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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R&D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캐피탈이 공동투자한 기업 또는 투자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리딩(leading) 투자자가 있는 투
자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적 성과가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인력이 많을수록 기술
적 성과가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그
리고 경영 또는 기술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검증을 받은 기업 또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
업에 투자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적 성과, 특허, R&D집약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firms(VCFs) on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SMEs, which could be represented as the numerical increasement of pa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r proportion of VCFs' shares or the higher intensity of R&D, the more positive 
impact has been shown in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SMEs. Also, the joint investment of VCFs or the 
leading investors' stock acquire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of them. 
Meanwhile, the meaningful relationships of company-size and the technical manpower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were not identified although they were marginally positive. Those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VCFs' supervision and control, including their managerial and technical advice, over invested companies display 
effectiveness for SMEs. It could also be interpreted that investors concentrate their investment on the relatively 
stable companies or the companies which other investors already finished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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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

신기술에 목하여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

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창조경제’를 국정 아젠다(agenda)

로 내세우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아이디어와 창의

성, 신기술의 창출은 주로 기술기반 소벤처기업의 

신  활동결과에서 비롯된다는 에서 창조경제의 구체

 실  수단으로 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개발(R&D)을 심으로 한 기업의 신활동은 미래

의 기술, 제품 는 서비스의 원천으로써 기업 성장과 경

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1]. 신활동 에서

도 R&D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서 지속 이고 안정 인 자 공 이 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소벤처기업의 본질  속성인 정보비 칭성과 

고 험 등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자 조달이 여의치 않

아 만성 인 자 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속성의 R&D자 은 내부 유보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환압

박이 없는 정부 출연  는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정부는 소벤

처기업의 자 조달원을 융자 심에서 투자로 확산되도

록 하기 해 모험자본시장과 벤처캐피탈의 역량 확충 

등 다양한 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

장 소벤처기업에 하여 지분투자 심으로 자 을 지

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 으로 고 험-고수익의 형 인 투자행태를 보

이고 있는 벤처캐피탈은 자 지원이외에도 기업가치 제

고를 한 경 , 기술 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 까

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가 벤처캐피탈의 이상

인(ideal) 순기능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특정부문 는 일정수  이상의 기

업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른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험투자를 기피하는 등 투

자시장이 축되어 있다는 비 이 많고 벤처캐피탈의 기

능과 역할이 제 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한 의문이 드

는 것도 사실이다. 한, 연구분야도 외부기 의 투자(

는 소유구조)와 연구개발투자 는 경 성과와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반면 기술  성과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벤처캐피탈이 규모  

특성 등이 다양한 기술기반 소벤처기업에 하여 과연 

모험자본으로서 본연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들

의 투자행태와 방법이 기술  성과에 실질 인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심층연구를 통해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 융기 인 기술보증기 의 기술

보증을 받은 소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하고, 기업평

가시 축 된 실증 시계열자료(1998~2011년)를 활용한 , 

벤처캐피탈의 투자이 과 투자이후의 기술  성과가 체

리피킹(cherry-picking effect) 는 자 , 경  등 극

인 지원  리결과(monitoring effect)인지를 규명하

고자 한 에서 상장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공시

자료 는 설문조사를 토 로 벤처캐피탈 투자와 경제  

성과와의 계를 주로 다룬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벤처캐피탈의 개념 및 기능

2.1.1 벤처캐피탈의 개념

일반 으로 기술․지식기반의 소벤처기업은 창업

기에는 자원  규모의 세성과 불확실성 등에 따른 

험이 높은 편이나 신  기술력을 토 로 신시장 개

척에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벤처기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 험, 정보비

칭성과 무형자산 심의 본질  속성상, 은행 등으로

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 을 기에 조달

하기가 어려운,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벤처기업에게는 자 공 에 한 시장의 실패를 보

완할 수 있는 벤처 융생태계의 활성화가 매우 요하며, 

벤처캐피탈이 이러한 생태계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볼 수 있다. 

벤처 융생태계에서 주요 구성요소인 벤처캐피탈은 

국가별 경제정책이나 벤처기업의 성격, 벤처투자자의 입

장 등 범 와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Gupta and Sapienza[2]는 자본시장이나 은행 등 융기

으로부터 자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의 창업자  는 

기 성장 소요자 을 공 하고, 경 , 기술 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경원 외[3]는 벤처

캐피탈을 ‘증권시장에 공개된 기업이 아닌 미공개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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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문 투자자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건우와 서병철[4]의 경우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 기반이 취약하고 

험이 커서 일반 융기 에서 자 을 조달하기 곤란한 

벤처기업’에 한 투자와 지원을 하는 투자회사로 정의

하고 ‘주식이나 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련채권의 형태로 투자하고 주로 코스닥상장, 

장외시장 등록, M&A 등을 통해 투자지분을 매각하여 수

익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벤처캐피

탈은 주로 창업 기 는 험도는 높으나 기술력과 성

장가능성이 큰 기 소벤처기업을 상으로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때로는 기술 는 경 지원을 병행하

여 고수익을 도모하는 모험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모험자본시장에서 실질 으로 자 을 운용하는 주체

로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융회사, 펀드 등의 업무

집행조합원의 구성을 살펴볼 때 핵심 주체는 정부, 융

권, 기업과 개인 등 독립 벤처캐피탈로 구분할 수 있다

[5]. 한편, 증권의 발행, 매매, 유통시장에서 기 투자자라

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상복[6]은 기 투자자

란 ‘소액투자를 신하여 투자된 자 을 공동으로 리

하고 특정한 목 , 수익극 화와 만기에 청구하는 특징

을 갖는 문화된 융회사 는 투자주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술한 기 투자자를 비롯하여 공

공 는 민간 법인, 조합, 단체, 펀드 등 벤처캐피탈을 구

성하는 주체들이 운용 는 출자한 모험자본 모두를 벤

처캐피탈 범주에 포함하 다. . 

2.1.2 벤처캐피탈의 기능

벤처캐피탈 등 외부 기 투자자는 자 을 규모로 

보유하고 증권 등에 한 투자규모가 비교  크기 때문

에 정보의 수집  분석과 감시능력이 개인투자자보다 

월등한 문  투자 집단이다[7]. 외부의 주요 기 투자

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경 활동에 직  는 간 으로 향을 미치는데 투자

기업의 감시, 통제에 하여는 두 가지 서로 반 된 

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외부기  주주는 자 투자 

규모가 크고 상 으로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경

을 모니터링할 유인을 가진다[8]. 두 번째 은 외부기

 투자자들은 규모 자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의해 

범 하게 분산시키므로 투자기업별 보유지분이 체 

자본에 비해 매우 음에 따른 투자자간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의 발생으로 특정기업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만한 동기와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9, 10]. 

김연배 외[5]는 벤처캐피탈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고 있는데,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공공벤처캐피탈은 융시장에서 정보의 비 칭성과 

고 험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벤처기업에게 공 융

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특히, 창업 기 기술 신형 소벤처기업에 하여 

투자를 집 하여  다른 외부 투자자를 유인한다. 은행 

등 융권 벤처캐피탈은 융 운용에 한 문지식과 

경험,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모험자본시장에 참여하

여 고수익을 도모한다. 한, 이들의 모태인 융기 과 

긴 한 연계하에 간 융의 단 을 보완하거나 융기

의 장래 유망한 고객을 선 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기업벤처캐피탈은 자본이득이외에 모기업이 략 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벤처기

업에 투자한다. 이들은 모기업의 신기술 확보 는 경

효율화 측면에서 략  트 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유

망한 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 지원뿐만 아니라 경

, 기술자문, 로지원 등을 수행한다. 독립벤처캐피탈

은 개인들이 자본이득을 얻기 해 설립한 조합이나 회

사로서 고 험-고수익의 형 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술한 역 할을 종합하면, 벤처캐피탈의 기능  역

할은 자 지원이외에 자기의 지식  경험, 네트워크 역

량 등을 활용하여 소벤처기업과 외부투자자 간 정보비

칭성  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투명성을 높임으로

써 외부의 후속투자를 유인하며 투자기업의 성장과 가치

증 를 해 경 , 기술, 인 지원을 수행한다[4]. 

2.2 기술적 성과

기술 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기술  성과는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하여 제품품질향상, 공정개선, 

설비기능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등 유․무형의 자산 

는 기술 , 경제 인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

에 무엇을 상으로 측정할 것인가가 쟁 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술 신 성과의 다양성으로 인해 

연구주제와 목 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용변

1) 김연배, 이승훈과 김영훈(2007) 연구내용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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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양동우외[11]는 기술 신 

임워크인 투입-산출-성과 에서 기술 신 활동

(Input)에 의한 기술  성과(Output)와 경제  성과

(Outcome)로 구분하고, 기술  성과를 특허출원건수, 

련 논문 등으로 측정하 다. 

특허는 기술 , 경제  가치가 동질 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지만[12], 기업의 기술  우 와 역량을 나타내

는 표 인 지식재산권이면서 객 성이라는 장 이 존

재하므로[13] 기술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 지표는 특허출원단계에 따라 출

원한 특허, 심사 인 특허, 등록특허로 구분할 수 있다. 

출원한 특허건수는 기업들의 특허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출

원후 등록되기까지는 기술분야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으로 출원일로부터 10개월 내지 1년 반 정

도가 소요되고 있고 등록비율이 높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출원 특허보다 기술  가치

와 경제  유효성이 훨씬 큰 등록특허를 기술  성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2.3 선행연구

외부의 지분투자와 련된 선행연구는 외부기 의 투

자여부에 따른 경 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한 연구 

는 투자기업의 지분율 소유구조와 경 성과  연구개발

투자에 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경 성과의 

경우 기업가치, 매출  이익률 등 재무  성과에 집 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  성과에 한 연구는 많

지 않은 편이다. 

2.3.1 외부기관의 지분투자와 기업 성과

벤처캐피탈들은 투자수익의 극 화와 조속한 회수를 

해 기술력과 장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기 성장단계에서 미리 발굴하여 투자기회를 선 한다. 

그리고 세 한 심사와 선별과정을 거쳐 투자한 기업에 

하여는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험을 리하고 

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해 투자이후 지속 인 감시와 

통제 그리고 경 , 기술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가치 제

고를 도모하기도 한다. 

Kortum and Lerner[14]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벤처캐피

탈 지원기업의 특허가 우수함을 주장하고 있다.

강원진 외[15]는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자  활용이 

기술 신 성과(산업재산권 출원건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성장단계별 자 활용 규모

와 기술 신성 간 분석에서 기성장기와 성숙기에는 벤

처캐피탈 자 을 게 활용하는 집단이 많이 활용하는 

집단보다 기술 신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벤

처캐피탈의 지나친 리가 오히려 기술 신활동을 해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Kochhar & David [16]는 근시

안 인 기 투자자와 신제품 개발율간에 부(-)의 계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벤처캐피탈  자본투자의 목 이나 성격이 다

소 다른 기업벤처캐피탈(CVC) 투자와 기업의 기술  성

과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17, 18, 19, 20]. 

기존 선행연구들로부터 벤처캐피탈이  기술 신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20]. 벤처캐피탈들은 기술경쟁력과 장래 성장가능

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 선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

고,  투자한 이후에도 투자기업에 한 경 ․기술 자문, 

감시  통제와 같은 사후 리 활동을 병행하며, 투자한 

기업의 성장단계와 R&D 투자  진척도 상황에 따라 

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허 등 기술 신 성과 창출에 기

여하고 있다.  

한편, 외부기 의 투자가 매출  수익 증 , 기업가치

제고 등 경제  성과에도 정 [4, 21, 22, 23, 24, 25] 

는 부정 [22, 26] 향을 미치고 있다. 

서병철과 김건우[4, 24]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벤

처캐피탈 비 투자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성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투자규모가 많을

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 다. 한, 

기투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높은 성장성을 나타

낸 것으로 보고하 다. 투자시 에 따른 경 성과는 

Davila, Foster and Gupta[23], 이기환 외[25]의 연구에서 

벤처캐피탈은 기기업의 높은 성장과 유의미한 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Croce et al.[21]은 유럽의 첨단기술산업에 속하는 기

업을 상으로 벤처캐피탈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벤처캐피탈 투자 이 에는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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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업과 그 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

지 않았으나, 투자가 일어난 이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벤처캐피탈

이 제공한 심사를 받은 기업으로 각인되는 이미지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Yi et al.[26]는 국의 상장기업을 상으로 자

본투자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 국의 벤처캐피

탈리스트는 신규 공모(IPO)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이 투자

한 기업의 가치를 증 시키지도 않았고, 운 성과도 개

선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2.3.2 소유지분구조와 기업 성과

기업의 형화와 문화 그리고 주식지분의 외부 분

산으로 기업, 견기업을 비롯한 소벤처기업에서도 

소유와 경 이 분리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 소유와 

경 의 분리는 필연 으로 주인과 리인 사이의 정보

험과 리인 험을 발생시킨다[27]. 하지만 외부기  

주주들은 자신의 부(富)와 이익을 지키기 해 우월한 역

량과 정보력을 토 로 기업을 감시, 통제하고 정보를 얻

기 때문에[28], 이들의 투자는 정보비 칭성과 리인 문

제가 축소될 수 있다. 

소유 지분구조와 기업 경 성과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에서의 주장들이 존재한다. 박

상문과 이병헌[29]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

자자 을 많이 유치할수록 기술 신성과(특허출원 건수

로 측정)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김성훈 외

[31]는 기업지배구조가 경 유행 도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기 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

은 그 지 않은 기업보다 경 유행이 된 신기법을 빠

르게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송 과 안홍복[30]은 상장기업을 상으로 

한 기업소유지배구조와 R&D 신활동의 련성 분석에

서 외부주요주주지분율은 R&D집 도와 특허출원권수

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표하 다.

반면 소유유지분 구조와 경제  성과에 한 선행연

구는 비교  많은 편으로 외부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과에 정(+)의 향을 주장하는 연구가 다수다수 발

견된다[32, 33, 34, 35]. 즉,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 자를 효과 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여 기

업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때

문에 정 인 성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지분구조와 기업성과에 한 정(+)의 

계와 달리 부(-)의 계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임형주

와 최종서[36]는 거래소 상장기업을 상으로 한 분석에

서 소유집 도가 Tobin's Q에 부(-)의 향을 미치고, 기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향은 크지 않음을 발견하 다. 임성 과 성상용[37]

은 코스닥기업의 기 투자자와 최 주주 지분율은 IPO

성공에 유의하지 않으나, 외국인 지분율과 기 투자자 

수는 정(+)의 계를 주장하고 있다. 

2.3.3 소유지분구조와 연구개발투자

기업에 있어 연구개발(R&D)투자는 기업이 미래를 주

도하고 계속기업으로 유지하기 한 필수 인 활동이지

만, 상당한 험이 따르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를 결정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 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

다[38, 39]. R&D투자는 기업가치에 정  향을 미치

는 반면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

확실성이 커서 리인인 경 자는 투자를 기피하는 등

[40], 험회피 인 성향이 강하다[1, 27]. 

외부기 의 R&D투자 성향에 하여는 두 가지 

이 존재한다. 첫째는 외부기 투자자는 근시안  투자를 

한다는 이다. 즉, 기 의 자 운용자들이 분기 혹은 

반기별로 투자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투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두 번

째는 합리 인 투자 이다. 규모 자본을 보유한 투

자자는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시  규모의 경제 장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목표보다는 장기  

에서 투자를 집행하며 특히 외부기 의 투자 지분율

이 높을수록 장기 인 기업가치 제고에 심을 가진다는 

것이다[41]. 

벤처캐피탈 등 외부주요 주주의 소유구조에 따른 연

구개발투자 련 선행연구는 리인이론을 토 로 정(+)

의 계가 있다는 주장과 부(-)의 계를 주장하는 연구

로 나 어진다. 정(+)의 계를 주장하는 연구를 보면, 

Lee and O'Neil[28], David et al.[42], Busheel[41], 

Hansen and Hilll[40]의 해외연구와 김학건과 이재호

l[34], 강신애[43], 윤병섭과 김완 [44] 등 국내연구가 발

견된다. 반면, 부(-)의 계를 주장하는 연구로는 송

과 안홍복[30], 김경묵[3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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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한편, Wang and Thornhill[45]은 융의 선택과 R&D

투자사이의 실증연구에서 주식을 통한 자 조달은 R&D

투자에 정(+)의 향을, 환사채는 U자형, 출은 역 U

자형의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지분율에 을 맞

추고 투자방법과 투자자 구성내용에 따라 기술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리고 동일한 투자지분율이라 

하더라도 기업특성과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어 R&D집약도, 기업규모, 기

업연령, 업종, 인력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 다. 기술  

성과지표로 특허를 용변수로 활용하 다. 이는 특허가 

표 인 지식재산권이라는 외에 객 성이라는 장

이 존재하고[13] 기술 신의 지표로서 많은 연구에서 이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2].

3.2 가설의 설정

3.2.1 벤처캐피탈투자와 기술적 성과간의 관계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의 경 에 직  는 간 으

로 향을 미친다. 외부 주주는 자 운용의 규모가 크

고 상 으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

업경 을 감시할 유인을 가진다 [8]. 벤처캐피탈은 이익

을 추구하는 투자자로서 해당기업을 감시할 충분한 동기

가 있어 극 으로 감시활동을 개한다[28, 30, 46]. 

한, 벤처캐피탈은 감시와 통제와 더불어 경 , 기술  지

원을 통해 기업가치 극 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술  성

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공동 는 단독 투

자여부에 따라 기업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서

병철과 김건우[4]는 공동투자한 기업이 단독투자한 기업

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나타낸다고 하 는데, 이는 경험

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회사들로부터 공동투자를 받은 

기업이 단독투자기업에 비해 정보비 칭이 완화되고 보

다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김석

용과 박태진[47]도 공동투자의 정(+)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획득능력을 바탕으로 경 자를 효과

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증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

의 수가 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지분율이 높은 외부 주주일수록 자신의 부(富)

가 집 되기 때문에 자산의 유지, 성장과 가치 극 화를 

해 투자한 기업의 감시, 견제는 물론 경 , 기술 인 지

원에 보다 더 극 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2. 벤처캐피탈의 공동투자 기업이 단독투자기업보

다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리딩(leading)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은 그 지 

않은 투자기업보다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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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보유자원 및 역량과 기술적 성과간의 관계 

기업은 기업규모, 종업원수 크기 등에 따라 유․무형

의 자원과 능력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

수록 재무  자원이나 조직역량이 풍부하여 신활동에 

규모의 경제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기업연령은 기업생존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창업

부터 재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기업이 지속 으로 

신활동을 해왔다는 간 인 증거라 할 수 있다[48]. 

신이 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은 정 이지만 기

업연령, 략 인 성향등에 따라 다르다 [49]. 기업연령은 

경 환경 변화에 응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

이 가능하고, 학습능력이 증진되어 경 과 신활동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4. 기업규모가 클수록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기술개발 련 인력이 많을수록 벤처캐피탈 투

자 지분율이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기업연령이 많을수록 벤처캐피탈투자 지분율

이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다.

3.2.3 연구개발투자와 기술적 성과간의 관계 

신활동의 핵심은 연구개발이며 연구개발에는 상당

한 규모의 자 과 인력 등 자원투입이 수반된다. 기업이 

원가 감과 품질향상 그리고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  확

보와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연구개발투자가 필수

이다. 연구개발투자는 회임기간이 긴 반면 투자결과에 

한 불확실성이 높고[42], 지속 인 자 투입으로 단기

에 이익을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근시

안 인 외부기 투자자는 R&D투자에 소극 인 반면, 장

기 이고 합리 인 의 외부기 투자자는 R&D 투자

에 극 으로 응하는 등 투자자 성향에 따라 의사결

정이 다르게 나타난다.[16, 41]. 그러나 비상장 기술기반 

소벤처기업에 한 투자는 그 특성상 장기 이고 합리

인 의 투자자가 부분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벤

처캐피탈은 안주하려는 경 자의 R&D투자기피 는 과

소 책정문제를 효과 으로 감시․통제하여 경 성과와 

기업가치를 극 화시킬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D집약도 련 연구가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7.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말 재 기술보증기 (기보)이 기술

보증취 을 한 기술평가  보증심사과정에서 수집된 

57,741개 소벤처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모집단으로 

하 으며, 이  기업 주주명부에 주주와 기업과의 계

를 외부기 투자로 구분하여 입력한 기업 209개를 추출

하 다. 추출된 표본 209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다

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외한 후 분석 상 표본기업은 

98개로 확정되었다. 

첫째, VC투자 지분율의 합이 5%미만인 기업은 체 

투자자본규모 비 미미하여 감시, 통제할 유인이 약하

며 소규모지분율로는 투자기업에 간섭이나 통제를 하기

가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 다.  

둘째, 투자 목   성격이 학, 연구소 보유기술의 

출자, 계기업 는 수직거래 계 등 특수한 계인 경

우에는 본 연구의 방향과 목 이 다르기 때문에 표본에

서 제외하 다.  

셋째,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 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거나 기업회생 차 에 있는 기업은 본 연구 상이 

정상가동 인 비공개 소벤처기업인 을 감안할 때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상기간이 비교  장기

간인 15년(1998년～2012년)에 걸쳐 있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하 다.

등록특허는 기술보증기  기업정보에서 특허보유기

업 명단과 개별기업의 특허 황을 악한 후, 한국특허

정보원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유

효특효여부  보유 황을 확인 후 활용하 다. 

기업특성정보(규모, 연령, 업종, 종업원수)와 벤처캐피

탈 투자시   투자규모, 매출액, 재무데이터, R&D집약

도 등은 기보 기업정보 DB에서 수집․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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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기술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특허를 활용하 다. 특허의 동기는 보호, 차단, 평

, 교환, 인센티  등 다양한데, 최근 들어 통 인 보

호동기보다는 상력과 평  향상, R&D인력의 성과측정 

등 략  동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한, 특

허는 하이테크(high-tech)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  지식

을 보호하고 기술  우 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51], 기업의 생존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52]. 등록특허 건수는 기업의 지식기반의 크기를 나타내

고[53] 지식재산권의 표성과 객 성이라는 장 이 존

재함에 따라[13]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시  후 총 5개년

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벤처캐피탈 투자 ․후 특허등록 

건수 차이를 측정하 다. 분석 상특허는 등록되어 있고 

재 유지 인 특허권으로 하 다. 분석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통상 으로 특허가 기술 신활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결과물로서 나오고 등록되는 과, 특

정연도에 특허가 이례 으로 많이 나오거나 게 나올 

수 있어 편향된 결과를 이기 한 것이다[53].

4.2.2 독립변수

벤처캐피탈지분율 : 벤처캐피탈의 투자지분율은 각 

벤처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주식수를 투자기업 

총 발행주식수로 나  값의 백분율(%)로써 기업 주주명

부에 나타난 주식지분율을 활용하 다. 술한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 벤처캐피탈은 공공, 는 민간 법인, 조

합, 단체, 펀드 등이 모험자본으로서 소벤처기업에 투

자하는 모든 기 을 의미하고 있다. 

공동․단독투자 : Bygrave[54]는 벤처캐피탈회사의 

공동투자가 기술집약 이거나 기기업에게 많다는 것

을 발견하 는데, 이러한 상은 이들 기업군의 불확실

성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투자를 하는 주요 목 은 융리스크 분산보다는 벤처캐

피탈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려는 것

이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여주기 때문이

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에 한 벤처캐피

탈수가 복수이면 공동투자로 1, 단독이면 0인 더미변수

를 사용하여 구분하 다.

리딩(leading) 벤처캐피탈 유․무 : 선행연구에서는 투

자기업에 한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33, 42, 44]. 지분율이 높아진다

는 것은 벤처캐피탈의 부(富)가 집 되는 것을 의미하므

로 기업경 에 한 감시와 통제, 지원 유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

하여 지분율이 10%이상으로서 제2  벤처캐피탈보다 지

분율이 5%이상 높은 리딩(leading) 벤처캐피탈이 있는 경

우를 1, 그 지 않은 경우를 0인 더미변수를 사용하 다.

4.2.2 통제변수

R&D집약도 :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기

술  성과간 계분석이 이므로 기술  성과에 강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연구개발 련 지표를 통

제변수로 설정하 다.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에 계상된 

액을 기 으로 측정하 다. 기업회계기 상 연구개발

비는 재무제표에 자산과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많

은 선행연구에서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제조

원가명세서상에 보고된 액을 합하여 사용하고 있다[11, 

28, 4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연구개발

비를 산출하고 연구개발 집약도는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을 사용하 다. 그런데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가 성

과로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경 환경 

변화에 따라 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도 불규칙

인 을 감안하여 최근 3개년간 평균 R&D 집약도를 

사용하 다.

기업규모 : 기업규모에 따라 보유자원의 질 ․양

인 차이가 나므로 기업의 신활동과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규모가 클수록 신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은 물론 더 많은 지식,  경험을 보

유하고 있어 가치 있는 지식,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55]. 성태경[56]은 상장 제조기업의 기업규모와 

기술 신활동의 연 성에 한 연구에서 기업규모(종업

원수, 자산액, 매출액)가 클수록 특허를 출원할 확률이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 다. 본 연구에서 기업규모

는 자료의 편향된 분포를 정규분포화 하기 해 총자산

에 자연로그를 취하 다[38].

기술인력 : 기술 련 인력 규모는 기반 소벤처기업

의 기술 신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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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y min max mean St.-Dev.

variation of 
number of 
patents after 
investment

-4.00 13.00 1.85 2.70

Sum of number 
of patents during 
analysis period

.00 17.00 3.69 4.19

share ratio of 
VCF (%)

5.10 77.50 25.62 14.75

R&D Intensity 
(%)

0.00 134.00 18.00 21.73

Total Asset
(Million Won)

93.50 90,625.00 10,220.69 13,186.44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련 인력은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기술 는 기능인력을 합산, 측정하고 자료의 편향

성을 감안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 다. 생산

기술 는 기능인력을 포함한 이유는 소벤처기업의 인

력운용의 한계로 상황에 따라 담업무이외의 업무도 담

당하는 실정을 반 하 기 때문이다.

기업연령 : 기업 생존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생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 이 가

능하고 조직의 역량이 확충된다는 에서 통제변수로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년도에서 기

업설립년도를 차감하여 기업연령을 측정하 다.

업종 : 신활동에 의한 기술  성과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IT, NT 등 하이텍 

산업에 속한 기업은 기술수명주기가 짧고 트 드 변화가 

심하므로 지속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특허 

등 기술  성과가 로텍(low tech)기업보다 많이 나타난

다[18]. 본 연구에서는 산업효과를 통제하기 해 한국표

산업분류상 업종을 다시 업종간 련성이 있고 실무상 

흔히 용하고 있는  기 자․정보통신, 기계․ 속, 

화학․바이오, S/W개발․게임, 기타 업종 등으로 군집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4.3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량

4.3.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 표본 자료의 특성을 악하

기 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그 다음 각 변

수 간 연 성의 크기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해 상

계분석을, 각 변수들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4.3.2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량

본 연구 표본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기

업연령은 5년 이하의 기업이 체의 51.0%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 41.8%로 부분 10년 이하의 기업이며 평균 

연령이 5.7년의 창업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은 

기 자․정보통신업종이 30.6%, 기계․ 속 26.5%, 화

학․바이오 20.4%, S/W개발․온라인게임 등 15.3%로 

IT 등 고기술 산업군에 분포되어 있다. 종업원수는 50

인～100인 미만이 31.6%로 가장 많고, 20인～50인 미만 

30.6%, 20인 미만 24.5%로 100인 미만이 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표본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분석 

상기업들은 평균 총자산 102.2 억원, 평균 기술․기능

직 인력수 35.6명, R&D집 도 평균 18.0%를 보이고 있

으며, 특허보유 건수는 평균 3.7개에 평균 매출액 123.3 

억원, 평균 업이익 9.6 억원을 시 하고 있다. 

한편, 표본기업에 한 벤처캐피탈 지분율은 평균 

25.6%로 소유경 자의 지분율이 높은 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표본의 일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data-general 
terms

Category Classification

Frequency

(No. of 

Companies)

Ratio

(%)

Firm

Age

under 5 year 50 51.0 

6 year-10 year 41 41.8 

11 year-20 year 6 6.1 

over 21 year 1 1.0 

Line of 

Industry

electrical&electroni

cs/information&co

mmunication

30 30.6 

mechanical/metal 26 26.5 

chemical/bio 20 20.4 

Software, online 

game
15 15.3 

others 7 7.1 

No. of 

Employees

less than 20 24 24.5 

20 - 50 30 30.6 

50 - 100 31 31.6 

100 - 200 13 13.3 

(2) 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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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Million Won)

55.00 133,202.00 12,331.12 18,164.00

Operational Profit
(Million Won)

-3,550.00 13,063.00 960.41 1,871.11

Sum of number 
of technical 
employees

.00 133.00 35.58 31.41

Joint 
Investment(1) 

Single 
Investment(0)

.00 1.00 .70 .46

Existence of 
Leading VCF(1), 

None (0)
.00 1.00 .50 .50

4.4 실증분석

4.2.1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투자후 특허증감(PAT)은 벤처캐피탈 지분율(IWN), 

R&D집약도(RD), 공동투자(JNT)와 보통수 의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SIZE)는 기

술․기능직(TEM), 기업연령(AGE)과 강한 수 의 정(+)

의 상 계를, 공동투자(JNT)와는 보통수 의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기술직과 기능직수(TEM)는 기

업연령(AGE)과 공동투자(JNT)와 보통수 의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동투자는 리딩 투자자 

유무(MJR)와 강한 수 의 부(-)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다.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해 모형별로 

분산확 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VIF가 모두 10미만으

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Vari

ables
IWN RD SIZE TEM AGE JNT MJR BIZ PAT

IWN 1

RD .169* 1

SIZE .049 -.172* 1

TEM .106 -.105 .628*** 1

AGE -.082 -.079 .450*** .283*** 1

JNT .274*** .146 .217** .226** .019 1

MJR .001 -.125 -.158 -.076 -.078 -.648*** 1

BIZ -.130 -.078 -.253** -.057 .031 -.015 -.008 1

PAT .398*** .391*** .149 .174* -.069 .279*** -.027 -.222** 1

 * p<.10, ** p<.05, *** p<.01

Note) IWN: Share Ratio of VCF, PAT: variation of number of 

patents after investment, RD: R&D Intensity, SIZE: LN(Firm Size, 

TEM: LN(number of technical employees), AGE: Firm Age, JNT: 

Existence of Joint Investment, MJR: Existence of Leading VCF 

which has more than 10 % of share and  5% more share than 

the 2nd major shareholders, BIZ: line of industry

 

4.2.2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와 기술  성과 간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Table 4>에서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하여 모형별로 

분산확 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VIF가 모두 10미만으로( 2미만이 부분임)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1)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과 기술  성과: 가설1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과 기술  성과 간의 계(가

설1)를 검증하기 의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

석결과는<Table 4>의 모형 2와 모형 4와 같다.

<Table 4>의 모형2는 기술  성과(PAT)를 종속변수

로 하고, 벤처캐피탈 지분율(IWN)을 독립변수로 하여, 7

개의 통제변수  기술  성과에 강한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되는 R&D집약도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4는 모형2와 달리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7개 모두를 

사용한 완 (full) 모형이다.

<Table 4>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Results

Dependant Variables=PAT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Model4

IWN
.281***

(2.799)
.229**

(2.437)

RD
.387***

(4.242)
.357***

(3.975)

SIZE
.015
(.111)

.036
(.268)

.121
(.926)

.129
(1.018)

TEM
.088
(.708)

.074
(.614)

.084
(.736)

.073
(.653)

AGE
-.084
(-.766)

-.071
(-.671)

-.098
(-.976)

-.086
(-.882)

JNT
.415***

(3.176)
.280**

(2.081)
.354***

(2.934)
.249**

(1.994)

MJR
.239*

(1.892)
.158

(1.261)
.263**

(2.267)
.195*

(1.676)

BIZ
-.200*

(-1.980)
-.163

(-1.659)
-.143

(-1.530)
-.118

(-1.283)

CONSTA
NT

-.650
(-.104)

-2.310
(-.380)

-6.641
(-1.120)

-7.520
(-1.300)

R2 .180 .246 .318 .361

Adj. R2 .125 .187 .264 .303

F-value 3.293*** 4.156*** 5.926*** 6.216***

 * p<.10, ** p<.05, *** p<.01

Note) IWN: Share Ratio of VCF, PAT: variation of number
 of patents after investment, RD: R&D Intensity, SIZE:
 LN(Firm Size), TEM: LN(number of technical employees),
 AGE: Firm Age, JNT: Existence of Joint Investment,
 MJR: Existence of Leading VCF which has more than
 10 % of share and  5% more share than the 2nd major
 shareholders, BIZ: line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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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모형2를 살펴보면, F값이 4.156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인 

수정된 R 제곱(Adj. R2)은 0.187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

수인 기술  성과와 6개 통제변수(독립변수인 벤처캐피

탈 지분율과 통제변수 R&D집약도를 제외)와 계를 분

석한 모형1의 Adj. R
2값(= 0.125)에 비해 49.6% 높은 수

으로 벤처캐피탈 지분율의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기술  성과에 한 벤처캐피탈 지분율의 향은 회

귀계수 값이 0.281이며 유의수  1%이내에서 유의한 정

(+)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강원진 외[15], 박상문 외[29], Kortum et 

al.[1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형 4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의 

합성인 F값이 6.216으로 유의수  1%이내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인 수정된 R 제곱(Adj. R2)

은 0.303으로 모형1에 비해 142.4%, 모형2에 비해 62.0%가 

높아  분석모형  가장 크게 나타났다. 4개모형의 수정된 

R 제곱 값을 통해 살펴본 변수의 설명력은 통제변수인 

R&D집약도,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벤처캐피탈 지분율 순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모형4에서 기술  성과(PAT)에 

한 벤처캐피탈 지분율의 향은 회귀계수 값이 0.229이

며 유의수  1%이내에서 유의한 정(+)의 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4에서도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투자방법  지분구조와 기술  성과: 가설2, 3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방법에 따라 기술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투자방법을 통제변

수로 사용하 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연구

모형 4개 부에서 유의한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  성과에 한 공동투자(JNT)의 

향은 모형1(벤처캐피탈 지분율, R&D집약도 제외)과 모

형3(=모형2에 R&D집약도 추가)에서 회귀계수 값이 각

각 0.415와 0.354로 유의수  1%이내에서 정(+)의 계

가 존재하고, 모형2와 모형4에서는 회귀계수 값이 각각 

0.280과 0.249로 유의수  5%이내에서 정(+)의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집약 이거나 기기업에게 공동

투자가 많다고 주장한 Bygrave[54]의 연구와 공동투자

기업이 단독투자기업보다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한 

서병철 외[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로써  <가설 2>

는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리딩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기술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즉, 모형 1과 모형 4(full model)에서

는 회귀계수 값이 각각 0.239와 0.195이며 유의수  10%

이내에서 정(+)의 계가 존재하고, 모형3에서는 회귀계

수 값이 0.263, 유의수  5%이내에서 정(+)의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리딩 벤처캐피탈이 기술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 3

은 모형1, 3, 4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벤처캐피

탈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富)가 집 됨에 따라 

기업경 에 한 감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성과를 제

고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는 에서 Chhibber & Manjumdar[33]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3) 기업규모  기술인력과 기술  성과: 가설4, 5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 종업원수(연구개발․기술․기

능직 포함) 등 기업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  성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개의 모형 모두 기업

규모가 기술  성과에 미치는 향은 측한 방향 로 

정(+)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수 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기술인력(TEM)과 기술  성과 간의 검증결과를 살펴

보면, 기술 련 인력 규모가 기술  성과에 미치는 향

은  기업규모와 기술  성과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

로 4개 모형 모두 정(+)의 회귀계수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의수 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술 련 인력과 

기술  성과에 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4) 기업연령과 기술  성과: 가설6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령이 기술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기업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Table 4>의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연령이 기술  성과

에 미치는 향은 분석모형 부에서 부(-)의 회귀계수

를 보이고 있으나(모형1: -0.084, 모형2: -0.071, 모형3: 

-0.098, 모형4: -0.086) 유의수 은 찰되지 않았다. 따

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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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투자와 기술  성과: 가설7

연구개발 집약도와 기술  성과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의 모형3과 모형4와 같다.  

모형3은 모형1에 R&D집약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로서 F값이 5.926에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

은 합한 것으로 보이며. 모형의 설명력(Adj. R
2)은 

0.264로 나타났다. 기술  성과에 한 R&D집약도의 

향은 회귀계수 값이 0.387(p<.01)로 유의한 정(+)의 계

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 모형에서 공동투자(JNT)의 

회귀계수는 0.354(p<.01), 리딩 투자자(MJR) 회귀계수는 

0.263(p<.05)를 보이고 있다. . 

모형4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모두를 투입한 full 

model로서 술한 바와 같이 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

났고 통제변수 R&D집약도의 회귀계수는 0.357로 1%의 

유의수 에서 정(+)의 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R&D집약도와 특허 간 정(+)의 계를 주장한 박철민

[57]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설 7은 모

형3과 모형4에서 통계 으로 채택되었다. 

 
4.2.3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검증결과 요약은 <Table 5>와 같다. 벤처캐

피탈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벤처캐피탈이 공동투자한 

기업 는 리딩(leading)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성과가 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가설1, 2, 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클수록(가설4), 기술인력이 

많을수록(가설5), 기업연령이 높을수록(가설6),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 을 보이지 않아 채택

되지 못하 다. 한편,  R&D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7은 유의수  1%이

내에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Table 5>  Hypothesis testing results(Summary)
Independent-Variables Impact

* Dependent-

Variables
Results

H1 Venture Capital Share (+)

Technological   
   

Performance
(patent)

adopted

H2 Joint Investment (+) adopted

H3 Leading Investor (+)
-adopted

(model1,3,4)

H4 Firm Size (+) dismissed

H5 Technical Manpower (+) dismissed

H6 Firm Age (-) dismissed

H7 R&D Intensity (+) adopted

 * Impact: Estimate of the Impact 

5. 결론 및 논의

5.1 요약 및 시사점 논의

본 연구는 소벤처기업에 하여 주로 지분 융

(equity financing)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방법에 따라 기술  성과(특허)에 어떠한 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를 이

해하는데 의미있는 단서를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

에 사용된 표본자료는 과거 1998년에서 2011년까지 기술

보증기 에 축 된 비상장 소벤처기업의 시계열자료

로써 자료의 신뢰도나 객 성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주로 상장기업 는 기업

을 심으로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분석한 기존 선행연

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벤처기업에 한 벤처캐피탈 지분율이 높을

수록, 는 리딩(leading)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경

우 기술  성과가 정(+)의 계로 나타난 것은 다수의 선

행연구결과와 같이 자신의 부(富)가 집 될수록 투자기

업에 한 모니터링과 통제 그리고 경 ․기술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벤처캐피탈들이 공동투자를 한 기업이 단독투자

한 기업보다 더 기술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벤처캐피탈의  상호 정

보공유로 투자기업에 한 정보의 비 칭이 완화되고 불

확실성의 크기가 어들고 보다 많은 투자유치가 성과창

출에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투자원 을 탁받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투

자압력과 함께 안정성 확보  조속한 회수에 한 부담

으로 유망한 소기업을 직  발굴하기 보다는 안정 인 

기업의 선별(cherry-picking) 는 다른 투자자들의 검증

을 받은 기업에 투자가 집 된, 보수 인 투자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표본이 평균총자

산 102억원, 평균매출액 123억원으로 일반 인 소기업

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 기술인력, 기업연령과 기술  성과와

의 계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규모  기술인력

에 하여는 소벤처기업이 부설연구소 는 R&D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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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술인력 수

이 반 으로 미약한데다, 소기업의 기술 련 인력들

이 담업무를 포함하여 1인 2～3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에 념할 수 없는 실과 고용의 불안정

성, 성과보상제도 미흡 등으로 기업에 한 충성도를 기

하기가 어렵다는 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산․학․

연 는 산․산 등 분야별, 기능별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세규

모의 소벤처기업은 규모보다는 소유 경 자의 역량에 

한 의존도가 높다는 을 고려할 때 기술  성과를 기

업규모 기 으로 단순화시키기가 곤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연령의 경우에는 표본의 평균 기업연령이 5.7년인 

창업기업이 부분이어서 기업별 연령차이가 크지 않은 

, 기업연령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표본기업의 주력제

품이 모기업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부품  간재

(B2B)가 부분인 계로 거래 기에는 하이테크기업

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해 특허 등 창출에 힘쓰다가 

모기업과 거래 계가 정착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반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R&D집약도가 기술  성과에 미치는 향은 비

교  크게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표본이 주로 기술집약  기업으로서 평균 R&D

집약도가 18.0%로 소제조업  고기술기업의 R&D집

약도5.5%2)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 신

활동에 극 인 결과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

과, R&D집약도는 기술  성과의 크기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인 고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창업 기 기업에 하여 벤

처캐피탈 투자가 엔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

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상업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벤

처캐피탈의 속성상 비즈니스 엔젤 역할을 기 하기 어려

우므로 정부  공공성 벤처캐피탈의 기 기업 투자비

을 확 하고 기기업 투자 운용 여부를 철 하게 

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 투자리스크 분산  헷징

(hedging)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캐

피탈의 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  다양화가 실히 요

2)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3 중소기업 위상지표’ 자료 
인용

구되고 있다. IPO를 통한 회수는 상당한 험감수와 장

기간의 인내를 필요로 하므로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

성화가 필요하다.   

5.2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비상장 소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는 자

료 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업 실증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효율 인 소

벤처생태계 구축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단하고 착수하 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

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R&D 등 기술 신활동에 의한 기술  성과는 특

허(출원, 등록)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기술 련 논문, 품

질향상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보증기 에서 

기업평가시 축 된 등록특허자료만을 활용하 다. 이는 

특허이외의 기술  성과는 주로 주 인 설문조사방식

에 의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객 성이 낮은 반면, 등록

특허는 기업의 기술  우 를 나타내는 표 인 지식재

산권으로 경제  유효성과 객 성이라는 장 을 갖추고 

있어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기술  

성과는 에서 언 한 것이외에도 공정개선, 기능  효

율향상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성과의 범 를 확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단된다. 

둘째, 기업성과에 향을 주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

고 시기별로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

한 일반 인 설명변수이외에도 외부환경, 기업별․업종

별 특성, 경 주의 역량 등 보다 더 많은 변수들을 반

한 다차원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투자자 이 운 자 , 시설 등 자본투자 는 

R&D 등 용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자 의 구체 인 

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넷째, 일반 으로 기술 신과 성과창출 경로는 요소 

투입-기술 신활동-기술 성과-경제 성과로 이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와 기술  성과의 분석에 

그치고 기술  성과와 경제  성과간의 인과 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소벤처기

업이 벤처캐피탈의 다 투자유치에 따른 기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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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와의 인과 계 연구 는 업종별 인과 계의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표본별 변수측정 시기가 각기 달라 시기

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다. 향후에는 

시기별 환경의 차이를 반 한 분석 내지는 동일한 환경

하에서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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