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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 민 철**․정 태 ***

국문요약(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요인 중 수요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조달청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기업의 조달실적을 

수요충격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조달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 공공조달의 홍보 및 신호효과, 기술 및 품질 향상 자극효과, 시장 

불확실성 완화효과,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논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우수조달 지정제도의 수혜기업 644개에 대한 자료를 새로이 구축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이질적 개체효과를 통제하고서도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매출 대비 높은 기업일수록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단, 

이와 같은 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했다. 결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수요에 관한 학술적 논의, 수요지향형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관한 학술 

및 정책적 논의에 대한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점을 논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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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demand among growth drive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particular, this study regard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procurement programs as a particular form of demand shock. Then we hypo-

thesize that the higher the procurement dependency, the higher the growth rate. We 

discuss the following mechanisms: public relations and signaling effects, stimulation 

of technology and quality, mitigating effects of market uncertainty, and economies 

of scale and learning effects.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644 participating SMEs of 

Korea's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Policy from 2011 to 2016, we found a supporting 

evidence for the hypothesis. However, the growth effects of the public procurement 

participation tend to weaken over time. In conclusion we discus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on the literature about the role of demand on firm growth, 

on one hand, and demand-oriented public procurement,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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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소기업의 성장과 시장경쟁력 강화는 

경제시스템의 동태적 건전함을 강화시킴

으로써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주요

한 요인이다(Anderson and Tushman, 1990; 

Baumol, 2002; Schumpeter, 1942). 특히, 대

기업 중심적, 하이테크 제품 중심적,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에 경도된 한국의 경우 중

소기업의 성장전략이 다양성의 확보와 차

기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

하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양하다. 사업기회의 발굴, 경영역량의 

한계 극복, 적절한 자원의 확보와 조합, 규

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활용 등은 이미 

1959년 Edith Penrose가 저서,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1959)에서 주장

한 바이다. 실증적인 연구는 주로 기업의 

규모와 업력에 따른 성장률 이질성에 집중

되어 왔다. 최근의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경영진의 의지, 기업가적 정신과 

문화 등 내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기도 

한다(Hansen and Hamilton, 2011; 차민석·배

종태, 2017). 그러나 기업의 성장요인을 밝

히는 연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희소하며 

그 발전이 느리다(McKelvie and Wiklund, 

2010; Wright and Stigliani, 2013).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요인 중 수요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공공

조달 수요의 성장효과에 집중한다. 고객 또

는 시장지향이나 마케팅 역량이 기업의 성

장에 중요한 요인임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확인된 사실이다(Dobbs and Hamilton, 

2007). Foster, Haltiwanger and Syverson(2016)

는 미국 일상품 제조기업의 사업장 수준 분

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있어 업력에 따른 

자연적 수요증가보다는 기업의 내생적 선택

(예를 들어, 가격 조정 또는 투자 등)에 의한 

수요증가가 더 큰 역할을 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

는 것을 내생적 수요증가 의사결정의 특수

한 형태로 보고 공공조달 성과에 따른 중소

기업의 성장률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조달 성과가 높

은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중소

기업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논거는 조달수요

가 완전경쟁하의 시장수요보다 공급 기업

에게 비용과 가격 관점의 편익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거래에 비해 공

공조달은 참여 기업에게 마케팅과 홍보비

용 등의 판매관리비를 비롯한 거래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더군다나, 우수조달 

물품 지정기업의 조달은 수의계약에 의하

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가보다 유리한 가

격설정도 가능하다. 두 번째, 공공조달 실

적은 기업과 제품이 최소한의 품질기준과 

신뢰성을 만족한다는 신호를 잠재적 수요

자에 전달함으로써 추가 시장수요를 창출

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세 번째, 공공조달 

수요는 시장수요에 부가됨으로써 수요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와 경험 및 

학습곡선 상의 부가적 이득을 참여기업이 

향유할 수도 있다.

상기 주장의 검정을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우수제품

으로 지정된 644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공공조달 실적, 특허와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의 미시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시장적 수요를 직접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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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

성장에 관한 연구(특히, Foster, et al., 2016)

를 발전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수요지향 

혁신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적, 학문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조달의 기업

성장에 관한 효과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하

고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측면에서 혁신

지향 공공조달 관련 논의(Edler and Yeow, 

2016; Edquist and Hommen, 2000; Edquist 

and Zabala-Iturriagagoitia, 2012; Georghiou, 

Edler, Uyarra and Yeow, 2014; Hebous and 

Zimmermann, 2016)에도 기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

은 공공조달과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 Ⅲ장은 공공

조달과 기업 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Ⅳ장은 질의 및 가설을 설

정하고 연구 모형과 프레임웍(framework)

을 설계하였으며, 조사된 주요 변수와 모형

별 통계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

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 Ⅴ장은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연구 질의에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학술적 성과를 

설명하였다. 

Ⅱ. 공공조달과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

공공조달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거나 비축

해야 할 물자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취득하

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조달과는 달리 공공

조달은 국민의 세금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

이 투입되므로 조달의 대상, 과정, 관리 등

이 엄격한 법적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민간조달이 경제성을 주로 고려한다

면 공공조달에서는 이에 더해 적법성, 공익

성, 투명성도 주요한 고려 기준이 된다.

한국의 공공조달 입찰절차는 일반적으

로 입찰공고, 입찰집행, 입찰발표, 계약 순

으로 진행된다. 일부 계약형태는 사업 특성

에 따라 특성화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공공조달의 일반

적 입찰절차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

공조달의 낙찰자 선정 조건에는 가격 외에

도 기술적 요구사항과 품질, 실적 등의 충

족여부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은 

가격경쟁만이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 또는 

제품을 통한 경쟁을 자극하는 효과도 갖는

다(Edquist and Hommen, 2000).

공공조달은 프로세스 측면에서 공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 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활용하기도 

한다(Edler and Yeow, 2016; Edquist and  

Hommen, 2000). 한국 정부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우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분야에서는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제정하여 우수 기술 및 품질을 보유한 중소

기업의 제품 판로를 지원한다. 이는 초기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생존성 보장과 자생

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

할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조달 규

모가 2015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2.5%

로 OECD국가의 평균(11.9%)을 약간 상회

(OECD, 2017)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

은 제도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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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증 품질인증

신제품 인증(NEP)
산업신기술
혁신촉진법

성능인증(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기술 인증(NET) 우수재활용인증(G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등록실용신안 특허법/실용신안법 환경마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GS인증)

저작권법

K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가품질보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R마크)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보건제품 품질인증(GH)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표 1> 우수제품 신청자격(기술  품질인증)

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

품과 소프트웨어를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

수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의 판

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

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우수

제품 지정제도를 통한 조달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표 

1>과 같이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

증(NET) 적용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 적용

제품,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GS) 제품

이다. 심사과정을 통해 지정된 물품은 입찰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

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적격심사 기준(생산능력, 매출실

적 등)을 고려하는 일반 공공조달제도와 달

리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기업의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로 기술 및 품질 역량

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성

과나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

다. 물품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

년이지만 국내 경쟁자가 없는 우수기술, 수

출증대효과 또는 고용창출효과 우수기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 가

능하다. 

Ⅲ. 공공조달과 기업의 성장

공공조달을 단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

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친환경산업의 발전, 혁신역량의 강화, 중소

기업의 성장 등 국가 전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활용하려는 시도를 이미 많은 국가에

서 하고 있다. OECD(2017)의 국가별 설문자

료에 따르면 OECD 30개국 중 21개국이 공

공조달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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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했다. 

Geroski(1990)는 주로 미국의 1960년대와 

70년대 공공조달의 몇몇 사례를 들어 공공

조달이 혁신을 장려하며, 가격보다는 품질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제품

에 대한 확실한 초기시장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다른 절차적 수단과 결합되어 정보 

확산과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빠른 

확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한다고 하였다. 

Edquist and Zabala-Iturriagagoitia(2012)도 스

웨덴의 몇몇 사례를 들어 공공조달의 전략

적 측면을 조명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

의 부가적 역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최근

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중

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실증

연구는 Hebous and Zimmerman(2016)도 지

적했듯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조달과 기업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가 많지는 않지만, 이에 관련된 국내외 선

행연구는 대체로 기업성장에 공공조달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으로 수렴한

다. Hebous and Zimmerman(2016)은 미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조달계약 체결이 기

업의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방조달계약액 1달러 당 계약

체결 기업의 투자증가액은 약 7~11센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자본투자의 증

가는 자본제약이 심각한 기업에서 명확하

였는데, 이는 연방조달계약의 체결이 외부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소

기업과 같이 자본제약이 있는 기업은 투자

여력의 부족으로 최적의 생산역량을 갖추

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부조달이 기업 경

영진에게는 생산규모 확장의 위험(risk)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

호를 줌으로써 규모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생산규모의 확장은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능하

게 한다. 

Ferraz, Finan and Szerman(2015)는 브라

질의 공공조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낙찰 규모에 따른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공조달 계약을 최소 1개 수주한 기업은 

성장률이 약 2.2% 포인트 증가하였고, 고용

창출이 나타난 기업 비중도 약 93%라는 것

을 보였다. 이런 효과는 계약기간을 훨씬 

넘어서도 지속되었다. 

김유정·김영산(2017)은 2007~2014년 사

이 한국정부의 일반경쟁조달3)과 중소기업

간 경쟁조달4) 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

으로 공공조달 참여정도가 기업의 매출채

권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해 얻은 수입은 참

여기업의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줄여주는 효

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조달 참

여가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압박을 완화시

키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

존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

장한다. 

3) 일방경쟁계약은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
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
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입찰 희망자
를 모두 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국가
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
결하는 방법(국가계약법 제7조).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지정할 수 있다(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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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가설 개발

본 연구는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성장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찰한다. 특히, 품

질 기준을 설정한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

와 같은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가 기업성장

에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몇몇 사례에 근거하거

나(Edquist and Zabala-Iturriagagoitia, 2012; 

Geroski, 1990), 투자나 매출채권에 관한 논

의(Hebous and Zimmerman, 2016; 김유정․

김영산, 2017)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

을 뿐 포괄적인 논의는 기존의 문헌에서 찾

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이 참여

기업에 주는 영향을 1) 홍보효과 2) 기술 및 

품질 향상 자극효과 3) 시장 불확실성 완화

효과, 마지막으로 4)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

과로 나누어 고찰한 후, 이러한 효과들이 결

국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을 펼 

것이다.

공공조달 참여가 시장에서의 판매와 차

별화되는 지점은 우선 공공조달 참여가 제

품의 품질과 기업의 신뢰성에 대한 일종의 

보증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공공조달

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준수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달계약을 

획득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수

한 역량을 가졌으리라고 시장참여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신호 효

과(signaling effects)는 정부의 R&D보조금 

지원(Kleer, 2010),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공개

(Haeussler, Harhoff, and Mueller, 2014), 유망 

투자자의 유치(De Rassenfosse and Fischer, 

2016)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공

공조달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형 기술프

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조달이 신호효과와 

보증효과(accrediting effects)를 초래한다는 

연구가 있다(Li and Georghiou, 2015).  신호

와 보증효과를 통해 기업은 더 넓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신용

도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

가수요와 자본비용 절감 등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 효율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효과는 당연히, 홍보역량과 시장에서

의 지명도가 떨어지는 작은 규모의 기업에

게 더 클 것이다. 또한, 우수조달제품 지정

제도와 같이 명확한 품질 기준을 공시하고 

있는 조달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그 효

과가 더 클 것이다.

품질이나 기술적 기준을 참여조건으로 

둔 공공조달 사업은 참여기업에게 기술 및 

품질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

수조달제품 지정제도와 같이 제품 또는 기

업의 기술력을 조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조달 사업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더욱 명확해진다. 공공수요의 기술 및 품질

향상 자극효과는 특히 제품수명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며(Rothwell, 

1981), 조달물품에 대한 까다로운 요건은 공

공조달이 선도사용자(lead users)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Dalpe, 1994)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조달의 품질기준을 만족시

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R&D투자의 증가와 

기술력의 확보에 기여(Edler and Georghiou, 

2007; Lichtenberg, 2000)하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의 확보와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조달은 민간거래에 비해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상의 이점이 있다. 민간시

장에서의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전 협상비용, 

정보 수집 및 처리 비용, 기타 마케팅 및 홍

보비용 등 일련의 거래비용이 공공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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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거래에서는 상당 부분 불필요하게 된

다. Ferraz, Finan and Szerman(2015)는 기업

이 공공조달 계약을 획득하면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생산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또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

공수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기업의 성장

을 위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그런 

목표는 중앙정부의 수요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까지 판로를 확

대하게 되어 기업의 판로확대와 신 시장 창

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거래비용 또는 시장 불확실성에 기인한 이

득은 시장정보 확보에 불리한 위치에 처한 

기업,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거래비용을 완

화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처한 기업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즉, 대기업보다 중소기

업에 있어 공공조달을 통한 성장효과가 더

욱 명확하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린다. OECD(2017) 보고서도 공공조달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를 창출하

고 초기 규모의 경제를 형성시켜 기업의 성

장과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는 점을 지적한다. 표한형․홍성철․김지수

(2013)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

요 요인으로 생산성(productivity)을 언급하

는 한편, 규모의 경제, 정보력, 협상력 등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한 규모의 경제

로 인한 경쟁력 격차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

원으로 해소될 수 없으며, 간접적 생산요소

인 구매와 판로 개척을 통해 줄여질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Harrison and Rodríguez- 

Clare(2010)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국가차원

의 공공조달을 통해 살펴 봤다. 이들은 개

발도상국의 경우 공공조달 정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매개로 기업과 산업에 성장 동

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yverson 

(2011)은 수요가 생산성과 기업 성장 역학

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Pozzi and Schivardi(2016)는 수요 

충격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생산성 충격만

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erraz, Finan, 

and Szerman(2015)는 브라질 전자조달시스

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속성의 메커니

즘(mechanisms of persistence)에 대해서 언

급하고 있다. 수요측면의 공공조달은 소비

자인 공공부문의 사용자가 기술개발제품 

또는 혁신제품을 구매 및 사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기업은 수요자

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 노력

으로 이어진다(Spence, 1981). Utterback and 

Abernathy(1994)은 산업혁신의 중요 특성에

서 대해서 수요의 증가는 주요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제품의 표준화 단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 요인이라고 정의하며 이 과정

에서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

기술이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Coad(2007)

는 진화경제학 이론 관점에서 현재의 기업

실적이 미래의 기업 규모 확대의 원천이라

고 주장하였으며, 현재의 수익성이 미래의 

기업규모로 확대된다는 이론적 논의를 이

끌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공공조달이 단지 

수요충격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시장으로 작용

하여 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식이 누적됨

에 따라 생산성의 이득을 기업이 보게 된다

는 것으로 귀결된다.

위 네 가지 메커니즘은 각각 공공조달이 

참여기업에게 주는 이득을 시장경쟁력과 



소기업연구 제40권 제4호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1

성장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이러한 이득은 조달경험과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검정 가능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 기술 및 품질기준을 명시한 조

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있어, 공공조달 매출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민간시장 매출성장

률이 높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론

4.1 자료구축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지정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총 840개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

조달실적과 기업의 재무자료 등 현황을 수집

하여 통합하였다. 우수제품 지정기업 정보와 

공공조달 실적은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시스템5)에서 수집하였다. 기업정보는 NICE 

신용정보6)의 기업 재무자료와 중소벤처기

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7)의 기업정

보를 매칭(matching)하여 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업의 주요 혁신인증 여부는 

해당 인증협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분적으로 자료가 누락된 관측치를 제

외하고 6년간 총 644개 기업의 자료가 최종

적인 분석 데이터 셋이다. 이중 최종 두 해

인 2015년과 2016년은 매출액 성장률 산출

5) 조달청 조달정보개발포털시스템(data.g2b.go.kr).

6) NICE 신용정보 KISLINE(www.kisline.com).

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을 위해 사용하였고 일부기업은 분석기간 

중 창업하여 2011년부터 6년간의 정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6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49개 관측치(기업-연도)를 회귀분석

에 활용하였다.

4.2 변수설정

종속변수는 민간부문 매출액 연평균 성

장률로 설정하였다. 전체 매출액이 아닌 민

간부문 매출액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공공

조달을 제외한 순수한 시장경쟁을 통한 매

출액이 민간시장 경쟁력을 보다 더 적확히 

포착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민간부

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공공조달 

실적을 감하여 계산하였고 연평균 성장률

(CAGR8))은 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1)

    (
  시작시점값 , 

  종료시점값 ,

    비교기간 )

연구에서는 조달실적이 발생한 해의 다

음 해부터 2년간의 연평균성장률을 사용하

였다. 단년도 성장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는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창업초기 기

업도 포함하고 있어 연간 매출액 요동(fluc-

tuation)에 의한 오류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를 표로 제시

하지는 않는다. 보다 더 장기통계를 산출하

여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의 패널

(panel)이 6년으로 구성되어 관측치의 손실이 

8)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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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료원

종속
변수

scgrow_2yr
민간부문 매출액 기준 

연평균 성장률
0.272

(2.053)
 -1 75.455

자체계산(자). 
NICE 신용정보 (N)

독립
변수

r_proc
조달의존도 = (공공조달 
매출액/전체 매출액)×100

17.510
(26.640)

0 99.917 자, N, 조달청(조)

통제
변수

ln_sales 전체 매출액의 로그 값
22.480
(1.316)

13.144 25.750 자, N

firms_est 기업의 업력
2,000

(8.148)
1,965 2,014 자, N

ln_employee 종업원 수
3.233

(0.924)
0 6.04 N

creditscore 신용등급
2.074

(0.362)
1 4 N

r_equity capital
자기자본 비율 = 

((총자산-부채)/총자산)×100
46.820

(24.580)
-246.698 99.825 자, N

r_debet
부채 비율 = 

(부채/ 자기자본)×100
206.390
(1,156)

-7,591 40,703 자, N

dtfield_mac 기술심사 더미(= 기계장치) 
0.175

(0.380)
0 1 자, 조

d_tech_ceti
기술인증 지수(= 신기술, 
신제품,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1.257
(0.466)

1 3 자, 조

d_quality_ceti
품질인증 지수(= 성능인증, 

K마크 등 11개 인증)
1.334

(0.585)
1 5 자, 조

r_R&D expense
연구개발비 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100
0.259

(3.040)
0 139.012 자, N

I.yr_con 연도별 더미

2011
0.232

(0.422)
0 1

자, 조

2012
0.251

(0.434)
0 1

2013
0.259

(0.438)
0 1

2014
0.258

(0.438)
0 1

관측치 2,449

기업수 644

<표 2> 기술통계량

상당하고, 평균 산출 기간 동안의 관측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

문이었다. 분석대상 기업들은 조달실적 발

생 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7.2%에 달하

는 고성장기업들이다(<표 2> 참조).

독립변수는 기업의 조달의존도(r_proc)

로 설정하였다. 조달의존도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같은 기간 공공조달 매출액이 차

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다. 조달 금액을 절

대 값으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업종, 물품, 

기업 별로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

문이다. 앞서 가설에서 논의한 네 가지 메

커니즘 중 신호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메

커니즘은 공공조달 금액의 상대적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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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1,000만 원 상당의 

공공조달 매출이 주는 품질향상 인센티브, 

거래비용 감소 이득, 규모의 경제와 학습을 

통한 이득효과가 전체 매출액이 2,000만 원

인 기업(공공조달의존도 = 50%)에게는 무

시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반면, 전체 매출액

이 10억 원인 기업(공공조달의존도 = 1%)

이라면 동일한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주는 상대적 인센티브 효과는 적을 것이다.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조달비중은 매출액

의 17.5%에 달하고 이중 어떤 기업은 매출

의 거의 전부(99.9%)를 공공조달을 통해 달

성한다(<표 2> 참조).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의 시장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반영하였다. 

우선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기저시점

의 전체 매출액을 통제하였다. 기업의 규모

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성장기회에 대한 

투자나 자원 활용 측면의 이득을 누릴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에 따

른 한계이익 체감을 고려하여 로그변환(ln_ 

sales)을 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매

출액은 58억 원(= ln(22.480)) 가량이며 최

대 연간 매출액인 1,524억 원을 달성한 기

업도 분석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기업규모의 또 다른 

대리변수라 할 수 있는 종업원 수(emplo-

yee)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5.3명이다 최소

값은 1명이고 최대값은 420명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은 자신의 시장을 확

보해 생존해 온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다년간의 시장경험을 축적하여 시장에

서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역

량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많을 것이다

(Geroski and Gugler, 2004).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기준시점부터 창업시점까지의 연

차를 계산하여 기업업력(firms_est)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통제하였다. 분석대상 기업

의 평균 업력은 2011년 기준 11년이다. 가장 

오래된 기업은 1965년 설립되었고 가장 젊

은 기업은 2014년 설립되었다.

금융조달 능력도 제조역량의 확충과 새

로운 기회 포착에 중요하다(Coad, 2007). 이

를 반영하는 변수로 신용등급(creditsscore), 

자기자본비율(r_equity_capital), 부채비율(r_ 

debet)을 통제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6.8%, 부채비율은 206.4%

이다.

혁신역량과 생산성(Baily and Farrell, 2006)

도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선행연구(De 

Carolis and Deeds, 1999: McCutchen and 

Swamidass, 1996)를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중(R&D Intensity)을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R&D 

투자비중은 0.26%로 한국 중소기업 평균인 

1.1%(오승환․김선우, 2017)을 훨씬 하회

한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기술수준과 제품별 

품질수준에 대한 보다 직접적 측도도 본 연구

에서는 통제하였다. 기술 수준(d_tech_ceti) 

으로 우수조달 물품 선정 시 자격조건인 특

허,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과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

증여부를 통제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평

균 1.2개 이상의 기술인증을 획득하였다. 품

질 수준(d_quality_ceti)은 기업이 우수조달 

물품에 적용한 품질인증 요인인 K마크, 고

효율에너지 기자재, 녹색기술, 환경마크, 환경 

신기술, 성능인증, 자가 품질, 우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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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임웍(Framework)

물품, 신뢰성, 보건제품, 지능형 로봇 인증 

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평균 

1.3개 이상의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이나 기술영역에 따라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

하여 기술영역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우수제품 심사 평가 시 적용되는 기술심

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기술영역

은 건설환경, 과기의료, 기계장치, 사무기

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분석에서는 기계장

치 분야인지 여부만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de-

scriptive statistics)을 <표 2>에 제시하였다.

4.3 추정모형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 프레임웍(frame-

work)과 같이 공공조달이 기업의 성장에 

끼치는 효과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방정식으로 구성하면 기간에 기업 

의 성장률을ｇ로 정의하고, 회사 의 성장

을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는 기업의 관측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

며, 는 기업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이고, 

는 t기간에 받은 기업 제품(기업 판매 또는 

구매 주문)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며, 는 

t기간에 기업 성장에 대한 충격(예 : 기업의 

생산성의 변화, 기술 등)을 나타낸다. 여기

서,  
 

는 오차항에 고정된 기업 수

준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

하는 구성요소를 변수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Penrose(1959)가 ‘기업의 성장이론(the theory 

of the growth of firm)’에서 기업성장에 있어 

기업은 자산뿐만 아니라 브랜드,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 실질적으로 경쟁력

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재무적 성과 이외 기업의 성장에 미치

는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본 모형에서 부가가치와 선형 모델을 가

정한다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축소 형식의 

방정식을 식 (3)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ｇ  
    ⋯ 

    ⋯   

        
∀


 




 (3)

추정모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종

속변수를 민간부문 매출성장률, 독립변수

를 공공부문 매출비율로 두고 패널 고정효

과모형(FEM), 확률효과모형(REM)을 추정

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의 기본모형은 상수항이 같

은 패널 개체가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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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LS FEM RE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r_proc 0.019
***

0.003 0.035
***

0.002 0.020
***

0.002

ln_sales -0.547
***

0.112 -1.208
***

0.100 -0.551
***

0.051

firms_est -0.002 0.005 -0.002 0.006

ln_employee 0.478
***

0.082 0.483
***

0.071

creditscore -0.094 0.063 -0.094 0.115

r_equitycapital -0.002
*

0.001 -0.007
*

0.004 -0.002 0.002

r_debet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dtfield_mac 0.089 0.178 0.089 0.106

d_tech_ceti -0.075 0.049 -0.075 0.087

d_quality_ceti -0.003 0.053 -0.004 0.070

r_R&D expense -0.002 0.004 -0.006 0.016 -0.003 0.013

I.yr_con

2012.yr_con -0.158
**

0.065 -0.134 0.112 -0.159 0.113

2013.yr_con -0.092 0.076 -0.056 0.115 -0.093 0.113

2014.yr_con 0.062 0.139 0.093 0.120 0.061 0.115

상수항 15.440 12.340 27.160
***

2.229 15.722 11.707

N 2,449

유의수준: 
***

p < .01, 
**

p < .05, 
*
p < .10

주: OLS는 합동 OLS 모형, FEM은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REM은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

종속변수는 민간부문 매출액 기준 연평균 성장률(scgrow_2yr).

<표 3> 민간부문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다고 가정한다. 즉, 기울기 모수인 β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같지만 모형에서 상

수항   는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 따

라서     이 아니더라도 β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고정효과 모형은 오차항 가 없는 

모형으로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정계수의 일치성을 담보하

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률효과모형은 그룹 간(between) 정

보와 그룹 내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패널 개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패널 

개체만큼 자유도(df)가 손실된다.  이럴 경우 

확률효과모형 추정이 더 효율적이다. 고정

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중 더 적절한 모형

에 대한 선택은 하우스만 검정(Hausman and 

Taylor, 1981)을 통해 귀무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개별효과( )와 독립변수()간의 상관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별효과와 

독립변수에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고정

효과모형을 선택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면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Wooldridge, 2010). 즉, 귀무가설인 식 (4)의 

가정이 성립한다면 확률효과모형이 더 효

율적이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V. 분석 결과

합동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를 각각 <표 3>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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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형 모두 F통계량과 Wald 카이제곱 

추정량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세 

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검정을 수행했다. 첫째, OLS와 고정

효과 모형 간 Chow 검정 결과 Wald F 통계

량이 1.33(Prob > F =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기업더미에 의한 고정효과가 존재

하였다. 둘째, Breusch-Pagan Lagrange multi-

plier(LM) 테스트를 통해 합동 OLS와 확률

효과 모형간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통계량은 1.72(Prob > F = 0.094)로 확률

효과모형이 OLS보다 다소 더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셋째, Hausman 검정 결과 통

계량은 129.19(Prob > chi2 = 0.000)로 고정효

과 모형이 일치추정량을 내놓는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주된 해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3>을 보면, 고정효과모형은 기업고

정효과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분석에서 모

두 제외되었다. 이를 제외하고 회귀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은 세 모형 전부 질적

으로 비슷하다.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결

과, 공공조달 의존도가 평균 1%포인트 상

승 시 민간부문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년 

간 연 3.5%포인트씩 상승한다. 이는 본 연

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회귀분석 결과표에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3년간의 평균성장률을 종속

변수로 두고 동일한 회귀분석도 수행하였

다. 이 결과는 공공조달 의존도 1%포인트 

상승시 3년간 평균 성장률 연 2.0%포인트

로 추정되었다. 즉, 공공조달의 민간시장 

매출 상승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년간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조달 실적에 의한 영

향을 제하고 현재의 공공조달에 의한 시장

경쟁력 상승효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

인해 보기 위해 공공조달 의존도 관측 시점 

이후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만을 대상

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정결과 

1년 후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은 유의

수준 0.01에서 정(+)의 방향으로 연평균 성

장률이 4.5%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년 후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은 1.3% 포인트, 

3년 후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은 2.3% 

포인트 상승하였다. 즉, 다년간 지속되지 

않고 한 해에만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있어

도 중소기업의 시장매출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중소기업의 공공조

달 프로그램 참여가 시장경쟁력 확보에 긍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고 한국의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았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1) 

홍보효과 2) 기술 및 품질 향상 자극효과 3) 

시장 불확실성 완화효과, 4)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로 나누어 고찰한 후 이와 같은 효

과가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는 주장을 폈다. 실증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우수조달 지정제도의 

수혜기업에 대한 자료를 새로이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의 

이질적 개체효과를 통제하고서도 공공조

달 납품실적이 매출 대비 높은 기업일수록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그렇

지 않은 기업보다 높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단, 이와 같은 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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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시장적 수요를 직접 측정하

여 이를 수요충격으로 해석한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수요충격을 도출해 내는 것이 실

증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였다. 수요충격과 

기업의 생존에 관한 주요 연구 중 하나인 

Foster et al.(2016)에서는 지리적으로 시장

을 구분하고 각 시장에서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와 시장 특성 정보로부터 수요충

격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

다. 우수조달 지정제도에 의한 공공조달은 

인위적으로 구분된 시장, 또는 한 가지 특

수한 형태의 “공공시장”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공시장에 대한 접근과 경

쟁 메커니즘은 민간시장과 상이하다. 본 연

구는 이렇게 특성적 차이를 보이는 공공시

장을 통해 수요효과를 직접 측정하여 활용

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조달의 매출성장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메커니즘을 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각각의 메커니즘에 의한 

직접효과를 각각 검정한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어 총합적으로 나타난 효

과가 결국 매출성장으로 귀결되어 관측될 

것이라는 것만 보인 것이다. 즉, 본 연구가 

공공조달이 홍보효과가 있다거나, 직접적

으로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불러일으

켰다는 것을 논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

념하기 바란다. 이에 본 연구의 활용 시 주

의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를 비롯해 미처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했을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이해가 넓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증근

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요지향형 공공조달

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정책적 함의도 도출

한다. 특히, 현재 한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다양한 국내외적 요소에 도전받고 있고 성

장잠재력의 약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

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확장적 재정정책이

나 개인에 대한 소득이전을 통한 성장정책

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할만한 정책적 선택

지가 될 것이다.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 또는 세제혜택 

제공과 같은 공급지향 혁신정책에 대해서

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예를 들어, 오

한석․정태현, 2017). 그러나 민간의 수요

를 진작하고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역

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요지향

형 혁신정책의 의미는 최근 들어 학술적으

로 조명받기 시작하고 있다(Edler and Yeow, 

2016; Edquist and Hommen, 2000; Edquist and 

Zabala-Iturriagagoitia, 2012; Georghiou, Edler, 

Uyarra, and Yeow, 2014; Hebous and  Zimmer-

mann, 2016). 이와 같은 수요지향형 혁신정

책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는 개념적 수

준에서 필요성을 조명하거나 몇 가지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실증근거의 제시(Edquist and 

Zabala-Iturriagagoitia, 2012)에 머무른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이 기업의 경쟁력에 끼치

는 영향을 네 가지 이론적 메커니즘으로 구

분해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다수의 기업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분석결

과를 제시하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를 보다 더 발전시킨다면, 향후 

공공조달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않은 비슷한 

성향의 기업을 대조군으로 삼아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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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혁신역량이나 생

산성 등의 경쟁력 요소와의 관계, 기업의 

생존과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흥미

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

부의 일반적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대상으

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성

격을 갖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하였다. 

공공조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소가 기

업의 경쟁력과 전략적 대응에 어떻게 차별

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학술적

으로나 정책적으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우수조달품목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특수한 조달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정도에 

따른 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즉, 기술이 상

대적으로 우수하고 정부의 수요에 맞는 제

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주장이 모

든 중소기업, 모든 정부조달프로그램에 동

일하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속연

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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