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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현재 국내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 액셀러레이

터의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그 역사가 짧고 정량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

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112개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

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 액셀

러레이터의 공동투자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면 스타트업의 성

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

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액셀러레이터, 공공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초기투자, 공동투자

Ⅰ. 서론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는 신규 벤처 투자 규모

가 2001년 1,119개사 8,913억원에서 2020년 2,130개사 4조
3,045억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년 사이에 투자금

액이 382.9%나 증가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9월 동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91개사에 5조 2,593억원이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1.8%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투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는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나 기업의 지분을 주고 자본금을 증자하는 투자

유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담보자산이 충분치 않고 기술력 

중심인 스타트업은 대출이 어려워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다.  
투자자의 유형도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금융기관, 공

공기관, 일반법인, 엔젤투자자 등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후속 투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미국에서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설립

된 이후에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끌

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는 역사가 짧고 설립 목적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액셀러레이터란 유망한 초기 창업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교

육과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3~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룹(Cohort)별, 기수별로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피칭(Pitching) 
및 데모 데이(Demo day)를 통해 사업파트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초기기업 투자(또
는 지원)주체이다(Cohen & Hochberg, 2014). 또한 액셀러레이

터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주식을 받고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에서는 액셀러레이터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등록한 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에서는 2010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 평가받는 ‘프라이

머’이후 공식적으로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만 2021년 3분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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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339개(중소벤처기업부 www.k-startup.go.kr에 발표)로 집계

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 공공기관

의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공간지원과 홍보, 마케팅 지원 사

업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에도 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액셀러레이터가 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길지 않지

만 창업생태계에서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액

셀러레이터 중심의 벤처·창업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국내의 액셀러레이터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그 역할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들은 액셀러레이터 자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과

에 대해 다루었으며 연구방법론 관점에서는 사례조사 및 인

터뷰가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역사가 

길지 않아 정량적인 자료가 대부분 비공개여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공공 액셀러레이터도 활동 중이

나 향후 정책의 수립이나 예산 확대 등을 위해서는 그 효과

와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공 액셀러레이터의 직접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

이터를 분석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1) 또한 선행연구로 진행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효과의 차이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액셀러레이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표본, 가설설정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회귀분

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논

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스타트업(Startup)
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오래되지 않

은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혁신

적 기술을 보유한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자

금을 조달하기 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은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

터의 시드(seed)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서 벤처캐

피탈로부터 투자유치 순서에 따라 시리즈(Series) A, B, C, D 
단계별로 투자를 받는다. 최근에는 시리즈 A 이전에 받는 단

계를 브릿지 투자라고 부르며 프리 시리즈 A(Pre Series A)단
계로 부르기도 한다.

2.1. 액셀러레이터 현황

세계 최초로 설립한 액셀러레이터는 2005년 Paul Graham이 

미국에서 설립한 Y-Combinator이고,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성

공적인 투자와 성장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

산되었다. 한국에서는 2010년 권도균 대표가 최초의 액셀러레

이터인‘프라이머’를 창업하였고, 그 이후 10년 만에 큰 성장

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

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

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법인유

형별 등록현황(2021.8.31.기준)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된 액셀러레이터는 339개사이다. 주식회사가 243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71.7%)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

술지주회사가 각각 17개사로 5%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영리법인 27개사(8%), 대학 산학협력단 4개사

(1.2%) 등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창업

기획자로 등록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기획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민간 및 공공 액셀러레이터도 다수 존재한다. 
액셀러레이터는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창업활성화 같은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와 민간 액셀러

레이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Y-Combinator, 블루포인트파트

너스 같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Seed 
Accelerator) 유형이 존재하고, 민간 액셀러레이터 안에서도 대

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신사업 발굴 등 효과를 얻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형 액셀러레이터(Corporator Accelerator)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유형
구분

상법상 회사 민법상 비영리법인

전체
주식
회사

창투사
기술
지주

신기사 신창사 LLC
비영리
법인

창조
센터

산학
협력단

기업
(개)

243 14 17 1 5 11 27 17 4 339

비율
(%)

71.7 4.1 5 0.3 1.5 3.2 8 5 1.2 100

85.8 14.2 100

TIPS 23 11 7 0 4 1 1 1 0 48

<표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법인유형별 등록현황(2021.8.31.기준)

1)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재무데이타가 취합된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여, 재무자료 확보가 가능한 서울시 공공 액셀러레이터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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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 액셀러레이터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

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

공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2조에서는 공공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 함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 

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공기관에서 지분 투자 및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

캐피탈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포괄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

로 정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

는 공공 액셀러레이터는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역할 뿐 아니라 자금을 출자하여 펀드 조성에 기여하는 

LP(Limited Partner)기능도 수행한다. 
공공 액셀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주요 이해관계

자로 있으며 국가, 지역,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아 공공기

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Clarysse et al., 2015). 
<그림 1>은 서울시 공공 액셀러레이터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2.3. 투자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3.1.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연구 동향

액셀러레이터의 역사가 짧아서 선행연구도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과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액셀러레이터 초기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특히 벤처

캐피탈과 인큐베이터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만

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Cohen 
& Hochberg, 2014; Miller & Bound, 2011; Petersson et al., 
2012).
김상철·동학림(2021)은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 중 멘

토링, 교육, 초기투자는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반면 네트워킹은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Mason & Stark(2004)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다.
허주연·정승화(2021)는 액셀러레이터를 건당 평균 1억 미만 

투자를 하는 소규모 투자그룹과 건당 평균 1억 이상 투자를 

하는 중·대규모 투자그룹으로 나누어 투자결정요인을 비교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멘토링, 
교육, 컨설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소규모 투자 그룹과 스타트업의 후속투자 또는 회

수(Exit)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인 중·대규모 투자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즉 액셀러레이터도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목적과 

주요 서비스가 다르고, 선호하는 스타트업의 유형 및 투자결

정요인이 달라지며, 각 유형은 중점 서비스에 따라 중·대규모 

액셀러레이터는 ‘투자 중심형 액셀러레이터’, 소규모 액셀러

레이터는 ‘멘토링 중심 액셀러레이터’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ason & Stark(2004)는 엔젤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에 직

접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재무적 투자를 하지만, 액셀러레

이터는 지원 대상 기업에게 체계적인 교육이나 멘토링을 직

접 제공하거나 적합한 파트너, 멘토 등의 네트워킹을 제공하

며 데모데이 등을 통해 후속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Smith & Hannigan(2015)는 2개의 액셀러레이터(Techstars, 

Y-Combinator)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연

구에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높은 

가격으로 인수되거나 매각되며, 벤처캐피탈로부터 빠르게 후

속 투자를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Hallen et al.(2020)은 액셀러

레이터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과 받지 못한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액셀러레이터의 여러 방면의 신속하

고 집중적인 멘토링은 스타트업의 성과 달성 시간을 줄인다

고 주장하였다. 최윤수·김도현(2016)은 공간을 지원하고 자금

을 제공하지 않는 인큐베이터와는 달리 액셀러레이터는 지분

교환 형태로 투자가 제공되며, 사무실을 필수로 제공하지는 

않는 인큐베이터보다 발전된 투자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승용·권규현(2021)은 K.Global 프로젝트에 참여한 448개사 

스타트업 성과 조사에서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56개사는 비 참여사와 비교해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은 차이가 없으나, 투자유치 건수는 차이가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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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공공 액셀러레이터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 (2021년 기준, 서울산업진흥원(SB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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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무적 투자효과 선행연구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직접적

인 선행연구가 부재한 관계로 유사한 선행연구로서 벤처캐피

탈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다. 
유효상(2001)은 정보통신산업을 분석한 연구에서 벤처캐피탈

이 투자한 기업의 총자산, 매출액, 자본금, 고정자산, 경상이

익 등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재정 외

(1994)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및 유형별 효과를 분석한 연

구에서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양(+)의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성현(2004)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350여개 기업의 실적자

료 연구를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의 매출성장 등에 긍

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은혜 외(2010)는 벤처캐

피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측면에서 더 낮은 것을 발견하

고, 벤처캐피탈이 유망산업의 경영, 투자 등의 조언 등에 있

어 파트너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장

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이 원인이라고 추정하였다.
서병철·김건우(2011)는 초기투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자

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 같은 성장성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고, 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이익률에서 초기투자기업이 후

기투자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매출액이익률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진오·하규수(2016)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않은 바이

오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은 바이오 벤처기업보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 이는 투자를 받지 않은 벤처

기업들이 벤처캐피탈 대신 대기업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

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오랜 기간을 필

요로 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Davila et al.(2003)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실리콘밸

리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 193개사와 투자 받지 

않은 기업 301개사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의 투자

를 받은 기업이 일자리창출 등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가 더 우수했음을 보고하였다. Engel(2002)
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기업의 성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Wang et 
al.(2003)은 싱가포르 상장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 

투자기업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

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IPO 이후 주식가치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Florin(2005)는 1996년 상장한 

미국의 2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이 비 투자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더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의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과는 주로 성장성, 수익성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대부

분 연구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초기 투자기업에 더 높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투자의 효과에 대하여 Lerner(1994)는 지

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끼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여 투자에 동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보

고하였다.
김도성·안성필(2020)은 대학벤처캐피탈이 주로 설립된 지 3

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투자하여 민간 벤처

캐피탈의 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대학벤처캐피탈

이 다른 민간 투자자 및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투자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서병철·김건우(2011)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유형에 따른 효과

를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 투자기업보다 자

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 같은 성장성 지표에 있어 높은 성

과를 나타내었으나 다수의 벤처캐피탈이 참가한 공동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벤처캐피탈의 공동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동투자

를 통하여 서로 지식을 공유하며 투자에 동반되는 위험을 감

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초기투자와 공동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

기투자와 공동투자가 스타트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3.1. 표본 선정 및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표본기업으로 서울시 공공 액셀러

레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투자한 112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서울산업

진흥원 직접투자기업 대상 기업의 조건은 투자시점 기준 서

울소재 기업으로 지분 투자가 가능한 법인기업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투자기업 재무데이터는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www.cretop.com)에서 추출하였다. 초기투자의 대상은 

창업일자 기준 3년 미만 투자기업으로 분류하였고, 공동투자

는 서울산업진흥원 투자와 동일한 공동라운드로 진행된 투자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액셀러레이터 역사가 짧

고 집적된 투자기업의 재무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총 112개사의 표본기업의 투자년도 분류는 2016년 21개사, 
2017년 31개사, 2018년 27개사, 2019년 16개사, 2020년 17개사

이며, 업종별로는 ICT서비스 72개사, ICT제조 28개사, 유통·서
비스 8개사, 바이오·의료 2개사, 기타 2개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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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기업 비해당 기업 총 투자기업 수 

초기투자
(3년 이내)

66 46 112

공동투자 
(공동라운드 투자)

56 56 112

<표 2> 표본기업

본 연구는 2016년~2020년까지 5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

였고, 재무데이터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

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이 경우,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

우 최소제곱 추정량의 계산이 어렵고 추정량의 분산이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분석모형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에 대해 분산확대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분

산확대지수(VIF)의 값이 모든 변수에서 2미만으로 측정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가설 설정

언론 보도나 연구 활동에서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

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재무비율

은 한국은행 통계자료로서 연도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주요 재무비율을 매년 총 합산, 평균하여 주요 경제

지표 중의 하나로 발표하고 있다(신현대, 2016). 현재 공시되

어 있는 대표적인 재무비율은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안정

성, 생산성 등에 관련된 것들이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공시 

비율로는 기업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이며 성장성을 나타내는 공시 비율로는 총자산증가율, 자기

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이 있고, 활동성을 나타내는 비

율로는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이

다(신현대, 2016).
이기환 외(2000)은 61개 소프트웨어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

여 벤처캐피탈 지원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성이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성장

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병철·김건우

(2011)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

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 같은 성

장성 지표에 있어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자금투자 규모가 많

을수록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

시점에 따른 분석결과 성장성 지표에서 초기 투자기업이 후

기 투자기업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냈고 수익성 지표 중 총자

산이익률에서 초기 투자기업이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서병철·김건우,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는 성장

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가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가설 1-1, 1-2).
활동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러 활동성 비율 중에

서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총자산

회전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총자산회전율은 일정 매출을 실

현하기 위해 투자한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회전 반복하여 사

용되었는지를 나타내며, 투자자금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이다. 즉, 기업이 상품·서비스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총자

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윤창훈(2006)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효율성 평가를 연구목

적으로 연속적 정책자금 지원기업이 미지원기업보다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3
년 연속 정책자금지원이 수익성, 활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였으며, 전덕영·윤병섭(2019)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 활동성 비율인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정(+)의 관련성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이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지를 나타내는 활동성 지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가설1-3).
Lerner(1994)는 공동투자가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벤

처캐피탈끼리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여 투자에 동반되는 위험

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Bygrave(1988)는 벤처

캐피탈간 공동투자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첨단산업에 투자

하는 벤처캐피탈들은 서로 밀접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

며, 첨단산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의 정

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투자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

가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보고자 한

다(가설 2).
액셀러레이터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무정보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없는 바, 기존 벤처캐피탈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는 스타트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는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는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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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스타트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분석대상 변수

변수구분 변수종류 측정 방법

종속변수

SGR (당기말 매출액 / 전기말 매출액 * 100) - 100

TAGR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 100

PMR (당기순이익 / 매출액 ) * 100

ROA (당기순이익 / 총자산 ) * 100

ATR (매출액 / 총자산 ) * 100

독립변수
EARLY 3년 이내 초기투자: 1, 아니면 0

COIN 공동투자기업이면: 1, 아니면 0

통제변수

ISIZE 2억 이상 투자: 1, 아니면 0

INDU 정보통신업종이면:1, 아니면 0

SIZE Ln(총자산)

SIZE (총부채 / 총자산 ) * 100

<표 3> 분석대상 변수의 측정 방법

주) SGR(매출액증가율), TAGR(총자산증가율), PMR(매출액이익률),
ROA(총자산이익률), ATR(총자산회전율),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SIZE(기업규모)

투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측정으로 크게 나누어서 분석한 경우

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 액셀

러레이터 투자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분석대상 변수로는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적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서병철·김건우(2011), 신진오·하규수(2016), 전덕

영·윤병섭(2019) 등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한 재무적 선행연

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채택하였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는 매출액증가율과 자산증가

율을 사용하였다. 수익성 대용변수로는 매출액이익률과 총자

산이익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활동성 대용변수로는 총자산

회전율을 사용하였다. 변수 및 측정 방법은 <표 3>과 같다.

3.4. 실증분석모형

회귀분석식 (1), (2), (3), (4), (5)는 스타트업에 대한 공공 액

셀러레이터 투자 효과에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병철·김건우(2011)과 

신진오·하규수(2016) 등 벤처캐피탈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

구모형을 변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 SGR(매출액증가율), TAGR(총자산증가율), PMR 

(매출액이익률), ROA(총자산이익률), ATR(총자산회전율)을 사

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 
통제변수로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 사용하였다.

SGRt = α1 + β11EARLYt + β12COINt + β13ISIZEt + β

14INDUt + β15SIZEt + β16LEVt + ε                  (1) 

TAGRt = α1 + β11EARLYt + β12COINt + β13ISIZEt + 
β14INDUt + β15SIZEt + β16LEVt + ε                (2)

PMRt = α1 + β11EARLYt + β12COINt + β13ISIZEt + 
β14INDUt + β15SIZEt + β16LEVt + ε                (3)

ROAt = α1 + β11EARLYt + β12COINt + β13ISIZEt + 
β14INDUt + β15SIZEt + β16LEVt + ε                (4)

ATRt = α1 + β11EARLYt + β12COINt + β13ISIZEt + β
14INDUt + β15SIZEt + β16LEVt + ε                  (5) 

Ⅳ. 연구결과

4.1.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성장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와 스타트업의 매

출액증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초기투자가 전체년도 매출액증가율인 SGRALL

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투자 EARLYt(B=73.775, t=3.209)는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냈으며, 
투자년도 매출액증가율 SGRt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투자 

EARLYt (B=93.166, t=1.781)는 유의수준 p<0.10수준에서 유의

한 정(+)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차년도 매출액증가

율 SGRt+1, 2차년도 매출액증가율 SGRt+2, 그리고 3차년도 

매출액 증가율 SGRt+3 경우에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

자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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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독립변수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스타트업

의 매출액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종속변수

SGRALL SGRt SGRt+1 SGRt+2 SGRt+3

(상 수)
213.647
(1.051)

729.180
(1.260)

-83.180
(-0.440)

-101.254
(-0.200)

225.604
(0.750)

EARLYt
73.775

(3.209)***
93.166
(1.781)*

31.895
(1.613)

90.830
(1.492)

44.752
(1.009)

COINt
20.840
(0.918)

-0.003
(0.000)

21.996
(1.103)

35.793
(0.627)

-27.102
(-0.688)

ISIZEt
61.513

(2.584)**
131.316
(2.370)**

36.916
(1.774)*

52.140
(0.866)

-85.883
(-1.396)

INDUt
-0.903

(-0.036)
17.188
(0.286)

-2.607
(-0.124)

-37.182
(-0.611)

21.294
(0.467)

SIZEt
-12.210
(-0.857)

-47.360
(-1.165)

7.938
(0.598)

11.646
(0.326)

-11.259
(-0.551)

LEVt
-0.185

(-1.392)
-0.525

(-0.989)
-0.171

(-0.919)
-0.072

(-0.252)
-0.149

(-0.985)

F-Value 2.953*** 1.810 1.992* 0.978 1.036

R-square2) 0.072 0.149 0.157 0.101 0.177

Adj. R-square3) 0.048 0.067 0.078 -0.002 0.006

<표 4>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주) 1)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p<0.01, **는 p<0.05, *는 p<0.1
이하의 유의수준

2)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는 독립변수이며,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은 통제변수임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종속변수인 총자산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수인 전체년도 

총자산증가율인 TAGRALL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투자 

EARLYt (B=114.073, t=3.116)는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유

의한 정(+)의 값을 나타냈으며, 투자년도 총자산증가율 

TAGRt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투자 EARLYt(B=215.146, 
t=2.440)는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

타내고 있다. 
투자 1차년도 총자산증가율에서도 EARLYt(B=54.694, 

t=1.898)는 유의수준 p<0.10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투자 2차년도 총자산증가율, 3차년도의 

총자산 증가율 경우에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모

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공통

투자 COINt(B=-60.487, t=-0.099)는 투자 1차년도 총자산증가

율에서만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값을 부

분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년도 및 나머지 투자연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계에 대한 설명력

의 한계가 있다.

4.2.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성장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의 성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위 분석결과는 90개 투자기업에 대한 벤

처캐피탈의 자금지원과 그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여 벤처캐피

탈이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신재정 외(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바이오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총자산증가율에는 특정

년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신진오·하규수

(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분

석결과는 또한 투자시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투

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과 자산증가율과 같

은 성장성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서병철·
김건우(201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인력 확보, 연구개발비 확대 등 

기업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를 통해 확

보된 자금으로 서비스 및 제품 생산 등 기업성장을 위한 활

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스

타트업에 대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는 성장성 지표

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투자년도와 투자 1차 년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투자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3) 유관희 외(2005), 윤소라·한봉희(2009), 서병철·김건우(2011) 등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R-square 및 Adj. 
R-square 값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종속변수

TAGRALL TAGRt TAGRt+1 TAGRt+2 TAGRt+3

(상 수)
-687.069
(-2.337)**

-887.532
(-1.049)

-1,243.717
(-4.921)***

-1,167.762
(-2.816)***

-337.178
(-1.264)

EARLYt
114.073

(3.116)***
215.146
(2.440)**

54.694
(1.898)*

72.691
(1.344)

57.861
(1.252)

COINt
25.661
(0.721)

70.489
(0.798)

-60.487
(-0.099)**

56.023
(1.105)

-18.764
(-0.473)

ISIZEt
35.625
(0.939)

23.877
(0.261)

-1.962
(0.735)

-55.144
(-1.001)

-3.651
(-0.055)

INDUt
37.126
(0.970)

60.624
(0.636)

30.024
(0.149)

10.213
(0.190)

47.055
(1.087)

SIZEt
52.985

(2.550)**
71.794
(1.185)

94.901
(5.337)***

89.451
(3.068)***

25.775
(1.258)

LEVt
-0.082

(-0.511)
-0.184
(-0.201)

0.024
(0.199)

-0.252
(-0.947)

0.197
(1.936)*

<표 5>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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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p<0.01, **는 p<0.05, *는 p<0.1
이하의 유의수준

2)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는 독립변수이며,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은 통제변수임

 
공동투자가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Lerner(1994)는 공동투자가 벤처캐피탈끼리 그

들의 지식을 공유하여 투자에 동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김도성·안성필(2020)는 대학벤처

캐피탈이 정부와 다른 민간 투자자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투자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서병철·김건우(2011)은 다수의 벤처캐피탈이 참가한 공

동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공공 액

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와 성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

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총자산증가

율에는 특정 년도에서만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3.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수익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와 스타트업의 매출액이익률

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표 6>와 같다.
종속변수인 전체년도 매출액이익율 PMRALL에 미치는 영향

에서 초기투자 EARLYt(B=-268.158, t=-2.001)는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냈으며, 투자년도 매

출액이익율 PMRt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투자 EARLYt 
(B=-415.128, t=-1.775)는 유의수준 p<0.10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투자 1차년도 매출액이익율 

PMRt+1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초기투자 EARLYt (B=-305.187, 
t=-1.670)는 유의수준 p<0.10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값을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투자 2차 년도의 매출액이익률, 투자 3
차 년도의 매출액이익률 경우에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인 공동투자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전체년도 매출액이익율 PMRALL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

투자 COINt(B=251.315, t=1.921)는 유의수준 p<0.10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냈으며, 투자년도 매출액이익률 

PMRt+1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자 1차 년

도 매출액이익율 PMRt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투자 COINt 
(B=361.919, t=1.988)는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투자 2차 년도 매출액이익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공동투자 COINt(B=588.671, t=1.843)는 유

의수준 p<0.10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종속변수

PMRALL PMRt PMRt+1 PMRt+2 PMRt+3

(상 수)
-744.542
(-0.730)

2,468.973
(1.075)

-2,295.183
(-1.358)

-2,938.697
(-1.291)

-636.914
(-0.194)

EARLYt
-268.158
(-2.001)**

-415.128
(-1.775)*

-305.187
(-1.670)*

-126.181
(-0.378)

-178.813
(-0.395)

COINt
251.315
(1.921)*

-84.835
(-0.358)

361.919
(1.988)**

588.671
(1.843)*

479.979
(1.167)

ISIZEt
-251.209
(-1.816)*

-250.928
(-1.036)

-216.703
(-1.141)

-288.187
(-0.833)

-506.847
(-0.832)

INDUt
189.957
(1.362)

-68.361
(-0.280)

362.697
(1.905)*

678.238
(1.971)*

-140.672
(-0.310)

SIZEt
26.634

(0.365)**
-180.421
(-1.097)

142.244
(1.198)

141.911
(0.875)

19.612
(0.088)

LEVt
-0.007
(-0.039)

0.666
(0.280)

-1.238
(-0.746)

0.101
(0.401)

-0.122
(-0.074)

F-Value 2.116* 1.194 2.109* 1.325 0.373

R-square 0.044 0.079 0.146 0.119 0.057

Adj.
R-square

0.023 0.013 0.077 0.029 -0.096

<표 6>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매출액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주) 1)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p<0.01, **는 p<0.05, *는 p<0.1
이하의 유의수준

2)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는 독립변수이며,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은 통제변수임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의 총자산이익률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분석결과 독립

변수인 초기투자는 전체년도 총자산이익율 ROAALL에서 초

기투자 EARLYt (B=-16.526, t=-2.388)는 유의수준 p<0.05 수준

에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독립변수인 공

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스타트업의 총자산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수익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스타트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

액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진오·하규수(2016)의 연구에서

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바이오벤처기업의 매출액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것을 부분 채택하였고, 총자산이익률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병철·김건우(2011)는 

F-Value 3.518*** 1.451 7.921*** 4.077*** 1.302

R-square 0.066 0.081 0.367 0.290 0.170

Adj.
R-square

0.047 0.025 0.321 0.2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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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지표 중 매출액이익률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자산이익률에서는 초기투자기

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높은 기업 성과를 나타냈다.

구  분

종속변수

ROAALL ROAt ROAt+1 ROAt+2 ROAt+3

(상 수)
-365.214

(-6.686)***
-350.744

(-3.576)***
-452.882

(-4.100)***
-345.306

(-2.882)***
57.882
(0.547)

EARLYt
-16.526

(-2.388)**
-16.833
(-1.566)

-15.602
(-1.239)

-25.450
(-1.629)

3.048
(0.196)

COINt
-3.962

(-0.590)
-13.849
(-1.284)

-7.060
(-0.565)

8.647
(0.591)

18.954
(1.362)

ISIZEt
-19.682

(-2.752)***
-7.632
(-0.684)

-20.874
(-1.584)

-43.611
(-2.741)***

9.014
(0.429)

INDUt
5.976

(0.836)
4.602

(0.411)
23.750
(1.790)*

-13.925
(-0.896)

-0.946
(-0.063)

SIZEt
25.773

(6.655)***
25.563

(3.621)***
32.164

(4.139)***
26.655

(3.165)***
-5.247

(-0.723)

LEVt
-0.218

(-7.126)***
-0.368

(-3.280)***
-0.356

(-3.114)***
-0.437

(-5.673)***
-0.233

(-6.458)***

F-Value 29.800*** 6.885*** 8.577*** 16.842*** 11.175***

R-square 0.370 0.286 0.386 0.627 0.632

Adj.
R-square

0.357 0.245 0.341 0.590 0.576

<표 7>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총자산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주) 1)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p<0.01, **는 p<0.05, *는 p<0.1
이하의 유의수준

2)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는 독립변수이며,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은 통제변수임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는 다르게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의 수익

성 지표인 매출액이익율과 총자산이익률에 모두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분석

한 대상 기업들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또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들인데 반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기 스타트업

으로서 기업 성장단계나 경영 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과 <표 7>에서 분석했던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스타트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여건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기업의 수익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이 반영

되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 경영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는 수익

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총자

산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캐피탈이 참가한 공동투자가 기업의 성장성

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

구(서병철·김건우, 2011)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학

벤처캐피탈이 다른 민간 투자자 및 정부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투자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고 주장한 김도

성·안성필(2020)의 연구와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4.5.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활동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위에서 분석해 본 성장성 및 수익성 이외에 스타트업의 어

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와 스타트업의 총자산회전율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투자 3차년도 총자산회전

율 ATRt+3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투자 EARLYt(B=-31.259, 
t=-1.692) 는 유의수준 p<0.10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미약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투

자년도 총자산회전율, 투자 1차 년도 총자산회전율, 투자 2차 

년도 총자산회전율은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에 영향

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3차 년도를 제

외한 전체년도 및 나머지 투자연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계에 대한 설명력의 한계가 있다. 전

체적인 분석내용을 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는 활

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다른 독립변수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 역시 

스타트업 총자산회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구  분

종속변수

ATRALL ATRt ATRt+1 ATRt+2 ATRt+3

(상 수)
300.185

(3.381)***
302.565
(1.567)

510.560
(2.300)**

10.018
(0.070)

208.686
(1.594)

EARLYt
-14.241
(-1.330)

-12.975
(-0.681)

-30.296
(-1.251)

9.147
(0.471)

-31.259
(-1.692)*

COINt
9.031

(0.865)
-5.174

(-0.268)
32.820
(1.362)

2.536
(0.141)

14.854
(0.890)

ISIZEt
10.810
(0.992)

9.638
(0.494)

14.242
(0.571)

8.783
(0.449)

-44.502
(-1.789)*

INDUt
15.052
(1.359)

4.384
(0.219)

9.848
(0.389)

36.437
(1.884)*

20.003
(1.109)

<표 8>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총자산회전율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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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p<0.01, **는 p<0.05, *는 p<0.1
이하의 유의수준

2) EARLY(초기투자), COIN(공동투자)는 독립변수이며, ISIZE(투자규모),
INDU(기업업종),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은 통제변수임

4.6. 공공 액셀러레이터 투자가 활동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

표로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공공 액셀러레이

터의 초기투자 및 공동투자가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 활동성 비율인 총

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전덕영·
윤병섭, 2019) 선행연구처럼 총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상품·서
비스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현실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은 상품·서비스의 제품화단계에 진입하는 단계의 기업이 많아 

투자자금이 투입되어도 총자산이 효율적으로 회전되지 않아 

활동성에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재무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

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

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시점에 따라 스타트업의 경

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

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

는 이기환 외(2000), 서병철·김건우(2011)의 연구와 같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투자 리스크로 인해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소극적

인 민간 투자기관의 공백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채워주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방식에 따라 스타트업의 경

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라운드에서의 공동투자가 성장성

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 투자도 공동투

자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공동투자를 통해 위험분산과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와 

민간 투자기관과의 공통투자도 선행연구 결과처럼 투자기관

의 기업의 성장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함께 스타트업을 성장시

키는 방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공동투자가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벤처

캐피탈끼리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Bygrave(1988), Lerner(1994)의 연구와 대학벤처캐피탈이 정부

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른 민간 투자자와 함께 투자

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는 김도성·안성필(2020)의 연구

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

탈처럼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역사적 

배경과 수행 기능이 달라,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룬 민간 벤처

캐피탈 연구와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공 액셀러레이

터는 초기투자가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서는 

벤처캐피탈과의 선행연구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수

익성에서는 부(-)의 효과를 보여,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성장을 우선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수익

이 발생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 경영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

인다.
민간 벤처캐피탈은 펀드 운영기간이 7~8년으로 투자 후 회

수가 목적이고, 민간 액셀러레이터 또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기업인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직접 지분 투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

기적인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수 있는 다른 

방식의 투자로 자리매김을 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

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기관과의 공통투자가 

지속적으로 연계하면 데스밸리 극복 및 스타트업의 유의미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

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초기투자와 같이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

과 공동투자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역할로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공공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연구로 시도되었

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의 역사가 짧고 축적된 투자기업 수

와 연도별 재무데이터가 제한된 상태로 진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SIZEt
-17.866

(-2.857)***
-18.946
(-1.369)

-31.811
(-2.040)**

0.690
(0.068)

-11.180
(-1.255)

LEVt
0.093
(1.514)

0.526
(2.691)***

-0.042
(-0.188)

0.151
(1.624)

0.076
(1.136)

F-Value 4.394*** 2.684** 1.530 1.457 2.876**

R-square 0.086 0.155 0.108 0.133 0.312

Adj.
R-square

0.066 0.097 0.037 0.04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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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검증을 통해 연구의 강건성과 깊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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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vestment Effect of Public Accelerator

JungOh Hong*

Moon-Kyum Kim**

Abstract

Currently, the role of public accelerators in the domestic accelerator market is gradually expanding. Accordingly, in order to establish 
relevant policie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effect and validity of public accelerators’ investment. However, there is no 
quantitative research conducted on domestic accelerators, using their financial data, as domestic accelerators have a short history and 
quantitative data on them are not disclose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with financial data of the startups that 
received equity investments from public accelerators to confirm the effect of public accelerators’investment in startups.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financial data from 112 startups that acquired investments from public accelerators in the 
period of 2016~2020.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investment of public accelerators had an effect on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startups.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itial investment of public accelerat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sales growth rates and total 
asset growth rates, which are growth indicato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joint investment of public accelera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rofit margin, an indicator 
of profitability, rather than on growth. 

Therefore, it is deemed that it will be a great force for growth if investment in the early-stage startups that showed significant 
investment results in this study is continuously expanded in combination with support projects, which are a strength of public 
accelerators. Since this study has confirmed the investment effect of public accelerators, it is deemed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policies that direct public accelerators’ projects towar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tartups through joint investment with the private 
sector and supplementing private accelerators’deficiencies.

KeyWords: Accelerator, public accelerator, startup, initial investment, join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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