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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정부가 경 신형 소기업 선정에 사용되는 모형을 찾는 것을 첫 번째 목표

로 삼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재의 선정 지표의 가 치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을 부차  목 으로 삼았으며, 먼 , 경 신형 소기업 선정에 사용되는 원래의 지표 변

수(10개)를 독립요인으로 변환하여 본 결과 3개의 지표가 통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3가지 선정 모델은 원 변수 사용모형, 9개 독립 요인모형, 7개 독립 요인 

모형 이다. 3개의 모형 에서 7개의 독립 요인으로 추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2개의 모형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선정 지표의 가 치 개선도 이를 반 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모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개의 독립 요인으로 추정한 모형을 다시 원래의 10

개 변수의 향력으로 복원하여 그 설명력을 최 의 변수들과 비교한 결과 조직 로세스, 마

리, 리 로세스, 생산설비 황, 측수  등이 실제 선정 시에는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 략, 지식정보 리, 성과수 , 운 수  등은 실제 측정되는 지표상의 가 치에 

비하여 향력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a proper model for government’s 

selections of Mainbiz and present what are the better weights of the current indexes. We 

prepared three sets of models：first one using original 10 variables; second one using 9 

principally composed variables; third one using 7 principally composed variables. 

Among 3 models, the last one had higher explanation power than the other two models. 

Therefore, if index weights are adjusted according to the third newly developed model, the 

credibility in evaluating and selecting Mainbiz will be improved. When transforming the index 

weights and running the analysis, 5 variables(organization process, marketing management, 

management process, production-facility states, the level of forecasting) have more direct in-

fluences than other 4 variables(innovation strategies, knowledge management, achieving level, 

operational level) on selecting Mai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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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 신형 소기업이란 “최고경 자의 

극 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인 라를 구

축한 상태에서  구성원이 기업의 가치창출을 

해 리 신, 조직 신, 마 신, 로세

스 신을 수행하여 재무 인 성과를 창출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15]. 이는 기존의 기

술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이 기업경

개선  생산성을 높이기 하여 새로운 기술

을 개발하거나 활용 인 기술의 요한 부분

을 개선하는 기업을 지칭하는데 비해 경

신형 소기업의 “경 신”은 기술 인 측

면보다 구조개선, 로세스개선( 장개선), 마

(서비스), 기업체질변화에 한 개선부분

에 을 둔 기업을 상으로 하고 있다.

경 신형 소기업은 OECD에서 2005년 

Oslo Manual[27] 제3차 개정 에서 신의 

개념을 종래의 기술만 강조되는 ‘기술 신개

념’ 에서 ‘조직 신과 마 신’ 개념을 도

입하면서 경  신에 한 정책  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 고, 연이어 Oslo Manual을 

구체화 하는 Frascati Manual[22]에서는 2002

년도 R&D 범 를 ’기술 R&D‘에서 ’서비스 

R&D‘까지로 확  하는 등 개념에 변화를 주

면서부터 정책의 방향에 새로운 개념이 구체

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OECD의 신

형 기업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체 소기

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통제조업 등의 비제조업(주로 서비스업) 분

야의 경 신 없이 기존의 제조업 심의 기

술 신형 기업의 육성만으로는 양극화 문제

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정책  단 하에 2007년 6월 

기존의 신형 소기업(벤처․창업기업, 기

술 신형 소기업)에 ‘경 신형 소기업’

을 포함하도록 정책을 환하 다[13]. 

기존의 기술 신형 소기업의 선정제도는 

도입 된지 15년 동안 약 14,000여 개의 소

기업을 기술 신형 소기업으로 선정[14]한 

반면, 경 신형 소기업은 제도 도입 4년

여라는 짧은 기간에 2008년 말 기  약 14,000

여 개[13]로 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으

나, 이에 한 정책  단을 한 학문  연

구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재의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 으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이슈를 다루고 있다.

경 신형 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경우 

정부에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

정을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기업성장에 많

은 도움이 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6개 시

은행(국민, 기업, 우리, 신한, 농 , 하나)이 

소기업청과의 약을 통해 경 신형 소

기업 지원 융 상품을 만들어 신용보증(부

분보증비율을 85%까지 확 , 보증료 차감：

0.1%p)을 확 하고 있고, 병무청은 병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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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 (10 -공업

(제조업)분야, 업․에 지 분야) 가 을, 조

달청은 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

자 결정을 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

도 평가 시 우  가 을 부여하고 있고, 고 

지원(TV, Radio 70%, DMB 보 스 200%, 

2010년 12월 까지 연장시행) 등을 받는 등 기

술 신형 소기업(INNOBiz)나 창업벤처기업

과 유사한 각종 지원을 집 으로 받을 수 

있어 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13, 14]. 이러한 정책 융의 이득을 보

게 됨으로 인하여 정확한 경 신형 기업의 

선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평가하기 한 모

형의 구축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와 같은 많은 혜택은 제도 시행 4년여 만

에 선정기업수가 14,000개를 넘어서는 등 선

정 기업의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신청에 비해 선정비율이 95%를 넘어가는 

선정 상의 문제 도 노출되고 있다. 

신청 기업의 부분을 경 신형 소기업

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의 선택

과 집 이라는 정책  흐름과도 맞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부실의 문제로 인해 정부 재원의 

낭비 래와 부실기업 지원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부실한 선정은 경 신형 소기업

의 특성이나 원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

으며, 경 신형 소기업에 한 정부의 

략  근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와도 연결되

고 있어 매우 요한 시사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정과정을 보면, 정부가 경 신형이나 기

술 신형 기업을 선정할 경우, 선정의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부분의 경우 선정의 

지표 에서 운  는 재무  성과를 반

하는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성과 지

표는 경  신이나 기술 개발의 결과와 연

결이 되어 있어 지표간의 심한 다 공선성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음에 본 연구는 주목하

고 있다.

만약 변수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형으로 추정

을 할 경우 잘못된 모형에 기 를 둔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선정은 에서 언 한 정책  

오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

여 독립성 조건을 고려한 경 신형 소기

업 선정 모형을 찾고자함이 본 연구의 주목

이다. 더불어 선정 모형을 추정한 뒤에는 

결과 으로 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변수의 

지표의 가 치에 한 개선의 방향을 찾고자 

함이 연구의 부수  목 으로 설정되었다.

2. 연구의 이론  고찰

2.1 경 신형 평가모형에 한 분석

부분의 신형기업과 련된 평가제도는 

인증제도 형태로 존재하며, 이런 평가모형은 

기술 신은 기술본 의 평가항목을 심으로, 

경 신은 경 신활동 본 의 평가항목을 

심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신과 련

되어 국내․외에서 용되고 있는 유사 경

신형 기업 평가모형은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성경 체계 평가모형(PMS)은 기업의 경

성과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 으로 높이기 

한 신제도로 9개의 심사 범주와 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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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29개의 분류, 120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0  만

으로 평가된다[10].

I-Score 평가모형은 2002년 6월부터 싱가폴

의 Spring(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

vation Board)에서 Singapore Innovation Cla-

ss( 신기업)선정을 한 평가체계로 수행하

고 있는 평가모형으로 I-Score를 통하여  산

업에 걸쳐 기업의 신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4가지 

분류 역은 Condition(조건), Culture(조직문

화), Competencies(경쟁력), Conectivity(연계

성)이며, 9개 하 역과 총 5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0  만   400  이상

인 기업은 I-Class의 지원이 가능하며, 700  

이상인 기업은 싱가폴 신상(I-Award) 지

원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구성되어 있다[25].

ICI 평가모형은 캐나다의 Conference Board 

of Canada에서 기업의 신역량을 계량화 하

여 평가하고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기업의 

신정도를 악하고 이를 국가정책 수립 시 

극 반 하는 것을 목 으로 개발하 으며, 평

가지표는 기업문화, 리더십, 인 자원, 조직구

조, 업, 투자  성과 등 7  역과 3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만 으로 

몇 에 도달하 는지에 한 비율로 평가한

다[26].

Oslo Manual은 1989년 오슬로에서 개최된 

OECD의 “과학기술지표에 한 문가 워크 ”

의 내용을 바탕으로 1992년 지침서 형태로 1

을 발간하 다. 이후 1997년 2 에는 신

의 개념과 조사방법론을 개정하 고, 2005년 

3 에는 신과 련하여 조직 신과 마

신에 한 내용 포함시켰다. 신에 한 가

이드를 제시해 주며, 이를 활용하여 각 나라별

로 필요한 신지표를 도출해 내고 측정이 가

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27].

Frascati Manual은 1993년 지정된 OECD의 

자연과학․공학․의학 분야 등의 연구개발(R 

&D)을 한 기 으로 2002년 개정된 6차 개

정 이 사용되고 있다. Frascati Manual에서 

구체 인 서비스 R&D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소비자 기   선호 측정방법 개발, 새로운 

조사방법  도구 개발, 물류 분야의 추

차 개발, 시제품  실험상 의 도입 등을 제

시하고 있다[22].

그리고 기술 신형 소기업 평가모형(IN 

NO-BIZ)은“기술 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

력”, “기술 신 경 능력”을 바탕으로 기술

신과 련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지표의 구성은 OECD가 개

발한 기술 신활동 평가매뉴얼인 “오슬로매

뉴얼”을 기 로 개발하여 사용하 으며, 평가

지표는 4개의 분류에 13개의 분류, 62개

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0

 만 으로 평가된다[6].

2.2 경 신 성과에 한 연구

경 신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연구들은 최고경 자의 리더십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의 변화, 생산 공정 개선, 

마  역의 개선 등에 을 맞춘 경

신성공 요인과 경 신의 유발을 한 도구 

 기법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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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낙배[9]와 김

연[1]은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을 이재정

[12]은 ‘최고경 자의 의지와 리제도상의 

변화’를 성공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경 신 기법에 해서 이병주[11]는 ‘지식

경 , ERP, 략  제휴, 아웃소싱, 6시그마

운동, CRM, SCM, TOC’을 김재룡[4]은 ‘JIT, 

TQM 6시그마’를 주요 경 신 기법으로 제

시하고 있다.

외국 문헌을 본다면, Harrington[23]은 ‘고

객의 요구나 기 에 합한 정도의 효율성과 

응력’을 Powell[28]은 ‘객  측정방법의 문

제 ’에 하여, Hammer and Stanton[24]은 

‘원가 감과 목표달성도, 생산성 증 와 로

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심으로 성과를 체계

화하려는 연구 등이 있다.

와 같이 경 신형 소기업의 ‘선정 모

형’  ‘평가’에 한 모형 연구는 찾기가 매

우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채택한 

OECD의 Oslo Manual[27] 방식에 따른 경

신형 소기업의 ‘평가’에 한 학문  

근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에서 본 연

구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변수들 간의 주성분 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한 

은 이 분야의 연구에 한 방법론  기여로 

단이 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는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것은 모형

의 오류를 이는 매우 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으며[7, 29] 주성분 분석을 통한 모형이 

주성분 분석을 거치지 않아 변수간의 독립성

이 훼손된 모형에 비하여 보다 나은 모형임

을 보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방법론상의 기

여가 될 것이다. 

3. 분석 방법론 

3.1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16]

본 연구의 목표는 경 신형 소기업을 

선정하기 한 정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며 사용되는 변수는 10여 개의 독립변수 지표

를 이용한다. 만약 10여 개의 독립 변수 간에 

직교성(orthogonal)이 요구되고 독립성은 보

장되지 않는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

는 평가 모형의 오류를 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각 변수 간 상호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담보하기 한 방법으로 주성

분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주성분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들이 서로 

상 계가 높을 경우 이들 변수 간의 계

를 공동요인으로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설명

하려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주성분 분석은 

설명변수들이 서로 상 계를 맺고 있어서 

직 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변수

들 간의 구조  연 계를 상 으로 독립

이면서 변수들의 변구조를 이해하기 

하여 개념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주성분 분석은 한 원래 변수들의 

개수보다 훨씬 은 개수의 인자들을 악하

여 이들을 통해 종속변수를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종속변수인 

와  ⋯ 의 k개의 설명변수의 

계를 분석하기 한 일반 인 다 회귀모

형은 다음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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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렬 형으로 표 하면   로 표

할 수 있다.  ⋯ 의 k개의 설명변수

의 변량을 가장 잘 설명하는  ⋯ 

라는 m(< k)개의 주성분으로 축약하여 분석

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다. 주성분 분석을 통한 변수 축약 

과정을 살펴보기 해 k개의 설명변수가 각

각 n개의 측치를 가진 다음과 같은 행렬 

가 있다고 하자. 

 









   
   
   

(2) 

이 에서 최 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으로 표시하고 이는 선형결합(linear com-

bination)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은 선형결합

을 나타낸다. 만약에 우리가 
′   이라는 조

건을 다. 의 개별  열(column)을 으로 

표시하면, 회귀분석을 한 잔차의 합은 

   
′   ′ ′ ′   


′ 
′                  (3)

로 표 할 수 있다. 결국 잔차의 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분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  

가능하다.

   ′′  ′로 놓으면
  


 ′  

        ′  (4)

식 (2)은 결국 고유근(characteristic root)를 

찾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24].

그리고 이들 k개 설명변수들의 선형결합

(linear combination)으로 이루어진 변수(요인) 

 는 식 (3)과 같이 표 된다. 

   ⋯ 

    ⋯   ⋯     (5)

그리고 을 에 곱한 가 의 변량을 

최 로 설명하는 제1주성분 벡터 이 된다. 

제1주 성분으로 설명되지 않은 변량 에서 이

를 최 화하는 선형결합을 찾아 이를 제2주

성분 벡터 로 하며 이를 반복하면서 m개

(최  k개)의 주성분을 구할 수 있다. 









   ⋯  
   ⋯  

  ⋯  

 (6)

여기서   ×   ×  ：번째 

주성분에서 번째 설명변수의 가 치

 

이들 주성분들은 서로 비 상 (uncorrelated)

되어 있으므로 모형 추정 시 다 공선성의 문

제가 해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 신 

기업의 선정을 한 변수의 다 공선성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고 이

를 이용한 로짓 분석을 한다. 

3.2 로짓분석(logit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로짓 분석은 기본 으로 종속변수가 2분법

으로 표시된 질  변수를 별하기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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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로짓 분석은 설명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인 선형회귀식의 추정에 비해 특이 

찰치가 모수추정에 미치는 향력이 작다는 

장 을 가지기 때문에 그동안 2분법 데이터

를 많이 활용하는 부도 측모형 분야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7, 29].

로짓 분석을 이용하기 해서 종속변수()

는 선정기업인 경우에는 1을 나타내고, 비선

정기업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한다. 한 선

정여부를 별하기 한 설명변수들은  

  ⋯ 로 나타내기로 한다. 따라서

(1 = 선정기업, 0 = 비 선정기업 )

  ⋯ ：설명변수(재무비율 

는 정성  변수들)

이를 종속변수가 로짓(logit)인 모형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7)

이 식을      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8)

로짓 모형에서 계수벡터 는 최  우도 법

(maximum likelihood)으로 추정하며 로지스

틱 회귀모형에서 우도함수(likelihood func-

tion) 은 다음과 같다.

  
  

  (9)

          

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를 만족하는   

⋯ 를 찾는 회귀분석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는 기업 의 이항 값을 나타내

고, 는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측된 확률

을 의미한다. 이 게 해서 추정된     

⋯ 을 설명변수를 입하면, 비선정확률 

가 도출된다. 

4. 실증 분석

4.1 자료

본 연구의 표본은 경 신형 소기업을 

신청한 기업 에서 평가모델이 개선된 2007

년 9월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진 5,934개 기업 

에서 제조업을 하는 2,862개 기업(비제

조업 3,072개 기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 최종 표본의 선정  

탈락비율을 보면 2,862개 기업 에서 98.6%

의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1.4%인 41개 기업

은 탈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로는 경 신형 소기업으로 선

택된 기업을 ‘1’로 보고 그 지 못한 기업을 ‘0’

으로 보았다. 설명변수로는 경 리더십(lead), 

신 략(strategy), 리 로세스(man), 조직

로세스(org), 지식정보 리(know), 생산설비

황(prod), 마 리(mark), 성과수 (fin), 

운 수 (perf), 측수 (fore) 등의 분류로 

사용된 10개의 변수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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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정 변수의 기  통계량

리더십
신

략

리

로세스

조직

로세스

지식

정보 리

생산

설비 황

마

리

성과

수

운

수

측

수

평균 116.9 174.94 47.356 60.135 46.737 54.350 48.954 75.741 23.16 21.469

표

편차 
11.53 20.851 5.9794 6.9639 7.3202 8.0636 7.0845 24.576 5.9481 9.1656

표본 

갯수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본 연구에 사용된 경 신형 소기업 평

가지표(제조업)는 OECD 소기업 원회에서 

발표한 Oslo Manual[27]에 근거하여 개발되

었음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동 지표에 

따르면 경 신과 련된 능력은 크게 경

신 인 라(470 ), 경 신 활동(330 ), 경

신 성과(200 )의 3  분류 지표로 구

분되고 있다(<부록> 참조).

경 신 인 라에는 경 자 경력(50), 경

신 리더십과 추진력(80)을 측정하는 경

신 리더십과 략이행 리(110), 신목표 

개(130), 신 리(100) 등을 측정하는 신

략으로 구성되며 총 470 으로 구성한다. 

경 신 활동은 리 로세스(55 ), 조직

로세스(80 ), 지식/정보 리(65 ), 생산설비

황(65 ), 마 리(65 )로 총 330 으로 

구성한다. 

한 경 신성과는 재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운 성과, 성과 측으로 구분되

며, 성과는 총 차입  의존도(35 ), EBITA 이

자보상배율(25 ), 총 자본 경상 이익률(35 )

로 총 125 으로 구성하고, 운 성과는 부가가

치율(20 )과 운 자  회 기간(20 )으로 40

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은 35

으로 구성하면서 매출액 증가율로 구분하여 

측정이 된다. 따라서 경 신성과는 총 200

으로 구성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 신형 소기업 평

가지표(제조업)는 정부의 신형 소기업(기

술 신, 경 신, 벤처창업) 육성정책에 의

해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경 신형 소기

업의 인증제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07

년 6월 평가지표를 1차 개선한 것이다.

기  통계에서 보여 주는 <표 1>의 평균과 

표  편차를 보아서는 어떤 변수가 모형에 어

떤 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미리 단하기는 

어렵다. 단지 평균의 크기를 가 치의 크기에 

반 하고 있어 평균의 수 이 높은 리더십, 

신 략, 성과수  등이 모형에서 큰 향

력을 발휘할 것으로 측 할 수 있다. 반면에 

측수 , 운  수 , 리 로세스 등은 모

형에서 크게 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을 

상할 수 있다

4.2 실증 분석 결과 

4.2.1 다 공선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로짓 분석(10변수 모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형 신형 소

기업의 선정을 한 단의 자료로 10개의 지

표를 가지고 모형을 추정한다. 즉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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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래의 변수를 이용한 추정

항 목 　계수 표 편차　 T값　 유의수 　

리더십  0.43  0.14  3.00 0.00 

신 략  0.51  0.16  3.29 0.00 

리 로세스  0.42  0.17  2.48 0.01 

조직 로세스  0.44  0.19  2.24 0.03 

지식정보 리  0.31  0.14  2.24 0.03 

생산설비 황  0.48  0.15  3.20 0.00 

마 리  0.51  0.21  2.46 0.01 

성과  0.38  0.12  3.14 0.00 

운  0.29  0.15  1.97 0.05 

측  0.28  0.13  2.19 0.03 

McFadden R-squared 0.939035 Akaike 0.016837

Sum squared resid 4.121712 Schwarz 0.039741

Log likelihood -13.0941 Hannan-Quinn 0.025096

LR statistic 403.3694

주) *：p < 0.1, **：p < 0.05.

신 략, 리 로세스, 조직 로세스, 지식정

보 리, 생산설비 황, 마 리, 성과수 , 

운 수 , 측수  등을 이용하여 ‘선정’ 과 

‘비 선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종속변수가 2

진법(binary) 데이터를 사용하는 계로 로짓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 공선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한 다  공선성의 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로짓 모형을 추정

한 것이다. 10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든 변수의 부호가 양(+)으로 표시가 

되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 

T 값을 심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즉, 모든 변수는 선정과 비 선정을 구분하

는데 있어 정 (+)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변수의 T 값

의 유의확률이 모두 0.05이하로 나타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단지 운

(PERF)의 변수의 확률이 5%에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보여 통계  유의성을 잃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계수의 크기는 변수의 향력

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용된 지표의 가 치 

크기와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계수를 

살펴보면, 지식정보 리의 기여도(계수의 크

기)를 보면 원래의 데이터에서 보여 주었던 

가 치의 크기에 비하여 낮아진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원래 지표의 선정에서 

요하게 고려하 던 변수이지만 실제 선정 

시에는 그 역할이 어드는 변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공선성을 고려하지 않은 로짓 모형의 

경우, McFadden R2의 값이 0.93을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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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들의 고유 값의 측정

변 수 고유값 고유 값의 차이 비율  고유 값  비율

리더십(P1)  2.332949  0.878611  0.2333  2.332949  0.2333

신 략(P2)  1.454338  0.404594  0.1454  3.787287  0.3787

리 로세스(P3)  1.049744  0.058165  0.1050  4.837031  0.4837 

조직 로세스(P4)  0.991579  0.123864  0.0992  5.828609  0.5829

지식정보 리(P5)  0.867715  0.084371  0.0868  6.696324  0.6696

생산설비 황(P6)  0.783344  0.033496  0.0783  7.479668  0.7480

마 리(P7)  0.749848  0.069824  0.0750  8.229516  0.8230

성과수 (P8)  0.680024  0.101204  0.0680  8.909540  0.8910

운 수 (P9)  0.578820  0.067180  0.0579  9.488360  0.9488

측수 (P10)  0.511640 -  0.0512  10  1

있어 설명력에서 문제가 없으며 모형의 정

성을 검토하는 LR 통계 치에 한 확률도 

“0”으로 나타나 모든 계수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를 최선의 결과로 단하기 

보다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의 진

행을 통하여 보다 나은 모형으로 발 시키기 

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비교를 하여 지  모형의 

로그우도 값(Log likelihood)이 -13.09임을 기

억할 필요가 있다. 한 Akaike 정보 단(in-

formation criterion)의 값이 0.016837이며, 

Schwarz 정보 단(information criterion)의 

값이 0.039741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2.2 다 공선성을 고려한 로짓 분석(수정 

모형)

4.2.2.1 주성분 분석  T 테스트

이번에는 변수에 존재하는 다 공선성(Mul-

tico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를 한 간단한 이론  소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하 으며, 아래의 표에서 변수들의 고유 

값의  비율을 정리하 다. 

 비율을 보면 1을 달성하는 데 거의 

모든 변수가 다 사용이 된다. 이는 변수 간에 

다 공선성의 문제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비율을 보면 9번째 고유 

값 측정에서 90%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다 공선성의 문제를 10번째 변수에서

는 의심  한다<표 3>.

이를 치유하기 하여 사용 변수를 원래의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고유벡터(Eigen 

Vector)로 환한 요인(P)으로 변환하여 사

용하 다<표 4>. 이를 이용하여 변환할 경우 

각 요인들은 각 변수 (X)의 선형 결합 형태

로 표시가 되며 동시에 서로 독립성을 보장 

받게 된다. 

를 들어 요인 P1의 경우 ((0.11x리더십) 

+(0.41x 신 략)+(0.17x 리)+(0.48x조

직)+(0.43x정보)+(0.14x생산)+(0.38x마

)+(-0.37x성과)+(-0.04x운 수 )+(-0.2x

측수 ))으로 P1의 요인을 다시 생산(gene-

rate)하게 되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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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별 고유 벡터(Eigen Vector)

Variable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 0.11495 0.5059 -0.13354 -0.35083 0.204241 0.678968 0.05836 0.277117 -0.08348

P2 0.41575 -0.0846 -0.00969 -0.28835 0.3102 -0.28746 -0.40981 0.314018 0.448431

P3 0.17785 0.4902 -0.14959 0.133622 0.428808 -0.40164 0.503987 -0.27738 0.107766

P4 0.48296 -0.2061 0.02166 0.110734 0.078001 -0.02275 0.094457 0.273925 -0.06283

P5 0.43534 -0.3108 0.072441 -0.00878 0.172748 0.030376 0.176438 -0.02547 -0.67724

P6 0.14324 0.4027 -0.00163 0.704337 -0.2144 -0.05463 -0.24332 0.405891 -0.1204

P7 0.38992 -0.2248 -0.08095 0.282483 -0.24127 0.440971 0.294999 -0.23738 0.520208

P8 -0.3767 -0.2781 0.057284 0.09982 0.203126 -0.01197 0.527247 0.634558 0.151016

P9 -0.0415 0.0609 0.8622 0.182317 0.368679 0.196766 -0.09807 -0.1523 0.096637

P10 -0.2079 -0.2520 -0.44806 0.380116 0.600747 0.239398 -0.31742 -0.15818 -0.02161

주) 
*
：p < 0.1, 

**
：p < 0.05.

<표 5> 각 독립 요인별 T 테스트 결과

t-test
Satterthwaite-Welch 

t-test*

p1

 유의수

p2

 유의수

p3

 유의수

p4

 유의수

p5

 유의수

p6

 유의수

p7

 유의수

p8

 유의수

p9

 유의수

-259.796

0

-103.058

0

65.41605

0

35.03938

0

-303.636

0

-161.234

0

-14.4516

0

-279.11

0

-268.506

0

-259.796

0

-103.058

0

65.41605

0

35.03938

0

-303.636

0

-161.234

0

-14.4516

0

-279.11

0

-268.506

0

 주) *：p < 0.1, **：p < 0.05.

하여 P2에서부터 P9에 걸친 변수를 재생산하

다.

재구성된 P1에서 P9개의 변수들이 선정과 

비 선정을 구분하는 변수로 활용이 된다는 

것은 선정그룹과 비 선정 그룹의 각 요인 P1

과 P9의 각각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음을 

제로 한다. 따라서 선정과 비 선정 그룹간의 평

균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가를 살펴보기 

하여 평균에 한 T test를 실시하 다. 이 

통계검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룹 내(within)

와 그룹 간(between)의 평균과 체를 비교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두개의 통계치 간에 

F-test를 하게 된다. 만약 그룹의 분산이 서로 

다른 경우 Welch(1951) test를 사용하거나 변

화된 F-통계치인 Satterthwite(1946) 테스트

를 이용하게 된다[21]<표 5>.

분석의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들 P1과 P9의 9개요인 모두에서 5%의 

유의수 에서 선정과 비선정 군을 차별화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변수들이 선정을 한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간 으로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P1에서 P9의 

요인(P)을 이용하여 로짓 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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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로짓 분석

앞의 분석을 통하여 요인 P1과 P9의 9개의 

독립  변수가 선정이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선정과 비 선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하여 로짓 분석을 시도하 다<표 6>.

<표 6> 9개의 주성분을 이용한 로짓

계수값 표 편차 Z 값 유의수

C -269.24 80.39 -3.35 0.00 

P1  0.77  0.23  3.38 0.00 

P2  0.09  0.07  1.28 0.20 

P3  0.01  0.11  0.12 0.90 

P4  0.47  0.15  3.02 0.00 

P5  0.61  0.19  3.25 0.00 

P6  0.29  0.13  2.21 0.03 

P7  0.23  0.09  2.62 0.01 

P8  0.56  0.17  3.33 0.00 

P9  0.35  0.17  2.00 0.05 

주) 
*
：p < 0.1, 

**
：p < 0.05.

추정의 결과 McFadden R2 값이 0.93으로 

나타나고 LR 테스트의 확률도 “0”으로 나타

나 모형 자체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요인 P2와 요인 P3의 Z 값이 

매우 낮아(확률 값은 높아) 그 유의성에 의심

을 주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차례로 변수를 제거

하고 다른 변수의 유의성에 주의를 하면서 

최종 결정된 모형은 P2와 P3을 제거한 모형

이며 아래의 표에서 그 결과를 요약하 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한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주의할 은 재 7개의 주

성분 요인으로 실시한 로짓 모형은 원래의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변수를 이용하

여 독립성이 보장되는 선형 결합한 요인(P)

을 이용하여 로짓 분석을 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표 7>.

<표 7> 7개의 주성분을 이용한 로짓 모형

계수값 표 편차 Z 값 유의수

C -250.826 68.10356 -3.68301 0.0002

P1 0.735835 0.197773 3.720598 0.0002

P4 0.414519 0.125435 3.304658 0.0010

P5 0.557845 0.161612 3.451743 0.0006

P6 0.296671 0.106005 2.798659 0.0051

P7 0.193313 0.070345 2.748062 0.0060

P8 0.543968 0.150491 3.614625 0.0003

P9 0.266278 0.126944 2.097601 0.0359

주) *：p < 0.1, **：p < 0.05

 추정의 결과 각 독립 인 요인(P)은 모형

을 설명하는데 양(+)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

며 각 변수 모두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McFadden R2의 값이 0.927로 약간 낮

아졌으나 이는 변수의 수가 2개가 어든 것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 장에서 세 가지 모형의 비교를 정보기

(Information Criterion)으로 할 경우 도움

을 받을 것으로 단된다. 

3.2.3 세 모형의 비교 

지 까지 분석하 던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

다. 비교는 첫 번째로는 고유벡터(Eigen Vec-

tor)로 변환하지 않고 원래 10개의 변수를 이

용하여 측정한 로짓 모형과 두 번째는 주성분 

분석을 하고 고유벡터(Eigen Vector)를 통하

여 변수를 요인으로 분석 하 으나 9개의 요

인을 모두 사용한 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 신형 ․소 제조기업 선정 모형에 한 연구  67

<표 8> 각 모형의 비교

 Schwarz Akaike info criterion  Hannan-Quinn criter

원 변수 사용 모형(10변수 모형) 0.039741 0.016837 0.025096

9개 요인(P)이용 모형 0.038005 0.017183 0.024690

7개 요인(P)이용 모형(수정 모형) 0.033399 0.016741 0.022747

주성분 분석을 하고 변수가 유의 이지 않았

던 P2와 P3을 제거한 후에 7개의 요인만으로 

추정한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각 모형의 비교는 데이터에 얼마나 잘 모형

이 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정보기 (Informa-

tion Criterion：최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된 모델을 비교하는 일반  단

기 (Criterion)으로, 그 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AIC 방법임.  





으로 표 되고 여기서 n은 데이터 개수

이며 k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의미. 뒤의 항은 

변수가 많아짐에 따른 벌칙(penalize)한 값으

로 간주하면 되며, 상 으로 낮은값이 가장 

정하게 추정된 것으로 단하는 기 으로 

삼는다. Akaike와 H.Q.는 변형에 불과하다. 기

타 련 사항은 (Greene[29] 참고)의 값을 이

용하고자 하며 Schwarz, Akaike, HQ의 모든 

값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8>.

비교 검토의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 가

지 정보기 (Information Criterion) 모두에서 

7개의 요인을 이용한 수정 모형의 단기

(Information Criterion) 각각의 값이 제일 작

게 나타나므로 가장 최 의 모델로 단된다. 

 다른 형태의 간단한 단은 실제 치와 모

형의 측치 간의 MSE(Mean Squared Error 

：MSE =  로 표시되며, 실측과 측

의 차이를 나타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을 이용하여도 원 변수를 사용할 경우 MSE 

값은 0.011724545를 보여 주는데 반하여 7개

의 요인을 이용한 로짓 분석은 0.001732641로 

나타나 훨씬 작은 MSE 값을 보여 다. 따

라서 7개 요인을 이용한 수정 모형이 보다 나

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7개의 

요인 이용 수정 모형을 최종의 선정 모형으

로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원래 변수의 가

치에 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7개의 요인으

로 추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다시 원래의 10

개의 변수의 향력을 복원(각 요인(p)에는 

각 변수(X)의 선형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

고 각 요인(P)의 계수를 곱하고 다시 이를 각 

변수(X)로 재구성하면 그 향력의 크기를 

알 수 있음)하여 그 설명력을 최 의 변수들

과 비교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각 변수의 가 치, 7개의 요

인 이용 로짓 모형의 계수의 값, 10개 변수 

로짓 모형의 계수의 값을 정리하 다. 먼  

변수의 가 치는 데이터를 수집할 당시에 사

용하 던 10개 변수의 가 치의 크기를 나타

낸다.

이와 비하여 모형의 계수의 값은 데이터

를 이용하여 로짓 분석을 한 이후의 각 변수

의 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기본 으로 

변수의 가 치의 크기가 반 이 되고 있지만 

실제 모형의 계수의 크기인 만큼 변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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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모형별 변수의 순  비교

10개 지표 가 치 순
7개 요인 로짓 모형 계수

(수정 모형)
순 10개 요인 로짓모형 계수 순

리더쉽 2.430858  2 0.394325  5 0.001318  4

신 략 4.640387  1 0.485162  2 0.001876  1

리 1.491808  8 0.281554  7 0.001506  2

조직 1.767999  4 0.588582  1 0.000894  5

지식/정보 1.602285  5 0.262000  8 0.000573 10

생산설비 1.602285  5 0.403250  4 0.001392  3

마 리 1.602285  5 0.466666  3 0.000879  6

성과 2.265143  3 0.361197  6 0.000785  7

운 1.326094  9 0.232970 10 0.000704  8

측 1.270855 10 0.257503  9 0.000662  9

치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열에 나타난 7개의 요인 로짓 모

형(수정 모형)의 계수는 의 <표 8>에 나타

난 요인의 계수를 각 변수의 값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에 나타난 10개 

변수 로짓 모형의 계수의 값은 10개의 변수

를 직  이용하여 로짓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계수의 값이다<표 9>.

원 지표에서 가장 가 치가 높았던 신

략은 수정모형에서도 순서가 앞선 것(2 )으

로 나타났다. 리더십도 원지표의 2 에서 수

정모형에서는 다소 떨어졌으나 여 히 매우 

요한 변수(5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성과 수 은 요도가 지표상의 

가 치의 순서에 비하여 요도가 6 로 

려났다. 반면 조직 로세스의 경우 원지표의 

가 치에 비하여 실제 평가 시에는 매우 

요하게(1 )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

식정보 리와 생산설비 그리고 마  변수

는 원래의 가 치 기 으로는 모두 동등하

으나 실제 평가에서 차지하는 향력은 마

리, 생산설비 그리고 지식정보 리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정리를 하면 측정되는 지표의 

가 치와 비교하면 조직 로세스, 마 리, 

리 로세스, 생산설비 황, 측수  등이 

실제에는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신 략, 지식정보 리, 성과수 , 운 수

 등은 실제 측정되는 가 치에 비하여 

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우리가 본 연구를 통하여 가장 심을 가지

고 있는 경 신형 소기업 선정평가 모형

은 경 신형 소기업의 선정을 하여 만

들어진 지표가 실제 선정 시에 얼마나 잘 활

용되고 있으며 각 지표의 가 치가 정하며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하여 먼  선정 여부를 설

명하는 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분석은 먼  10개의 변수를 직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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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먼  시도하 다. 결과 모형에 사용된 

계수 값이나 각 변수의 T 값을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 다. 

그러나 의 10개 변수를 직  사용한 방

법은 변수간의 공선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

을 수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하여 다음 단

계로 주성분 분석을 시도하 다. 주성분 분석

의 결과 변수 간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심

하지는 않으나 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 

1개를 제외하고 9개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

이 정할 것으로 단이 되었다. 따라서 로

짓의 모형을 9개의 모형으로 추정하 다. 

이후에 요인 P2와 요인 P3의 T 값에 문제

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요인 7개로만 구성이 

된 수정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 다. 

선정을 하여 각 모형의 정보기 (Informa-

tion Criterion)을 사용하 고 3가지 정보기

에 의하여 요인 7개로만 구성이 된 수정 모

형이 제일 우수한 모형으로 단되었다.

결과 계수의 크기에 한 향력을 보면, 

조직 로세스, 마 리, 리 로세스, 생

산설비 황, 측수  등이 데이터의 수집 

당시의 가 치 보다 실제에는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교하여 신

략, 지식정보 리, 성과수 , 운 수  등은 

실제 측정되는 가 치에 비하여 모형에서의 

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를 반 하여 데이터 가 치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단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변수간의 독립성

에 한 의문성과 데이터의 가 치와 연구 

결과로 나타난 계수 크기의 순서의 차이는 

재 사용되는 경 신형 소기업 선정지

표의 합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

로 해석될 수 있어 이들 선정지표의 평가항

목은 재검토를 통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

로 단이 된다.

한 경 신형 소기업이 기술 신형 

소기업에 비해 기술 인 신보다는 경

신 인 라와 경 신 활동 등 로세스 

신이 기업의 경 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

치는가를 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의

미는 기업의 평가 측면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 신형 소기

업의 선정평가 자료를 기 으로 하여, 선정지

표상의 경 신 인 라와 활동이 경 신 

성과에 향을 미치는 시간  차이를 배려하

지 못한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95%를 상회

하는 선정 수 이 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

에 하여 답을 주지 못하며 단순히 기술  

이슈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다

른 한계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최  인증 후 재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상으로 구체  성과에 한 

연구를 한다면 시간  차이를 배려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95%를 상회하는 선정 수 에 문제는 선

정 기 을 재무  에서 문제가 없는 기

업만을 보는 편향된 을 벗어나 경 신

형 소기업의 정의에 근 하는 기업을 선정

하기 한 평가모델의 개선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 신형 

소기업의 핵심인 비 제조 기업과 제조 기업

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경

신형 소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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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지표 항목별 측정기 (2007년 9월 이후～2008년 12월 기 )

분류 분류 소분류 가 치 측정방법

경
신

인 라
(1)

경 자 
리더십
(1-1)

1-1-1 경 자 경력 50
정의：경 자의 련 산업 종사연수  경력
요건：경 자의 동종 업계 종사 이력  경력 조사

1-1-2 경 신 리더십과 추진력 80

정의：경 자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통솔력, 
지도력

요건：기업주변환경변화, 시장동향, 경쟁상 정보의 
주기 인 찰과 조사, 경 신에 한 통찰력, 
직원에 한 동기부여책의 마련  경 에 한 
추진의지와 직원교육에 한 투자

신 략
(1-2)

1-2-1 략이행 리
 1-2-1-1 경 목표 측정지표 수립 50

정의：경 목표를 달성하기 한 결과지표/구체 인 
재무/비재무지표등의 수립

요건：기업목표달성지표, 성과지표 련 계획서나 
보고서  재무지표, 련지표의 리, 
평가/피드백자료

 1-2-1-2 성과데이터 통제 60

정의：비 과 략달성 의사소통을 한 성과정보의 
효율 인 통제

요건：성과데이터 통제문서, 주기 인 경 검토보고서 
 시정조치  방조치 련 사항

1-2-2 신목표 개
 1-2-2-1 신과제 선정의 성 65

정의：경 환경 변화에 응한 신목표 설정, 개 
 신과제 선정 방식

요건：사업계획 수립과 련된 계획서  보고서, 
주기 인 경 실 , 품질, 환경, 안  등 
경 검토보고서

 1-2-2-2 신과제 실행계획의 성 65

정의： 신과제에 해 한 실행계획 수립  산 
 경 신 성과 리

요건： 략 개  목표 련 사규, 사업계획서, 업무 
분장  인 자원 리 로세스 차서, 신 
과제 보고서 등

1-2-3 신 리
 1-2-3-1 자원배분의 효율성 50

정의： 신활동 참여인원의 책임 권한을 포함한 자원 
배분

요건：표 화된 신 로세스, 구성원의 신 참여 
데이터, 신결과의 조직경 시스템  신 
결과 문서 등

 1-2-3-2 효과  지원  모니터링 50

정의： 신성과에 한 지속 인 사후 성과분석과 
그에 한 보상

요건： 신과제별 성과평가자료  보고서 작성, 신 
성과와 신활동과의 연계방안  업부서 
지원자료  재정  성과 분석 자료

경
신
활동
(2)

리
로세스
(2-1)

2-1-1 업무환경  복지
 2-1-1-1 근무조건 향상 로세스 25

정의：직원의 쾌 한 작업  최 한의 성과 도출을 
해, 업무․작업과 시설․설비  복리후생과 
안 을 한 환경이 최 의 상태로의 마련  
유지

요건：작업과 근무환경의 지속  개선, 시설․설비의 
안 검, 안 수칙의 게시와 지속  교육, 정기 
 건강진단, 복리후생시설의 확 , 화재 방 
활동의 한 수행

 2-1-1-2 업무환경 리
30

정의：조직 내의 근무조건  업무환경을 쾌 하게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내  하드웨어를 향상시키기 한 활동  
략

요건：근로기 법과 당해취업규칙을 수하고 연장 
근로제도, 교 근무제도, 심야근무제도 유  
휴가제도등을 법하게 실시하고 성차별, 성희 
롱 방지를 한 조치

조직
로세스
(2-2)

2-2-1 인 자원 리와 평가보상
 2-2-1-1 인 자원 략의 합성 20

정의：기업의 장래 인 자원의 수요를 측하여 기업 
략의 실 에 필요한 인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리  
평가보상 활동

요건：인 자원 확보  개발․평가․피드백 략이 
구축․활용되고 충분한 인사  리시스템  
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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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가 치 측정방법

경

신

활동

(2)

조직

로세스

(2-2)

 2-2-1-2 인정과 보상의 합성 20

정의：인재 유입, 직원의 동기부여를 한 인정/보상 

제도와 조직의 합성 여부

요건：인력계획수립, 성과 측정, 사차원의 인정보상 

제도 구축  채용 로세스 등

2-2-2 고객 리

 2-2-2-1 목표시장의효과  리 20

정의：조직의 주요 제품과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선정 

 근 방식이 효과 으로 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  략

요건：시장 세분화와 경쟁사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타겟마킷에 한 개념 정의, 마 / 업 실행 

계획서  로모션 계획서  보고서 작성, 

시장조사 계획서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

경

신

활동

(2)

조직

로세스

(2-2)

 2-2-2-2 고객요구사항 결정방식 20

정의：고객의 소리를 확인하고 고객요구사항의 상  

요성을 악하고 활용함으로써 고객니즈를 

정확하게 충족하고 시장 유율 향상

요건：고객 상담이나 지원 담 운  는 규칙조례, 

고객 DB 는 주요고객 요구 사항 리스트, 고객 

요구사항의 요성 검토  활용, 고객 요구사항 

검토 후 요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사안 선택 

활동

지식/

정보 리

(2-3)

2-3-1 지식/정보 리

 2-3-1-1 지식 리
25

정의：조직 내의 인 자원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 인 

지식을 체계화(systematize)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한 활동  략

요건：필요 지식에 한 개념 정의, 리 차 표 , 

시스템, 리 조직과 운  지침, 지식/지 재산 

보호  통제 체제가 구축․운

 2-3-1-2 정보 리 20

정의：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처리 

․ 달․ 장을 정확하고 신속 하며 시에 

충분히 처리하기 한 활동  략

요건：필요한 정보에 한 근이 용이하고, 사  

경 정보 리시스템의 구축과 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선도  사례 벤치마킹, 유지보수 

차와 매뉴얼, 자료와 정보보호 통제체제 

마련과 활용 등

 2-3-1-3 정보검색  분석능력 20

정의：정보를 수집․분류․축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며 활용하는 활동

요건：정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일정 수  이상으로 보유

생산

설비 황

(2-4)

2-4-1 생산설비 보유능력 30

정의：장기생산 계획에 의해 수립하는 설비계획,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한 생산설비 보 상황 

평가

요건：장기생산 계획을 수립, 정기 검실시, 고장방지 

5S체계 으로 수립, 설비확보율 증가  

고장조치  책강구 기록

2-4-2 생산설비 가동율 35

정의：생산설비의 양호정도와 월평균 가동율

요건：생산설비의 양호정도를 평가하고 설비의 최근 

6개월 간 월평균 가동율 측정

마

리

(2-5)

2-5-1 마  역량강화 35

정의：상품이나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합리 

으로 유통시키기 한 기업의 활동능력 

요건：시장분석을 통해 매 략을 수립, 원가분석을 

통한 가격결정, 국내외 매 략구도의 구축  

마 련 소기업지원제도에 한 이해 등

2-5-2 신규마  채 확보 30

정의：자사상품의 매를 증 시키기 한 새로운 

유통기구의 리방법

요건：기존 마  채 에 한 분석  신규채  

확보를 한 시장분석, 상품 라이 사이클분석, 

마 조직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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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가 치 측정방법

경
신
성과
(3)

성 과
(3-1)

3-1-1 총 차입  의존도 35

∘총차입 의존도：(총차입 /총자본)×100
∘총차입  = 장․단기 차입 +유동성장기부채+사채
∘총자본 = 총차입 +자본총계(자기자본)

A B C D E

62.0% 
과

45.0% 과
～

62.0% 이하

24.73% 과
～

45.0% 이하

10.0% 과
～

24.73% 이하
10.0% 이하

4 8 12 16 20

3-1-2 EBITA 이자보상배율 25

∘EBITDA이자보상배율：EBITDA/이자비용
∘EBITDA： 업이익+퇴직 여+ 손상각비 +기타 
의 손상각비+임 료-재고자산평가손실-재해손실+
감가상각비(제조원가포함)+무형자산상각비 

A B C D E

1.7배 
미만

1.7배 이상
～

3.5배 미만

3.5배 이상
～

9배 미만

9배 이상
～

10배 미만
10배 이상

3 6 9 12 15

경

신

성과

(3)

성 과

(3-1)

3-1-3 순 융비용  매출액 30

∘순 융비용 매출액：{(이자비용-이자수익)/매출액} 
× 100

A B C D E

4.0% 
과

3.42% 과
～

4.0% 이하

1.42% 과
～

3.42% 이하

0.4% 과
～

1.42% 이하

0.4% 
이하

3 6 9 12 15

3-1-4 총 자본 경상이익율 35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총자본(평균)}×100
∘부채와 자본총계는 최근 2개년 평균

A B C D E

2.0% 
미만

2.0% 이상
～

4.3% 미만

4.3% 이상
～

8.42% 미만

8.42% 이상
～

9.0% 미만
9.0% 이상

4 8 12 16 20

운

(3-2)

3-2-1 부가가치율 20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 × 100
∘ ((손식계산서상(경상이익+ 여+퇴직 여+ 복리 
후생비+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세 과공과+감가
상각비)+제조원가명세서상(노무비+복리후생비+감가
상각비+ 기임차료+임차료))/매출액)×100 

A B C D E

10.0% 
미만

10.0% 이상
～

21.0% 미만

21.0% 이상
～

33.0% 미만

33.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2 4 6 8 10

3-2-2 운 자  회 기간 20

∘운 자 회 기간：(매출채권-매입채무)/ 
월평균매출액

∘매출채권(총자산이 70억 이상)：매출채권+ 
공사미수 +분양미수  

∘매출채권(총자산이 70억 미만)：매출채권+ 
공사미수 +분양미수 +미수  

A B C D E

-1.43월
미만

-1.43월 이상
～

0.1월 미만

0.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

4.5월 미만

4.5월 
이상

2 4 6 8 10

측

(3-3)
3-3-1 매출액 증가율 35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기매출액)/ 
기매출액)} × 100-100

A B C D E

-10.0%
미만

-10.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5.0% 미만

45.0%
이상

4 8 12 16 20

합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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