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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매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기간경쟁 조달과 일반경쟁 조달의 비교

김  산*․김 유 정**

국문요약(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소기업들의 특성을 

악하고 정부의 기간경쟁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소기업들의 공공조달 

매출비 에 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분석하고 이 특성들이 기간경쟁 조달 매출비 과 

일반경쟁 조달 매출비 에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업체 격심사기 에 포함된 항목들 에서 비가격 항목들인 기업의 재무건 성, 

기술력, 과거 납품실 , 신인도 등을 반 하는 기업특성들을 변수화하여 이들이 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실질 으로 제약하는지, 기간경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일반경쟁 조달에서는 기업의 재무건 성이 조달참여에 큰 향을 

미치는 반면 기간경쟁 조달에서는 재무건 성은 요하지 않고 연구개발 투자의 

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한 기간경쟁 조달은 신생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심각한 경제 기 시기에도 매출비 이 유지되어 매출비 이 감소하는 

일반경쟁 조달과 비되었다. 이런 결과들은 기간경쟁 제도가 소기업들 사이에 기술력 

심의 경쟁을 조장하고, 신생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며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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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SMEs’ 

public procurement (PP) sales ratio-especially their impacts on “Open Competition 

PP sales ratio” and “SME-exclusive Competition PP sales ratio” respectively-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n achieving their 

intended goal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n “Open Competition PP”, financial stability appears to be one of the major factors 

for SMEs’ PP participation, whereas investments in R&D mainly affect a firm’s 

participation in “SME-exclusive Competition PP”. Furthermore, “SME-exclusive 

Competition PP” appears to grant more opportunities to comparatively new SMEs, 

and th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SME-exclusive Competition PP” could manage 

to maintain more stable sales ratio even during the severe recession period of 2008~2010 

whereas this ratio decreased for the “Open Competition PP” during the same period. 

These results imply that SME-exclusive Competition guarantees SMEs more business 

opportunities and mitigates the effect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Keywords] SME, Public Procurement, SME-Exclusive Competition, Ope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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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조달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주

요 재원으로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는 행위로 물품구매부분, 시설부분, 사회

간접시설부분까지 모두 포함한다. 현재 공

공조달은 전문화된 행정적 수요에 맞게 그 

수요도 다양화 및 전문화 되고 있으며, 단

순 물품부터 신산업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

조달의 목적은 공공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관

리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이러

한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방기

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고용안정, 물가안

정 및 환경정책을 위한 지원 역할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줄

여서 ‘중기간경쟁’)제도는 특정 공공조달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해

당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지

원하고 있다.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지원정

책은 자본력이나 경험은 부족하지만 기술

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진입의 기

회를 제공하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긍

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중

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 사이에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매출의 결정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

공조달 업체 선정의 심사기준은 크게 가격

기준과 비가격기준으로 나뉘는데, 비가격

기준들은 납품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용평

가)를 고려한다. 본 연구는 주로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비가격기준 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기간경쟁 공공조달 매출 비중

이 높은 기업들의 특성들이 일반경쟁 공공

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특성들과 차

별화되는 측면들이 발견되었다. 일반경쟁 

조달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

은 공공조달 매출 비중이 낮은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과의 조달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중요한 

제약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기간경

쟁 조달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어서 높은 부

채비율이 공공조달 참여에 제약이 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간경쟁에서

는 R&D 비중이 높고 신생기업일수록 공공

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들은 중기간경쟁 공공조달에서

는 자본력이 앞선 대기업들의 참여가 제한

된 결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술능력

이나 혁신성이 공공조달 선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납품경

력의 중요성도 조달매출 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1) 특히 중기간경쟁 상품에서 

더 큰 효과를 갖는다. 이런 결과들은 중기

간경쟁 상품의 조달에 있어서는 자본력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보다는 기술능력, 납품

경력 등 해당 상품과 직접 관련된 특성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면에서 중기간경쟁 제도가 공공조달 시장

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

술력 중심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을 시사한다.

1) 이런 상은 소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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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는 대략 자국 GDP의 10%~ 

20%정도이고2), 한국의 공공조달사업의 규

모는 2016년 기준 51조 7,874억 원이며 이

는 한국 GDP의 12.5%수준으로3) 공공조달

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공공조달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에 참여하는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국

내외적으로 매우 드물며 공공조달 참여 경

험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많지 않다. 김유정(2017)

은 공공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단기적 

경영성과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중기간경쟁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

우 공공조달 참여가 원활한 대금결제를 통

해 매출채권을 줄여줌으로써 단기 자금 압

박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ng(2017)은 

공공조달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공

공조달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경우 지원받은 기업의 중기

적인 생산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했다. Ferraz, Finan and 

Szerman(2015)은 브라질 기업들을 대상으

로 공공조달 낙찰기업과 낙찰 받지 못한 기

업들의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조달 낙찰기업이 낙찰 받지 못한 기업

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분기동안 정부 계약을 최소 한 

건이라도 체결한 기업은 2.25%의 성장을 

이루어내며, 이러한 성장 효과는 체결된 계

2)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3) 조달청, ｢2017년 조달청 업무계획｣, 2017. 1. 9. 

보도자료.

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된다고 설명

한다. Hebous and Zimmerman (2016)는 기업

의 공공조달계약 참여가 해당 기업의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을 보였다. 

곽수근․송혁준․엄철현(2004)에서는 

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러한 정책적 자금지원이 해당 기업들의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높고, 자

산규모는 작을수록 정책 자금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자금을 지원받

은 후의 경영성과는 예상과 달리 그다지 개

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 정책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소

기업들의 공공조달 매출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모

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

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

고 기업의 공공조달매출 비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특성들의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

한다. 제 Ⅲ장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

고, 기업의 공공조달매출 비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행하

여 그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제 Ⅳ장에

서 결론과 함께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도 설명과 이론  논의

2.1 소기업간 경쟁 제도

공공조달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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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일반경쟁 입찰은 불특정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희망하

는 기업을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

한 기업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뿐만 아니라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도 

허용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이행

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으

로 입찰 참가 기준을 제한하여 해당 기준 

이상의 기업에게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

공조달의 안정적인 공급과 입찰업무의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한경쟁입찰

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기업의 소재

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경

쟁 조달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고시한 물건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

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중기간경쟁 조달이 있다. 

중기간경쟁 조달은 공공조달을 통한 사

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품목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매년 지정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 중 지명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2014년에 821(세부분류기준)개가 지정되었

으며, 지정요건은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경우는 5개) 이상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③ 위의 두 조건 충족 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

로 당해업종의 중소기업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

업정책상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

히 인정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중소벤처기업

부 공고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

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과도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예정가격의 

88%이상의 가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예산지원,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게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한 실제 시장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간접

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

로도 실제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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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체

조달 액

(A)

기간경쟁

조달 액

(B)

비

(B/A)

2007 173,000 25,100 14.5%

2008 183,000 39,100 21.4%

2009 283,000 54,700 19.3%

2010 242,000 56,400 23.3%

2011 205,000 77,600 37.9%

2012 231,000 96,100 41.6%

2013 261,000 120,000 46.0%

2014 276,000 123,000 44.6%

<표 1> 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실  

(단 : 억 원, %)

자료: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

시현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정

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향

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과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유정(2017)과 Chang(2017)의 연

구결과 정책목표에서 명시된 바와는 달리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목표와 실제 사

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2 공공조달시장 특성

공공조달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조

달시장의 규모에 비해 참여하는 기업이 한

정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4)를 연

계하여 2007~2014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기업만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시장에 한번 참여한 기업의 반복 

4) 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존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수

이 과 평가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14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기

업은 49,856개이며, 이 중에서 일반경쟁 조

달에 참여한 기업 수는 5,829개이고 중기간

경쟁 조달에 참여한 기업 수는 2,551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제한

되어 있었으며, 한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

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경쟁 조달의 경우 

27.55%, 중기간경쟁 조달의 경우 25.99% 

수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2

번 이상 반복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공공조달 입찰 기업의 격심

사기

조달청에서 조달참여기업 선정 시에, 우

선 입찰에 참가한 기업 중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이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5)를 실시한다. 적격심사 결과 최저

가 입찰자에 대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여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약 종합평점

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제도는 ① 해당물품납품이행 능

력 ② 입찰가격 ③ 신인도 ④ 결격사유 등으

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한다.6) 

5) 내자계약의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

사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로 낙찰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 확보를 해 격심사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6) 격심사기 은 추정가격과 제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의 기 은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제조사에 용되는 기 이다.



소기업연구 제40권 제3호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1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한도

계 100

Ⅰ. 
해당
물품
납품
이행
능력

1. 납품실

가. 계약목 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 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 10

3. 경 상태 가. 신용평가등 30

Ⅱ. 
입찰
가격

1.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 리 
등 신뢰 
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 체
아. 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련 

법령 수
냐. 고용형태 등

+5~
-5

Ⅳ.
결격
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단 
되는 경우(다만, 
법정 리․화의
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표 3> 격심사 평가 항목
(단 : )

참여

빈도

공공조달 참여 소기업 수

일반경쟁 조달 기간경쟁 조달

1 1,606 27.55% 663 25.99%

2 879 15.08% 473 18.54%

3 741 12.71% 309 12.11%

4 531 9.11% 282 11.05%

5 484 8.30% 317 12.43%

6 435 7.46% 287 11.25%

7 409 7.02% 134 5.25%

8 744 12.76% 86 3.37%

소계 5,829 100.00% 2,551 100.00%

체 49,856 49,856

<표 2> 2007~2014년 연속 소기업  
공공조달참여 연도빈도분석

(단 : 기업 수)

주: 1) 2007~2014년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존재하

는 기업 30,502개를 상으로 분석하 음. 

2) 일반경쟁 조달과 기간경쟁 조달에 모두 

참여한 기업의 경우 해당 조달계약에 각각 

포함하여 산정함. 

3)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의 자료를 한국

기업데이터와 연계한 자료로 필자가 자체 

제작한 표임.
자료: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이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입찰가

격인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입찰가격 점수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입찰가격이 일정 기준보

다 높거나 낮으면 감점이 된다.7) 

다음 항목은 납품이행능력인데, 이는 다

시 최근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로 

나뉜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경영상태로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창업한지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7) 격심사항목 에서 입찰가격분야의 수 산

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점     × 


예정가격
입찰가격 × 

서는 이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납품실

적에서도 창업기업과 소기업은 가산점을 

받는다.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

다. 마지막으로 신인도 부분은 정부의 지원 

정책 부합 여부에 따라 가점과 감점이 부여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5점까지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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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목 과 방법

3.1 연구의 목

앞 절에서 설명한 적격심사항목 중에서 

입찰가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조달 물품

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외의 항목들은 직접 또는 

대리 변수를 통해 관찰이 가능하므로, 어떤 

기업들이 이 기준들에 잘 부합하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적격심사

와 관련된 어떤 기업특성들이 중소기업들의 

조달참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다. 또한 중기간경쟁 제도가 적용되는 공

공조달과 일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중기간경

쟁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조달

이 대기업 납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정

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호되는 판매경로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본 것처

럼, 공공조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격경

쟁 이외에도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을 객

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으로 대표되는 ‘경영상태’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0점으로서 입찰가격 다음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제약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경쟁하는 

일반경쟁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기술능력과 납품실적도 각각 

10점과 5점의 배점이 있어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

는 기준들도 다수 있다. 납품실적의 경우에

는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한다. 또한 ‘신인도’라는 심사항목은 정책적 

지원대상 기업이나 고용관계, 불공정거래 등 

사회적 기준에 따른 가점 또는 감점 조항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점 이외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에는 추가 가점이 적용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런 여러 심사기준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영상태나 기술능력, 납품실적 등

과 관련된 관찰가능한 기업 특성들을 변수

화하여 이들 변수들과 공공조달 실적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중기

간경쟁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런 관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다. 중기간경

쟁 제도가 해당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와 매출 신장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기간경쟁 제도는 해

당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남아있는 중소기업들 사이에 공공조달에

서의 상대적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

구는 공공조달을 중기간경쟁 대상 조달과 

일반 조달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을 결정하

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3.2 분석자료 

연구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은 2007~2014년 

동안 상장기업, 외감법인, 비외감법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한국기업데이터 자료8)에 

8)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 , 기술보증기 , 

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소기업을 상으

로 분석하는 본 연구에 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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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중소기업들 중에서 공공조달 경험

이 한 번이라도 있는 기업들이다. 이 기간 

동안에 공공조달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들

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공조달 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므로 표본의 동질

성 유지를 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

였다. 주요 재무지표 값이 없는 기업들은 

제외하고 분석9)하였으며 2007~2014년 기

간 동안 신규로 진입하거나 퇴출한 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정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10)을 통해 조달 참여기업의 객

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로 구축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공공조달 입찰

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 받은 기업의 정보 

및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계약근거내역, 

수요기관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중기간경

쟁 조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근거내

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경쟁 조달’

은 전체 공공조달계약 중 중기간경쟁 조달을 

제외한 조달계약을 의미한다.11) 조달계약은 

성격에 따라 내자, 외자, 시설공사, 비축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달사업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공조달 참여기업 자료

는 내자만 포함된 자료로 2007∼2014년까지 

 9) 본 연구 분석 시 포함된 주요 재무정보(매출액, 
총자산, 부채 액, 유동자산)의 값이 없는 기업

은 제외하고 분석하 으며, 다만 연구개발비

의 경우 값이 존재하지 않은 기업은 ‘0’으로 변
화하여 분석 시 포함하 다. 한 각 해당 변

수의 상 ㆍ하  0.1%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

상치로 간주하여 제외하 다. 

10)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 

index.jsp)은 공공조달업무  과정을 온라인으

로 처리하여 모든 공공기 의 입찰정보를 공
시하고 있다.

11)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공

공조달 참여 기업들의 정보  기간경쟁을 
통한 조달계약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다른 지

원 정책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도 존재한다.

조달청을 통해 국내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

들에 대한 자료이다.12) 본 연구에서 국내 공

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은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한국기

업데이터의 재무자료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

조달 참여기업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에서는 특정기업이 동일한 연도에 여러 

건의 조달계약을 한 체결한 경우에 기업별로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내자계약의 특성 상 

물품별ㆍ용역계약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

어, 계약 단위별로 구분한다면 같은 기업이 

중복 관찰되는 결과가 초래 될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매출비중을 결정하는 기업의 특성

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4>는 2007~2014년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공공조달에 참여한 전체중소기업수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2007년에 3,903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786개 중소기업이 일반경쟁 조달에 참

여하였고, 571개 중소기업이 중기간경쟁 조

달에 참여하였으며, 일반경쟁 조달과 중기

간경쟁 조달에 동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454개였다. 이후 2014년에는 4,764개 중소기

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513개 

중소기업은 일반경쟁 조달에 참여하였고, 

2,579개 중소기업은 중기간경쟁 조달에 참여

하였으며, 일반경쟁 조달과 중기간경쟁 조

달에 동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1,382개로 

2007년 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2)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공공조달계

약 자료  조달청을 통해 조달계약을 한 자료

만을 사용하 으며,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해 다른 차를 통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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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7~2014 공공조달참여 

체 기업수 
일반경쟁 조달
참여 기업수

기간경쟁 조달
참여 기업수 

체 조달 
참여 기업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628 
8,947 
9,291 
9,359 
9,011 
7,705 
9,203 
8,903 

3,786 
3,882 
4,276 
4,234 
3,782 
3,291 
3,787 
3,513 

571 
781 

1,237 
1,663 
1,986 
1,866 
2,559 
2,579 

3,903 
4,090 
4,587 
4,789 
4,716 
4,201 
5,037 
4,764 

<표 4> 각 연도별 공공조달참여 기업 수
(단 : 기업 수)

주: 1) 분석자료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 집계한 수치임.
2) 일반경쟁 조달과 기간경쟁 조달은 각각의 조달에 참여한 기업의 수를 의미하며, 동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해당 조달계약에 각각 포함하여 산정함.
3) 체조달 참여 기업수는 특정기업이 동일한 연도에 일반경쟁 조달과 기간경쟁 조달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에도 하나의 기업으로 처리함.
4)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의 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한 자료로 필자가 자체 제작한 표임.

자료: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 매출을 중기간

경쟁 조달과 일반경쟁 조달로 구분하여 중

소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각 조달 매출액의 

비중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중

기간경쟁 조달상품이나 일반경쟁 조달상

품 자체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

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기간경쟁 조달 대

상상품들을 대표산업으로 하는지의 여부

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또한 중기간경쟁 조달 대상상품을 대표

산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줄여서, 중기간

경쟁 주력기업)과 일반경쟁 조달 대상상품

을 대표산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줄여서 일

반경쟁 주력기업)들의 표본을 구분하여, 각

각에 대해서도 해당 공공조달매출 비중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13) 물론 중기간경

쟁 주력기업들이라도 일반경쟁 조달상품

을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해당 상품을 원

래 생산하지 않아서 조달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들을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

13) 표산업은 매출액 비 이 가장 큰 산업을 의미
한다.

런 구분이 의미를 갖는다. 기업들의 재무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활용하

였는데, 물가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였다. 2007~2014년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들

의 주요 재무 정보는 <표 5>와 같다.

기간경쟁 조달 

상 소기업

일반경쟁 조달 

상 소기업 

평균 매출액 95.1 111

평균 부채 액 45.8 52.3

평균 총자산 88.4 106

평균 경상

연구개발비
2.6 1.9

평균 업력 12.1 12.5

<표 5> 2007~2014년 동안 한 번 이상 공공
조달에 참여한 소기업 황

(단 : 억 원, 년)

주: 1) 2007~2014년 동안 한번이상 공공조달에 참
여한 기업들을 상으로 2007~2014년 기간 
동안 평균 액임. 

2) 소기업은 ｢ 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를 기 으로 분류함.    

3)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의 자료를 한국기
업데이터와 연계한 자료로 필자가 자체 제
작한 표임.

자료: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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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모형  주요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 참여 실적을 매

출액 대비 공공조달 매출 액수의 비중(앞으

로는 이 변수를 줄여서 ‘조달 매출비중’이

라고 부른다)으로 측정하고, 이를 계량분석

의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조달매출비중’에

서 공공조달 매출은 입찰 및 수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조달 매

출이 실제로 회계상에 계상되는 시점은 물

품인도 시점이므로 이 두 시점 사이에 연도

가 바뀌게 되면 조달매출비중 변수의 시점

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내자 조달의 경우에

는 대부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계

약과 물품인도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14) 공공조달매출은 성

격에 따라 일반경쟁 조달매출과 중기간경

쟁 조달매출로 구분하여 ‘일반경쟁 조달매

출비중’과 ‘중기간경쟁 조달매출비중’으로 

각각 산정하며,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일반경

쟁 조달 매출액 비중으로 산정하고, ‘중기

간경쟁 조달매출비중’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중기간경쟁 조달 매출액 

비중으로 산정한다. 

설명변수들로서는 실제 조달청에서 조

달기업 선정 시에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

과 관련된 기업특성들을 사용한다. 우선 가

격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

영상태, 즉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포함한다. 이들 

14)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와 제3조(회계연

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

도의 세입 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변수들은 각각 장기와 단기의 재무건전성

을 나타내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

친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기술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업의 R&D 집중도를 

사용한다. 이 변수는 매출액 대비 R&D 지

출액의 비중으로서 기업이 얼마나 기술개

발에 투자하는지의 척도이다. 물론 R&D 

지출이 반드시 기술력 증진으로 이어지지

는 않지만, 공개된 자료 중에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

술력의 대리변수로 이용한다. 기업의 나이

(Age, 업력)도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

서 설명한 것처럼, 창업기업은 납품실적에

서 가점을 받으며,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할 

때에도 창업 이후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서는 만점을 부여한다. 이런 기준들은 기업

의 나이가 작은 창업기업에 유리한 기준들

이다. 과거 납품실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해 이전의 조달매출비중, 즉 종속변수의 시

차항을 설명변수에 포함한다. 또한 적격심

사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들을 포함하는데, 

KSRatio는 해당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각 

기업 매출액을 나타내는 변수로 동종 산업 

내의 기업들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기

업의 절대적 크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총

자산의 로그 값을 이용한다. 이들 설명변수

들의 내생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총

자산을 이외의 변수들은 이전 기의 값을 사

용한다.

2008~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

여 극심한 경기부진이 있었던 기간이므로 

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해당하는 연도 더미변수

를 모형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이 

애초에 중기간경쟁 조달 대상상품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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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기간

경쟁 상품 주력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를 포함한다. 물론 주력산업이 아니더라도 

중기간경쟁 대상상품을 생산할 수는 있지

만, 각 기업의 상품별 세부 매출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변수를 중기간경쟁 대상 상

품 취급여부의 대리변수로 이용한다. 이 변

수가 1의 값을 가지면, 해당 기업은 확실히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가 0라고 

해서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을 취급하지 않

는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설명변수 중에 종속변수인 공공조달매출

비중의 이전 기의 값(즉 시차항)이 포함되어 

있어, 종속변수의 과거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동적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적용한다. 설명

변수에 종속변수의 이전 기 값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도구변수(instru-

mental variables) 추정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ausman and Taylor 

(1981) 주장에 따라 도구변수를 이용한 1차 차

분 2SLS(two-stage least squares)추정방법15)

을 사용한다. 

이상의 분석모형은 아래의 회귀분석식

과 변수설명표로 요약된다. 

∙공공조달매출비중lt

= 공공조달매출비중lt-1+   









∙공공조달매출비중lt: 기업 의 매출액 중 

공공조달매출비중(전체조달매출비중 , 

15) 자세한 내용은 Hausman and Taylor(1981)를 참고

하기 바란다.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 중기간경쟁 조

달매출비중으로 구분)

∙: 기업 의 적격심사 반영 특성 변수(부

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비, 업력 포함)

∙: 기업 의 규모 변수(동종산업 내 기업

의 매출액비중, 기업의 자산규모)

∙ : 중기간경쟁 대상상품이 해당 기업의 

대표산업임을 나타내는 dummy 변수

∙: 2008~2010년 = 1인 dummy 변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기간경쟁 대

상 조달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과 그

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중기간경쟁 대상 

또는 일반경쟁 대상 상품을 원래부터 거의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중기간경쟁 대상상품이 주력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나아가 표본을 중기간경쟁 대상상품을 대

표산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중기간경쟁 주력

기업)과 일반경쟁 대상상품을 대표산업으

로 하는 중소기업(일반경쟁 주력기업)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한다.

[표본 I] : 공공조달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

소기업들 전체

[표본 Ⅱ]: 공공조달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

소기업들 중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을 대표산업으로 하는 기업들

[표본 Ⅲ]: 공공조달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

소기업들 중 일반경쟁 대상 상

품을 대표산업으로 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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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내용

종속

변수
조달매출비

체조달

매출비

‘ 체조달매출비 ’

= 체조달매출액/ 체매출액  

일반경쟁 

조달매출비

‘일반경쟁 조달매출비 ’

= 일반경쟁 조달매출액/ 체매출액 

기간경쟁 

조달매출비

‘ 기간경쟁 조달매출비 ’

= 기간경쟁 조달매출액/ 체매출액 

설명

변수
기업특성 변수

ln_총자산 총자산의 log 값

ln_부채비율 1기 의 부채 액/(자기자본+부채 액)의 log값

KSRatio 1기 의 매출액/산업별 평균 매출액(KSIC 5digit 기 )

유동비율 1기 의 (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산

R&D 1기 의 연구개발비/매출액

Age 1기 의 기업 업력

기간

경쟁 상산업

기간경쟁 상상품이 해당 기업의 표산업임을 

나타내는 dummy 변수

경기특성 변수 Y2008_2010 2008~2010년 = 1인 dummy 변수

<표 6> 실증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  설명변수 정의

변수명 측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체

조달매출비
71,047 9.036 18.508 0.000 99.987 

일반경쟁 

조달매출비
71,047 6.064 14.752 0.000 99.933 

기간경쟁

조달매출비
71,047 2.972 10.585 0.000 99.987 

ln_총자산 71,047 15.224 1.262 11.012 20.006 

ln_부채비율 71,047 3.797 0.630 0.226 5.796 

KSRatio 71,047 1.184  1.996  0.002  51.650  

유동비율 71,047 24.284 31.354 -259.467 92.631 

R&D 71,047 3.483 8.503 0.000 164.361 

Age 71,047 12.325 8.403 0.000 113.000 

Y2008_2010 71,047 0.388  0.487  0.000  1.000  

<표 7> 공공조달 참여 소기업들 설명변수 기 통계량

3.4 분석결과 

<표 8>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중소기

업들의 공공조달매출비중의 결정요인에 대

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공공조달 매

출 종류에 따라, 중기간경쟁 조달과 일반경

쟁 조달, 그리고 전체조달 매출비중으로 각

각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각각 1열, 2열, 

3열). 우선 종속변수의 시차항이 모든 경우

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공공조달에 대한 납품실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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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기간경쟁

조달매출비

일반경쟁

조달매출비

체

조달매출비

표본
표본 I

( 체)

표본 I

( 체)

표본 I

( 체)

종속변수 시차항
0.3022

***

 (0.0184)

 0.2002
***

(0.0158)

 0.1197
***

(0.0147) 

ln_총자산
 0.1579

(0.2665)

 -0.1455

(0.3287)

 0.0093

(0.3724)

ln_부채비율
 -0.2394

(0.2096)

-0.8663
***

(0.2584)

 -1.0621
***

(0.2927)

KSRatio
 2.9850

(4.9277)

-13.2296
**

(6.0772)

 -10.4251

(6.8853)

유동비율
 0.3847

 (0.3940) 

 -0.6027

(0.4860)

 -0.2917

(0.5506)

R&D
 1.4312

*

(0.7921)

-0.5484

(0.9768)

 0.8356

(1.1067)

Age
 -0.2216

***

 (0.0797)

 -0.0415

(0.0983)

 -0.2524
**

(0.1114)

기간경쟁 상산업
0.3921

(0.3275)

 -0.2371

(0.4039)

 0.1880

(0.4574)

Y2008_2010
 0.0372

(0.2172)

-0.9854
***

(0.2678)

-0.9147
***

(0.3034) 

상수항
 3.0802

***

 (1.1067)

0.8655 

(1.3648)

 3.9137
**

(1.5463)

Nobs  36,200  36,200  36,200

R-squared  0.0297 0.0831 0.0315 

<표 8> 소기업의 공공조달 체 매출비  결정요인( 체기업 상)

주: 1) 2007~2014년 기간 동안의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

2) ( )안의 값은 표 오차임(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robust standard errors).

3) 
*
p < 0.1, 

**
p < 0.05, 

***
p < 0.01.

한 번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이 계속 참여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 영향

은 특히 중기간경쟁입찰의 경우에 더욱 강

하다. 

기업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일반경쟁 조

달에서 부채비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즉 

부채비율이 높으면, 공공조달 매출비중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는 높은 부채비율이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경영상태 항목에 심

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공조달 참여

에 실질적인 제약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기간경쟁 조달에서는 부채비율

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 대기업이 참여하

지 않는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실질적인 제약이 되지 않

는다는 의미로서, 중기간경쟁 조달의 경우

에 신용등급평가의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됨을 시사한다. 단기재무상태를 나타

내는 유동비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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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변수는 일반경쟁 조달에서는 유의

한 효과가 없으나 중기간경쟁 조달에서는 

약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대기

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R&D 지출이 중

소기업의 기술력의 척도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R&D 지출의 부

족 때문에 적격심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R&D 지출은 

중소기업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어 낮은 연구개

발비 지출이 적격심사 통과에 장애로 작용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력(Age)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이

너스의 효과가 있어 젊은 기업들이 공공조

달 참여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효과는 대부분 중기간경쟁 조달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앞 절의 논의에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

한 가산점 제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었다. 예

를 들어서 신용평가등급 평가에 있어서 7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서는 만점으로 평가한다든지, 신인도에서 

혁신형 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든지 하는 제도들은 젊은 기업에 대해서 유

리한 조건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이

런 제도들이 특히 중기간경쟁 조달 시장에

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

한 영향이 없는데, 일반경쟁 조달에 있어서 

기업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내는 KSRatio가 

유의한 마이너스 영향을 갖는다. 즉 일반경

쟁 조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그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효과는 나중에 

보는 것처럼,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들이 일반경쟁에 참여할 때

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일반경쟁 대상 상품

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과 

연관된 기업특성 변수들 중에서 즁소기업

의 일반경쟁 조달에 참여에 실질적인 제약

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영상태, 즉 부채비율

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지출 정도는 조달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반면에 대기업이 배제된 중소기업간

경쟁 조달에 있어서는 경영상태는 중요하

지 않지만, 대신에 구체적으로 특정 상품의 

납품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 즉 납품실적, 연구개발비 지출 등이 중

요한 요인이 된다. 

특이한 점은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이 주

력인지의 여부는 예상 외로 중기간경쟁매

출비중이나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즉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을 주로 생산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기간경쟁 조달매출비중이 

높지 않으며, 반대로 일반경쟁 조달매출비

중이 낮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해석은, 

중기간경쟁 지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소기

업들이 조달매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보다는 대상 상품을 취급하는 많은 중소기

업들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이들 기업들이 모두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되면서 개별기업의 중기간경쟁 

조달 매출비중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기간 더미의 영향

은 일반경쟁 조달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하

게 부정적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조달금액이 이 기간 중에 오히려 증가했다

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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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기간경쟁

조달매출비

일반경쟁

조달매출비

체

조달매출비

표본
표본 II

( 기간경쟁 주력기업)

표본 III

(일반경쟁 주력기업)

표본 I

( 체)

종속변수 시차항
0.2852

***

(0.026)

0.0969
***

(0.0194)

 0.1197
***

(0.0147) 

ln_총자산
0.3424

(0.4947)

-0.1542

(0.4132)

 0.0093

(0.3724)

ln_부채비율
-0.4248

(0.43)

-0.9388
***

(0.3071)

 -1.0621
***

(0.2927)

KSRatio
8.6893

(9.6332)

-7.0419

(7.7265)

 -10.4251

(6.8853)

유동비율
0.3618

(0.7272)

-0.4047

(0.6302)

 -0.2917

(0.5506)

R&D
2.3713

*

(1.296)

-1.1376

(1.4286)

 0.8356

(1.1067)

Age
-0.3373

**

(0.1456)

-0.1364

(0.1273)

 -0.2524
**

(0.1114)

기간경쟁 상산업
 0.1880

(0.4574)

Y2008_2010
0.2847

(0.3962)

-0.7785
**

(0.336)

-0.9147
***

(0.3034) 

상수항
4.8379

**

(2.0041)

2.0315

(1.8008)

 3.9137
**

(1.5463)

Nobs 17,102 16,942 36,200

R-squared 0.0250 0.0434 0.0315 

<표 9> 소기업의 공공조달 체 매출비  결정요인(해당 상품 주력기업 상)

주: 1) 2007~2014년 기간 동안의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

2) ( )안의 값은 표 오차임(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robust standard errors).

3) 
*
p < 0.1, 

**
p < 0.05, 

***
p < 0.01.

일반경쟁 조달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

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수요가 감소하자 대기업들이 

공공조달로 눈을 돌리고 그 결과 중소기업

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중기간경쟁 조달에 대해서는 이

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 역시 이런 해석과 

일치한다.  

<표 9>는 중기간경쟁 조달매출비중과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에 대해서 해당 상

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즉 중기간경쟁 조달매출

비중은 중기간경쟁 조달 대상 상품을 주력

으로 하는 기업들(표본 II)만을 포함하고 일

반경쟁 조달매출비중은 일반경쟁 조달 대

상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표본 III)

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

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중기

간경쟁 조달 대상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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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들이나 반대로 일반경쟁 조달 대상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을 중기

간경쟁 조달매출비중이나 일반경쟁 조달

매출비중 결정요인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주력상품 기준으로 표본을 나

눌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

다. 즉 중기간경쟁 조달 대상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중기

간경쟁 공공조달에 많이 참여하는지(<표 

9>의 1열), 일반경쟁 조달 대상 상품을 주

로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일반경쟁 공공조달에 많이 참여하는지(<표 

9>의 2열)를 분석할 수 있다. <표 9>의 3열

은 <표 8>과 동일하다. 

<표 9>의 결과는 <표 8>과 질적으로 거

의 동일하다. 중기간경쟁 조달매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표 8>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태보다는 과거 납품실적, 기

술력, 젊은 업력 등이다. 반면에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

은 부채비율뿐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

는 표본을 주력상품 중심으로 좁게 설정하

든지 주력상품과 무관하게 전체 중소기업

을 포함하든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 분

석에서 해당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표본 III)만을 대상으로 하면 KSRatio의 마

이너스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는 점

이다. 표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표본 II)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조달 매출비

중을 분석할 때, 이 변수의 유의성이 커지

는데, 중기간경쟁 대상 상품을 주력하는 기

업 중에서 일반경쟁 조달매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기업들로서, 주력산업에서 경쟁력

이 높지 않아 다른 부문의 공공조달에 참여

하는 기업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공공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매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에서 중기간경쟁 조달 매출비중에 영향

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일반경쟁 조

달 매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특성들은 대부분 공공조달 업체 적

격심사기준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 설정

하였는데, 특히 비가격 심사기준 중에서 비

중이 높은 경영상태 관련 변수로서 부채비

율과 유동비율, 기술능력 관련 변수로서 

R&D집중도, 이전 연도의 납품실적 변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외에도, 기업

의 규모, 소속시장에서의 상대적 크기, 업

력 등의 변수들도 추가로 포함하였다. 

전체 공공조달매출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는 이전 연도 납품실적, 부채비율, 업

력 등의 변수가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결과

를 얻었다. 즉 과거 납품실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공공조달매

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업력이 짧은 젊은 

기업일수록 공공조달매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중기간경쟁 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인 효과를 보인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납품실적은 중

기간경쟁 조달과 일반 조달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중기간경쟁 조달의 경우

에 그 효과가 더 강했다. 부채비율은 중기

간경쟁 조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 조달에서만 영향을 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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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젊은 기업 효과는 중기간경쟁 조달

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중기간경쟁 조달에

서는 R&D집중도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런 분석 결과들을 통하여 공공조달 시

장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인 약점이 무엇이며, 대기업이 배제된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과 

같이 경쟁하는 일반 조달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이 공공조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서는 재무건전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경영상태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가격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이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다른 항목으

로 대기업과 경쟁하여 점수를 만회하기 어

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 중소기

업의 기술 관련 변수, 즉 R&D 집중도나 젊

은 기업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출을 

통하여 대기업과 기술경쟁을 하는 데에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

력이 연구개발비를 통하여 입증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중기간경

쟁 조달 시장에서는 다른 특성들이 경쟁력

을 결정한다. 부채비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에  R&D 집중도가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젊은 기업일수록 공공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것도 중기간경쟁 조달에만 적

용된다. 이런 결과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만 경쟁할 경우에, 기술투자를 통한 기술능

력 제고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젊

은 혁신기업들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과거 조달실적도 중기간경쟁의 경

우에 영향력이 더 크다. 이처럼 대기업의 

진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만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 또는 

재무 건전성이라는 일반적인 조건보다는 

기술능력, 과거 실적 등 해당 상품에 직접

적으로 관련된 구체적 특징들의 중요성이 

커진다. 대기업 배제된 시장에서 기술투자

를 많이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많이 선정된다는 것은 중기간경쟁 제도의 

중소기업들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008년~2010년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의 

중기간경쟁 조달 매출과 일반경쟁 조달 매

출의 변화를 보면 중기간경쟁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의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소기업들의 일반경쟁 조

달 매출은 일반 매출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

였는데, 중기간경쟁 조달매출은 이런 효과

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를 통해 중기

간경쟁 제도가 극심한 불경기에 중소기업

들의 조달 시장을 보호해 줌으로써 중소기

업들의 불경기 극복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으로 일반경쟁 시장에서는 중

소기업들의 조달매출이 대기업에 잠식당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중기간경쟁 제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

해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

장이나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주제들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향후 연

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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