지원의 활용에 관계없이 자금지원

을 독립변수로 적용한 것이며, Model 2는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하여 정책변수를 적용한 것이다. 종속변수

는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이다. 

먼저 시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Model 1a을 살펴

보면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0.21). 이는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재정지

원의 부가성 효과를 의미하며, 자금지원의 수혜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21%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ized by a type of a policy support)

Policy mix

(n=70)

Subsidy only

(n=92)

Tax only

(n=81)

No support

(n=270)

mean

(s.e)

min

/max

mean

(s.e)

min

/max

mean

(s.e)

min

/max

mean

(s.e)

min

/max

R&D investment

(log)

1.86

(1.05)

0

/3.93

1.43

(0.84)

0

/3.57

1.35

(0.87)

0

/3.53

1.21

(0.79)

0

/3.84

Size

(log)

5.46

(0.69)

4.13

/8.00

5.49

(0.60)

4.26

/6.79

5.43

(0.72)

3.72

/7.09

5.42

(0.67)

3.83

/7.22

Age
17.50

(11.29)

3

/67

18.20

(8.68)

3

/44

17.41

(9.90)

3

/68

16.97

(9.57)

3

/66

Export

(log)

1.47

(1.07)

0

/4.39

1.00

(1.53)

0

/4.61

0.46

(1.1)

0

/4.61

0.77

(1.43)

0

/4.61

R&D intensity

(log)

3.01

(0.87)

0.77

/4.61

2.57

(0.89)

0.81

/4.61

2.57

(0.85)

0.69

/4.52

2.50

(0.79)

0.60

/4.56

Innovation novelty
0.71

(0.45)

0

/1

0.66

(0.47)

0

/1

0.49

(0.50)

0

/1

0.48

(0.50)

0

/1

use of external info
1.84

(0.69)

0

/3

1.66

(0.75)

0

/3

1.79

(0.66)

1

/3

1.75

(0.69)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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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result of the impact of a public financial support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SME R&D investment

Model 1a Model 1b Model 2a Model 2b

β SE β SE β SE β SE

Subsidy 0.21** 0.08 0.22*** 0.08

Mix 0.43*** 0.13 0.42*** 0.12

Subsidy only 0.16* 0.09 0.17* 0.09

Tax only 0.16* 0.09 0.14 0.09

Export -0.01 0.02 -0.02 0.02 -0.01 0.02 -0.01 0.02

Size -0.29*** 0.08 -0.29*** 0.08 -0.28*** 0.08 -0.28*** 0.08

R&D intensity 0.24*** 0.07 0.25*** 0.07 0.22*** 0.06 0.23*** 0.06

Age -0.05* 0.03 -0.04 0.10 -0.06* 0.03 -0.00 0.10

Innovation novelty -0.02 0.07 -0.04 0.07 -0.01 0.07 -0.02 0.07

Use of external info 0.01 0.04 0.02 0.03 0.01 0.04 0.01 0.03

constant 3.29*** 0.75 3.01* 1.72 3.34*** 0.75 2.37 1.73

Time dummy no yes no yes

n 513 513 513 513

R2 0.21 0.27 0.20 0.43

*** p<0.01, ** p<0.05, * p<0.10

Note) SE indicates robust standard error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R&D 투자는 

R&D 강도와 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규모, 나이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시간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의 영향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Model 1b).

다음으로 Model 2는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적용한 분석 모형이다. Model 2a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조합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β=0.43).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을 모두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

우 정책을 미활용한 통제 집단에 비해 자체 R&D 투자

가 43%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책조합은 중소기

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한다고 판단된다. 조세지원

의 영향이 배제된 자금지원의 경우 10%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β=0.16). 

자금지원에 대한 영향 정도는 조세지원과 동일하며, 재

정지원의 수혜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16%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하

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긍정적

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Model 1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 효과를 통제한 Model 2b를 살펴보면 정책조합의 

영향은 Model 2a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

며, 정책조합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긍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

로운 점은 시간효과를 고려한 Model 2b에서 조세지원

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자금지원의 효

과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다(β=0.17). 이는 자원의 제약이 존재하는 중

소기업은 자체적인 R&D 투자에 부담으로 인해 조세지

원 보다 자금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는 기존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의 효과에 대해 조세지원의 영

향을 고려한 경우(Model 1)와 그렇지 않은 경우

(Model 2)를 비교하면 Model 2에서의 자금지원에 대

한 영향이 Model 1보다 약 5%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조합과 조세지원의 영향이 배제

된 결과로 판단되며, Model 1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꾀

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R&D와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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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미래 혁신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책지원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공공 재정지원의 조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의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의 R&D 투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책조합이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기존 연구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

구들을 지지한다[15,50,51].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조

합의 영향력은 자금지원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Radas 등(2015)의 연구와 

일관성을 가지며[47],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유형

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정책조합의 영향력이 자금지원

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한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

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둔 기업규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

원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지원의 영

향이 배제된 조세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이 자체자금의 사용보다는 외부로부터 확보한 자금에 

기반 한 R&D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공공 자금지원은 유용한 정책도구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 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R&D 

활동을 수행하도록 촉진한다. 정책조합에 의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R&D 투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지원만을 수혜

한 기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영향을 보였다. 즉, 국

내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은 보완

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조

세지원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4], 본 연구

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조치가 혁신정책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공공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도구이다. 민간 부분 R&D와 

혁신활동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원 투자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포트폴리오의 구성

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8,20,48,74]. 

특히, 다른 정책도구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책도구를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본 연구는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분석에 따라 부분적인 유의성을 보인 

조세지원과 달리 자금지원의 경우 일관성 있게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금지원의 실제

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는 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75]. 

특히, 중소기업은 연령과 R&D 경험이 적고 재정적인 

제약이 높은 경우 지원금으로 나타나는 혜택이 상대적

으로 크다[44]. 또한, 정부지원금을 수혜한 기업은 외

부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는 후광효

과(halo-effect)가 있으며[76,77],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켜 외부자금 획득 시 소요되는 자본비용을 줄일 

수 있다[78]. 따라서 공공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외부의 재정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체적인 

R&D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

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금, 조세지원 수단에 대한 중소기

업의 활용 유무를 적용하였다. 정책평가 연구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또는 정부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활용한 재정지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명

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최

근의 실제적인 지원규모를 반영한 연구들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중복지원 등을 고려한 정책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있어 산업의 특성을 통

제하였다. 정책지원의 효과는 기업이 가지는 산업적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국가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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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신성장

동력 분야는 공공정책 지원의 주요한 관심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분석표본의 규모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세

부적으로 산업부문을 구분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 부분별 특성이 통제된 일

반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에게 나타난 정책효과로 볼 수 

있다. 충분한 연구표본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강도, 기술

적 기회에 따라 산업유형을 구분하는 표본 설계와 분석

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 부문별로 나타나는 정책효과의 특징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희소한 공공자원 하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정책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적인 효과

와 스필오버 특성을 가질 수 있다[79]. 본 연구는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장기간의 패널 자료 기반의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

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자체 R&D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정부재정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민간의 대

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경우 어떠한 재정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혁신정책의 조합과 정부지원

금과 대응자금을 제외한 R&D투자비율에 대한 인과관

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지원이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을 제외

한 R&D투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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