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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노비즈(Ino-biz) 인증을 받은 기업의 고

용 및 매출액의 처리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최초

인증 이후 매출액과 고용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기업규모별과 업력별로는 그 차이가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고용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에서 보다 성과가 낮고, 업력별로 보면 업력 10년 이상이 10년 미만보다 성과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의 처리효과는 고용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에서 업력별로 보면 업력 5년 미만에서 성과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은 기업,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

과 일반기업 간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차이는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동시

에 받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차이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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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 경제에 있어 혁신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의 외부성(externalities), 역선택 혹은 도덕적 해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업 지원정책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재정 및 행정자원이 소모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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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적고 역할 또한 크게

미흡하다고 인식한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에

두고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지원을 하고자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기초하여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립하여, 정부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경제 재도약

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기술 및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와 일

자리 창출에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 수는 2005년 3,454개에서 2010년 16,243개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17,472개를 기록하고 있다.2)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노비즈 인증기업 수가 급증한 것은 단기간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양산하고자 했던 도전적인 정책목표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수적 증가를 높은 정책성과로 오인해서는 안 된

다는 비판까지도 제기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모두 받

고자 하는 경향도 강했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벤처확인과 이노비즈 인

증을 모두 받은 기업이 7,506개사였다.3) 이에 따라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벤처확

인제도와의 유사성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군과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은 기업군이 일반기업군과 성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대부분 이노비즈 인증기업

만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초점이 맞추어 분석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노비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한 이수태(2006)는 기술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하였

다. 김인성 외(2011)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이노비즈 인증기

업을 대상으로 인증 2년 전에서 2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부채비율, 순이익증가율,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낮지

2) e-나라지표,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3) 최희선 외(2011), p.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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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실증분석은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노

비즈 인증제도와 벤처확인제도 간의 유사성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의 비효율성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서정대(2009)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분

에 대해 연구한 결과, 1)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제도 간 차별성이 모

호하고, 2) 인증을 중복하여 받은 기업이 상당히 많고,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간 수준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어 소

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권세훈 외(2016)는 2002

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한 2,554개사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벤처확인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특성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두 제도는 중복적 요소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승환 외

(2015)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ICT 업종에 한정하여 벤처확인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기업을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성장성(매출액과 고용 증가율)과 자금조달 능력

(자산과 부채 증가율), 그리고 혁신성(R&D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벤처확인과 이

노비즈 인증을 중복하여 받은 기업이 하나의 인증을 받은 기업군보다 종업원 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금조달 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

복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단, 벤처확인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기업

을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나,

ICT 업종만을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성과와 관련하여 매출액과 고용 등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차이를 이노비즈 인증제도에 대

한 성과지표로 사용한 이유는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목표가 기술집약적이고 안정

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매출과 고용 규모의 증가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노비즈 인증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일반기업까지 포함하여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이노비즈 인증 이후

성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4)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시점을 기업

들이 기술집약적인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이라고 간주하고, 이노

비즈 인증을 받기 전인 전기(T-1기)에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액과 고용 증가

율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즉 중기(T+5기)까지도 지속되는지를 분석한다는

4) 김기완(2012)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벤처확인 유형별로 벤처확인기업의 3년 및 5년 이후

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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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성과가 있다면, 기업규모(종업원 수)별, 업력별로 그 성과에 있어 이질

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기업규모와 업력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벤처확인제도 간의 유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과 벤처확인

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 간에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측면에서 일

반기업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노비즈 인증제도

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제Ⅲ절에서는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

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절에서는 이노비즈 인증기업이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성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기업규모별과 업력별로 성과가 이질

적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벤처확인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과 이노

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이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성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제Ⅴ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능력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목적 측면에서 볼 때, 혁신형 중소기업이

하나로 정의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류5)되고 있고,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6)을 포괄하고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기술혁신의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서 매우 다양하게 존

재한다. 이에 대해서 김영배(2005)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서로 상이

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신생기

술기반 중소기업, 하이테크 중소기업, 성숙기술기반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크게 6가

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메인비즈라고 불리는데 경영(management)과 기업(business)의 합성

어이다. 메인비즈는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

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성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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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가운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촉진법 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그동안 이노비즈 인증제도가 대상 업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는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평가항목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노비즈 인증체계는 1997년의 OECD

에서 발간한 오슬로 매뉴얼7)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

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1년에는 50인 이상 제조

업, 50인 이하 제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3종류의 평가지표를 개

발하여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환경, 바이오, 서비스업에 대해서 다시 3종류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총 6개 분야에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이노비즈

기업의 인증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증지표를 제조, 비제조(도

소매, 유통, 서비스 등), 건설, 소프트웨어, 환경, 바이오, 전문디자인의 7개 산업

에 대해서 7종의 지표체계로 변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인증평가 항목을

평균 90개에서 60여 개로 축소하여 인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2007

년에는 농업 분야 평가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8종의 지표체계로 운영되고 있

다.8)

한편,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7년에 제정되고 1998년 시행된 벤처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벤처확인제도의 주요 내용

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

평가보증 및 대출기업, 그리고 예비벤처기업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5년 오슬로 매뉴얼 제3판에서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제

품혁신과 공정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개념을 포

함하여 경영혁신인증 평가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정부는 2006년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7)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면서 1992년 OECD에서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과 함께 오슬로 매뉴얼(1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1995

년 처음으로 기술혁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1997년 개정판(2판)이 출간되면

서 개정된 기술혁신인증 평가방법이 제시되었다.

8)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자가진단으로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에서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중소기업

에 한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기술혁신평가 시스템 점수가 70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개별 기술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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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은 창업, 금융, 인력, 기술지원, 세제, 입지, M&A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벤처확인제도는 기술혁신9)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

지만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목적,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대상이 다

른 측면이 있다.10) 특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벤처확인제도에서는 업력 3년 미

만인 기업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노비즈 인증 자격은 업력 3년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성 측면에서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벤처

확인제도는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변량 가운데 하나로 벤처확

인기업 여부를 고려할 경우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성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도 본 실증 연구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Ⅲ. 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이 제공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

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이노비즈 인증 기업목록이다. 최초 이노비즈 인증 기업목록을 2001년부터

연도별로 정리한 후,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해에 처음으로 벤처확인을 받았

는지를 벤처확인기업 목록에서 추출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13,654개사이고, 각 연도에 최초 이노비즈 인증

을 받은 기업 가운데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22.5%인 3,073개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KED의 재무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노비즈 인증제도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종업원 수의 결측치를 최소화하

기 위해 본 분석의 대상을 2007년부터 적용하였다.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KED 자

료를 연계하였을 때 2007년 이전에서는 종업원 수의 결측치가 상대적으로 많았

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13,654

개이고, KED 자료와 연계 후 남은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표본은 모집단의 35.6%

9) 벤처확인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평가지표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주 기술능력 및 기술성은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유사하고,

벤처기업의 사업성은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동주(2007) 참조.

10) 벤처기업 확인기간은 2년인 반면, 이노비즈 인증기간은 3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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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5,543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당해 연

도에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51.0%인 2,8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한편, 일반기업의 표본은 KED 자료에서 고용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

로 구성하되,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최초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일반기업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산

업의 세세분류를 이용하여 벤처의 비중이 0인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일반

기업의 표본에서 벤처확인기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벤처확인 유형에 관계

없이 최초로 벤처확인을 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표 1> 최초 이노비즈 인증기업 수 및 분석 표본 수

연도

실제 기업 수 표본 수

표본율

(C/A)(%)
이노비즈 인증(A) 이노비즈 인증 (C)

벤처확인(B) B/A(%) 벤처확인(D) D/C(%)

2007 2,183 600 27.5 837 547 65.4 38.3

2008 1,595 523 32.8 732 493 67.3 45.9

2009 1,607 457 28.4 728 437 60.0 45.3

2010 1,311 310 23.6 564 298 52.8 43.0

2011 1,508 319 21.2 571 297 52.0 37.9

2012 2,206 469 21.3 948 409 43.1 43.0

2013 1,738 256 14.7 695 230 33.1 40.0

2014 1,506 139 9.2 468 115 24.6 31.1

합계 13,654 3,073 22.5 5,543 2,826 51.0 35.6

자료: 중기청 및 기업데이터.

이노비즈 인증기업이 매출액과 고용 등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이노비즈 인증이 무작위(random)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이노비즈 신청의 결정과 그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특성들이 다른 기업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노비즈 인증에 따른

성과의 추정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기업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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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증기업 경영자들이 다른 경영자들에 비해 위험을 선호하여 공격적인 경

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충

격도 기업의 성과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하이텍 분야의 일시적인 호황은 해당 이노비즈 인증기업들의 매출이나 고

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 이전에 하이텍 분야 등에서 호황이 있었

다면, 이노비즈 인증 이후의 기업 성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분석에서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Heckman et

al.(1997)이 제안한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DID-PSM)을 이용하였다.

DID-PSM 추정치는 관측상 유사한 일반기업(대조군)의 성과 변화를 이노비즈 인

증기업(처리군)의 성과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DID-PSM 추정치는 이노비즈 인증 이전에 기업 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11)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Hirano et

al.(2003)이 제안한 성향점수 가중회귀분석(Propensity score weighted least

square regression, 이하 PS-WLS)을 이용한다. 본 분석에서 DID-PSM보다는

PS-WLS를 이용한 이유는 Hirano et al.(2003)은 PS-WLS 추정치가 DID-PSM

추정치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 가능하지 않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기업의 특성이 이노비즈 인증과 그 성과에 영향

을 준다면, PS-WLS 추정치는 여전히 편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S-WLS 추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이노비즈 인

증을 받은 연도를 기)의 공변량을 이용하여 기에 기업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

증될 확률 을 추정한다. 이 확률은 이노비즈 인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

11)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이중차분 추정치가 이중차분을 하지 않은 단순 성향점수매칭 추정

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ith and Todd(2005) 참조.

12) Codat et al.(2015)은 성향점수 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튀니지의 수출지원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의 역수 가중치 부여방식(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인 PS-WLS는 DID-PSM의 매칭 가운데 한 방법인 커널 매칭과 같이

대역폭(bandwidth)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커널 매칭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널 매칭이 처리군과

가장 가까운 성향 점수를 갖는 대조군에게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면, 성향 점

수의 역수 가중치 부여방식은 가장 높은 성향점수를 갖는 것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

하는 것으로, 높은 성향 점수를 갖는 대조군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Handouyahia et al.(2013), Busso et al.(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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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빗(probit) 모형을 통해서 얻는다. 둘째, 추정된 확률이 공통영역, 즉    

안에 속하는 관측치만 이용하여 표본을 구성한다.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혹은  인 기업들은 항상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혹은  을 가중치로 이용할 때 일반기업의 공변량은 0이나 무

한대가 되어 사실상 일반기업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노비즈

로 인증된 기업들은    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기업들은   

    
   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기업과 유사한 확률을 가진 기업들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좀 더 정확한 반사실적 결과13)를 추정

하고 비교하기 위함이다. 넷째, 앞선 절차에서 구성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한다.

∆                    (1)

식 (1)에서 ∆             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

(<표 2> 참조)이다.   는 기업이 시점에 이노비즈 인증기업이면 1, 아니면 0

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고,   는 변수로 관측되지 않는   시점의 경제

적 충격이며,  는 기업이 속한 산업더미(대분류)이고,    는 오차항을 의

미한다. 한편, PS-WLS 분석은  기와  기 간의 차분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는 DID 분석 결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점의 이노

비즈 인증기업 추정치와 일반기업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노비즈 인증기업:  
     

             (2)

일반기업:  
     

              (3)

이노비즈 인증기업-일반기업( )   (4)

13) 반사실적(counterfactual) 결과란 이노비즈 인증기업이 이노비즈로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의

잠재적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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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정의

변수명 정의

매출액 증가율 ln(매출액)-ln(매출액), ∊{0, 1, 2, 3, 4, 5}
고용 증가율 ln(근로자 수)-ln(근로자 수), ∊{0, 1, 2, 3, 4, 5}
업력 (연도-설립연도)

(로그) 매출액 ln(매출액)

(로그) 총자산 ln(총자산)

R&D 집중도 (R&D지출액/매출액)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손실)/매출액)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순이익/총자산)

고용규모 1～9인 고용규모가 1～9인이면 1, 아니면 0

10～19인 고용규모가 10～19인이면 1, 아니면 0

20～49인 고용규모가 20～49인이면 1, 아니면 0

50～99인 고용규모가 50～99인이면 1, 아니면 0

100～199인 고용규모가 100～199인이면 1, 아니면 0

200～299인 고용규모가 200～299인이면 1, 아니면 0

<표 3> 기초 통계

변수()
이노비즈 인증기업 일반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매출액(백만 원) 8,235 12,006 4,513 10,298

총자산(백만 원) 5,927 9,348 3,009 9,046

R&D집중도(%) 2.09 5.17 1.24 91.65

업력(년) 9.74 7.17 8.70 7.15

영업이익률(%) 5.98 11.24 -29.04 7,861.54

ROA(%) 10.04 11.11 11.63 2,335.53

부채비율(%) 58.47 22.36 60.75 2,816.92

종업원 수(명) 25.99 29.67 11.64 22.48

고용규모 9인 미만 0.26 0.44 0.72 0.45

고용규모 10～19인 0.31 0.46 0.14 0.35

고용규모 20～49인 0.31 0.46 0.09 0.29

고용규모 50～99인 0.09 0.28 0.03 0.17

고용규모 100～199인 0.03 0.16 0.01 0.10

고용규모 200～299인 0.00 0.07 0.00 0.05

관측치 수 5,543 7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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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은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처리그룹(여기서는 이

노비즈 인증기업군) 내의 처리효과인 처리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이하 ATT)를 의미한다.14) 한편, 본 분석에서 사용한 기초

통계량은 <표 3>과 같다.

Ⅳ. 분석 결과

1. 1단계 프로빗 추정

<표 4>에서 패널 A와 패널 B는 다른 공변량들은 모두 동일하고, 공변량에

벤처확인기업 여부 항의 포함과 불포함으로 구분하였다. 즉, 패널 B에서는 벤처

확인기업 여부를 더미변수로 하여 프로빗 모형의 공변량에 추가하였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사전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기 어려운 면이 존

재한다. 따라서 가중치를 얻기 위한 프로빗 모형을 통해 최초 이노비즈 인증 시

점에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간접적으로 분석한 결과라

고도 볼 수 있다.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벤처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확인

을 받은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매

출액이 일정 규모에 이르기까지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지

만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자산이 일정 규모에 이르기까지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

률이 점점 높아지지만,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R&D 집중도

와 영업이익이 커질수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부채비율

이 높아질수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의

경우,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다.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노

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고려했을 때

14) Hirano and Imbens(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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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 업력에 이를 때까지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일정

업력 이상에서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향점수 추정 결과

변수()
Panel A Panel B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로그 매출액 1.131*** 0.122 1.400*** 0.134

로그 매출액의 제곱 -0.034*** 0.004 -0.042*** 0.004

로그 총자산 1.323
***

0.108 1.395
***

0.122

로그 총자산의 제곱 -0.041
***

0.004 -0.042
***

0.004

R&D 집중도 0.382
***

0.041 0.282
***

0.035

영업이익률 0.413*** 0.057 0.181*** 0.031

부채비율 -0.220*** 0.025 -0.228*** 0.028

업력 -0.012*** 0.002 0.022*** 0.002

업력의 제곱 0.000 0.000 -0.001
***

0.000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10～19 0.323
***

0.015 0.207
***

0.017

20～49 0.395*** 0.017 0.281*** 0.019

50～99 0.334*** 0.025 0.230*** 0.028

100～199 0.200*** 0.040 0.121*** 0.043

200～299 0.179
**

0.083 0.077 0.090

벤처확인기업 여부 1.395
***

0.015

상수항 -22.108
***

0.806 -25.519
***

0.902

연도 더미 Yes Yes

산업 더미 Yes Yes

Pseudo-R2 0.163 0.301

관측치 756,104　 756,104

주: 1)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ROA 포함.

2)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앞에서 이노비즈 인증은 무작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노비즈 인증 이

후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성과 차이(ATT)를 구하기 앞서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의 공변량들이 유사한지

를 검정해야 한다. <표 5>에서는 이노비즈 인증 이전의 공변량들이 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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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ing)를 잘 이루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프로빗을 통해 구한 성향점

수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이노비즈 인증 이전의 이노비즈 인증기업군과 일반기업

군 간에 공변량들이 균형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15) 먼저, 각 공변

량들의 평균값 차이가 0인 귀무가설에 대해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균형화 정도

를 살펴보자. 공변량에 대해 이노비즈 인증기업에는    의 가중치를, 일반기

업에게는       의 가중치를 부여한 이후의 모든 공변량에서 -검

정통계량에 대한 값이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군(대조군)과

이노비즈 인증기업군(처리군)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모든 공변량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이후 이노비즈 인증 이전

의 대조군과 처리군 간에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변량 각각이 아닌 공변량 전체에 대해 이노비즈 인증기업군과

일반기업군 간에 유사한지를 Pseudo- 값을 이용하여 살펴보자. Pseudo- 값

은 프로빗 모형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확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

다. 공변량 전체에 대해 이노비즈 인증기업군과 일반기업군 간에 유사하게 되었

다는 것은 처리군과 대조군의 공변량의 분포가 체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변량 전체의 분포가 유사하다면, 이노비즈 인증기업에는

   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기업에게는       의 가중치를

부여한 이후에 Pseudo- 값이 아주 작아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Pseudo- 값

이 가중치를 부여하기 이전 0.163에서 이후 0.001로 0에 근접하여 대조군과 처리

군 간에 유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16) 이 두 검정을 종합해 볼 때,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의 성과 차이(ATT)를 비교하는데 선택편의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15) 중복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에서는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공변량으로 고려하지 않은

Panel A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 이유는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공변량으로 추가했을 때,

벤처확인기업 더미변수의 밸런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벤처확인기업 여부를

공변량으로 추가한 Panel B의 경우에는 <부표 1>을 참조.

16) 또 다른 공변량 전체에 대한 대조군과 처리군 간의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는 LR 검

정이 있다. 본 분석에서 LR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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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향점수의 질 평가

Panel A

이노비즈 일반 편의(%)
3)
편의감소율 -statistics -value

로그 매출액　
전 15.338 14.320 80.988

100.0
-70.65 0.001

후 15.338 15.337 0.006 -0.03 0.973

로그 총자산　
전 14.953 13.802 89.301

100.0
-75.81 0.001

후 14.953 14.955 0.013 0.07 0.942

R&D집중도
전 0.021 0.012 1.327

95.7
-6.81 0.001

후 0.021 0.024 0.057 0.35 0.726

영업이익률　
전 0.060 -0.317 0.651

65.3
-3.99 0.001

후 0.060 0.056 0.226 -1.21 0.226

ROA　
전 0.100 0.064 0.118

66.1
-0.73 0.466

후 0.100 0.099 0.040 -0.23 0.821

부채비율　
전 0.585 0.646 0.280

68.2
1.72 0.086

후 0.585 0.584 0.089 -0.21 0.831

업력　
전 9.739 8.644 15.297

98.5
-11.36 0.001

후 9.739 9.773 0.223 0.34 0.731

고용규모

9인 미만

전 0.263 0.727 104.705
99.0

77.27 0.001

후 0.263 0.268 0.998 0.84 0.400

고용규모

10～19인　

전 0.307 0.137 41.829
99.8

-27.42 0.001

후 0.307 0.306 0.091 -0.12 0.947

고용규모

20～49인　

전 0.311 0.092 56.641
99.3

-35.13 0.001

후 0.311 0.307 0.418 -0.61 0.539

고용규모

50～99인　

전 0.089 0.031 24.892
99.5

-15.29 0.001

후 0.089 0.088 0.131 -0.17 0.867

고용규모

100～199인　

전 0.025 0.011 10.830
97.8

-6.83 0.001

후 0.025 0.026 0.236 0.27 0.787

고용규모

200～299인　

전 0.005 0.002 3.427
95.9

-2.24 0.025

후 0.005 0.005 0.140 0.15 0.881

Pseudo-R2
전 0.163

후 0.001

관측치
이노비즈 일반

5,543 750,561

주: 1) 전과 후는 각각 추정된 성향점수를 가중치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나타냄.

2) 추정된 성향점수를 가중치로 이용한 결과는 ‘후’임.

2. 전체 결과

먼저 <표 6>을 통해 기업규모나 업력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노비즈 인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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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성과(매출액 및 고용증가율) 차이(ATT)

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의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벤처확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

하여 벤처확인 여부를 고려한 경우에 분석의 전 기간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17) 따라서 이하에서는 벤처확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Panel A를 중심으

로 설명한다.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고용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

는 이노비즈 인증 당해 연도(T+0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다

가 T+1기부터 양(+)으로 전환된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이노비즈 인증 당해 연

도(T+0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T+4기까지 완만하게 확대되지만, T+5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해 보면,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매출액 및 고용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3기까지는 고

용증가율 차이보다 매출액증가율 차이가 작았지만, T+4기부터는 매출액증가율

차이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6> PS-WLS를 이용한 이노비즈 인증의 처리효과

T+0기 T+1기 T+2기 T+3기 T+4기 T+5기

매

출

액

ATT -0.044*** 0.052*** 0.111*** 0.144*** 0.211*** 0.252***

표준오차 0.002 0.002 0.002 0.003 0.003 0.004

R2 0.099 0.013 0.021 0.025 0.043 0.040

관측치 754,467 523,261 376,478 272,491 188,720 120,043

고

용

ATT 0.091*** 0.137*** 0.152*** 0.190*** 0.191*** 0.184***

표준오차 0.001 0.002 0.002 0.003 0.003 0.004

R2 0.015 0.020 0.022 0.027 0.025 0.019

관측치 733,753 510,520 368,785 267,530 185,197 117,926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17) Panel B의 분석 결과는 부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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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규모별 분석 결과

<표 7>은 기업규모(종업원 수)별18)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차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기업규모별로 매출액의 처리효과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매출액증가율 차이(ATT)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인 미만’, ‘20～50인 미만’, 그리고 ‘50～100

인 미만’에서는 매출액의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인 미만’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 당해 연도(T+0기)에는 매출액의 효과는

T+1기부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300인 미만’의 경우

타 기업규모군에 비해 매출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

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T+3기에 가장 크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번에는 기업규모별로 고용의 이노비즈 인증의 처리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표 7>을 보면, 전반적으로 종업원 수 ‘50∼

100인 미만’에서 가장 좋고, ‘20인 미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미

만’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T+3기까지 증가하다가 T+4기부터 감소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50인 미만’과 ‘50∼100인 미만’의 경우 이노비즈 인

증의 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기간에 걸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300인 미만’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T+2기까지 증가하다가 T+3기

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규모별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를

종합해 보면, 매출액증가율 차이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

지는 반면, 고용증가율 차이는 기업규모별로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 고용규모별 매출액과 고용의 이노비즈 인증 처리효과는 해당 범주와 일반기업 전체를 비

교할 때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확인 전기(T-1기)에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일

반기업군의 매출액 또는 고용증가율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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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S-WLS를 이용한 기업규모별 이노비즈 인증의 처리효과

기업규모 T+0기 T+1기 T+2기 T+3기 T+4기 T+5기

매

출

액

20인 미만 -0.102*** 0.046*** 0.083*** 0.105*** 0.200*** 0.244***

표준오차 0.002 0.002 0.003 0.004 0.004 0.006

20～50인 미만 0.014*** 0.045*** 0.148*** 0.180*** 0.219*** 0.255***

-Values 23.90 189.88 1,523.12 1,423.76 1,571.61 1,223.67

50～100인 미만 0.097*** 0.096*** 0.123*** 0.198*** 0.231*** 0.264***

-Values 349.326 256.748 310.531 507.527 525.910 403.739

100～300인 미만 0.077*** 0.100*** 0.148*** 0.166*** 0.142*** 0.141***

-Values 73.612 95.231 148.984 115.170 67.434 38.936

R2 0.106 0.015 0.025 0.030 0.045 0.043

관측치 754,467 523,261 376,478 272,491 188,720 120,043

고

용

20인 미만 0.099
***

0.129
***

0.125
***

0.162
***

0.146
***

0.106
***

표준오차 0.001 0.002 0.003 0.004 0.004 0.006

20～50인 미만 0.075*** 0.130*** 0.158*** 0.180*** 0.203*** 0.208***

-Values 1,409.05 2,185.46 1,876.71 1,571.88 1,299.95 786.17

50～100인 미만 0.109
***

0.186
***

0.182
***

0.213
***

0.225
***

0.260
***

-Values 864.12 1,281.60 729.51 648.85 482.95 378.43

100～300인 미만 0.084*** 0.119*** 0.195*** 0.191*** 0.124*** 0.135***

-Values 173.983 180.473 278.018 167.224 49.319 34.398

R2 0.055 0.071 0.078 0.094 0.095 0.087

관측치 733,753 510,520 368,785 267,530 185,197 117,926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4. 업력별 분석 결과

<표 8>에서는 업력별로 이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차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나타내고 있다. 먼저,

업력별로 매출액증가율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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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증의 효과는 모든 업력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크기에서는 업력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노비즈 인증기업

의 매출액증가율 차이는 ‘5∼10년 미만’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

상’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의 경우

T+1기까지는 음(-)의 값을 갖다가 T+2기부터 양(+)의 값으로 전환되어 그 차이

가 확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5∼10년 미만’에서는 이노비즈 인증 당해 연도(T+0

기)부터 매출액증가율 차이가 양(+)의 값을 갖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10년 이상’에서는 이노비즈 인증 당해 연도(T+0기)에는

음(-)의 값을 갖고 T+1기부터는 양(+)의 값으로 전환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PS-WLS를 이용한 업력별 이노비즈 인증의 처리효과

업력 T+0기 T+1기 T+2기 T+3기 T+4기 T+5기

매

출

액

5년 미만 -0.059*** -0.047*** 0.097*** 0.163*** 0.175*** 0.222***

표준오차 0.004 0.004 0.005 0.006 0.007 0.010

5～10년 미만 0.077*** 0.141*** 0.181*** 0.218*** 0.244*** 0.281***

-Values 829.077 2,107.037 2,568.536 2,408.027 2,288.841 1,792.523

10년 이상 -0.111*** 0.028*** 0.061*** 0.067*** 0.180*** 0.209***

-Values 2,502.339 117.540 387.020 280.964 1,426.618 1,063.749

R2 0.108 0.030 0.033 0.037 0.059 0.060

관측치 754,467 523,261 376,478 272,491 188,720 120,043

고

용

5년 미만 0.042
***

0.072
***

0.089
***

0.101
***

0.096
***

0.081
***

표준오차 0.003 0.004 0.005 0.006 0.008 0.010

5～10년 미만 0.125*** 0.163*** 0.179*** 0.232*** 0.222*** 0.215***

-Values 4,152.345 3,562.089 2,557.572 2,821.631 1,697.919 943.194

10년 이상 0.083*** 0.141*** 0.145*** 0.171*** 0.178*** 0.162***

-Values 2,675.629 3,695.858 2,219.940 1,860.510 1,263.162 578.614

R2 0.027 0.038 0.042 0.050 0.050 0.048

관측치 733,753 510,520 368,785 267,530 185,197 117,926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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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업력별로 고용의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고용증가율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업력별로 다

소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증가율 차이와 달리, T+3기 또는 T+4기에 최

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업력에 관계없이 이

노비즈 인증기업과 일반기업 간 고용증가율 차이가 이노비즈 인증 당해 연도

(T+0기)부터 양(+)의 값을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차

이가 작은 반면, ‘5∼10년 미만’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큰 결과를 얻었다. ‘5년 미만’

과 ‘5∼10년 미만’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 이후 T+3기까지 고용증가율 차이가 확

대되다가 T+4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10년 이상’의 경우는

T+4기까지 확대되다 T+5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중복인증 효과 분석 결과

<표 9>는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과 일반기업,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까지 받은 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보여 주고 있다. 본 분석은 벤처확인 여부를

공변량으로 고려한 Panel B의 결과를 이용한다. 먼저 매출액증가율 차이를 살펴

보자. 전반적인 결과는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경우보다는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

은 경우가 일반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비즈 인증만

을 받은 기업과 일반기업과의 매출액증가율 차이는 T+1기까지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음(-)의 값을 갖다가, T+2기부터 양(+)의 값으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T+0기)부터

양(+)의 값을 갖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는 고용증가율 차이를 살펴보자. 두 경우 모두 고용증가율의 차이는 이

노비즈 인증 당해 연도(T+0기)부터 양(+)의 값을 갖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

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 차이와 유사하게 이 경우에도 이

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모두 받은 기업의 성과가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

보다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고용증가율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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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PS-WLS를 이용한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의 처리효과(Panel B)

인증 T+0기 T+1기 T+2기 T+3기 T+4기 T+5기

매

출

액

이노비즈 인증 -0.011
***

-0.003
*
0.011

***
0.042

***
0.051

***
0.098

***

표준오차 0.001 0.002 0.003 0.003 0.004 0.006

이노비즈 인증*벤처확인 0.037
***

0.079
***

0.116
***

0.162
***

0.165
***

0.190
***

-Values 796.193 1,956.131 2,375.995 3,243.256 2,025.027 1,612.547

R2 0.013 0.020 0.021 0.032 0.032 0.025

관측치 754,583 523,326 376,527 272,526 188,743 120,053

고

용

이노비즈 인증 0.044*** 0.108*** 0.104*** 0.122*** 0.118*** 0.114***

표준오차 0.001 0.002 0.003 0.003 0.004 0.006

이노비즈 인증*벤처확인 0.079*** 0.099*** 0.123*** 0.159*** 0.163*** 0.161***

-Values 3,614.248 2,884.992 2,698.962 2,962.766 2,013.489 1,189.610

R2 0.010 0.014 0.016 0.020 0.018 0.015

관측치 733,867 510,587 368,834 267,564 185,218 117,935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Ⅴ. 결론

본 분석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의 고

용 및 매출액의 처리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노비즈 인증 이후 매출액

과 고용 증가율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

업규모별과 업력별로는 그 차이가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 대

한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에서 보다 성과가 낮고, 업력별로 보면 업력 10년 이상이 10년 미만보다 성

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기업 규모와

업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

이는 가운데, 기업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에서 업력별로 보면 업력 5년 미만에

서 성과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은 기업,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만 받은 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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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두 차이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고용의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가 기업 규모나 업력별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그

효과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고용 증대임을 감안할 때, 이노비즈

인증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노비즈 인증 시 고용 규모나 업력에 대한

조건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

어, 고용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의 처리효과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과 업력 5년 미만인 기업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볼 때, 이노비즈 인증의 최우선 정책 목표를 고용으로 한다면, 종업원 수 20인 이

상이고 업력은 5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인증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벤처확인제도 간의 유사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

구하고 동시 인증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인증제도

의 통합보다는 차별성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들이 두 인증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이노비증 인증과 벤처확

인을 동시에 받은 기업들의 매출 및 고용 성과가 이노비즈 인증만을 받은 기업

들의 성과보다 좋다는 결과는, 기존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의 중복성 비판으

로부터 정책 당국을 다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

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확인을 동시에 받은 기업들이 인증과 확인 이후 어떤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는지 파악하여 이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정책

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받은 지원

프로그램의 지도 작성을 통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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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성향점수의 질 평가

Panel B

이노비즈 일반 편의(%) 편의감소율 -statistics -value

로그 매출액　
전 15.338 14.320 80.988

99.9
-70.65 0.001

후 15.338 15.315 0.062 0.37 0.713

로그 총자산　
전 14.953 13.802 89.301

100.0
-75.81 0.001

후 14.953 14.946 0.018 -0.11 0.915

R&D집중도
전 0.021 0.012 1.327

84.4
-6.81 0.001

후 0.021 0.035 0.207 1.26 0.206

영업이익률　
전 0.060 -0.317 0.651

56.2
-3.99 0.001

후 0.060 0.041 0.285 -1.73 0.084

ROA　
전 0.100 0.064 0.118

48.3
-0.73 0.466

후 0.100 0.098 0.175 -0.84 0.402

부채비율　
전 0.585 0.646 0.280

8.2
1.72 0.086

후 0.585 0.589 0.257 1.04 0.299

업력　
전 9.739 8.644 15.297

98.6
-11.36 0.001

후 9.739 9.680 0.218 -0.56 0.574

고용규모

9인 미만

전 0.263 0.727 104.705
98.3

77.27 0.001

후 0.263 0.281 1.752 2.88 0.004

고용규모

10～19인　

전 0.307 0.137 41.829
99.1

-27.42 0.001

후 0.307 0.302 0.378 -0.85 0.397

고용규모

20～49인　

전 0.311 0.092 56.641
98.8

-35.13 0.001

후 0.311 0.300 0.673 -1.59 0.111

고용규모

50～99인　

전 0.089 0.031 24.892
98.9

-15.29 0.001

후 0.089 0.087 0.270 -0.54 0.588

고용규모

100～199인　

전 0.025 0.011 10.830
98.1

-6.83 0.001

후 0.025 0.026 0.211 0.38 0.701

고용규모

200～299인　

전 0.005 0.002 3.427
96.6

-2.24 0.025

후 0.005 0.005 0.118 0.2 0.842

벤처기업 여부
전 0.510 0.037 125.075

98.6
-72.07 0.001

후 0.510 0.468 1.746 -5.51 0.001

Pseudo-R2
전 0.301

후 0.001

관측치
이노비즈 일반

5,543 750,561

주: 1) 전과 후는 각각 추정된 성향점수를 가중치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나타냄.

2) 추정된 성향점수를 가중치로 이용한 결과는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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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Inno-Biz certification program on

the performance of initially Inno-Biz certified firms. While most previous

studies consider only the Inno-Biz certified firms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Inno-Biz certification program, we consider not only non-Inn-Biz firms, but

also assess the longer-term impact. Our estimate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the average initially Inno-Biz certified firms on both sales and employment

have been larger toward the end of the sample period after the certification

treatment. Furthermore, the effects were heterogeneous across firm size and

firm’s ag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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