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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이준원 (한국신용정보원 수석조사역)*

국 문 요 약

혁신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각 혁

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효과는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과 상

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형 인증인 벤처인증 기업과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절

대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에 여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혁신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

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주제어: 혁신인증,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효과, 성향점수매칭

Ⅰ. 서론

중소기업은 거시적 관점에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왜곡을 최소화 한

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다(Ayyagari et al., 2007). 실제 

한국에서도 2015년~2019년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3%, 전체 종사자의 83.09%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서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처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인증 제도를 도입

하여 高기술·高생산성 중심의 질적 경제성장 체제인 혁신 주

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지속·추진하

였다. 이러한 인증 제도의 경우 국가가 기업에 인증을 부여할 

경우 자본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특

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Lerner, 2002). 

연도
기업 수(개) 종사자 수(명)

전체 기업 중소기업 % 전체 기업 중소기업 %

2015 5,893,802 5,889,611 99.93 19,259,827 16,032,404 83.24

2016 6,085,434 6,080,914 99.93 19,635,071 16,361,595 83.33

2017 6,301,013 6,296,210 99.92 20,094,913 16,689,525 83.05

2018 6,643,756 6,638,694 99.92 20,591,641 17,103,938 83.06

2019 6,893,706 6,888,435 99.92 21,076,582 17,439,595 82.74

평균 - - 99.93 - - 83.09

<표 1> 중소기업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혁신은 크게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Evan, 1966), 한국의 혁신인증 제도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

여 기술혁신형 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과 경영혁신형 

인증(메인비즈인증)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벤처인증의 경우 

1998년 도입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성

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이동석·정락채, 
2008). 이노비즈인증과 메인비즈인증은 각각 2001년과 2006년
에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이노비

즈인증의 경우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메인비즈인증의 경우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이준원, 2022). 
본 연구는 이처럼 혁신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최소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성과

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이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재무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혁신의 성과는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Galende, 2006),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

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대상으로 혁신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혁신인증 제도는 인증 이후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재평가를 통해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혁신성의 유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과된 부분이 있으며, 실제 기술력 평가 이후 3
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이준원(2019)의 연구에서도 혁신이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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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초 혁신인증을 부여받은 중소기업을 분석 대

상기업에서 제외하고, 2016년~2020년 재평가를 통해 최소 5년 

이상 혁신성을 유지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을 분석 대상기업으

로 하였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 중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

반 중소기업 간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기술혁신형 인

증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혹은 경영혁신형 인증과 일반 중소기

업 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전체적인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기술혁신형 인증과 경영혁신형 인증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이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혁신인증 제도가 

갖는 이질성(평가 분야, 업력·산업별 구성, 규모 등)을 감안하

여, 인증별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비교·분석을 실시할 경우 정책효과가 

과대·과소 계상되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실험군(Treated)인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격의 대조군(Control)인 일반 중소기업의 선별에는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혁신인증 중소기업 대비 일반 중소기업의 성

과의 비교에 있어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를 통한 혁신성의 유지가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인 혁신인증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제안을 목표로 한다.

Ⅱ. 선행연구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그 성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에

서 시도되었다. 이는 혁신인증 제도 자체가 한국에 국한된 제

도인데 그 원인이 있다. 반면, 해외 연구는 혁신인증 제도보

다는 혁신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의 

경우 혁신과 성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의 경우 혁신 

및 혁신인증 제도와 성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

다. 
혁신과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해외 연구로는 Bayus et 

al.(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분석 결과 제품혁신과 재무성

과는 유의한 정(+)의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vlonitis & Salavou(2007)은 제품혁신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Azar & 
Ciabuschi(2017)의 연구에서 혁신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 관계

가 정(+)의 방향임이 확인되었다. 기업의 성과를 재무성과에

서 생존으로 확장한 Adam & Alarifi(2021)의 연구 결과, 혁신

은 기업의 생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부

의 지원(External aid)이 있을 경우 이러한 영향력이 강화된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혁신과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Westhead(1995)의 연구가 있으며, 벤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생

존 및 고용증가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혁신

과 재무 및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Freel(2000)의 연구에서는 

제품혁신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율, 고용증가율,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혁신과 재

무 및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분석 결

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혁신이 재무 및 고용효과에 유의한 정

(+)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혁신과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유승훈·정군

오(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코스닥(KOSDAQ) 기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매출액, 종업원)와 R&D 투자

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 매출액 증가 속도보다 R&D 투자

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R&D 투

자 및 R&D 집중도1)는 영업이익률과 유의한 정(+)의 관계임

을 입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윤병섭·허호영(2011)의 연구에

서는 R&D score board의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2009
년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는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R&D 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혁신과 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준원(2019, 2020a, 2020d)의 연구가 있다. 
기술금융에 사용되는 기술등급(T등급)을 혁신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혁신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

한 결과,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일수록 절대적·상대

적 고용효과가 일반 중소기업 대비 유의하게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특

성을 도출한 결과 절대적 고용효과(고용증가율)와 관련해서는 

시장현황이, 상대적 고용효과(매출액 고용계수)와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혁

신특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 중소기업의 업력 및 보유

기술에 따라 고용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만큼 고용정책

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배·하성욱(2000)이 

있으며, 벤처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벤처 유형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는 유의했지만, 영업

이익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하이테크형(High 
tech) 벤처인증 기업은 매우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인증, 이노비

즈인증)과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병헌 외(2008)
의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성과라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및 

신제품 매출 비중의 경우 혁신인증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

업 대비 유의하게 높지만,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유

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인증 제도에 대해 분석을 실

1) & 집중도 매출액
& 투자액

×  매출액 대비 & 투자 정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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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강성욱·이기훈(2012)의 연구에서는 각 혁신인증별 평가

지표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메인비즈인증의 경우 평가지표의 90%가 경영혁신능력, 10%
가 기술혁신능력으로 구성된 반면,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

의 경우 평가지표의 76%가 기술혁신능력, 24%가 경영혁신능

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법규 및 혁신인증 간 통합을 통

해 평가지표 간 균형이 필요하며, 시장친화형 민간 평가시스

템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

서 혁신성의 유지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준원(2022)의 연구에서는 혁신성을 유지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성과 제

한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한다고 주장하

였다.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홍석일(2010)의 연구에서는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

공률, 사업화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 매출, 수출, 신사업 진출, 수입대체, 생산 공정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우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국

내의 선행연구 역시 혁신 및 혁신인증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

과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혁신 

및 혁신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정(+)의 효과

를 미친다는 결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

여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중심으

로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혁신인

증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혁신성의 유지가 

미치는 영향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평가를 통해 최소 5년 이상 혁신성을 유지

한 혁신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함

으로써 혁신성의 유지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 설계

3.1. 변수 및 데이터 구성

본 연구는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고용효과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최소 1회의 재평가를 통해 5년 간 혁신인증을 유지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혁신성의 유지가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혁신인증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각 혁신인증 협회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

였으며, 2016년~2020년 5년간 혁신인증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단, 중복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단일인증 기업과 비교 시 성과에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이준원, 2022)를 참고하여, 단일인증 중소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목표변수인 고용효과는 선행연구(이준원, 2020b, 2020c)를 참

고하여 고용증가율과 매출액 고용계수를 사용하였다. 고용증

가율은 전년 대비 당해 년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절대적 고용

효과를 의미하며, 매출액 고용계수는 매출액 10억 원 당 고용

인원으로 상대적 고용효과를 의미한다. 절대적 고용효과 외에 

상대적 고용효과를 목표변수로 설정한 것은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률 및 고용증가율이 체감되는 상황을 반영

하기 위해서이다. 고용인원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과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산출식

은 각각 다음과 같다.

고용증가율
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인원  
× 

매출액 고용계수
매출액억 원 기준

고용인원

        식(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혁

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

을 선별한 후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향

점수의 산출에는 선행연구(최종민, 2021, 이준원, 2022)를 참

조하여 한국평가데이터와 NICE 평가정보의 2016년 기준 재무

정보(자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와 기타정보(업력, 고용인

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16
년~2020년 고용효과, 재무정보 및 기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중소기업 40,642개와 동 기간 혁신인증을 유지한 혁신인

증 중소기업 7,658개(벤처인증: 3,190개, 이노비즈인증: 2,183
개, 메인비즈인증: 2,285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일반 중소기

업의 선별에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혁신인증 중소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별도의 처리 없이 분석

할 경우 정책효과인 고용효과가 과대·과소 계상되는 선택편향

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향점수매칭은 선택편

향을 정제한 정책평균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이 때, 기업에 대해 정

책지원을 실시할 경우 1로, 정책지원을 미실시 할 경우 0으로 

표기하면 기업에 대한 성과 와 정책평균효과 ∆는 다

음과 같이 표기된다. 

∆  
  

  ∆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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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제로는 정책지원을 실시   했으나, 정책지

원을 미실시 했을 경우를 가정한    는 현실에서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값 추정에 있어 분석 대상의 특성을 점수화하여 

유사한 비교 대상군집을 선별하는 방식이 성향점수매칭이다. 

  min∥
 ∥

  성향점수 추정량이 인 실험군과짝을 이루는 대조군

           식(3)

∆ 


  


        식(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혁신인증 중소

기업의 성향을 점수화 하였으며, 2016년 기준 재무정보(자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와 기타정보(업력, 고용인원,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를 사용하여 각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

한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였다. 성향점수매칭 알고리즘으로

는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매칭 방식으로는 NNM(Nearest 
neighbor match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Caliper 0.01을 기준으

로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의 선별에 있어 중복을 허

용하지 않았으며, 관측영역에서 벗어날 경우 혁신인증 중소기

업군과 일반 중소기업군 모두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 이후 매칭의 불균형을 검정하여, 매칭을 통한 군집 간 

균형의 개선을 확인한 후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

업의 5개년 평균 고용효과와 연도별 고용효과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이 때, 군집 간 평균의 비교는 극단값(Outlier)으
로 인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사용하여 고용효과, 재무정보, 
기타정보 중 업력 및 고용인원이 극단값에 해당할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Ⅳ. 연구 설계

4.1. 매칭의 적정성 검증

2016년~2020년 고용효과, 재무정보 및 기타정보가 확인 가

능하며, 극단값을 제거한 분석 대상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40,642개, 혁신인증 중소기업 7,658개(벤처인증: 3,190개, 이노

비즈인증: 2,183개, 메인비즈인증: 2,285개)였다. 각각의 혁신

인증별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교 대상

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였으며, 매칭에는 2016년 기준 

자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업력, 고용인원,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분류를 사용하였다. 매칭 결과 일반 중소기업 7,368개
와 혁신인증 중소기업 7,368개(벤처인증: 3,124개, 이노비즈인

증: 2,021개, 메인비즈인증: 2,223개)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

용되었다.
분석에 앞서 매칭 결과에 대한 불균형 여부와 균형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매칭 결과에 대한 불균형 여부는 실험군과 대조

군의 공변량에 대한 균형을 확인하는 Hansen and Bowers의 검

정통계량을 사용하였다. Overall balance test를 확인한 결과 각

각의 혁신인증별 p-value는 벤처인증 0.986, 이노비즈인증 

0.989, 메인비즈인증 0.180으로 모두 유의수준 0.05 이상이었으

며,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공변량의 선형결합이 균형임을 

의미한다. 매칭을 통한 분포의 개선은 Lacus, King and Porro의 

다변량 불균형지표()를 사용하였다. 다변량 불균형지표( )

는 0~1 사이의 값으로 도출되며, 0에 가까울수록 분포가 균형 

상태임을 의미한다. 확인 결과 매칭을 통해 다변량 불균형지

표( )가 0에 가까워져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매칭 후 군집 간 불균형 검증
(Overall balance test)

매칭 후 분포의 균형 개선 검증
(Multivariate imbalance measure)

  df p-value 매칭 전 매칭 후

벤처 33.830 54 0.986 1.000 0.990
이노비즈 28.406 48 0.989 1.000 0.999
메인비즈 8.888 6 0.180 1.000 0.997
* p<0.05, ** p<0.01

<표 2> 매칭의 적정성 검증

<그림 1> 매칭 전·후 벤처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성향점수 분포

<그림 2> 매칭 전·후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성향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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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매칭 전·후 메인비즈인증 기업과일반 중소기업 

성향점수 분포

4.2 기술통계

매칭 전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통계는 평균 

업력 10.513년, 평균 고용인원 9.836명, 평균 자산 23.50억원, 
평균 자본 11.41억 원, 평균 매출액 35.69억원, 평균 영업이익 

1.8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매칭을 통해 벤처인증 기업과 유사

한 대조군으로 선별된 일반 중소기업은 평균 업력 7.587년, 
평균 고용인원 12.279명, 평균 자산 27.47억원, 평균 자본 

10.46억 원, 평균 매출액 30.92억원, 평균 영업이익 2.00억원으

로 매칭 이후 벤처인증 기업의 기술통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선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이노비즈인증 기업의 대조군

으로 선별된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평균 

업력 13.981년, 평균 고용인원 17.281명, 평균 자산 47.76억원, 
평균 자본 21.73억 원, 평균 매출액 46.83억원, 평균 영업이익 

2.78억원으로 매칭 이후 이노비즈인증 기업의 기술통계와 유

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메인비즈인증 기업의 대조군인 일

반 중소기업 역시 매칭 이후 평균 업력 12.895년, 평균 고용

인원 14.478명, 평균 자산 45.43억원, 평균 자본 19.11억원, 평

균 매출액 65.53억원, 평균 영업이익 2.81억원으로 매칭 이후 

메인비즈인증 기업의 기술통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

합하면 매칭 전 일반 중소기업은 각각의 혁신인증별 중소기

업과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칭을 통해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의 일반 중소기업이 선별

되었음을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4.3.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고용효과 비교·분석

4.3.1. 벤처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의 

일반 중소기업이 선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혁신인증

의 경우 각 혁신인증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산업별 구성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향점수매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

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더미

(Dummy) 변수화 하여 매칭을 실시하였으며, 매칭 전·후 혁신

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성을 비교하여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였다. 매칭 전 벤처인증 

기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 74.89%, 서비스업(한
국표준산업분류코드 G~S) 20.22%로 제조업의 산업별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기술혁신형 인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매칭 이후 벤처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의 산업별 분포가 유사하여 적절한 산업별 구성으로 매칭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일반 중소기업
(매칭 전)

일반 중소기업
(매칭 후)

혁신인증 중소기업
(매칭 전)

혁신인증 중소기업
(매칭 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업력
(년)

40,64210.5136.6473,1247.5875.2683,1907.5344.8793,1247.5854.899
벤
처

고용인원
(명)

40,6429.8366.8473,12412.2798.3413,19012.6327.6613,12412.3957.419

<표 3> 매칭 전·후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통계

자산
(10억)

40,6422.3502.0223,1242.7472.4453,1902.8682.2183,1242.8022.150

자본
(10억)

40,6421.1411.0423,1241.0461.0003,1901.0620.8943,1241.0540.893

매출액
(10억)

40,6423.5693.0123,1243.0922.5823,1903.2322.5943,1243.1862.554

영업이익
(10억)

40,6420.1800.1753,1240.2000.1813,1900.2070.1873,1240.2040.185

업력
(년)

40,64210.5136.6472,02113.9817.3082,18313.9655.8782,02113.7045.791

이
노
비
즈

고용인원
(명)

40,6429.8366.8472,02117.2819.7382,18318.7619.1882,02117.8478.702

자산
(10억)

40,6422.3502.0222,0214.7762.8602,1835.0432.7222,0214.7682.570

자본
(10억)

40,6421.1411.0422,0212.1731.4292,1832.2621.3152,0212.1511.261

매출액
(10억)

40,6423.5693.0122,0214.6833.2552,1834.9043.0132,0214.7342.961

영업이익
(10억)

40,6420.1800.1752,0210.2780.2172,1830.2820.2122,0210.2750.208

업력
(년)

40,64210.5136.6472,22312.8957.1332,28512.7766.0082,22312.6645.953

메
인
비
즈

고용인원
(명)

40,6429.8366.8472,22314.4789.1112,28514.4018.6382,22314.1108.433

자산
(10억)

40,6422.3502.0222,2234.5432.7572,2854.7052.7222,2234.5692.616

자본
(10억)

40,6421.1411.0422,2231.9111.3352,2851.8861.1532,2231.8541.136

매출액
(10억)

40,6423.5693.0122,2236.5534.0042,2856.6794.0722,2236.4953.953

영업이익
(10억)

40,6420.1800.1752,2230.2810.2112,2850.2810.1962,2230.2760.193



이준원

26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3

<그림 4> 매칭 전·후 벤처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성

성향점수매칭 이후 벤처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2016
년~2020년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의 경우 2016년~2020년 연도별 고용증가율과 5개
년 평균 고용증가율 모두 벤처인증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 대

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대적 고용효과

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인증 기업

에 비해 높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벤처인증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절대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으며, 상대적 고용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용증가율은 유의하게 높

지만 매출액 고용계수가 일반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벤처인증 기업이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

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벤처인증 기업이 일반 중

소기업 대비 유의하게 높은 성장성을 달성한다는 기존의 선

행연구(홍석일, 2010, 이준원, 20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변수
Levene 일반 중소기업 벤처인증 T-test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16 고용증가율 3.463 1.549 11.210 2.690 11.430 -3.986**

‘17 고용증가율 5.915* 1.974 14.057 4.795 14.554 -7.794**

‘18 고용증가율 13.087** -0.494 13.467 2.907 14.029 -9.775**

‘19 고용증가율 15.387** -1.598 12.919 1.010 13.579 -7.779**

‘20 고용증가율 5.055* -2.941 12.957 -0.625 13.354 -6.958**

평균 고용증가율 13.826** -0.302 6.673 2.156 7.054 -14.148**

‘16 고용계수 6.189* 5.136 2.809 5.096 2.714 0.571

‘17 고용계수 1.806 4.904 2.712 4.866 2.677 0.550

‘18 고용계수 2.667 4.780 2.685 4.806 2.631 -0.391

‘19 고용계수 0.940 4.647 2.591 4.633 2.537 0.218

‘20 고용계수 1.494 4.602 2.607 4.577 2.548 0.384

평균 고용계수 8.167** 4.814 2.447 4.796 2.344 0.298
* p<0.05, ** p<0.01

<표 4> 벤처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4.3.2.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매칭 전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 81.40%,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G~S) 12.87%로 

벤처인증 기업보다 제조업의 산업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역시 기술혁신형 인증인 이노비즈인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되며, 매칭 이후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의 산업별 분포가 유사하여 적절한 산업별 구성으로 매칭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매칭 전·후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성

성향점수매칭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2016년~2020년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이노비즈인증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벤처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

과는 다르게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그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고용증가율이 음(-)의 값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술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높은 업력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 혹은 체감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

의 경우 벤처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일반 중소기

업의 매출액 고용계수가 이노비즈인증 기업에 비해 높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노비즈인증 중소기업은 벤처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일반 중소기업 대비 절대

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으며, 상대적 고용효과는 비슷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증가율은 유의하게 높지만 매출액 

고용계수가 일반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이노비즈인증 기업 역시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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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노비즈인증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유의하게 높은 성장성을 달성한다는 선행연구(홍석일, 
2010, 이준원, 20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변수
Levene 일반 중소기업 이노비즈인증 T-test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16 고용증가율 0.055 0.393 10.211 0.350 10.218 0.134

‘17 고용증가율 0.236 0.421 12.658 1.421 12.541 -2.524*

‘18 고용증가율 2.956 -1.647 12.171 -0.638 12.470 -2.603**

‘19 고용증가율 4.950* -2.606 11.887 -1.267 12.441 -3.498**

‘20 고용증가율 2.988 -3.804 12.025 -2.440 12.537 -3.528**

평균 고용증가율 4.715* -1.449 5.895 -0.515 6.288 -4.870**

‘16 고용계수 15.222** 4.662 2.588 4.613 2.378 0.623

‘17 고용계수 8.586** 4.499 2.518 4.435 2.385 0.836

‘18 고용계수 9.676** 4.404 2.529 4.345 2.392 0.773

‘19 고용계수 4.281* 4.266 2.433 4.253 2.331 0.176

‘20 고용계수 2.429 4.238 2.421 4.276 2.344 -0.507

평균 고용계수 15.226** 4.414 2.306 4.384 2.142 0.424
* p<0.05, ** p<0.01

<표 5> 이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4.3.3. 메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매칭 전 메인비즈인증 기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 48.10%,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G~S) 37.90%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별 분포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경영혁신형 인증인 메인비즈인증의 특성 및 평가

지표의 구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강성욱·이기훈, 2012). 
매칭 이후 산업별 구성을 확인한 결과 메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산업별 분포가 유사하여 적절한 산업별 구

성으로 매칭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매칭 전·후 메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성

성향점수매칭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메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2016년~2020년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이 메인

비즈인증 기업 대비 높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증가율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노비즈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높은 업력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 혹은 

체감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상대적 고용

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이 메인비즈인

증 기업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메인비즈인증 기업은 기술혁신형 인

증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절대적 고용효과는 비슷한 수준이

지만, 상대적 고용효과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출액 고용계수가 유의하

게 낮은 것은 메인비즈인증 기업이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고 있거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상태

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자인 고용증

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메인비즈인증의 경우 서비스업 중

심의 산업별 구성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 고용효과의 대체가 

용이한 산업 특성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이준원, 
2020a). 

변수
Levene 일반 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 T-test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16 고용증가율 6.258* 1.266 10.603 0.720 11.149 1.673

‘17 고용증가율 5.353* 1.654 13.221 1.659 13.918 -0.012

‘18 고용증가율 1.275 -0.391 13.069 -0.348 13.212 -0.110

‘19 고용증가율 3.259 -0.939 12.571 -1.325 13.070 1.002

‘20 고용증가율 3.720 -3.244 12.499 -3.380 12.912 0.358

평균 고용증가율 3.282 -0.331 6.259 -0.535 6.480 1.067

‘16 고용계수 8.011** 3.046 2.377 2.984 2.205 0.902

‘17 고용계수 17.953** 3.047 2.424 2.876 2.169 2.489*

‘18 고용계수 7.021** 2.987 2.355 2.842 2.171 2.143*

‘19 고용계수 9.834** 2.943 2.234 2.764 2.095 2.769**

‘20 고용계수 10.202** 2.995 2.361 2.820 2.200 2.551*

평균 고용계수 10.351** 3.004 2.201 2.857 2.024 2.314*
* p<0.05, ** p<0.01

<표 6> 메인비즈인증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Ⅴ. 결론

한국은 기술혁신형 인증인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과 경영

혁신형 인증이 메인비즈인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혁

신인증 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활성화와 혁신 주도형 경제

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간의 연구는 이러한 혁신인증 중

소기업의 재무성과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지만, 혁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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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특히 최소 1회의 

재평가를 통해 5년 간 혁신인증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하여 혁신성의 유지가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비교에 있어, 별도의 

처리 없이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정책효과가 과대·과소 계상되

는 선택편향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택편향을 제거한 

순수정책효과의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한 결과 일반 중소기업 

7,368개와 혁신인증 중소기업 7,368개(벤처인증: 3,124개, 이노

비즈인증: 2,021개, 메인비즈인증: 2,223개)가 최종적으로 선별

되었으며, 매칭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적절한 매칭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고용효과는 절대적 고용효

과인 고용증가율과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를 사

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

용과 매출의 증가가 정체 혹은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

해 상대적 고용효과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매칭 이후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벤처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모든 기간에서 벤처인증 기업이 일반 중

소기업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 고용

계수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벤처인증 기업이 높

은 수준의 절대적 고용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용증가 이

상의 매출액 성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노비즈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2016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서 일반 중소기업 대비 유의하게 높았지만, 매출액 고용계수

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벤처인증 기업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이노비즈인증 기업이 높은 수준의 절대적 고

용효과를 달성하고,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벤처인증 기업과는 다르게 이노비즈인

증 기업과 그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의 기간에서 고용증가율이 음(-)의 값을 갖으며, 이는 이노비

즈인증 기업과 그 비교 대상군집인 일반 중소기업이 높은 업

력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 혹은 체감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메인비즈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앞서 수행

한 기술혁신형 인증에 대한 결과와는 다르게 고용증가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매출액 고용계수는 메인비즈인증 기

업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이노비즈인증 기업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기

간에서 고용증가율이 음(-)의 값을 갖으며, 이는 메인비즈인증 

기업의 높은 업력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체감되는 현실이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메인비즈인증 

기업의 절대적 고용효과는 일반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혁신형 인증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고용증가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고용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고용계수를 고려했을 때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 역시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혁신형 

인증의 경우 고용증가율은 일반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

으나, 매출액 고용계수를 고려했을 때 동일하게 고용증가 이

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혁신인증 제도에도 고용에 대한 다

양한 혜택이 있으나, 고용에 대한 여력이 있는 만큼 고용 관

련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단, 혁신인증 기업의 경우 높은 매출

액 성장을 기반으로 R&D 투자 및 해외 진출에 활용하는 경

우가 많은 만큼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한 일률적인 고용 유도

보다는 혁신인증 기업의 자의적 선택에 기반한 인센티브의 

제공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인증 중소기업

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기술혁신형 인증과 경영혁신형 인증

은 그 구성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혁신인증 

제도는 산업 내 일정 부분 고유적인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재평가 프로세스의 강화, 평가지표 및 정부 혜택의 정교

화 등을 통해 중복인증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추가 및 후속연구를 통

해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5년간의 고용효과만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기업들의 혁신인증 유지기간

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의 집

적 및 정제를 통해 혁신성의 유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고용효과의 비

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세밀한 정책 

개선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혁신인증 간, 단일인증과 중복인증 

간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인증 기업의 노동집약 유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동일 산업 내 비슷한 성향의 혁

신인증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집약 유형에 따라 고용효

과 및 방향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러한 노동집약 유형을 반영한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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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Effectiveness of Innovation-certified SMEs and

General SMEs: A Comparative Analysis

Lee, Jun-won*

Abstract

The employment effect of innovation-certified SMEs (venture certification, inno-biz certification and main-biz certification) and general 
SMEs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general SMEs with similar tendencies to SMEs for each 
innovation certification were selected. The employment effect was approached from two perspectives: the absolute employment effect, the 
employment growth rate, and the relative employment effect, the sales-employment coeffici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venture certified SMEs and inno-biz certified SMEs, which are technology innovation-type certifications, have an advantage 
in absolute employment effect. In addition, it was concluded that innovation-certified SMEs have more room for employment than general 
SMEs by achieving sales growth that exceeds employment growth.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o enhance the employment effect of 
innovation-certified SMEs by strengthening employment-related incentives for innovation-certified SMEs.

KeyWords: Innovation Certificat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novative SMEs, Employment Effectiveness,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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