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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소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체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담보 및 신용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더 큰 애로를 겪는 것이 일
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각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 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는 중
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과 금융불
안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
와 함께,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
에 비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비판 및 현
실적인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증 분석하고,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둘러싼 환경 및 정책자

금의 운용실태 점검,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비교 분석, 그리고 정책
적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소
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 분석의 결과 및
주요국의 지원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 중
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습니다.
본 연구는 당 연구원의 조덕희 연구위원과 양현봉 연구위원
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그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관계 기관과 중소기업 대표자, 그리고 좋은 논평을
해 주신 연구원 내외의 여러 평가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
는 데 기여함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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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Ⅰ. 서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외환위기 이
후 크게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
족하다고 하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
금이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 국가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
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환경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합병 전의 금융기관과 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 BIS협약(바젤Ⅱ)의 도입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기
존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관행과는 다른 자체 신용평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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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고, 보다 엄격한 중소기업대출 심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 같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을 심화시켜 금융기
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실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융자자금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의 2007년 말 현
재 조성 누계액은 13조 9,965억원이며, 중소기업 융자잔
액은 9조 1,566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2004년 이후 벤처창업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경영혁신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유형별로는 직접대출의 비중은
증대한 반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20인 미만의 소기
업 지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의 총규모는 2조 4,044억원이다. 중소
기업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는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
로 시설자금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수준이다. 동 자금의

요 약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운전자금
3~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 기준금리는 4.79%
(2008년 3/4분기)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기별 변동금리로 지원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민간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
이고 있다.

Ⅳ.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직접적
인 지원성과에 해당하는‘1차 지원성과’(primary benefits,
일종의 보조금 효과)와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2차 지원성과’(2ndary benefits)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1차 지원성과’는 중소기업이 자력
으로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 이상을 정책자금으로 지원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성(additionality) 효과 및
정책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간 차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효과
의 합계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Pli×Δr+δ
×Pli×(g-r*) ...................(1)
Pbi=(1-δ
금리차 보조금 효과+ 부가성 효과
Pli : 정책자금 지원 금액(i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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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부가성 비율
Δr : 해당기업 신용에 따른 은행대출금리(r)-정책금리(r*)
(g-r*) :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g)-정책금리(r*)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1차 지원성과’
를 측정해 본 결과, 정책자금 단위당‘1차 지원성과’는 평균
3.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규모별로는 종업원 5∼19인 소기업의
경우에는‘1차 지원성과’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1차 지원성과’가
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 100인 이

<표 1>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규모별, 유형별)
부가성1)
δ1

은행
δ2

총자산

대출금리 순이익률

단위당 지원성과
p1

p2

전체

35.5

36.7

7.2

3.1

3.6

3.6

직접대출

35.4

36.5

7.2

3.1

3.6

3.6

5∼19인

44.5

55.6

7.6

2.9

4.2

4.6

20∼99인

36.3

35.0

7.2

2.9

3.5

3.5

100인 이상

16.7

16.7

6.8

4.0

2.8

2.8

대리대출

35.9

37.2

7.0

3.1

3.5

3.5

창업초기기업

55.0

50.0

7.7

3.1

4.7

4.5

벤처혁신형 기업

35.4

34.6

7.2

4.0

3.9

3.9

일반중소기업

36.1

37.5

7.2

3.1

3.6

3.6

구조조정기업

26.5

34.0

7.2

3.1

3.3

3.6

주 : 1) 부가성 지표 δ1은 기업체 수 기준, δ2는 금액 기준으로 측정한 부
가성 지표임. 단위당 지원성과 p1 및 p2는 각각 부가성 지표 δ1 및
δ2에 대응한 것임.

요 약

상 중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비해서 종업원 5∼19인
에 대한 지원이 대략 1.5배 정도 높은 단위당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유형별로는 단위당 지원성과가 창업 초기 중소
기업(4.7%) > 벤처·혁신형 중소기업(3.9%) > 일반 중소
기업(3.6%) > 구조조정 중소기업(3.3%)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초기 기업
을 지원하는 것이 1.3배 정도 높은 단위당 지원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
선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2차 지원성과’는 중소기업진
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직접대출 혹은 대리대출)을 지
원받고, 이후 3년간 주요 재무통계가 입수 가능한 4,59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량 추정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및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수
립한 정책자금‘2차 지원성과’의 계량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이 식 (2), (3)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mpgti,t = c+α1pliemp0+α2emp0+α3years+α4Δkl
+α5dm1+α6dx1+α7dcap+α8ddebt+ei,t...(2)

α1 = α10+ α11 years + α12 size....................(3)
여기에서 empgt는 정책자금 지원 후 3년간 연평균 종업
원 수 증가율이다. 정책변수는 지원 금액을 중소기업 종업
원 수로 나눈 상대값(pliemp0)을 사용했다. 설명변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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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emp0), 업력(years), 노동집약도 변화(Δ
kl), 지원 시기 및 지원 유형(dx1, dm1), 담보 수준(dcap),
자금 수요(ddebt)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식 (3)은
추정식 (2)에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나타내는 계수인 α1
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규모(size) 및 업력
(years)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식
이다.
계량 추정 결과, 중소기업의 규모, 업력 및 담보 여력 등
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정책자금 지원 규모(지원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기준)가 클수록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지원
후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및 출하액 증가율)의 개선 정
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의‘2차 지원성과’
가 양(+)이라고 하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다
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정책자금의‘2차 지원성과’는‘1
차 지원성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규모(size)가 작고
업력(years)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비용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운용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을 중소기
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 부담하는 각종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책자금 운용비용 = 대출재원 조달비용 + 대손발생 비용
+ 관리비용 - 대출금 이자수익

요 약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직
접대출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운용비용은 2004∼2006
년 기간 지원 잔액 대비 평균 3.2%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의 운용비용과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를 비교
검토(cost-recovery test)해 보면, 정책자금의 평균 운용
비용(3.2%)보다는 1차 지원성과(3.6%)가 0.4%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
금 직접대출 지원 시스템이 최소 실효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Ⅴ.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의 중소기
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지원을 위주로 하
기 때문에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
이 기본적으로 매우 작다.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법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타당한 조건(금리, 기간 등)으
로 차입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만이 연방정부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credit elsewhere”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은 존재
하지 않지만, PLP 대출기관이 되고자 하는 다수 민간 금융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에서는 Kfw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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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유형

유형

해당 국가

주요 특징

신용보증지원 중심형

미국

ㅇ신용보증지원이 중심, 직접대출 정책자금은
재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국한
ㅇ신용보증심사 민간 위탁

간접대출 중심형

독일

ㅇ독일 Kfw(연방정부 출자 기관)는 대출 재원
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
기관이 정책자금의 심사 및 대출

직접대출 중심형

종합형

ㅇ공적인 정책자금 대출기관이 별도로 존재하
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캐나다, 일본 ㅇ일본은 신용보증기구가 별도로 존재. 직접
대출과 신용보증이 모두 상당 규모(최근 정
책자금 축소 개편 추진 중)
한국

ㅇ신용보증, 직접대출, 간접대출 유형이 모두
상당 규모로 존재
ㅇ신용보증기관, 직접대출 기관 별도 독립 운용

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간접대출 지원이 가장 중심적인 역
할을 담당한다. 독일 Kfw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은
행의 대출 심사 기능을 담당하고, 시중금리·담보대출 형태
를 취함으로써 대출 위험도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및 담보
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Kfw는 창업기업 및
낙후지역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정 수준 위험분담을 하
고 있으며, 후순위 대출 등 위험분담형 간접대출 등을 보완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캐나다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인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캐나다 개발은행)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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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정책자금 지
원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BDC 직접대출의 장점은 정책금
리를 은행 금리보다도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지원과 은행
대출 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고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인해서 BDC가 흑자를 유지하
는 것도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금융공고를
통한 우대 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전국 52개 신용보증
협회를 통한 신용보증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대출
및 신용보증지원의 합계가 2007년 민간 금융 중소기업 총
대출 대비 22.7%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지원 규모가 매우 크
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OECD 여러 나
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그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일 것으
로 보인다.
일본에서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에는 역할
구분이 분명한데, 이는 지원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
이다. 다만,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직접대출 중
77.1%(2006년 기준)가 담보·보증인 대출이라고 하는 측
면에서 보더라도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의 중소기업 대출이
일정 수준 경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합 관
계는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정책금융의 축소와 합리적 정비를 목
적으로 2008년부터 새로운 체제를 출발시켰다. 정책자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을 반드시 필요한 정책기능에
한정하여 GDP 대비 정책자금 공급 잔액을 2004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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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기존의 여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JFC)를 설립하였다.

Ⅵ.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
기업의 자금 부가성(additionality)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고객층과 경합이
적을수록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
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 고객층과 정책자금 지원
대상 간 중복을 최소화하여 자금 지원의 부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지원을
억제하고, 정책자금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간접대출의 경
우에는 다양한 보완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실제 대출이 정책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중소기업 정
책자금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
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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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은, 캐나다 BDC의 경우에서 보
듯이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고금리 수준으
로 결정하여, 기본적으로는 정책지원 대상과 민간 금융 고
객층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관의 대출심사
역량만 우수하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
책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발
금융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큼 정책금리의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정책자금의 1차 및 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에서
도 나타났듯이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등 민간 금융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의 20% 정
도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접
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 지원이 적지 않다. 관련 제도
의 개선을 통해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의 경우처럼 정책자
금의 대출심사를 민간 대출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 정책목적에 맞게 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Kfw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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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창업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분담 특례
제도, 후순위 대출제도, 위험도 반영 차등 정책금리 제도
등은 그러한 보완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
소기업 정책자금 간접대출(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어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은행 일반
대출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직접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Kfw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한 보
완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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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최근까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국가별 경제 규모를 감안했
을 때,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마저 초래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은 중소기
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본래 목적대로
정책자금이 민간 금융을 보완하기보다는 민간 금융과 경합하는
측면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즉, 정책
자금의 지원 대상 중에는 민간 금융에서 자력으로도 자금 조달
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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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
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및 금융 불
안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 및 필요성이 현실적
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정책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의 상황
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과 중소기
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
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이러한 비
판 및 현실적인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
원성과를 실증 분석하고,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
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실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실증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기대만큼의 지원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
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 독일, 캐
나다 및 일본 등 국가에 있어서 민간 금융과 중소기업 정책자
금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로 중소
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측면에서 장단점 및 지원성과를 높
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개
편 작업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다양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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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 하지만, 그간 여러 차례의 정책자금 개편 작업은 정
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
대하거나 지원 자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소기업 정
책자금 개편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
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
를 2004년의 1/2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개편 작업을 금년부
터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지원성과의 부진 등의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을 앞으로 본격 추진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
과 분석 및 주요국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
편 논의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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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환경

중소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금융기관들이 신BIS 협약(바젤Ⅱ)에 따라 자체 신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중반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융불안으로 금
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환
경을 살펴보기 위해 바젤Ⅱ(신BIS 협약)의 도입,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미국발 금융위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살펴본다.

1. 바젤Ⅱ(신BIS협약)의 도입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BIS)
바젤위원회는 2004년 6월‘신BIS 협약’(바젤Ⅱ)1)을 발표하
1) 신BIS 협약은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BIS 자기자본비
율 8% 이상’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즉, 기존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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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006년 말부터 각국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신BIS 협약은 차주의 신용 리스크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적립 부담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을 제외한 시
중은행 및 지방은행이며, 적용대상 차주는 은행으로부터 여신
을 공급받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 등 모든 여신
대상자이다.
신BIS 협약에 의한 신용리스크 산정방법은 표준방식, 내부
등급방식 중에서 은행이 자신의 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신용리스크를 산정하는 표준방식은 내부등급방식 적용
이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
이 적격성을 인정한 신용평가기관 2)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BIS 협약과 유사하나, 보유자산을 ① 국가,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신용위험노출 정도), ② 자산유
동화증권, ③ 기타 고정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익스포저 등으로
세분하고, 각각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
하여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시 기존의 신용·시장 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인력, 내부절차 및 시스템 오류나 외부
사건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를 추가하도록 하여 은행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
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비율을 기존의
BIS 협약과 같이 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내에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가‘예비지정’, 한국기업데이터
(주)가‘조건부지정’되었고, 향후 본 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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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BIS 협약에서는 기업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등급
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으나,
신BIS 협약에서는 신용등급 BBB+~BB-인 기업에 대해서는
100%, 그 이상 등급에 대해서는 20~50%, 그 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3) 또한 주택담
보대출에 대해서는 35%, 소매금융에 대해서는 75%의 고정
위험가중치(기타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100%, 무등급 여신
100%, 연체대출 150% 등)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리스크를 산정하는 내부등급방식은 내·외부 자료와 신
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가중자산 및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즉, 금융기관은 개별 차주 또는 거래
를 특정 신용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신용등급별 위험 요소값을
측정한 후 이를 위험가중자산 산출 함수식에 대입하여 위험가
중자산 및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내부등급방식은 은행이 자체 추정하는 리스크 측정요소(부도
율, 부도 시 손실률, 부도 시 익스포저)의 범위에 따라 부도율만
자체 추정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부도율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를 자체 추정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2008년 1월부터 신BIS 협약(바젤
Ⅱ)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기존
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관행과 다른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
축하고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3) 신용상,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1,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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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은 보다 원활
해지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이 보다 어려
워져 자금조달에 더 큰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업의 신용도 제고
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금융감독기관의 엄격한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에 따른 심사 강화와, BIS 자기자본비
율 하락에 따른 은행의 신인도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2003년 말
11.16%에서 2007년 말 12.28%를 기록하며 국제적으로 안
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 특성별로는 특수은행의
BIS 비율이 일반은행보다 높고, 일반은행 중에서는 시중은행

<표 Ⅱ-1>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시중은행

10.46

10.34

11.31

12.51

12.41

12.00

지방은행

11.26

11.13

11.02

11.52

11.29

11.46

일반은행

10.52

10.40

11.29

12.43

12.31

11.95

특수은행

13.22

12.77

13.71

13.94

13.60

12.91

국내은행

11.33

11.16

12.08

12.95

12.75

12.28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시중은행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 은행의 합계.
지방은행은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은행의 합계.
특수은행은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의 합계임.

2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이 지방은행보다 BIS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Ⅱ-1> 참조).4)

2.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되어 왔다. 초기 단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및 인수·합병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우량 금
융기관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형화·겸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5) 과거와
달리 대형화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는 해
당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이
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 대기업에 비해 다른 신용분석기
법과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과정에서 은행의 외국
인 지분 확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은행들이 향후 수익성
위주의 대출에 치중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합병
4)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은행대출자금 등에 대한 부실이 확대될 경우 국
내은행의 BIS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신용상, 전게서,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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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금융기관과 거래해 왔던 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기관간 업무제휴
활성화,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금융업무의 겸업화가 확산되
고 있다. 특히 은행 겸업화의 경우, 기존의 예금·대출 업무보
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상품 판매 등 비은행 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
하게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 증대에 기여해 온 기업은행
의 민영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은행이 여타 민간 금융기관과 수익성 등
에서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 등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
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향후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6)가 3만개 수준에 이르면서 이들 기업의 금융수요에 큰 변화
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의 기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
6)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을 의미하며, 2008년 7월
말 현재 2만 8,619개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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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이 미흡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제도적 제약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그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이 미흡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금융기관별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고, 해당 금융기관
에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저해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7)은 이와 같은 금융기관 운용제도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
래소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동 법은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
며, 법률 시행과 함께 향후 모든 금융상품은‘금융투자상품’으
로 정의되어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신종 금융
상품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조달기능이 제고되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통합법 부칙 제28조에 의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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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선진화된 투자은행의 출
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벤처자본의 공급기능이 강화
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분야별 특성에 맞
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 확대되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
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8) 이는 벤처캐
피털의 자금회수 경로가 확대되어 벤처캐피털이 보다 활성화되
고,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업무 기능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서비스의 선진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투자금융이 대형 투자은행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혁
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
피털 산업의 구조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9) 그렇게 되면 그동
안 초기단계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벤처자금 투자기능을 담당해
왔던 벤처캐피털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시장의 부실과 지나친 파생상품의 개발 및 판매, 투
자은행들의 고수익 위주 투자경향, 금융감독 및 규제의 미흡
8)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발전방안」, 2007.12,
pp.23~24.
9) 조영삼,「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08.1,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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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순식간에 전 세
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각국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투
자손실이 급증하고, 신용경색 심화에 따라 유동성 압박 및 자
금중개기능 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계의 투자 및 무역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
쳐 금융불안 확산, 외화 유동성 악화 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위
축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시장의 경우 주식가격이 하
락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외환시장
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
안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을 심화시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축소와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국내 금융경색이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영위
험 등으로 전이되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파급되
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대응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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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앙·지방 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이 예
산, 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살펴본 다음, 중소기
업 정책자금의 지원 실태, 그리고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진
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실태 및 특징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크게 나누어 재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중소기업의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
앙·지방 정부의 재정 투·융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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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는 제도는 중앙정부
의 재정 출연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 확대제도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등이 실시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에 의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
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공단의 직접대출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 출연에 의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신용
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한
도대출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16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 후 금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직접대출

재정 투·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
정부

자금위탁
출연

간접대출

신용보증기금
자본
시장

채권발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한국
은행

자금공급(총액한도대출)

지방
정부

자금위탁

금
융
기
관

신용보증부
대출

중
소
기
업

간접대출

주 :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재정 투·융자는 2002년까지 이루어졌
으며, 2008년 말 현재 재정 투·융자 누계액은 5,500억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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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간접대출 형태로 자
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중소기업
융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
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한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는 중앙정부 17
조원(대출 잔액기준), 지방정부 7조원(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협조융자자금),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6조 5,000억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44조 4,000억원 등 60조~70조원
수준으로 추산10)되고 있으며, 정책자금별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
업 대출 실적을 토대로 총액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별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운용해 오고
10)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자금,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단순 합계할 경
우,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7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
출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과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자금 간 중복분을 감안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순규모는 60조~7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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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 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금융통
화위원회가 결정한 총액한도대출을 각 금융기관별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
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배정하는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
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
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이 높은 금융기관
에 총액한도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점에서 총액한도
대출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인하
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3월 8
조 8,000억원에서 1994년 4월~1995년 1월 기간 동안 9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6년 11월에는 6조 4,000
억원으로 2조 7,000억원 감소하였으며, 1997년 2월에는 제
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3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1997년 12월부터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
색을 완화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2001년 9월에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11조 6,000억원
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02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는 9
조 6,000억원의 총액대출한도를 유지해 오다가 2006년 12월
부터는 8조원,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 중순까지는 6조
5,000억원으로 낮추어 운용해 왔다. 2008년 10월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총액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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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및 적용금리 추이
단위 : %

연도 1994.3 1994.4 1994.10 1995.11996.11 1997.21997.12 1998.3 1998.9 2001.1 2001.9
한도

8.8

9.3

9.5

금리

9.1

6.4

3.6

4.6

5.6

5.0

7.6

9.6 11.6

3.0

2.5

연도 2002.9 2004.8 2004.11 2006.2 2006.6 2006.8 2006.12 2007.7 2007.8 2008.8 2008.10
한도

9.6

9.6

9.6

9.6

9.6

금리

2.5

2.25

2.0

2.25 2.5

9.6

8.0

6.5

6.5

6.5

9.0

2.75 2.75

3.0

3.25 3.50 3.25

자료 : 한국은행

를 9조원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표 Ⅲ-1> 참조).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1994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
5.0%, 1998년 9월~2001년 8월 기간 동안 3.0%, 2001년
9월~2004년 7월 기간 동안 2.5%, 2004년 8월~2004년
10월 기간 동안 2.25%, 2004년 11월~2006년 1월 기간 동
안 2.0%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2004년 11월~2006년 2월 이전까지 총액한도대출 금리가
2.0%로 최저 수준을 유지한 이후 2006년 2월 2.25%, 2006
년 6월 2.5%, 2006년 8월 2.75%, 2007년 7월 3.0%,
2007년 8월 3.25%, 2008년 8월 3.5%로 단계적으로 금리
가 인상되어 오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금리가
콜금리 목표수준과 연계되어 조정11)되기 때문이며, 2007년 현
재 시중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 간의 격차는 4% 수준을 보
이고 있다.
14)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2008년 2월까지 콜금리 목표수준과 연계하여 조정되었으나,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계하여 조정되고 있다.

3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2) 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의 필요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또는 다른 경제주체와의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
시켜 주기 위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공적 기
관’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76년 신용보증기금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고, 1989년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
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였으며, 2000년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면서 중소기
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까지 17조원
내외의 보증잔액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1998년 33
조 191억원, 2001년 38조 5,178억원, 2004년 46조 5,183
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보인 바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중소기
업에 대한 신용보증 잔액이 과도하다는 일부 연구기관 및 월드
뱅크 등 국제기구의 지적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을 축소·운영하
기 시작하면서 2005년 44조 674억원, 2006년에는 43조
7,085억원으로 신용보증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6,663억원 증가한 44조 3,748
억원의 보증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28조 5,422억원으로 전체 신용보증 잔액의
64.3%를 차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1조 2,459억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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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율 추이
단위 : 억원, 개, %

1998
보증금액

신용보증기금

2001

2004

2005

2006

2007

214,542 232,672 305,148 291,528 285,250 285,422

보증업체 수 122,486 272,019 252,544 223,430 203,512 190,130
보증금액

기술보증기금

113,402 137,448 133,766 115,013 111,508 112,459

보증업체 수 55,574 80,641

51,659

44,336

40,327

45,867

보증금액

2,247

15,058

26,269 34,133

보증업체 수

3,050

50,076

99,688 136,228 164,386 195,808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합계

80,685 67,642

330,191 385,178 465,183 440,674 437,085 443,748

보증업체 수 181,110 402,736 432,917 427,300 419,557 430,274
대위변제율

9.23

4.33

5.70

5.98

3.34

2.84

자료 : 중소기업청

체 보증잔액의 25.3%,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조 5,867억원으
로 전체 보증잔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대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한 업체 수는 1998년
18만 1,110개사에서 2001년 40만 2,736개사, 2003년에는
46만 596개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신용보증 지원규모의
축소와 함께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말 현재 전체 보
증업체 수가 43만 274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신용보증기관별 보증업체 수는 신용보증기금이 19만 130개
사, 기술보증기금 4만 4,336개사, 지역신용보증재단 19만
5,808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8년 이후 신용보증 공급확대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
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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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증 공급규모의 과도한 확대 및 높은 대위변제율이 문제점
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2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낮
아지는 추세를 보여 2007년 대위변제율은 2.84%로 나타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980년대부터 재
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가 지원해 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는 2002년 이
후 매년 6조원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12)
2008년 신정부 출범 이전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살
펴보면, 중소기업청이 2003~2006년 기간 동안 3조 6,000억
원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07년 4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
며, 산업자원부가 1조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13)
2007년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지원규모가 4조 635억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9,826억
원(15.9%), 노동부 4,169억원(6.9%), 정보통신부 2,365억
원(3.9%), 농림부 1,411억원(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14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
책자금의 규모는 총 6조 1,751억원이며, 이 중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규모가 4조
635억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13) 중소기업청은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매년 2조 4,000억원 규
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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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2003년
규모
중기청 37,145

비중

2004년
규모

57.3 35,886

2005년

비중

규모

58.9 37,851

비중

2006년
규모

57.3 36,170

2007년

비중

규모

비중

59.9 40,635

65.8

국방부

160

0.2

87

0.1

131

0.2

148

0.2

58

0.1

과기부

2,226

3.4

1,050

1.7

880

1.3

12

0.0

546

0.9

문광부

1,637

2.5

456

0.7

369

0.6

927

1.5

107

0.2

농림부

1,157

1.8

947

1.6

1,281

1.9

740

1.2

1,411

2.3

22.1 11,871

19.6

9,826

15.9

산자부 11,974

18.5 12,734

20.9 14,632

정통부

3,553

5.5

3,186

5.2

2,564

3.9

2,584

4.3

2,365

3.9

복지부

163

0.2

295

0.5

320

0.5

171

0.3

69

0.1

환경부

1,203

1.9

1,260

2.1

1,639

2.5

1,500

2.5

1,434

2.3

노동부

3,537

5.5

4,202

6.9

5,751

8.7

4,848

8.0

4,169

6.9

여성부

100

0.2

100

0.2

49

0.1

74

0.1

-

-

건교부

1,427

2.2

156

0.3

184

0.3

244

0.4

51

0.1

해수부

476

0.7

485

0.8

371

0.6

512

0.8

453

0.7

특허청

59

0.1

80

0.1

54

0.1

621

1.0

627

1.0

합 계 64,817 100.0 60,924 100.0 66,076 100.0 60,421 100.0 61,751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앙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용도는
2006년의 경우 중소기업구조고도화가 40% 수준을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기술혁신, 창업·벤처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지방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지방정부14)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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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4년부터 중앙정부와 매칭펀드 방식
으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15).
1994~2004년 기간 동안 16개 시·도별 광역자치단체가 조
성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총 6조 6,276억원(시·
도 자체 조성액 : 2조 7,607억원, 중앙정부 지원액 : 3조
8,6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6개 시·도별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병행
하여 시·도가 자체 조성하는 재원으로 이차보전(대출금액의 평
균 2.5%)하는 협조융자 방식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
으며, 동 자금의 규모는 매년 3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시·도별 자치단체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용도는 벤처기업 창업, 지역중
소기업의 설비자동화, 경영안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Ⅲ-4>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1994~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중앙

7,956 4,458 4,362 3,962 3,662 3,662 3,807

3,750 3,050 38,669

지방

7,315 3,689 3,530 3,256 1,664 2,408 1,872

2,004 1,869 27,607

합 계 15,271 8,147 7,892 7,218 5,326 6,070 5,679

5,754 4,919 66,276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상기 자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 기준이며, 상환 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통계자
료임(시장재개발사업자금 포함).

14) 지방정부는 16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함.
15) 중앙정부의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1994∼2004년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2005년 이후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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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산기금의 운용실태
(1) 재원조성 현황
중산기금16)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출
연금, 채권발행 차입금, 외화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
성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조성된 중산기금의 누계액은 13조
9,965억원으로 정부재정 지원이 18.3%(2조 5,609억원), 채
권발행 및 외화차입금 등이 81.7%(11조 4,356억원)를 차지

<표 Ⅲ-5>

중산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단위 : 억원

2004년까지

2005년까지

43,597

36,830

30,581

25,609

- 일반회계 출연

17,715

18,185

18,463

18,579

- 재특회계 차입

25,882

18,645

12,118

7,030

공공기관 출연금 등

1,634

1,778

1,862

1,879

83,950

99,360

108,569

113,423

외화차입 등

2,408

2,062

1,640

1,401

운용수익

△853

△1,653

△2,376

△2,347

130,736

138,377

140,276

139,965

정부재정 지원

채권발행 차입금

기금조성 계

2006년까지 2007년까지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 1) 기금조성실적은 각 연도 회계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재특회계 및 외화차입의 감소는 신규 조달보다 상환 금액이 많기 때문임.

16) 중산기금은‘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약어(略語)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
부분 중소기업에게 융자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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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중산기금의 조성 누계액은 2004년 13조 736억원,
2005년 13조 8,377억원, 2006년 14조 276억원으로 증가 추
이를 보이다가 2007년 13조 9,965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중산기금의 항목별 재원조성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어들고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재특회계 차입을 줄이고 채권발행을 통해 기금을
운용토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위한 중산기금의 재원조달 잔액은 2007
년 말 현재 12조 1,930억원이며, 이 중에서 채권발행이
93.1%(11조 3,499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특회계 차입
은 5.8%(7,030원), IBRD 차관자금은 1.1%(1,401억원)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발행액 11조 3,499억원 중 사모채권(상환
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은 3조 5,370억원으로
31.2%에 불과한 반면, 공모채권(상환기간 3~5년, 만기 일시

<표 Ⅲ-6>

중산기금의 융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단위 : 억원

2007년
예산

실적

(2007.12. 말 현재)

28,380

24,200

121,930

재특차입

-

-

채권발행

28,380

24,200

113,499

- 사모채권

7,000

7,000

35,370

- 공모채권

21,380

17,200

78,129

IBRD 차관자금

-

-

합계

차입금

조달잔액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7,0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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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은 7조 8,129억원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다.17)

(2) 지원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원
을 조성하여 2008년도에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

<표 Ⅲ-7>

중산기금의 지원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2008 예산
(억원)

융자한도

대출기간

기준금리

시설/운영(억원) 시설/운영(년) (3/4분기, %)

중소벤처창업자금

6,400

20/5

8/5

4.79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200

10/3

8/5

4.79

시설개선

7,904

30/3

8/3

4.79

지식서비스

1,000

10/5

8/3

4.79

기업 간 협력

2,127

40/5

10/5

4.79

긴급
경영안정
자금

원·부자재 구입

2,950

5

3

4.79

재해복구

500

10

3

4.09

수출금융

663

10

180일 이내

4.79

구조조정
자금

회생특례

200

10

3

7.59

1,100

30/5

8

4.79

경영혁신
자금

사업전환

합 계

24,044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정책자금별 지원규모는 2008년 예산 기준이며, 기준금리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 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변동되고 있음.

17) 사모채권은 상환기간이 8년이고 공적자금인수기금에서 인수가 가능하나, 공모채권은
상환기간이 2년, 3년, 5년, 7년, 10년 등으로 다양하여 일반 채권시장을 통해 인수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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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규모는 2조 4,044억원(2008년 초 예산기준)이며, 지원
사업은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구
조조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5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도 정책자금별 지원규모는 중소·벤처창업자금
6,4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200억원, 경영혁신자금 1
조 1,031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113억원, 구조조정자금
1,300억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는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
체로 시설자금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자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운전자금 3~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 기
준금리는 4.79%(2008년 3/4분기)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 기준금리는 2007년까지 1년 주
기의 변동금리로 운용해 왔으나, 2008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
금 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대출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으며,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간 차이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
이고 있다. 즉, 2005년 6월의 경우 중산기금의 대출금리가
4.40%로 금 융 기 관 가 중 평 균 대 출 금 리 (5.72%)에 비 해
1.32%p 낮았으나, 2006년 9월에는 그 차이가 1.94%p,
2007년 9월에는 2.11%p, 2008년 6월에는 2.40%p, 그리고
2008년 8월에는 그 차이가 2.71%p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산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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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기금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05.6. ’05.12. ’06.9. ’06.12. ’07.6. ’07.9. ’07.12. ’08.6. ’08.8.
금융기관대출금리(A) 5.72

5.92

6.34

6.40

6.63

6.86

7.27

7.21

7.50

중산기금대출금리(B) 4.40

4.40

4.40

4.40

4.75

4.75

4.75

4.81

4.79

금리차(A-B)

1.52

1.94

2.00

1.88

2.11

2.52

2.40

2.71

1.32

자료 : 한국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주 :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임.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차등금리체계를 갖고 있으
며, 신용등급별 차등금리와 대출유형별(신용, 담보) 차등금리
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폭은 1.2%p
이며,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0.5%p를 적용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용등급별 금리체계
는 신용등급 B+부터 D까지 10단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B+의 경우 4.39%, 신용등급 D의 경
우 5.59%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산기금에 의한 정책자금 융자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

<표 Ⅲ-9> 중산기금 정책자금의 신용등급별 금리(2008년 3/4분기 기준)
단위 : %

A
×

+

B

B

CC

+

CC CC

-

C

+

C

-

C

D

+

D

4.39 4.59 4.79 4.89 4.99 5.09 5.19 5.29 5.39 5.59

-

E

×

×

D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 가산금리는 CC+ ~ C- 등급은 0.1%p, 나머지는 0.2%p를 적용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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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로 직접 대출
하는 방식(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
서부,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는 방식(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
신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이 있다.
그런데 중산기금에 의한 정책자금 융자대상 중소기업 선정의
경우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신용상태가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
선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산기금에 의한 정책자금의 융자대
상 기업 선정 시 신용도가 우수한 중소기업은 일반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원규모 추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는
2004년 2조 4,177억원에서 2005년 2조 6,922억원, 2006
년 2조 3,933억원, 그리고 2007년에는 2조 4,803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2004년 이후 2조 4,000억원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같이 매년 지원하는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
잔액은 2007년 말 9조 1,566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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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개별 자금
별로 살펴보면, 벤처창업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증가 추
세를 보인 반면, 경영혁신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2003년 3,200
억원에서 2004년 3,310억원, 2005년 3,883억원, 2006년
5,610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3
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6,2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3년 549억원에서 2004년 750
억원, 2005년에는 92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000억원이 지원되어 2003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경

<표 Ⅲ-10>

중산기금의 융자 지원규모 추이
단위 : 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200

3,310

3,883

5,610

6,200

(8,774)

(8,996)

(10,714) (13,767)

(17,151)

549

750

924

849

1,000

(1,493)

(1,934)

(2,348)

(2,677)

(2,941)

13,500

17,000

17,925

13,132

12,710

(41,191)

(51,337) (59,969) (62,947)

(64,232)

148

127

151

30

1,190

(184)

(241)

(250)

(377)

(1,499)

1,843

2,990

4,039

4,312

3,703

(7,898)

(6,442)

(5,979)

(5,894)

(5,743)

22,899

24,177

26,922

23,933

24,803

(59,540)

(68,950) (79,260) (85,662)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 ( ) 안은 연도별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임.

(9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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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혁신자금은 2003년 1조 3,500억원에서 2004년 1조
7,000억원, 2005년에는 1조 7,92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1조 3,132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4,793억원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422억원 줄어든 1
조 2,710억원이 지원되었다.
구조조정자금은 2003년 148억원에서 2006년 3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사업전환자금의 지원조건 완화와
함께 1,190억원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3년 1,843억원에서 2004년 2,990억원, 2005년 4,039
억원, 2006년 4,312억원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지원
규모가 3,7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추이를 대출 유
형별로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중진공 직접대출의 규모 및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한 반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은 그 규모 및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2004년 총 4,795억원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9.8%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9,784억원
(36.3%), 2006년에는 1조 493억원(43.8%), 2007년에는
1조 689억원(43.1%)으로 지원규모 및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중진공 대리대출의 경우는 2004년 1조 9,382억원으로 전
체 지원규모의 80.2%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지원규모
가 1조 7,138억원으로 줄어들어 지원비중도 63.7%로 감소하
였으며, 2007년에는 지원규모 및 지원비중이 각각 1조 4,114
억원, 56.9%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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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기금의 대출유형별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합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직접대출

1,086

1,417

2,378

2,754

대리대출

2,224

2,466

3,232

3,446

직접대출

750

924

849

1,000

대리대출

-

-

-

직접대출

366

3,741

3,768

3,508

대리대출

16,634

14,184

9,364

9,202

141

-

직접대출

127

대리대출

-

직접대출

2,466

3,561

3,468

2,953

대리대출

524

478

844

750

직접대출

4,795
(19.8)

9,784
(36.3)

10,493
(43.8)

10,689
(43.1)

대리대출

19,382
(80.2)

17,138
(63.7)

13,440
(56.2)

14,114
(56.9)

합계

24,177
(100.0)

26,922
(100.0)

23,933
(100.0)

24,803
(100.0)

10

30

474

-

716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산기금의 지원자금을 대출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발기술사
업화자금의 경우 100% 직접대출 방식으로 융자되고 있으며,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의 비중이
대리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영혁신자금의 경우는 직접대출
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타 자금에 비해 대리대출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산기금의 지원자금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04년 이
후 종사자 수 2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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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중산기금의 기업규모별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인 미만

10,116

41.8

11,273

41.9

10,128

42.3

11,040

44.5

20~49인

7,029

29.1

7,720

28.6

7,480

31.3

7,412

29.9

50~99인

3,819

15.8

4,063

15.1

3,610

15.1

3,840

15.5

100~299인

2,787

11.5

3,415

12.7

2,476

10.3

2,335

9.4

300인 이상

426

1.8

451

1.7

239

1.0

176

0.7

24,177

100.0

23,933 100.0

24,803

100.0

합 계

26,922 100.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반면, 종사자 수 50인 이상 중규모 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사자 수 20인 미만의 소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1.8%
에서 2006년 42.3%, 2007년에는 44.5%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4) 지원사업의 특징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운용실태에
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목적이 매
우 높고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 둘 경우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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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시설개선,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산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
책자금이 정책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직접 융자
하는 직접대출의 비중이 2004년 19.8%에서 2005년 36.3%,
2006년에는 43.8%로 증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대리대출
은 2004년 80.2%에서 2005년 63.7%, 2006년에는 56.2%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대출의 비중이 증대하면
서 부동산 담보부 대출보다는 순수신용 및 보증서부 대출이 증
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8)
셋째,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기업
에 대해 정책자금의 지원비중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담보 및 신용 부족으로 정책자금을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
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출금리 측면에서,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
반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평균 2.71%p(2008.8.) 낮게 책정하
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시장실패의 보정과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
18) 2006년도의 경우 중진공 직접대출 총액(1조 493억원)에서 차지하는 신용 및 보증서
부 대출액의 비중이 76.4%였으나, 2007년 9월 말 현재 직접대출 중 신용 및 보증서
부 대출비중은 81.8%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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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운용하되, 적정한 금리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대출금리 결정 시 대
출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금융기관은 자
금대출에 따른 금리결정 과정에서 대출기간을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다.19) 즉, 대출기간의 장기화에 비례하여 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대
출에 따른 리스크 절감 차원에서 대출기간을 금리결정에 반영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실태조사 결과,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BB++인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신규로 대출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시장금리+자금만
기 스프레드+신보료 및 교육세+신용위험비용)에 가산금리(자본비용+업무원가+목
표이익)를 합하여 결정한다. 특히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스프레드는 융자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으며, 최단-최장 대출기간 간 금리차를 3.0%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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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 및 비판적 논의
(1) 개념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림 Ⅲ-1>에서 보았듯이, 중소기업 정
책자금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
기관을 통한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위탁을 하여 대출하도록
하는 대리대출(혹은 간접대출20))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에 비해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
하여 금융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중
20)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의미인‘간접대출’과‘대리대출’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중소기업에 보다 익숙한‘대리대출’의 용어를 사용하고, 주
요국 제도 설명 부분에서는 직접대출과 대비하여‘간접대출’의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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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중소기
업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 개입이 없는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과
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한 민간 금융기
관은 대출금리의 인상이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역
선택(adverse selection)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에서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할당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가격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담보력이 취
약한 중소기업은 높은 대출금리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
기업에 자금이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
기 위한 정부 개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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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이 꾸준하게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1년 144조 9,910억원에서
2007년 369조 9,000억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국
내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
중도 2001년 38.3%에서 2007년에는 46.2%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
출이 2배 이상 증가한 2001∼2006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난을 호소한 중소
기업의 비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다소 곤란”응답 중소기업
이 35.7%,“매우 곤란”응답 중소기업이 5.2%에서 2006년

<표 Ⅳ-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추이
단위 : 10억원, %

1997

2)

2001

2003

2005

2006

2007

1)
잔 총대출(A) 135,320 378,595 533,025 610,191 699,680 800,498
액
중소기업(B) 57,296 144,991 237,675 56,489 301,801 369,900
기
준 비중(B/A)
42.3
38.3
44.6
42.0
43.5
46.2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각 연도
주 : 1) 국내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 외은지점 제외)의 원화대출금 기준
2) 일반은행 원화대출금 기준임. 당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약 100
조원 정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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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중소기업 자금사정(전년도 대비)
단위 : %

매우 원활 다소 원활 전년과 비슷 다소 곤란 매우 곤란
2001년(A)

1.8

22.0

35.3

35.7

5.2

2006년(B)

1.1

11.8

41.2

37.8

8.1

증감(B-A, ％p)

△0.7

△10.2

5.9

2.1

2.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금융이용애로실태조사 결과」, 각 연도

에는“다소 곤란”37.8%,“매우 곤란”8.1%로 오히려 자금
난을 호소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이 크게 증가해도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어
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
난에는 담보대출 관행, 재무요인 평가에 치중한 은행의 대출심
사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총 자금공급이 크게 확
대되어도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은 여전하며, 특히 중소
기업 내에서의 자금사정의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전반적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한 속에서도 자금에 대한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 및 소기업 등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별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경기 완충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 변동 상황에 매우 민감하

제Ⅳ장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그림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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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병선,“중소기업금융의 최근 동향 및 과제”, 2007.6.

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1>에서 보듯이, 중
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경기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
서 변동하고 있으며, 대략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 하락에 6개월 정도 앞서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의
하락이 먼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가 위축
될 조짐을 보이면 은행은 한 발 앞서서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
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변동의 이러한 모습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은
행의 위험회피적인 중소기업대출 행태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경기 순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
업 대출이 축소되는 시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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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늘림으로써 경기 완충(buffer)적인 역할
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경기 순환 과정에서 중소기
업 자금사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민간 금융기관
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대응하여, 완충적 기능으로서도 중소
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비판적 논의 : 과다 지원 비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비판적 논의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
금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정책자
금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들 수 있을 것이다2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과다 지원’의 비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
로 한다.
우선 지적할 것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
판은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
용하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

2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과다 지원 논란은 신용보증지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인 약 60조∼70조 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이며, 본 장의 지원성과 분석은
약 2조 원의 중산기금 대출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원성
과 분석 결과를 직접 과다 지원 비판에 대한 논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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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비판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다. 중소기업‘과다 지원’
의 비판이 빈번한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비
단 경제적 효율의 논리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논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비인기 정책보다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치·
사회적 유인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측정 기준
에 따라 다르지만, 2006년 말 현재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
기술신보, 지역신보 등 포함) 43조 7,000억원을 포함하여,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등을 모
두 합산하면 대략 60조원(잔액 기준)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러
한 정책자금 규모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잔액 301
조원(2006년 말) 대비 19.9%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림 Ⅳ-2>

제조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형태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금융이용애로실태보고서」, 2006.
주 : 1)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직접대출을 포함하여 산자
부, 중기청 등의 정부 재정자금을 말함.
2)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종금사, 보험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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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2006년 12월)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중 약 71.9%가 은행 차입이며, 정
책자금이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
사 결과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
소기업 외부조달의 약 20%를 상회하는 규모로 추산된다. 이러
한 정도의 지원 규모라면,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 속한 여러 나라 중에서 국별 GDP 대비 중소기업 정
책자금 지원 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일 것이 분명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물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 및 어떠한 양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재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고
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를 무조건 즉각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여기에 맞추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규모를 즉각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설
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급속한 축소 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
다. 특히 최근의 상황처럼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
황에서는 정책자금의 축소 조정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부담스
러운 정책 추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적정 규모’는 실제로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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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 방법에 따
라서 그 결과치가 매우 가변적이다.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의 자금운
용 행태(부채비율 및 자금수요 등)는 물론 중소기업의 금융 환
경 변화 및 경기 순환 변동 등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결정 요인을 모두 감안하여‘적정 규모’
를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혹 엄밀하게 측정한다
고 해도 매년 측정값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정책 목표치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가변적이다.
정책자금의‘적정 규모’의 측정이 이처럼 어렵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측정치가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축소에
반대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정책자금의‘적정 규모’를 얼
마든지 크게 산출할 수 있으며,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
부 학계는 그 반대의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측정 결과가 보다 적합한지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적정 규
모’를 산출하여 목표치로 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원 규모를
즉시 축소 조정한다는 의견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형별로 지원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을 통해
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수요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시킨
이후에, 축소된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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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축소해 가는 방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충
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신용보증지원의 경우에는, 적정 보증 규모를 임의로 설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일시에 축소하기보다는 신용보증 지원대상의 합
리적 축소 조정이 우선 필요하다. 즉, 자력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한
다면, 신용보증 수요는 현재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신용보증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신용보증의 공급을 축
소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도 신용보증 과다 공급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사적 이익을 추
구하는 민간 은행이 공적인 정책자금 대출심사를 적절하게 수
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별도의 보완장치를 강구하거
나 혹은 신용보증지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
이다. 만약, 신용보증지원과 정책자금의 대리대출(간접대출)을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그만큼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2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축소 조정
보다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22) 제Ⅴ장 주요국 지원제도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의 대리대출, 정책
자금의 직접대출을 우리나라처럼 모두 상당 규모로 시행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이는
지원 제도가 기능상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대출과 신
용보증지원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면 대리대출의 효과(은행의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
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를 거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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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직접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현재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 이처럼 축소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 규모를 줄여 간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
서도‘지원 규모’를 적절하게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과다지원 비판은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개
선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논란이
많았던 사실을 반영하듯이, 지난 수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의 지원성과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했다. 또한, 그동안의
여러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보여 주기보다는 서로 상반된 다양
한 연구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
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연구는 정책
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며, 지원성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하
여 특히 2004년 이후 수행된 다양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상반된
결론의 주요 내용 및 각각의 한계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김현욱(2004)24)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원 중소기업의
23)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성과 측정 결과 및 시사점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24) 김현욱,「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KDI,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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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동 연구는 1998∼2003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운용하는 12개 정부 부처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정책자
금을 지원받은 6,628개 중소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지원 중소기업의 수
익성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특
히 창업초기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과
비지원 중소기업 간의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실증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
금의 지원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김현욱의 연구 결과는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부족 논란에 있
어서 객관적인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당시 큰 반향
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를 단순히 더미변수로 처리(지원=1, 비지원=0)하는 등
통계 활용면에서는 다소 제약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만약, 통
계 활용이 가능했다면 지원 중소기업의 규모를 감안한 정책자
금 지원 금액을 변수로 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했을 것이다. 또
한, 동 연구에서는 통상 저금리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직접적
이고 산술적인 경로를 통한 지원 효과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다
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 연구에서는 지원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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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되었으며, 지원된 이후에도 지원 중소기업이 수익성 개
선 노력을 덜 하기 때문이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구
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25)
둘째, 강종구·정형원(2006)26)의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보
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강종구·정형원의 연구에서는 한국
신용평가회사의 DB에 수록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경영
통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민간 금
융시장의 적정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거나 적정
대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된다는 점에 착안하여,「적정
대출금리-실제 대출금리」또는「실제 대출규모-적정 대출규모」
로 금융지원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정
책자금 지원은 혁신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도 업력이 짧
은 기업일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지원
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 연구에서는 향후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일반
중소기업 위주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 갈 필요성
25)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에 내부 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정
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의“직접적이고도 산술적인 지원 효과”를 1차 지
원성과로 정의하고 측정한 결과, 지원 정책자금의 잔액 대비 3.6%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 비효율성을 초래할 정도로 큰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서 우수 중소기업은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6) 강종구·정형권,“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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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지원이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강종구·정형원의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효과 및 대출 규모의 확대 효과 등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세밀한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가 직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
소기업이 아니라 외부감사 법인 중소기업이며, 이는 총자산 70
억 원 이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활용 통계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셋째, 김준기·신기철 외(2006)27)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1994∼2005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체,
정책자금 신청 탈락업체 및 비신청업체(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자료 이용) 등 각각 1,500개사 총 4,500개 중소업체의
재무통계를 활용하고 있어서 다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용 통계가 광범위하다. 동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지원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
과, 정책자금 지원이 지원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평균
9.96%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27) 김준기, 신기철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원사업을 중심으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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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별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한 직접대출 유형이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비해서 높은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김준기·신기철 외(2006) 연구는 통계 활용에서 지원기업,
탈락기업, 비신청기업의 재무 통계를 모두 활용하는 등 활용
통계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계량 추
정 결과에서 매출액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모두
(+)의 지원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영업이익 절대 규모
에서는 지원효과가 (-)로 나타나는 등 실증분석 결과에 일관성
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의 일부 한계점도 보이고 있다.
넷째, 곽수근·송혁준(2003)의 연구28)는 코스닥 등록 중소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영성
과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
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서 이윤보·심충진 등(2006) 연구29)
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3년도 자금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유효응답 670개 중소기업)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상반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이처럼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에 활
용된 통계 및 분석 모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보다 개선된 분석모형과 통계 활용이 필요하다는
28) 곽수근·송혁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
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중소기업연구」, 2003. 131- 149.
29) 이윤보·심충진·김문현·이동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그 영향요인
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연구」,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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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성과 실증 분석
의 기본적인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정량적 분
석과 함께 정성적 측면에서의 제도 분석도 상호 보완적인 차원
에서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량적인 지원성과 실증분석과 함께
정성적인 측면에서 주요국 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및 운용비용 측정
본 절에서는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
단을 통하여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직접대출 및 대리대출)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을 분석해 보
기로 한다.
우선, 본 절에서는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직접적인 지원성
과에 해당하는‘1차 지원성과’(primary benefits, 일종의 보
조금 효과)와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에 미치는‘2차 지원성과’(2ndary benefits)로 구분하여 측
정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1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의 직접적
이고 산술적인 지원성과이다. 즉,‘1차 지원성과’는 중소기업
이 자력으로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 이상을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성(additionality) 효과30)
및 정책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효
30) 부가성 효과는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을 확대하는 효과이며, 자금의 가용성 증대 효
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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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합계이다. ‘1차 지원성과’는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가성 개념을 중시하여 지원성과를 측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본적인 목표에 잘 부합하는 성과 기준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자금의‘2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기
업의 경영 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즉,‘2
차 지원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
인(규모, 업력 등)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적인
효과(partial effects)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2차 지원성
과’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별의 적합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효과
(2차 지원성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시도하는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 지원성과 및 2차 지원성과로 구분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우선, 2차 지원성과만으로 지원성과를 측정하면
결과의 왜곡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2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 지원이 없이도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
능한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많이 포
함될수록 오히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러한 측면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
성을 제고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역할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의 측정과 함께 정책자
금의 부가성 개념에 기초한 1차 지원성과를 상호 보완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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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함께 측정을 시도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
금의‘1차 지원성과’및‘2차 지원성과’가 과연 모두 양(+)으
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1차 지원성과 및 2차 지원성과가 중소기
업 규모별,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일관되게 보이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정책자금의 전반적인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비
하여 정책자금 운용비용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측정을 시도
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운용에 어느 정도 비용
이 소요되는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는 정책자금 제도
운용에 소요되는 운용비용을 충분히 커버(cover)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절에서는 정책자금 지
원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정책자금 운용비용을 구체화하여 측
정하고, 측정된 운용비용과 지원성과(1차 지원성과)를 비교하
여, 비용-회수(cost-recovery) 정도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본 절에서의 분석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지원된
정책자금 대출에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자금의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실적은 물론 지원 이
후 2∼3년간 연속적인 재무 통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통계는
사실상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중소기업 통계 자료를 활용하
는 방안 이외에 달리 좋은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중산기금 정책자금 대출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산출된 지원성과 분석 결과가 직접 전체 정책자금 지원
규모(약 60조∼70조 원)의 적정성(과다지원 비판)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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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자료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1)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1) 1차 지원성과의 개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primary benefits)는
직접적이고 산술적인 지원성과이며, 지원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 이상을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성 효과 및 정책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간의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금리차 보조금 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예를 들면, <표 Ⅳ-3>에서 보듯이, 어떤 중소기업에 정책자
금 5억 원이 지원된 경우를 상정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정책자
금 지원이 없이도 은행에서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3억
원으로 가정해 보자. 이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차이(Δr=은행 대출금리(r)-정책

<표 Ⅳ-3>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 측정 개념(5억 원 지원 예시)
자력조달
(1-δ)

부가성
(δ)

합계

정책자금

3억 원

2억 원

5억 원

지원성과

금리차 효과
= 3억×Δr

부가성 효과
= 2억×(g-r*)

1차 지원성과
= 3억×Δr
+2억×(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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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r*))만큼 일종의 보조금(=3억×Δr)을 받는 효과가 발
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중소기업이 조달하기 어려웠던 2억 원 부분(부가성)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이 부분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
익을 총자산이익률(g)로 본다면, (총자산수익률-정책금리)만
큼의 보조금 효과(=2억×(g-r*))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 5억 원의 1차 지
원성과는 금리차 보조금 효과 및 부가성 효과를 합산한 3억×
Δr + 2억×(g-r*)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는 지원
중소기업 i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식 (1)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31)
Pbi(primary benefits)=(1-δ
)×Pli×Δr+δ
×Pli×(g-r*)...(1)
금리차 보조금 효과+부가성 효과
Pli : 정책자금 지원 금액(i 중소기업)
δ: 부가성 비율32)
Δr : 해당기업 신용에 따른 은행대출금리(r) - 정책금리(r*)
31)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정책자금 대출기간 전체 기간에 미친다고 할 때, 엄밀하게 본다
면, 1차 지원성과는 식 (1)을 대출 기간 전체에 대하여 현재가치화한 개념일 것이다.
식 (1)은 기간 중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32) <표 Ⅳ-3>의 예제에서 부가성 비율은 40%(= 2억 원/5억 원, %)로 표시된다. 일반
적으로 부가성 비율(δ)은 금리차(Δr)의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금리가 시
중금리보다 높아서 Δr이 감소하면 부가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식 (1)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금리차 보조금 효과는 줄어드는 대신에 부가성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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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g)-정책금리(r*)

Pli
= Pli×[-(r-r )+(g-r )]=Pli×(g-r)> 0........(2)
δ
식 (2)에서는 만약 g > r 이라면(즉,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이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고 가정하
면), 부가성(δ)이 증가할수록 정책자금 1차 지원효과(pbi)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심사에서
① 부가성(δ)이 높고 ② 총자산수익률(g)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를 높
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정책자
금 지원이 없으면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
업을 선별하여 지원할수록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primary
benefits)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차 지원성과
측정 기준의 이러한 내용은 정책자금 지원의 기본적인 목적이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 부합하는 것
이며, 그만큼 1차 지원성과의 측정이 매우 유의미한 성과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2) 1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 및 시사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식
(1)에서 보듯이,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별 정
책자금 지원 규모(pli), 부가성 지표(δ), 지원 중소기업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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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감안한 은행 대출금리(r), 정책금리(r*) 및 지원 중소기
업의 총자산이익률(g) 등 변수의 측정값이 필요하다.
① 활용통계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별 부가성 지표(δ)는 정책자금 지원
금액 중에서 만약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 자력으로 조
달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 측
정하였다. 부가성 지표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재무
통계를 이용하여 부채 규모 및 담보 여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33)
다른 방법으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직접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운
용에서 부가성 수준은 기업의 담보력 수준은 물론 자기자금과
부채 간 자금운용 결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재무 안정
성을 중시해서 외부 차입 수요가 줄어든다면, 동일한 담보력
수준에서 부가성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가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무적
판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부가성 지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재무 통계를 활용한 측정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없지 않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부가성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34)에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응답으로 인한 측정 오차를 보
33) 다음 절의 2차 지원성과의 계량 추정에서는 부가성의 대리 지표로 유형자산/부채(%)
를 활용하였다.
34) 설문조사의 대상은 2001∼2004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17개 제조 중소기업체임
(표본오차 및 표본구성 등은 <표 Ⅳ-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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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기 위해서, 부가성 측정을 업체 수 기준 부가성 지표(δ1)
및 금액 기준 부가성 지표(δ2)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완적으
로 비교 활용하였다.
우선, 업체 수 기준 부가성 지표(δ1)는 지원중소기업에 대하
여“만약 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중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
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다음의 <표 Ⅳ-4>에서 보듯이 유형
구분하고, 정책자금의 부가성을“완전 부가성”및“부분적 부
가성”의 합계 개념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정책자금의 부
가성(δ1)은 평균 35.5%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 수를 기준으
로 하여 부가성을 측정하였을 때,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
업의 64.5%가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도 (차입 조건의 차
이는 있겠지만) 자력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을 조달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측정 결과 나타난 부가
성 지표값 평균 35.5%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정책자금의 부가성이 낮다고 하는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

<표 Ⅳ-4>

정책자금 부가성(δ1)의 개념 및 측정 기준
측정 기준

완전 부가성

만약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조
달이 어려운 경우

부분적 부가성

만약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일부 자금은 자체 조달이
가능했지만 조달 금액은 정책자금에 크게 미달했을 경우

금리차 보조금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도, 동등 금액의 자체조달이 가능
했음. 다만, 대출금리, 기간 등의 조건은 불리했을 경우

실효성 미흡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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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과 민간 금융 사이에 상당 수준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업체 수 기준 부가성 지표(δ1)의 측정 결과를 중소기업 내에
서 규모별·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Ⅳ-5>에서 보듯이,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동 비중이 16.7%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
게 나타난 데 비해서, 종업원 5∼19인 소기업은 44.5%로 동
비중이 중기업의 2.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기업
일수록 정책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에 자력으로 필요 자금을 조
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창업초기기업
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체 수 기준 부가성 지표(δ1)과 달리, 금액 기준
부가성 지표(δ2)는 정책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성을
측정한 것이다.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만약 귀
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면, 신청 당시 귀사가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실제 지원받은 금액 100% 기준)?”라는 설문에서 자
력 조달 가능 금액이 60% 미만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을
통하여 부가성을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부가성 비율(δ2)은
평균 36.7%로 부가성 지표 δ1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금액의 36.7%만이 자력으로 조달하
기 어려운 금액이며 나머지 63.3% 자금은(지원 조건의 유·불
리를 불문하고) 자력으로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액
기준 부가성 비율(δ2)도 기업체 수 기준 부가성 지표(δ1)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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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규모별로는 소기업(44.5%)일수록, 유형별로는 창업
초기기업(55.0%)일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5> 참조).
한편, 은행의 대출금리(r)는 지원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신용
보증 포함)이 아닌 은행의 일반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받는
대출금리 수준이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은행 대출금리는 평균 7.2%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5∼19인 소기업은 7.6%, 20∼99인 중소기업은 7.2%, 종업
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6.8%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예상대
로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은행 대출금리가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 (1)의 부가성 효과의 (g-r*)에서 지원중소기업의 총자산
이익률(g)의 값은 총자산순이익률+은행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g-r*)는 정책자금 대출이자 비용을 제외
한 순이익률 개념이다. 총자산순이익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기업경영지
표」통계에서 2001∼2004년 제조 중소기업의 해당 규모별 평균
값을 활용하였다. 이 경우 전체 평균은 3.1%이며, 종업원 5∼9
인 소기업은 2.9%,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4.0%를 적
용하였다. 유형별 총자산순수익률은 모두 평균값인 3.1%를 적
용하였으나, 벤처(혁신형)기업의 경우에는 그룹의 특성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하여 평균 3.1%보다 0.9%포인트 높은 4.0%
를 임의로 상정하여 계산하였다. 끝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r*)는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평
균 4.7%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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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정 결과
<표 Ⅳ-5>는 위에서 서술한 통계를 활용하여 측정한 정책자
금 1차 지원성과(정책자금 단위당 지원성과)를 종업원 규모별
및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단위당 지원효과 :pi=pbi/pli=(1-δ)×Δr+δ×(gr*)...(3)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primary benefits)를
측정해 본 결과, 정책자금 단위당 1차 지원성과(식 (3))는 업

<표 Ⅳ-5>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규모별, 유형별)
부가성1)

은행

δ1

δ2

전체

35.5

36.7

7.2

직접대출

35.4

36.5

5∼19인

44.5

20∼99인

총자산

대출금리 순이익률

단위당 지원성과
p1

p2

3.1

3.6

3.6

7.2

3.1

3.6

3.6

55.6

7.6

2.9

4.2

4.6

36.3

35.0

7.2

2.9

3.5

3.5

100인 이상

16.7

16.7

6.8

4.0

2.8

2.8

대리대출

35.9

37.2

7.0

3.1

3.5

3.5

창업 초기 기업

55.0

50.0

7.7

3.1

4.7

4.5

벤처혁신형 기업

35.4

34.6

7.2

4.0

3.9

3.9

일반중소기업

36.1

37.5

7.2

3.1

3.6

3.6

구조조정기업

26.5

34.0

7.2

3.1

3.3

3.6

주 : 1) 부가성 지표 δ1은 기업체 수 기준, δ2는 금액 기준으로 측정한 부가성 지
표임. 단위당 지원성과 p1 및 p2는 각각 부가성 지표 δ1 및 δ2에 대응한
것임.

제Ⅳ장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73

체 수 및 금액 기준의 부가성 지표(δ1 및 δ2) 모두에서 평균
3.6%로 나타났다. 이는 예를 들면 매출액 20억 원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2억 원을 지원했다면, 1차 지원성과는 지원
금액의 3.6%에 해당하는 720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정책자
금을 지원받음으로 인해 지원중소기업은 연간 720만 원 상당
의 보조금을 받은 정도의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보았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서술했듯이, 이러한 효과는 금리차
로 인한 보조금 효과 및 부가성 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규모별로는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정책
자금의 단위당 지원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5∼19
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1차 지원성과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
난 데 비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1차 지원성과가
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비해서 종업원 5∼19인에 대
한 지원이 대략 1.5배 정도 높은 단위당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유형별로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4.7%) > 벤처·
혁신형 중소기업(3.9%) > 일반 중소기업(3.6%) > 구조조정
중소기업(3.3%) 순으로 단위당 지원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초기 기업을 지
원하는 것이 약 1.3배 높은 단위당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에서 나
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종업원 5∼19인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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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비해서 대략 1.3∼1.5배
정도 높은 단위당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사실은 결국 창업 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1) 2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2ndary benefits)는 정
책자금이 지원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매출 증대, 영업이익 증
가 및 생존가능성 증대 등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일종의 보조금
효과이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기업에 내부 비효율성
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다면35),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보조금 효과만큼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2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이 지원중소기업의 경
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하는 만큼 모든 지원

35)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2억 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지원중소기업 매출액은
20억 원 가정), 정책자금 보조금 효과는 2억 원의 3.6%인 약 720만 원이며, 이는 매
출액영업이윤율을 0.36%포인트 개선시키는 효과이다. 이 정도의 보조금 효과로 해당
중소기업에 내부 비효율성(x-inefficiency)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Ⅳ장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75

중소기업에서 항상 양(+)의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본 절에서처럼, 기업의 규모, 업력, 부채 비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큰 중소기업
일수록 지원 후 3년간 경영성과 개선 정도가 크다는 식으로 엄
격하게 검증 가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차 지원성과는 항상
양(+)의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가 양(+)의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 업력 및 부채 비율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많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
원대상 선정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절에서 실시하는 2차 지원성과의 측정을 통해서 검
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첫째, 2차 지원성과가 양(+)이라는 것
이다. 즉,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2차 지원성과도 1차
지원성과와 동일한 패턴으로 중소기업 규모별·유형별로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1차 지원성과
와 마찬가지로 2차 지원성과도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경
우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통계를 활
용한 계량 추정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방법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모두 실시하였다. 우선,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한 2차 지원성과의 측정은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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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 매출, 이윤 및 생존가능성 증가 등에 기여하는 정
도를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경영자의 종합적인 판
단 결과를 직접 조사한다는 장점이 있는 조사 방법이다.
다음으로,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 통계를 이용한 계량 추정을
통해서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를 측정하였다. 계량 추정 방
식은 통계적 유의성 및 검증 가능성 등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
만, 앞서 정책자금 선행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활용 통
계 및 선택된 추정 모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활용 통계의 입수 및 분석 모형의 설정에서 일부 개선을 시
도하였다. 우선, 활용 통계에서는 기존의 많은 관련 연구가 정
책자금 지원 변수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금액을 기업 규모(종업원 수)로 나
눈 상대값을 사용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개선을 시도하였다. 다
음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기업 규모, 업력, 부채비율, 담보 여력 및 경기 요인
(시간 변수) 등의 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여 중요 변수의
누락에 따른 모형표기오차(model specification error)36)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추정식 (6)에서 보듯이 정

36) 모형표기오차(model specification error)는 일반적으로 추정 모형 내에 적절한 변
수가 생략되거나,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됨으로써 발생한다. 특히, 적절한 변수가 생략
된 경우에는 편의 추정량(biased-estimators)이 되어서,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최소분석을 얻지 못함.)에 비해서 그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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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고용 및 출하액 성
장)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 계수가 기업의 규모 및 업
력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추정 모형
을 좀 더 세밀화하였다.
2) 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2001∼2004년 기간 동안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417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성
과와 관련한 설문조사(표본오차 ±4.8%)를 실시하였다37).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
하여,“귀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고용 증가, 매출 증가, 영
업이익 증가 및 생존가능성 증가 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었습니까?”라는 직접적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응답 결
과를 통하여 2차 지원성과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다음의
<표 Ⅳ-6>에서 보듯이, 정책자금 지원이 전반적으로 지원 중소
기업의 경영성과(고용 증가,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및 생
존가능성 증가 등)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지원이 해당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에
“매우 기여했다”혹은“약간 기여했다”로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의 53.1%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
가 및 생존가능성 증가에“매우 기여했다”(혹은“약간 기여했

37) 설문조사의 표본구성 및 개요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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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1)(종업원 규모별)2)
단위 : %

고용 증가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생존가능성 증가

전체

53.1

76.7

73.5

71.1

5∼19인

55.6

69.8

66.7

71.5

20∼99인

53.9

79.1

74.8

70.9

100인 이상

45.2

73.8

76.2

71.4

자료 :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주 : 1) 고용, 매출증대, 생존가능성 등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에서“① 매우 기
여”및“② 약간 기여”의 비중 합계 수치임.“③ 변화 없음”,“④ 별로
기여 못함”,“⑤ 전혀 기여 못함”으로 응답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비중임.
chi-square 검증 결과 종업원 규모별 성과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2) 규모별 통계는 직접대출을 받은 지원중소기업 339개사에 한정하였으며,
대리대출은 제외함.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76.7%, 73.5% 및 71.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
영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첫 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
과가 1차 지원성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내에서 규모별, 유
형별로 다르다는 두 번째 가설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고용
증대 효과는 규모별로 종업원 수 5∼19인의 소기업에서는 기
여했다는 응답 비중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종업
원 수 100인 이상의 중기업에서는 동 비중이 4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증대 효과는 지원중소기업의 규모
가 작을수록 지원성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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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1)(기업 유형별2))
단위 : %

고용 증가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생존가능성 증가

전체

53.1

76.7

73.5

71.1

창업 초기 기업

55.0

65.0

65.0

65.0

벤처혁신형기업

59.2

79.2

76.2

70.8

일반 중소기업

51.5

79.4

73.5

70.6

구조조정기업

41.5

67.9

69.8

75.5

자료 :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주 : 1) 고용, 매출증대, 생존가능성 등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에서“① 매우 기
여”및“② 약간 기여”의 비중 합계 수치임. chi-square 검증 결과 유형
별 지원성과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2) 직접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정함(대리대출 제외). 직접대출과 대리대
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와 관련한 지원성과는 종업원 5∼
19인 소기업보다는 종업원 2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서 생존가능성이 증가하는 성
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평균 71.1%로 고용증
가 효과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규모별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의 <표 Ⅳ-7>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창업
초기 기업, 벤처혁신형 기업, 일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업 등
으로 유형화했을 때38), 유형별로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를
측정한 결과이다.

38) 창업 초기 기업은 창업 후 5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구조조정기업은 회생특례 및 사업
전환 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음. 4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기타
로 분류하여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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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증대 효과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 및 벤처/혁신형
기업에서 지원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일반 중소기
업 및 특히 구조조정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증대효과가 매우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
가 등의 지원성과는 유형별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다만, 구조조정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 증가 효
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자금의 생존가
능성 증가 효과는 예상대로 구조조정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의 생존가능성 증가 효과가 규모
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매
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및 생존가능성 증가 등 경영실적 개
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자금의 2차 지
원성과는 양(+)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1차 지원성과와 마찬
가지로 규모별·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고
용 증가 효과는 소기업 및 벤처혁신형 기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 및 벤처혁신형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생존가능성 증가 효과는 규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은 데 비하여 유형별로는 예상대로 구조조정기업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도
1차 지원성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내에서 규모별,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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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계량모형 추정 결과)
여기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재무 통계를 활
용하여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가설
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본 절에서 검증코자 하는 가설은 설문
조사를 통한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첫째, 2차 지원성과가
(+)이고, 둘째, 2차 지원성과는 규모별·유형별로 다르다는 것
이다.
즉, 첫 번째 검증 가설은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양(+)
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정책
자금 지원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성과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검증한다. 두 번째 검증 가설은 정책자금의 2차 지
원성과도 1차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수
록,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크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다.
① 활용통계
본 절에서 2차 지원성과의 계량 추정에 활용한 통계는 2001
년 및 2002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직접대
출 혹은 대리대출)을 지원받고, 이후 3년간 주요 재무통계가
입수 가능한 4,59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원
연도를 2001년 및 2002년에 한정한 이유는, 지원성과 지원
후 3년 동안의 고용 증가율 및 출하액 증가율 지표를 활용하였
기 때문이다.39)
<표 Ⅳ-8>은 분석 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수에 대한 기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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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변수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기준 및 기초 통계량
내용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empgt

정책자금 지원 후 3년간 고용 증가율, %

4,590

4.2

16.0

salesgt

정책자금 지원 후 3년간 출하 증가율, %

4,590

21.3

43.6

pliemp0

정책자금 지원액/지원 연도 종업원 수,(천원)

4,590

emp0

정책자금 지원 당시 종업원 수, 명

4,590

53.5

66.0

years

창업 이후 업력(2007년 말 기준), 년

4,590

15.5

8.5

Δkl

정책자금 지원 3년간 자본집약도 변화, 배

4,590

1.9

6.9

dm1

대출유형 더미변수(직접대출=1, 대리대출=0)

4,590

-

-

dx1

지원시기 더미변수(2001년=0, 2002년=1)

4,590

-

-

dcap

지원당시 담보력 : 유형자산/부채총액, %

4,590

88.6

611.8

ddebt

자금 수요 지표 : 지원 후 3년간 부채 증가
(지원 당시 출하액 기준), %

4,590

91.2

737.7

14,086 23,851

계량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변수인 empgt 및 salesgt는 각
각 정책자금 지원 후 3년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 및 출하액
증가율이며, 지원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았다.
설명변수인 pliemp0는 지원된 정책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로 나눈 값이다. 이는 지원 중소기업의 규모를 감안
하여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정책자금의 성과
분석과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원 중소기업 규모 대비
정책자금 지원 금액을 변수로 측정하지 못하고(관련 통계를 입
수하지 못한 이유 등), 단지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더
39) 2003년 이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후 3년 뒤인 2006년 이후 통계를 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 통계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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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 혹은 지원 절대 금액을 지원 변수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분명히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변수인 emp0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정
책자금 지원 연도에 측정한 지원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이다.
years는 지원중소기업의 창업 이후 업력이다(2007년 말 기
준). Δkl은 지원 연도와 3년 후 기간 동안의 종업원 1인당 유
형고정자산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생산방식의 자본집약도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dm1 및
dx1은 각각 지원시기(2001년 및 2002년) 및 대출유형(직접
대출 및 대리대출)을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dcap은 정책자금 지원 연도에 측정한 지원중소기업의 유형
고정자산/부채 총액의 비율(%)이며, 지원 중소기업의 담보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이다. dcap의 값이 클수록 지원 중
소기업의 담보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dcap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만큼 담보력에 여유
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부가성(additionality)은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ddebt는 정책자금 지원 후 3년간 부채 총액 변화를 지원 연
도 출하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지원중소기업의 지원 후
3년간 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대리 지표이다. ddebt값이 클수록
정책자금 지원 후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부채 차입 금액이 많
았던 중소기업이며, 그만큼 자금 수요가 많았던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ddebt값은 크고 dcap
의 값이 작다면, 정책자금 지원 당시 담보력은 부족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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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 후 3년 동안 자금수요는 많았던 경우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② 분석 모형의 설정 및 추정 결과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
(2차 지원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활용
통계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며, 분석 모형의 설정에 있어서는
모형표기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매출액 300억 원인 중소기업에 1억 원의 정책자
금을 지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지원 중소기업의 규모에 비추어
지원자금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해당 중소기
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기업 규모를 감안한
상대적인 정책자금 변수(종업원 1인당 혹은 매출액 단위당 지
원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해서 2차 지원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에서 보듯이, 적절한 통계 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2차 지원성과
추정 모형에서 정책자금 지원 변수를 단지 지원 여부만을 나타
내는 더미변수 표시하거나, 지원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
무래도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계량 추정 모형에서 모형식별오차의 발생을 최대
한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기업 규모, 업력, 재무 안정성(담
보 여력 등), 경기 요인(시간 변수) 등 여러 변수를 추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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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설명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
했을 때,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partial effects)을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수립한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계량 추정 모형은 다음의 식 (4),(5),(6)으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empgti,t = c + α1 pliemp0 + α2emp0 + α3years + α4Δkl + α5dm1
+ α6dx1 + α7dcap + α8ddebt + ei,t ..................................(4)
salesgti,t = c + α1 pliemp0 + α2emp0 + α3years + α4Δkl + α5dm1
+ α6dx1 + α7dcap + α8ddebt + ei,t ..................................(5)

α1 = α10 + α11 years + α12 size ..............................................(6)
우선, 추정식 (4)에서는 정책변수는 지원 금액을 중소기업
종업원 수로 나눈 상대값(pliemp0)을 사용했으며, 설명변수에
는 기업의 규모(emp0), 업력(years), 노동집약도 변화(Δ
kl), 지원 시기 및 지원 유형(dx1, dm1), 담보 수준(dcap),
자금 수요(ddebt)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추정식 (5)
는 추정식 (4)에서의 성과 변수를 고용 증가율 대신에 출하액
증가율로 대체한 것이다.
추정식 (6)은 추정식 (4) 및 (5)에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를 나타내는 계수인 α1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규
모(size) 및 업력(years)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두 번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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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증하기 위한 식이다.
한편, 추정식 (4), (5), (6)을 기초로 하여 본 절에서 검증
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 :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양(+)이다.“정
책자금 지원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성과 개선 효과
가 크다.”고 하는 가설이 타당하다면, 추정식 (4) 및 (5)에서
추정 계수 α1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설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을 지
원받은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크

<표 Ⅳ-9>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구조식 회귀추정 결과
모형 1(추정식 (4)와 (5))
empgt

c

4.792 (6.72)***

pliemp0

0.15E-03 (4.96)***

salesgt
30.094 (17.33)***
0.159E-03 (3.62)***

emp0

-0.007 (-2.82)***

-0.014 (-2.78)***

years

-0.157 (-7.07)***

-0.756 (-12.53)***

Δkl

-0.130 (-2.73)***

0.236 (1.211)

dm1

0.063 (0.13)

-4.167 (-3.83)***

dx1

0.568 (1.17)

-1.438 (-1.36)*

dcap

-0.631E-03 (-4.41)***

ddebt

1.60E-02 (3.39)***

2

0.10 (67.1)***

adj-R

0.572E-03 (0.74)
0.032 (6.49)***
0.36 (331.5)

관측치수

4,590

4,590

D.W

1.78

1.78

주 : 1) ( ) 안은 t 값
2) ***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3)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활용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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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가설이 타당하다면, 추정식 (6)에서 추정 계수 α
11 및 α12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추정 결과는 <표 Ⅳ-9>와 같으며,
추정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식 (4) 및 (5)에서 추정 계수 α1은 모두 1% 유의
수준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 업력 및 담보 여력 등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정책자금 지
원 규모(지원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기준)가 클수록 중소기
<표 Ⅳ-10>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구조식 회귀추정 결과
모형 2(추정식 (4)+(6) 및 (5)+(6))
empgt

c

4.91 (6.26)***

pliemp0

0.22E-03 (3.91)***

salesgt
29.11 (16.45)***
0.348E-03 (4.32)***

pliyear

-6.11E-06 (-1.73)*

-2.20E-05 (-3.79)***

plisize

-2.10E-06 (-2.90)***

-5.51E-07 (-0.35)

emp0

-0.005 (-1.62)*

years

-0.105 (-2.89)***

Δkl

-0.131 (-2.76)***

-0.0237 (-3.66)***
-0.563 (-7.97)***
0.238 (1.22)

dm1

-0.32 (-0.64)

-4.65 (-4.31)***

dx1

0.633 (1.32)

-1.46 (-1.39)

dcap

-0.640E-03 (-4.35)***

ddebt

0.155E-02 (3.34)***

2

0.11 (57.3)***

adj-R

0.58E-03 (0.75)
0.032 (6.49)***
0.37 (268.5)

관측치수

4,590

4,590

D.W

1.78

1.78

주 : ( ) 안은 t 값
2) ***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3)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활용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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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영성과(지원 후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및 출하액
증가율)의 개선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정
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가 양(+)이라고 하는 가설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
둘째, <표 Ⅳ-10>에서 보듯이, 추정식 (6)에서 규모별·업력
별 2차 지원성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 α11 및 α12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고 업력이 낮을수록 정책
자금의 2차 지원성과가 크다는 두 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이다.
셋째, 추정식 (4)에서 dcap의 추정 계수는 (-), ddebt의 추
정 계수는 (+)로 나타났는데, 이는 담보 여력이 부족하고 자
금수요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정책자금 지원시기(2001년, 2002년) 및 지원유형(직접대출,
대리대출)의 차이에 따른 지원성과의 차이는 본 회귀 추정 결
과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추정 모형의 모형표기오차(model specification
error)를 검증해 본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고용 증가율(empgt)
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추정식은 모두 Ramsey RESET 검증
결과 모형표기오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0).

40) 고용 증가율(empgt)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식에 대한 Ramsey RESET(Regression
Specification Error Test)에서 F 값이 각각 0.80 및 1.1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
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모형표기오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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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비용의 측정과 비용-성과 비교
1) 운용비용의 개념 및 측정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이상,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와 함께 운용비용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자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원성과의 실증 분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제도의 운용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
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와 운
용비용을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하여 제도
의 운용비용을 간단하게 측정해 보고, 이를 지원성과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비용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제도의 운용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
자금 직접대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각종 비
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책자금 운용비용 = 대출재원 조달비용 + 대손발생비용
+ 관리비용 - 대출금 이자수익
여기에서, 대출재원 조달비용은 정부가 정책자금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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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측정하였다. 최근 수년 간 동
금리는 대체로 연평균 5.0%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본 절의 측정에서는 2003∼2006년 기간 평균 5.0%
로 가정하였다.
대손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원리금을 회수하
지 못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대손상각액을 기준
으로 측정하였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직접대출 잔액 대비
2.0%로 나타났으며, 2004년 2.6%, 2005년 2.2%보다는 다
소 하락한 것이다.
관리비용(기타 수익 제외)은 직접대출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에서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직접대출과 관련된 인건비 및
기타 사업비만을 정확하게 분리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03∼2006년 기간 관리비용을 편의
상 직접대출 잔액 대비 0.5%로 가정하였다. 이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기금관리비용에 대하여 총기금에서 직접대출 잔액
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값이다.
대출금 이자수익은 직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말하며,
중산기금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직접대출을 기준으로
측정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비용은 <표 Ⅳ-11>에서 보듯이
2006년을 기준으로 직접대출 잔액 대비 약 3.1%로 추산되었
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제도를 운용하는 데 따
른 기회비용이 직접대출 잔액 대비 3.1%에 달한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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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운용비용의 산출 내역
단위 : 억 원, %

2004

2005

2006

A. 직접대출(잔액)

11,167

16,066

20,588

B. 대손발생금액1)

293

347

416

C. 기금관리비용

524

570

612

2.6

2.2

2.0

E. 관리비용(C/A , %)

0.5

0.5

0.5

F. 재원조달비용(%)

5.0

5.0

5.0

3)

G. 대출금 이자수익 (%)

4.9

4.4

4.4

H. 운용비용(=D+E+F-G)

3.2

3.3

3.1

D. 대손비용(B/A, %)
2)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
주 : 1) 연도별 채권상각금액임.
2) 2006년의 경우에 기금관리비용 612억원 중 직접대출 관련 비용은 총기
금(12조 2,327억원) 대비 직접대출 잔액(2조 588억원) 비중인
16.8%를 감안하여 산출하였음(=612÷20588×0.168). 다른 연도는
2006년과 동일하게 가정함.
3) 해당 연도의 중산기금 평균 대출 금리를 참조함.

미한다. 직접대출 잔액 대비 정책자금 운용비용은 2004∼
2006년 기간 평균 3.2%로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운용비용과 지원성과의 비교 및 시사점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은 지원제도의 운용에 소요되
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사업을 기준으로 측정해 본 결과에서 정책자금의 직
접대출 잔액 대비 평균 3.2%(2004∼2006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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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표 Ⅳ-5>에서 살펴보았듯
이, 정책자금 지원 잔액 대비 약 3.6%로 산출되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통하여 정책자금의 운용비용
과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를 비교 검토(cost-recovery
test)해 보면, 정책자금의 평균 운용비용(3.2%)보다는 1차
지원성과(3.6%)가 +0.4%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의 제도 운용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운용비용에 비해
지원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혜택인 1차 지원성과
가 상대적으로 0.4%포인트 크다는 것이다.41)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편익(benefits)이 지원제도의 운용비용
을 다소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
책자금 직접대출 지원 시스템이 최소 실효성을 충족하고 있다
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책자금의 운용비용 및 1차 지원성과의 측정에 있어
서 활용가능한 통계의 제약으로 인해 측정에 오차가 불가피하
게 발생하였으며, 산출 기준 기간도 각각 다르다. 이러한 사실
을 감안한다면, 운용비용 및 지원성과 측정치의 해석 및 단순
비교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측정
상의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원성과-운용비용의 측정 시도
및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41)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2차 지원성과는 (+) 여부만을 검증하고 있어서, 운용비용과의 직접 비교
는 불가능하다. 다만, 직접적인 1차 지원성과가 이미 운용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2차 지원성과가 (+)로 검증된 만큼,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
과가 운용비용을 초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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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가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해 재정 부담을 무제한으
로 질 수 없는 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운용비용
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운용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는 물론 측정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서의 시도가 활용 통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용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다
면 제도 운용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
용비용의 증가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 공급
의 지나친 확대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당연히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혹은 운용비용의 일면이 아니라 양면을
모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운용
비용의 절감 노력이 지원성과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
며, 반대로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그 이상으로 운용비용
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운
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출사고 발생률을 무리하게 낮추고자
한다면, 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에서 대출금 회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부가성이 크
게 낮아지고, 지원성과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
원대상 선정에서 대출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지
원성과가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운용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도

94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의 객관적 측정 및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 운용비용 및 지원성과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례적인 성과조사는 물론 측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통계
정비 작업을 토대로 매년도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지원 예산의 합리적 편성
은 물론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지원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42)
(1) 설문조사 개요
1)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파악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과한 설문조사(이하‘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2001∼2004년 기간 중 중소기업진흥
42) 본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지원성과 측정 및 부가성 등과 관련한 조사 내용은 이미 앞
절의 지원성과의 측정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앞에
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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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직접대출 및 대리대출)을 지원받은 제
조 중소기업체 1만 4,656개사이다. 조사대상을 2001∼2004
년 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정
책자금을 지원받고 나서 2∼3년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경
영성과 개선 효과를 설문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응답한 중소기업은 총 417개 제조 중소기업이었으며,
직접대출 339개 중소기업(81.3%), 대리대출 78개 중소기업
(18.7%)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응답 표
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95% 신뢰수준에 ±4.8%포인트이다.
<표 Ⅳ-12>

설문조사 표본구성

전체
대출 유형

(응답 수)

비중(%)

(417)

100.0

직접대출

(339)

81.3

대리대출

(78)

18.7

19인 이하

(63)

18.6

20∼99인

(234)

69.0

100인 이상

(42)

12.4

종업원 규모
직접대출
기업 유형

종업원 규모
대리대출
기업 유형

창업초기

(20)

5.9

벤처/ 혁신

(130)

38.4

일반 중소기업

(136)

40.1

구조조정 기업

(53)

15.6

19인 이하

(24)

30.8

20∼99인

(27)

34.6

100인 이상

(27)

34.6

창업초기

(2)

2.6

벤처/ 혁신

(11)

14.5

일반 중소기업

(46)

60.5

구조조정 기업

(1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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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중소기업의 구성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표 Ⅳ12>에서 보듯이, 직접대출(표본 수 339개사)의 경우에 종업원
수 19인 이하의 소기업이 63개사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
며, 2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69.0%, 100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은 42개사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창
업 초기 기업(창업 후 5년 이하 중소기업 기준)이 5.9%, 벤처/
혁신형 중소기업 38.4%, 일반 중소기업 40.1%, 구조조정 기
업(회생특례, 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 중소기업)
15.6%로 구성되었다.
정책자금 지원 시기는 2004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
업이 215개사(51.6%)로 가장 많으며, 2003년 23.0%,
2002년 15.1%, 2001년 1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대상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자금 금액은
평균 4.4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접대출은 평균 3.4억원, 대
리대출은 직접대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평균 8.3억원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한 정책자금 규모에 비해
은행을 통하여 대리대출한 정책자금의 평균 규모가 매우 크다
는 것은 대리대출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
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지원성과 분석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
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중기업의 경우가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
할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 규모별 정책자금 평균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19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금액은 평균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20∼99인 중소기업은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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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유형 및 대상별 평균 지원 금액
단위 : %

대출 유형
전체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직접 대출
종업원 규모
19인
이하

기업 유형

20~ 100인 창업 벤처/
99인 이상 초기 혁신

일반 구조조정
중소 기업

1억 원 미만

10.6

12.4

2.6

34.9

8.1

2.4

45.0

7.7

16.2

1.9

1억∼2억 원

20.9

23.0

11.5

34.9

22.6

7.1

15.0

24.6

22.1

24.5

2억∼3억 원

25.2

27.7

14.1

15.9

32.1

21.4

15.0

29.2

25.7

34.0

3억∼5억 원

20.1

19.8

21.8

6.3

21.8

28.6

0.0

23.8

19.1

18.9

5억∼10억 원

12.9

10.0

25.6

4.8

9.4

21.4

10.0

10.0

7.4

17.0

10억 원 이상

10.3

7.1

24.4

3.2

6.0

19.0

15.0

4.6

9.6

3.8

합 (응답 수) (417) (339) (78) (63) (234) (42) (20) (130) (136) (5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억 원)

4.4

3.4

8.3

2.4

3.3

5.6 1.5 2)

3.3

3.4

3.2

주 : 1) 2001∼2004년 기간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토록 한 결과임.
2)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응답 결과가 의문시되는 3개사를 제외함.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중기업은 평균 5.6억원으로 기업 규모
가 클수록 정책자금 지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중소기업 유형별로 정책자금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정
책자금 직접대출을 기준으로 하여, 창업초기 기업(창업 후 5년
이하 중소기업)에는 평균 1.5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으
로 나타났다. 벤처/혁신형 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각각 평균 3.3억원 및 3.4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구조조
정기업(회생특례, 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 중소기
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도 3.2억원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경
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자금 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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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기업 유형보다는 기업 규모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설문내용의 구성
본 설문조사의 구성은 ① 기업의 일반현황, ② 정책자금 이
용실적, ③ 정책자금 이용 만족도 및 지원성과, ④ 향후 정책자
금 수요 및 개편방향 등으로 이루어졌다.43)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① 정책자
금의 필요성 검증(program rationality test), ② 정책자금의
부가성 검증(additionality test), ③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검
증, ④ 정책금리, 유형별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이다.
첫째, 정책자금의 필요성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이
민간금융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그 이유가 중소
기업의 담보 부족 및 은행의 보수적 대출 심사 등에 기인한다
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
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동기도 이러한 측면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였다.
둘째, 정책자금의 부가성(additionality) 검증은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이 어느 정도 증
가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다. 이는 정책자금의 기본
적인 목적이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 항목이라 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43) 설문조사서의 자세한 항목은 본 보고서에 첨부한 설문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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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한 부가성 지표(δ)는 앞서 분석한 정책자금 1차 지원
성과 측정에서 이미 활용하였다(<표 Ⅳ-5> 참조).
셋째,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검증은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의 경영성과(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생존 가능성 등)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설문조
사에서 지원성과의 분석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정책자금 2차 지원
성과 분석에서 이미 설명하였다(<표 Ⅳ-6>, <표 Ⅳ-7> 참조).
넷째, 본 설문조사에서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재와는
반대로 시중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는 민간 금융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의 경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
개편 작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다.
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의 대리대
출 형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에 대한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직접대출, 대리
대출, 신용보증지원 간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조사 항
목을 포함하였다.

(2) 정책자금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program rationality)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자금 지원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자금애로(financial gap)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10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애로가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정보의 비대칭
성 혹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의 실제 이용
동기도 자금애로의 발생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지 여
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금애로(financial gap)의 발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만약 귀사의 경우에 필요한 외부차입금을 정책
자금(신용보증 포함) 지원이 전혀 없이 자력으로만 조달해야
한다면, 조달 가능한 금액은 필요자금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
니까?”라고 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약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다면, 필요
한 외부차입금의 평균 62.0%만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답
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신용보증 포함) 지원이 전혀
없다면,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이 필요자금의 50% 미만이
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전체의 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정책자금 지원이 없다면 중소
기업이 민간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
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financial gap)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자력으
로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필요자금의 50% 미만이라고 응답
한 중소기업 비중은 종업원 수 19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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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금 대비 자력조달 가능 금액 비율
단위 : %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전체
19인
이하
필요자금 90% 이상

20~
99인

기업 유형

100인
이상

창업
초기

벤처/
혁신

일반 구조조정
중소 기업

22.1

17.5

19.7

40.5

15.0

26.2

19.1

20.8

80~89%

9.4

6.3

10.3

9.5

0.0

8.5

8.8

17.0

70~79%

12.0

11.1

12.0

19.0

15.0

12.3

12.5

13.2

60~69%

6.7

4.8

6.8

7.1

10.0

4.6

8.1

5.7

50~59%

17.3

17.5

20.9

9.5

20.0

20.0

19.1

15.1

필요자금 50% 미만

27.1

31.7

26.1

9.5

30.0

24.6

25.7

22.6

5.5

11.1

4.3

4.8

10.0

3.8

6.6

5.7

(사례 수)

(417)

(63)

(234)

(42)

(20)

(130)

(136)

(5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2.0

57.3

61.5

76.8

56.1

63.9

잘 모르겠음
합계
평균(%)

1)

61.3

65.4

주 : 1) 평균(%)값은 구간별 중간값을 이용하여 계산함.

31.7%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중기업
은 동 비중이 9.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
원 없이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도 종업원 19인 이하
소기업은 평균 57.3%, 종업원 20∼99인 중소기업은 61.5%,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76.8%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평균적으로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
량이 크다는 것이며, 그만큼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작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전혀 없이도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창업 초기 기업(창업 후 5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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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평균 56.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조조정기업이
65.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벤처/혁신형 기업은 필요자
금의 63.9%, 일반 중소기업은 필요자금의 61.3%를 정책자금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
인 벤처/혁신형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없이도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창업 초기 기업의
56.1%보다 매우 높고,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벤처/혁신형 기업의
경우에 정책적 육성의 전략적 중요성은 높지만 정책자금 지원
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벤처/혁신형 기업 중에는 자금조달 역량이 우수한
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이해된다.
결국, 정책자금의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민간 금융시장에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
업 중에서도 특히 종업원 19인 이하 소기업 및 창업 5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의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정책자금의 1
차 및 2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력만으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 이유가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 은행의 보
수적 대출심사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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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주 : 2개 복수응답 가중 평균 = (1순위×2)+(2순위×1)

혹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설문조사에서는“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
분히 조달하지 못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
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담보 부족이 37.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15.0%, 높
은 대출금리 13.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9인 이하의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
업은 담보 부족 요인이 각각 38.7% 및 4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중기업의 경우는
담보 부족 어려움(22.0%)과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어려움
(21.0%)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중기업의 경우
에는 필요자금의 자체 조달 가능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
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도 담보 부족보다는 대출금리인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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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과 은
행의 보수적 대출 관행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중소기업의 자
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의 목적은 당연히 담보 부족
과 은행의 보수적 대출 관행 때문에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동기는 담보 부족 이유로 은행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기술성
을 중시하는 대출심사 등의 사유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이용 동기를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한 주요 이유는, 첫째, 저금리(50.4%), 둘째,
대출기간 장기(14.5%), 셋째, 대출심사 사업성 및 기술성 중
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보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곤란해서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는 전체의 5.5%, 신용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9.7%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의도했던 대로 담
보 부족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기보다는, 자력으로도 자금조
달이 가능하지만 시중 대출금리보다도 낮은 정책자금 대출금리
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목적한 정책자금 운용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중기업은 저
금리, 대출기간 등 정책자금의 조건이 좋아서 정책자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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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5.4% 및 23.1%로 상대적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종업원 수 19인 이하의 소
기업은“저금리 및 대출기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39.4% 및
7.2%로 중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은행대출
곤란(10.6%), 신용대출 가능(17.2%), 대출심사 시 사업성
및 기술성 중시(18.9%) 등의 이유가 중기업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

정책자금 이용의 주된 이유
단위 : %

대출 유형
전체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19인
이하

기업 유형

20~ 100인 창업
99인 이상 초기

벤처/ 일반중소 구조조정
혁신 기업 기업

저금리

50.4

49.5

54.3

39.4

51.2

55.4

32.8

50.5

50.9

50.0

대출기간 장기

14.5

13.2

20.2

7.2

13.0

23.1

10.3

13.0

12.4

16.7

은행대출 곤란
(담보 부족 등)

5.5

5.5

5.4

10.6

4.5

3.3

13.8

3.6

7.0

3.2

대출금액이 큼

2.2

1.3

6.3

3.3

0.7

1.7

3.4

1.0

1.6

0.6

대출절차의
신속·편리

2.1

2.1

1.8

1.7

2.5

0.8

1.7

2.3

1.8

2.6

신용대출 가능

9.7

11.0

4.0

17.2

10.7

3.3

12.1

10.4

10.3

13.5

사업성 및 기술성
중시 대출심사

12.0

14.0

3.1

18.9

14.3

5.0

22.4

17.2

11.1

10.3

적기대출 가능

2.2

1.8

3.6

0.6

1.5

5.8

0.0

0.8

2.8

2.6

기타

1.5

1.5

1.3

1.1

1.6

1.7

3.4

1.0

2.1

0.6

합계
(사례 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17) (339) (78) (63) (234) (42) (20) (130) (136) (53)

주 : 복수응답 가중 평균 = (1순위×2)+(2순위×1)

106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기업 유형별로는 창업 초기 기업이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저
금리 및 대출기간 장기 등의 이유보다는 은행대출 곤란
(13.8%), 신용대출 가능(12.1%), 대출심사 시 사업성 및 기
술성 중시(22.4%)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중소기업의 자
금애로가 존재하며, 그 이유가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 및 은행
의 보수적 대출 관행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
금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 이용 동기가 주로 저금리에 있다는 사실은 정책자금이 목
적대로 충분히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자금의 부가성에 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원 중소기업의 자
금 가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결과 지
원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하는,
이른바 부가성 검증(additionality test)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가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만약, 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
청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중 어떤 상황에 직면했
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를 <표 Ⅳ-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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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가성 지표(δ
1)의 분포
단위 : %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전체
19인
이하

20~
99인

기업 유형

100인
이상

창업
초기

벤처/ 일반중소 구조조정
혁신
기업 기업

완전 부가성 :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을 것(A)

11.0

17.5

9.4

4.8

25.0

10.8

9.6

5.7

부분적 부가성 : 일부
자체조달 가능, 금액은
정책 자금에 크게 미달
했을 것(B)

24.5

27.0

26.9

11.9

30.0

24.6

26.5

20.8

금리차 보조금 : 정책
자금 동등금액 자체조
달 가능, 조건에서는 크
게 불리

50.1

36.5

50.0

66.7

40.0

49.2

47.1

60.4

실효성 미흡 : 정책자
금을 못 받았어도 별다
른 영향이 없었을 것

14.4

19.0

13.7

16.7

5.0

15.4

16.9

13.2

사례 수

(417)

(63)

(234)

(42)

(20)

(130)

(136)

(5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5

44.5

36.3

16.7

55.0

35.4

전체

부가성 지표(=A+B)

36.1

26.5

와 같이 분류하고,“완전 부가성”및“부분적 부가성”의 합계
개념으로 부가성을 측정하였다.44)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가성(δ1)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
원 중소기업의 평균 부가성은 35.5%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
44) 정책자금의 부가성을 이처럼 완전부가성(fully financially incremental) 및 부분적
부가성(partially financially incremental)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시도로는, Industry
Canada, Evaluation of the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2004 Nov.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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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35.5%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지원 중소기업의 50.1%는 자력
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했지만, 단지 대출조건이 좋아서 정책
자금을 활용한 경우(보조금 효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중소
기업의 14.4%는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매
우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9인 이하 소기업의 부가성 지
표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평균 부가성 지표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종 업 원 수 100인 이 상 지 원 중 소 기 업 의 경 우 에 는
83.3%(=100%-16.7%)의 기업이 정책자금 없이도 은행 대
출이 가능했지만, 저금리, 장기 대출기간 등의 이점을 활용하
고자 정책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유형별로 부가성 지표를 살펴보면, 창업 초기 기업
의 평균 부가성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조정
기업의 평균 부가성은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유형별 부가성 측정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결국 정책
자금의 부가성이 종업원 19인 이하 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에
서 특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표 Ⅳ-5>에서 이
미 살펴보았듯이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와도 상
응하는 것이다. 즉,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도 소기업 및 창
업 초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가성의 측정을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완전 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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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분적 부가성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다소 임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설문에서
는 정책자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성 측정 지표를 산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약 귀사가 중소기
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당시 귀
사가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실제
지원받은 정책자금=100 기준)”에 대한 응답 중에서 동 비율
이 60% 미만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을 통하여 부가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이 정책자금의 60% 미만
이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 즉 부가성 지표(δ2)는
36.7%로 나타났으며, 부가성 지표(δ1)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수 19인 이하 소기업(55.6%) 및 창업 초기 기업(50.0%)에
서 부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민간 은행의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받는 대출금리 수준을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

<표 Ⅳ-17>

정책자금 부가성 지표(δ
2)
단위 : %

대출 유형
전체

자력조달 가능
금액이 정책
자금의 60%
미만인 중소
기업 비중

36.7

직접
대출

대리
대출

36.5

37.2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19인
이하

55.6

기업 유형

20~ 100인 창업
99인 이상 초기

35.0

16.7

50.0

벤처/ 일반중소 구조조정
혁신 기업 기업

34.6

37.5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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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
단위 : %

대출 유형
전체

직접
대출

대리
대출

7.2

7.2

7.0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기업 유형

19인
이하

20~
99인

100인
이상

창업
초기

벤처/
혁신

7.6

7.2

6.8

7.7

7.2

일반중소 구조조정
기업
기업
7.2

7.2

균 7.2%(2007년 10월 현재 기준)로 나타났다.45)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9인 이하의 소기업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중기업은 6.8%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창업 초기 기업
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벤처/혁신형 기업, 일반 중
소기업, 구조조정 기업 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 내에서도 신용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민간 은행의 대출금
리가 높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
업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정책자금 지원의 부가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다. 즉, 자금 지원의 부가성이 높아서 정책자금
의 일차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다른 한편으로 대출
위험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의 부가성 효과가 큰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화된 정
45) 동 결과는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식 (1) 참조) 측정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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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정책금리 및 역할 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 정책금리 및 정책자금 차별성
“만약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정책자금을 활용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27.1%는 정책자금 대출금
리가 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상되면 정책자금을 전혀 활
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47.0%
는 활용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응답하였다.“대출금액 등 여

<표 Ⅳ-19>

정책금리 인상 시 정책자금 수요 조사
단위 : %

비중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임.

27.1

활용도가 크게 줄어들 것임.

47.0

대출금액 등 여전히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활용도가 크게 줄지 않음.

20.6

정책자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1.4

잘 모르겠음.

3.8
합

주 : ( ) 안은 응답 중소기업 수

계

100.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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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활용도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
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은행 대출금리 수
준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한다면, 정책자금 수요가 현재보다
대략 30∼5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인식에 대하여“현재는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은행의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는 이점 때문에,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도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조사하였다.
① 정책자금 금리를 은행 금리보다 높여서, 자력으로 자금조
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현재대로 정책자금 금리를 은행 금리보다 낮게 하고, 자
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도록 해
야 한다.
③ 정책자금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그 결과,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높여서라도 자력으로 자금 조
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적극 제외해
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7%에 불과한 반면, 자력으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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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인식 조사
단위 : %

대출 유형
전체

합계

직접

대리

대출

대출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기업 유형

19인 20~99 100인
이하 99인 이상

창업
초기

벤처/ 일반중소 구조조정
혁신 기업 기업

①

6.7

8.0

1.3

12.7

7.7

2.4

10.0

8.5

8.8

3.8

②

62.4

60.8

69.2

42.9

60.7

88.1

45.0

60.0

61.0

67.9

③

27.3

28.0

24.4

39.7

28.6

7.1

45.0

27.7

26.5

26.4

④

3.6

3.2

5.1

4.8

3.0

2.4

0.0

3.8

3.7

1.9

사례 수 (417) (339)

(78)

(63) (234)

(42)

(20) (130) (136)

(5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라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62.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인상보다는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자력으
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
다는 의견은 전체의 20.6%로 나타났다.
결국, 상당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저금리 특혜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랫동안 저금리로 운용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규모별·유형별로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19인 이
하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은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정책자금 금리 인상 혹은 대출심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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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중기업
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도 정책자금 지
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비중이 무려 88.1%에 달한다.
끝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는 만약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과의 경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금
리를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혹은 시중 금리보다도 고
금리로 할 경우에 상당수 중소기업은 이에 거부감을 보일 것으
로 짐작하게 한다. 이는 향후 정책자금 개편에서 상당히 어려
운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인식조사
2001∼2004년 기간 동안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대리대출의 대출 조건(담보, 신
용, 신용보증 구분) 및 대출심사 우선 고려 요인 등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4 >

대리대출의 대출 조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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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의 대출심사 시 우선 고려 요인
단위 : %

담보력
비중

50.5

재무구조 사업성
31.9

13.8

기술력

기타

무응답

합계

1.0

1.9

1.0

100.0
(78)

주 : 우선 순위 가중 = (1순위×2)+(2순위×1)

첫째,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대출 유형은 부동산 및 기타 자
산 담보대출이 60.3%, 신용보증대출이 29.5%로 나타났으며,
순수 신용대출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유형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자금 대리대출과 은행의 일반적인
중소기업대출 간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정책자금 대리대출 심사에서 해당 은행이 가장 중시
한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2개 우선순위 중복
응답)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가장
중시했다는 의견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무구
조 31.9%, 사업성 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이 정책자금 대리대출 심사에서“중소기업의‘사업성 및
기술성을 중시’하는 등 정책목적에 합당한 대출심사를 하고 있
다고 보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51.3%의 중소기업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4.6%의 중소기업은“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출조건(담보, 신용) 및 대출심사 측면에서 정
책자금 대리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일반 대출과 차별성이 매
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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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대리대출의 대출심사 적절성
단위 : %

구분

구성비

그렇다

51.3

별로 그렇지 못하다

34.6

저금리 대출인 만큼 오히려 엄격하게 심사한다

5.1

잘 모르겠다

6.4

무응답

2.6

합계

100.0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은행은 신용도
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리대출 지원 대상으로 엄선할 유인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
려운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기보다는 신용도가 우수하고 자
력으로도 자금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이 대리대출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자금의 대리대출은 우수 중소
기업에게 금리 차이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에 그칠 가
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자금 대리대출이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
성을 제고한다는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유형별 만족도 비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대리대출 및 신용보증지원의 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귀사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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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70.5%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보증지원
14.1%, 대리대출은 12.2%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규모별·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정책자
금 대리대출의 만족도가 신용보증지원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이 대리대출에 접근
하기가 신용보증지원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은행의 상업적인 중소기업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특히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

<표 Ⅳ-23>

정책자금 유형별 만족도 비교1)
단위 : %

직접대출
전체

종업원 규모

기업 유형

19인
이하

20~ 100인 창업
99인 이상 초기

벤처/ 일반중소 구조조정
혁신 기업 기업

중진공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70.5

69.8

74.8

76.2

70.0

73.1

75.7

73.6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리대출

12.2

9.5

6.4

11.9

5.0

5.4

8.8

11.3

신용보증지원

14.1

15.9

15.4

11.9

20.0

19.2

10.3

15.1

4.8

3.4

0.0

5.0

2.3

5.1

0.0

(63) (234)

(42)

(20) (130) (136)

(53)

잘 모르겠음

3.1
합계

(4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대리대출을 직접 경험한 표본 수가 적은 관계로 신용보증과 대리대출 간
만족도 비교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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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선순위 2개 응답)”라는 설문에 대하여, 낮은 대출금리
조건이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
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대출심사(26.0%), 대출기간 장기
(14.9%), 적기대출 및 신속한 대출절차(10.6%), 신용대출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책금리 및 정책자금의 차별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시중 금
리보다 높게 책정하면, 정책자금 수요가 현재보다 대략 30∼
5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정책금리가 인상되
면 지원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
<표 Ⅳ-24>

정책자금의 차별성 수요
단위 : %

대출 유형
전체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직접대출
종업원 규모
19인
이하

기업 유형

20~ 100인 창업
99인 이상 초기

벤처/ 일반중소 구조조정
혁신 기업 기업

사업성 및 기술
성 위주 대출

26.0

26.4

24.3

36.4

24.6

21.0

35.6

30.6

25.8

14.1

적기대출 및 신
속한 대출절차

10.6

11.0

8.7

8.6

10.7

16.8

6.8

8.8

11.6

16.7

대출기간 장기

14.9

14.9

14.8

14.4

14.9

16.0

18.6

13.5

15.2

16.7

대출한도 우대

5.1

5.3

3.9

5.3

5.2

5.9

8.5

3.9

5.3

7.7

낮은 대출금리

32.7

31.0

40.0

20.3

32.6

38.7

10.2

32.9

31.6

32.7

신용대출

10.1

10.5

8.3

13.4

11.3

1.7

20.3

9.1

9.8

12.2

0.7

0.8

0.0

1.6

0.7

0.0

0.0

1.3

0.8

0.0

(417) (339)

(78)

(63) (234)

(42)

(20) (130) (136)

(53)

기타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우선순위 가중=(1순위×2)+(2순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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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다는 중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지원성과의 위축이 정책자금 지원 수
요의 축소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정책자금의 오랜 관행 탓에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
능한 중소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서, 실제 정책금리 인상에는 중소기업의 거부
감이 크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의 대리대출은 은행의 일반 대출과 차별성이 낮고,
신용도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
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 대리대출의
만족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 기업이
대리대출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5.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①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 : 지원 잔액 대비 평균 3.6%, 소
기업 지원이 중기업 지원에 비해 1.5배 높은 지원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1차 지원성과(primary
benefits) 및 2차 지원성과(2ndary benefits)로 구분했을
때,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 잔액 대비 평균
3.6%로 측정되었다(2001∼2004년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의 금리 차이 보조금 효과
및 부가성 효과를 합산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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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부가성 효과)가 크고,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총자산수익률이 높을수록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소기
업(종업원 5∼19인)이 4.2%로 가장 높고,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의 경우에는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창업 초기 기업이 4.7% 벤처/혁신형기업이 3.9%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 중소기업 3.6%, 구조조정기업(회
생특례, 사업전환 등)은 3.3%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측정 결과에서 나
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종업원 5∼19인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
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비해 대략 1.3∼1.5배 정도
높은 단위당 1차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②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 : 양(+), 정책자금은 지원 중
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
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로 정의되며, 실제 측정 결과에서
양(+)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
과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설문
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

제Ⅳ장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121

은 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수익성, 생존가능성 등의 측면에
서 모두 긍정적인 (+) 성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53.2%가 정책자금 지원으
로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도 매출액 증가
78.6%, 영업이익 증가 73.9%, 생존가능성 증가 73.6% 등으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1∼2004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
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4,590개사의 재무통계를 활
용하여 계량 추정한 결과에서도 기업규모 대비 정책자금 지원
금액이 클수록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 후 3년간 고용증가율(출
하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가 양(+)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
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중소기업 규모별·유형별로 다르게 나
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는 1차
지원성과와 마찬가지로, 지원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창
업 초기 기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창
업 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정
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는 방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운용비용 : 지원 잔액 대비 평균
3.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비용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제도의 운용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
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경우에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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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출재원 조달비용, 관리비용, 대손발생비용, 대출금 이자
수익 등을 토대로 하여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운용비용은 직접대출 잔액 대비 평균
3.2%로 측정되었다(2004∼2006년 기간 평균).
④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가 운용비용을 상회
정책자금의 운용비용과 1차 지원성과를 비교 검토(costrecovery test)해 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평균 3.6%로 나타나, 지원제도의 운용비용 3.2%
를 약 0.4%포인트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
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편익(benefits)이 지원제도의 운용
비용을 다소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 시스템이 최소의 실효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해 재정 부담을 무제한으로 질
수 없는 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용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 공급의 지나친 확대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당연히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혹은 운용비
용의 일면이 아니라 양면을 모두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운용비용의 절감 노력이 지원성과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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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그 이상으로 운용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성과 측
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financial gap)가 존재하며, 그
이유가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 및 은행의 보수적 대출관행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가 운용비용을 근소하지만 상회
하고 있으며, 2차 지원성과도 양(+)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
과 및 1·2차 지원성과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
히, 정책자금 지원의 부가성지표가 평균 35.5% 정도로 낮다고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민간 금융으
로부터 자력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상당 비중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동
기가 주로 저금리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도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을 높여 준다고 하는 본래 목적에 충분
히 부합하여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지원
성과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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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유형별(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조사에서는 정책
자금 대리대출이 은행의 일반 대출과 차별성이 낮고, 만족도도
직접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의 대리
대출이 기본적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로, 제Ⅴ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독일
Kfw와 같은 간접대출에서는 민간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제
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다른 보완제도를 두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⑥ 정책자금 금리 인상이 지원성과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정책자금 금리 및 차별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오하려
높게 책정하면, 정책자금 수요가 현재보다 대략 30∼50% 정
도 축소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정책자금 금리가 인상되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
보다는 중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등 지원성과가 상대적으로 낮
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에 따른 지원
성과의 위축이 정책자금 지원 수요의 축소만큼 크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지면, 민간 금융에서 자
력 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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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만큼 지원의 부가성은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원성과
는 그만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운용비용 측면에서
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평균 위험도가 증
가하고, 대손 발생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만
큼 반드시 운용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정책자
금의 금리 인상은 지원성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반면에, 운용비
용에는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다만, 저금리 정책자금의 오랜 관행 탓에 자력으로 자금조달
이 가능한 중소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
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2008년 미국 발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등의 요인 등이 제도 개선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
다. 현실적으로는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상
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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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 역할 분담 및 정책성과46)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모든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제도의 구체

<표 Ⅴ-1>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유형

유형

해당 국가

주요 특징

신용보증지원 중심형

미국

ㅇ신용보증지원이 중심, 직접대출 정책자
금은 재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국한
ㅇ신용보증심사 민간 위탁

간접대출 중심형

독일

ㅇ독일 Kfw(연방정부 출자 기관)는 대출
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기초
로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의 심사 및 대출

직접대출 중심형

캐나다, 일본

ㅇ공적인 정책자금 대출기관이 별도로 존
재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ㅇ일본은 신용보증기구도 별도로 존재, 직
접 대출과 신용보증이 모두 상당 규모
(최근 정책자금 축소 개편 추진 중)

종합형

한국

ㅇ신용보증, 직접대출, 간접대출 유형이 모
두 상당 규모 존재
ㅇ신용보증기관, 직접대출 기관 별도 운용

46) 본 장에서의‘정책성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Ⅳ장에서 측정한 1차·2차 지원성과
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서 구체적으로 측정한‘지원성과’의 용어 대신에‘정책성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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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 금융 환경에 따라 크게 다
르다. 본 장에서는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표 Ⅴ-1>
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의 지원 제도가 모든 특징적인 유형의
지원제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국가별 지원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원의 유형 및 유형별 지원 규모 등을 기초로 하
여 분류한다면, ‘신용보증지원 중심형’,‘간접대출 중심형’,
‘직접대출 중심형’및 이들 유형을 혼합한‘종합형’등으로 크
게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다면, 미국의 중
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는‘신용보증지원 중심형’이며, 독일
은 정책자금의‘간접대출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캐나다
는 신용보증지원도 일부 실시하고는 있지만 정책자금의 직접대
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이 모두 상당 규모이
지만, 본 절에서는 편의상‘직접대출 중심형’으로 볼 수 있다
47)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신용보증지원은

물론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및 간접대출이 모두 상당 규모로 실
시된다는 점에서‘종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7) 일본의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처럼‘종합형’으로 분류하지 않고‘직접대출 중심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일본은 직접대출 및 신용보증지원의 규모는 크지만 간접대출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지원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의 특징적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유형이 별로 없
이 신용보증지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신용보증지원 중심형’으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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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역할 분담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이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중소기업대출 대상과 중복·경쟁하는지
혹은 분리·보완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책자금의 성과가 크
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민간 금융
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성과는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 정책성과 측면에서 국가별로 지원제도의 장점 및 단점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한편, 국가별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유형이 다른
만큼, 민간 금융과의 역할 분담 및 지원성과 측면에서 볼 때,
국가별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특징적인 내용
도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지원 중심형
인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의 협
력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형성
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
의 경우에는 정부가 신용보증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시하
고 있는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는 우리나라 및 일본 등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신용보증기관
을 설립하지 않고, 신용보증 심사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심사를 정책목적에 맞
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원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완장치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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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심사 및 실제 대출
이 민간 은행(main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
큼, 미국의 신용보증지원과 마찬가지로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또한, 정부가 민간 금융
기관의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공적인 정책자금
대출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게 정책자금 심사
기능을 위탁하는 대신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제도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와 일본은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실시하며, 각각
BDC 및 중소기업금융공고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을 별도로 두
고 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방식은 심사기관의 대출심사 역량
이 우수하면 정책목표에 충실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경합이 발생할 소지
가 크다. 따라서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에는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집중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역
할 분담의 측면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의 지원제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통해서 도
출한 이러한 시사점은 앞 장에서 실시한 지원성과의 정량 분석
을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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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체계에서는 <그림 Ⅴ-1>에서
보듯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국 중소기업청(US SBA)이 실
시하는 신용보증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
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은 재해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
한 대출로 한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미국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s)는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민간 벤처캐피털회사이며,
중소기업청은 SBICs가 발행하는 사채를 보증하는 형태로 벤
처 투자자금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각 주의 경제 환

<그림 Ⅴ-1>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체계

인가/사채보증

투자

SBIC

연방
정부
연방예산

중소기업청(SBA)
신용보증 7(a)

신용보증
주
정부

직접대출

신용보증
금
융
기
관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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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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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1)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 지원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미국 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1953년 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
통령 직속 기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① 대출·보증 등 정책
자금 지원업무, ②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연수실시, ③ 중소기
업 사업 환경 조사, ④ 정부조달 지원 사업 등을 중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법(Small Bisiness Act) 제7조 (a)항에 근거한 신용보증지
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표 Ⅴ-2>에서 보듯이, 미국 중소기업
청의 신용보증지원은 보증비율 75%(15만 달러 이하 대출은
85%), 보증한도 150만 달러이며, 보증료는 2.0∼3.75%의
범위에서 대출금액에 따라서 차등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간은
만기 7년 이상의 설비자금 위주이다.
신용보증지원 잔액은 2003년 말을 기준으로 434억 달러로,
민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9,524억 달러 기준) 대비 약
4.6%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증지원 비율(국내은행 중
소기업대출 기준)이 대략 10%를 상회한다. 통계적 차이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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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미국 중소기업청(SBA) 및 신용보증(7(a)) 프로그램 개요

정책자금 실시기관

중소기업청(SBA)
- 1953년. 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 대통령 직속 독립
ㅇ설립 연도 및 근거법
정부기관이며, 대표자인 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
- ① 대출·보증 등 금융업무, ②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연
ㅇ업무분야
수실시, ③ 중소기업 사업환경 조사, ④ 정부조달 지원 사
업 등 실시
- 본부(워싱턴 D.C.), 10개 지방사무소(regional
ㅇ조직체계
office) 및 70개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
- 직원 수 3,967명(2004년 11월 현재)
- 신용보증(2004년)
ㅇ정책금융수단 및
·보증부융자액 : 125억 달러
·보증건수 : 74,825건
지원규모
·평균보증액 : 16만 7,000달러
ㅇ신용보증잔액
- 434억 달러1)(2003년도)
신용보증 제도 개요
중소기업법 제7조(a) 신용보증
대출금의
75%(대출금이
15만 달러 이하의 경우 85%)
ㅇ보증비율 및
- 신용보증 한도액은 150만 달러(신용보증 대상 대출한도
보증한도
액은 200만 달러)
- 보증료(guaranty fee)는 대출 금액에 따라서 2.0%∼
3.75%(예 : 대출금액 15만∼70만 달러는 3.0% 보증료).
보증료는 대출 금융기관이 SBA에 납부. 이후 보증이용 중
ㅇ보증료 등
소기업 전가 허용
- 금융기관은 보증채무잔액의 연율 0.494%의 보증이용료
(servicing fee)를 납부(보증이용 중소기업에 전가 불허)
-보증기간은 7년∼최장 25년(운전자금 7년)
-대출이자율은 대출금액 및 기간에 따라서 prime
ㅇ보증기간,
rate+(2.25%∼4.75%) 상한 규정을 적용함.
대출이자율, 담보조건 -보증심사에서 담보력을 중요 항목으로 평가하며, 지분
20% 이상 대주주는 개인 입보(보증 대출로 취득한 자산은
담보 취득)
- 7(a)프로그램에서는‘purchase rate’로 공표(2002년도 13.9%)
ㅇ보증사고율 등2)
- 재해관련(사업대상)은‘default rate’로 공표(2002년 7.4%)
- 보증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매년 의회에서 할당한 연
ㅇ손실처리방법
방예산(2003년 약 8억 달러)이 보증채무 이행 등의 재원
으로 활용됨.
중소기업대출잔액(A)
9,524억 달러(2003년)3)
ㅇSBA신용보증 잔액(B) 434억 달러
ㅇ정책자금 비율(B/A) 4.6%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총합연구소,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2005. 3.
주 : 1) 7(a) 이외 신용보증도 일부 포함된 수치임.
2)‘purchase rate’는 매년 융자 잔액 중에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해서 SBA가 금융기관에서 구입한 것(채권)의 전체에 대한 비율로 설명
된다. 구입한 매출채권 중 약 60%가 회수되고 있다.
3) 상업은행 4,950억 달러 +파이낸스회사 4,574억 달러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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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우리나라
에 비해서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미국의 경우에 주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청의 자금지원과는 독립적으로 각 주의 중소기업 상황이나 우
선 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표 Ⅴ-3>에서 보듯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중소
기업청의 신용보증지원과 유사한 신용보증지원 제도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하여, 펜실베이니아 주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도인
PIDA(pennsylvan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서 뉴저지 주에서는 직접
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을 혼합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

<표 Ⅴ-3>

지원 형태
주요 프로그램
지원내용

주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캘리포니아 주

펜실베이니아 주

뉴저지 주

신용보증

직접대출

직접대출+신용보증

PIDA, MELF 등

EDA

200만 달러 상한

은행 대출채권 25% 매입

California Loan
Guarantee Program
보증비율 90%
(평균 60∼70%)

대출기간
지원실적(잔액)

소요자금 30∼70% +은행대출 30% 신용보증

7년

15년

2억 4,000만 달러

5억 3,000만 달러

(2003년 기준)

(2004년 6월 현재)

자료 : <표 Ⅴ-2>와 동일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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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중소기업투자회사(SBICs)
SBICs(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는 미
국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민간 벤처캐피털회사이다. 중소기업청
은 SBICs가 발행하는 사채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SBICs의 벤
처 투자자금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는 2007년 말 현
재 전국적으로 370개 SBICs가 있으며, 192억 달러의 투자자
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94억 달러는 민간 투자자금이며,
98억 달러는 미국 중소기업청이 보증(혹은 출자)한 사채를 통
하여 조달한 자금이다. 중소기업투자회사(SBICs)는 2007년
한 해 동안 2,057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26억 5,000만 달러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목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민
간 금융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하
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자금의 부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과 중복·경쟁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금융과의 중복·경쟁이 적을수록 정책
자금의 부가성 제고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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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매우 작고, 신용보증지원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는 공급되기 어려운 만기 7년 이상의 설비자
금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의 상호
보완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법에서는“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타
당한 조건(금리, 기간 등)으로 차입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만
이 연방정부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credit elsewhere’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의 심
사과정을 통하여 정책자금(신용보증 7(a))과 민간 금융 간 역
할 차별화가 보다 분명해진다고 할 것이다.48) 미국에서는 실제
로 민간 은행이 중소기업청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
출하는 서류 양식(SBA form 4-i)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중소
기업이 credit elsewhere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은행의 심
사 결과를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혹은 일본과 같이 신용보증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신용보증심사를 민간 금융기관
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의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용보증심사가 정책목
적보다는 민간 은행의 사적 이윤 동기에 따라서 수행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간의 경
48) Small Business Act §120.101 “SBA provides business loan assistance
only to applicants for whom the desired credit is not otherwise available
on reasonable terms from non- Feder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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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미국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구분

정책자금의 역할

ㅇ주요 지원형태 : 신용보증지원(SBA 7(a))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자금 : 장기 설비자금(7년∼25년 만기)
ㅇ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 경합이 발생할 소지가 적음.
(credit elsewhere 조건 심사로 정책자금의 역할 차별화)

장점

ㅇ신용보증심사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이 없는 만큼 제도의 운용비용이 낮음.

단점

ㅇ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한 신용보증 심사가 정책목적에 부합하
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보완제도 운용).
ㅇ높은 보증료, 까다로운 담보조건 등

정책
성과

주요 내용

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SBA 7(a) 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신용보
증 절차를 ① 표준절차(RLP, Regular Lenders Program),
② 인정절차(CLP, Certified Lenders Program), ③ 우대절
차(PLP, Preferred Lenders Program), ④ 간편보증절차
(SBALow-Doc, Low Documentation Program), ⑤ 신속
보증절차(SBAExpres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 심사 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PLP 대출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신용보증심사를 완전 위탁하
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은행이 PLP 대출기관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CLP 대출기관으로 최소 1년 이상 경과하고, ①
신청기관의 독자적인 대출심사·실행·사후관리 역량, ② SBA
보증대출 취급실적 및 성과(performance history), ③ 대출
상품(loan packages)의 개발 및 분석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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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BA 7(a) 신용보증 절차 구분

구분

주요 내용

표준절차(RLP)

일반 대출기관

인정절차(CLP)

보증 취급 실적
우수 대출기관

대출기관 심사/
SBA 서류심사

3일

우대절차(PLP)

보증 취급 실적
최우수 대출기관

대출기관
보증 결정

1일

간편보증절차
(SBALow-Doc)

15만 달러 이하
소액보증

SBA 보증결정

36시간

대출기관 결정

36시간

신속보증절차
25만 달러 이하
(SBAExpress) (최고 보증비율 50%)

보증심사 및 결정

진행 소요 일수

대출기관 심사/
심사(screening) 3일,
SBA 보증심사 병행 진행(processing) 10일

자료 : US SBA WorkShop: Financing Options.

가를 받아야 한다. PLP 대출기관이 되기 위한 명시적인 조건
은 아니지만, 해당 대출기관의 보증대출 사고발생률이 전국 평
균 혹은 해당 지역 평균을 상회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SBA
사무소의 추천 내용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SBA 7(a) 신용보증 우대절차 프로그램(PLP)에 참여하고
있는 대출기관은 2002년 8월 현재 대략 400개를 상회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A 7(a) 신용보증 대출기관 중에서
상위 1%가 전체 보증공급의 50% 이상을 취급하고 있으며, 상
위 1% 대출기관의 상당수는 PLP 대출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결국 미국의 신용보증제도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PLP 대출기관이 되고자 하
는 다수 민간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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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신용보증제도는 <표 Ⅴ-2>에서 보듯이, 보증
료가 대체로 높고, 담보 조건도 까다롭다. 이러한 조건은 신용
보증제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중
소기업의 신용보증 이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대응하여 신
용보증부 대출 이자율 상한제는 신용보증 이용 중소기업의 부
담을 완화하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은 ① Kfw Mittelst

<그림 Ⅴ-2>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체계

재보증

민간보증은행

신용보증

보증대출

연방
정부
출자

Main Bank
Kfw

자금예치

(중소기업 금융부문)

자본
시장

정부보증
채권발행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간접대출
저축은행
주립은행

재보증
주
정부

출자

자금위탁
주립투자은행

직접대출

중
소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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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sbank(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부흥금융공고
의 중소기업금융은행)에 의한 간접대출,49) ② 연방 및 주정부
의 신용보증회사에 대한 재보증 지원, ③ 주정부의 개별적인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에서는 Kfw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간접대출 지원이 가장 중심적인 역
할을 담당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메인뱅크
(main bank)의 전국 지점망을 기초로 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간접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
일의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저축은행 등 메인뱅크는 정책금
융기관인 Kfw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일정 마진율(margin
rate)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민간 신용보증회사(동업자연맹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기관)를 재보증(80% 무상
재보증)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셋째, 각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주에서 설립한 투자은행 등을 통하여 직접
대출, 간접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 독일 Kfw의 (간접)대출 방식을‘on-lending(전대 제도) 방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간접대출’로 번역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Kfw의 대출방식
을‘직접대출’유형과 대비하기 위하여‘Kfw 간접대출’로 번역하며, 독일 kfw 대출의
특징적인 모습은 본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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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1)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부흥금융공고)
독일 Kfw는 경제발전 및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서 1948
년 연방정부(80% 출자) 및 주정부(20% 출자)의 출자에 의해
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 종업원 수는 2006년 3,956명,
총자산 3,596억 유로(원화 4조 3,156억원), 총수익은 9.7억
유로(원화 1조 1,640억원)로 정책금융기관임에도 기관 전체
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Kfw는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
을 연방정부의 신용보증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에서 저금리로
조달하고 있다.
독일 Kfw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 Ⅴ-7>에서 보듯이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fw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만이
아니라 환경보호, 에너지 개발,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 등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Kfw 주요 기능별 대출실적(2006년

<표 Ⅴ-6>

독일 Kfw의 개요 및 주요 내용

구분

Kfw 개요

부문

주요 내용(2006년 기준)

ㅇ 설립일

1948년

ㅇ 출자자 구성

연방정부 80%, 주정부 20%

ㅇ 자본금

153억 유로

ㅇ 총자산

3,596억 유로

ㅇ 종업원 수

3,946명

ㅇ 순이익(net income)

9.7억 유로

자료 : Kfw annual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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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fw의 주요 기능 및 대출 실적
단위 : 억 유로

Kfw 주요 기능
1. Kfw 중소기업은행
(Kfw Mittelstandsbank)
2. Kfw 진흥은행
(Forderbank)
3. Kfw IPEX-bank
4. Kfw 개발은행
5. DEG

사업 내용
중소기업, 창업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자문 등 실시
건축, 환경보호, 에너지, 사회간접
자본, 교육 등에 대한 자금지원
국제 프로젝트 및 수출에 대한 자금
지원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재정지원
개발도상국에서의 민간투자 촉진
재정지원

6. 합계

대출실적(2006년)
228.2
355.5
150.0
24.8
9.3
769.9

자료 : Kfw annual report 2006

기준)의 규모를 살펴보면, 건축, 환경보호 지원 사업 등을 추진
하는 Kfw 진흥은행 부문의 대출이 355억 5,000만 유로로 가
장 크며, Kfw 중소기업은행 부문 대출 실적이 228억 2,000만
유로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Kfw 전체 대출은 2006년 769
억 9,000만 유로이다. Kfw 대출자금의 이용이 많은 금융기관
은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상업은행, 주립은행의 순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독일 Kfw Mittelstandsbank(중소기업은행 부
문) 융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융자대상은 매출
액 5억 유로(원화 6,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이
며, 자금용도는 융자기간 10년(최장 20년 가능)의 설비자금
(일부 장기운전자금 포함)이다. Kfw 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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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은행이 담당하고 담보대출 형태로 지원된다고 하는 점에
서 본다면, 독일 Kfw 정책자금과 민간 은행의 대출 간에 경쟁
관계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의 성격이 민간
<표 Ⅴ-8>
부문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 부문 융자사업 주요 내용
구분
ㅇ 대출대상

매출액 5억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1)

ㅇ 자금용도

설비자금(장기운전자금 일부 포함)

ㅇ 대출한도

기업당 500만 유로

ㅇ 대출기간

10년(최장 20년까지 가능)

ㅇ 융자비율

① 대출액 100만 유로 미만 : 필요자
금의 100%
② 대출액이 100만 유로 초과시 : 최
고 75% 한도

ㅇ 담보조건

은행 요구 담보(은행이 결정)

Kfw 중소기업
은행 부문

주요 내용

대출사업 개요 ㅇ 금리조건

Kfw 기준 금리(시장금리 반영 결정)

ㅇ 위험분담 비율

① 원칙적으로 0%
② 구 동독지역, 대출금 200만 유로
미만 대출에 한하여 50% 위험분담
③ 서독 지역, 창업 후 5년 미만 중소
기업에 대한 200만 유로 이하 대출
시 40% 위험분담

ㅇ 간접대출 지원규모

-

113억 유로(2005년)
대출건수 약 46,000건(2003년)
유동화 사업 : 39억 유로(2005년)
자본투자 : 3억 유로

자료 : Kfw annual report 2006.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총합연구소,“구미 주
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2005
주 : 1) 독일 본 중소기업연구소(IfM Bonn)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은 종업원
499인 미만 또는 매출액 기준 5,000만 유로 이하 기업임. 이러한 점에
서 본다면, 매출액 5억 유로 미만이라고 하는 사실은 Kfw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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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대출기간 10년 이상의 설비자금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Kfw가 여러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 간
협력·보완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fw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은
행이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시장의
금리 동향을 반영하여 Kfw가 결정한 적정 마진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에 따라서 일정 범위에서 차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Kfw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대출위험은 은
행이 부담하며, Kfw의 은행에 대한 위험분담은 원칙적으로 없
다. 다만, 구 동독지역의 소액 대출의 경우에 50%, 구 서독지
역에서의 설립 5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에는 40% 정도의 대출위험을 Kfw가 특별히 분담하고 있다.
독일의 Kfw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2003년 138억 유로에
서 2005년 총 155억 유로(원화기준 19조 7,470억원)로 다소
<표 Ⅴ-9>

독일 Kfw(중소기업 부문) 대출지원 실적
단위 : 10억 유로

2002

2003

2004

2005

9.8

10.0

9.9

11.3

(0.3)

(1.0)

(0.6)

(0.6)

투자(Equity financing)

0.4

0.3

0.3

0.3

유동화(securitization)

7.8

3.5

3.7

3.9

합계

18.0

13.8

13.9

15.5

융자(Loan)
메자닌(Mezzanine)
1)

자료 : Kfw annual report 각 연도
주 : 1) 투자지원은 Kfw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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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2005년 총대출 155억 유로 중에서 메자닌을 포함
한 대출지원 실적은 113억 유로이며, 투자지원 3억 유로, 유동
화지원사업 39억 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에서 민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실적 통계가 발표
되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참고로 전체 기업 및 자
영업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실적이 8,568억 유로50)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독일 Kfw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이 은행의 중소기
업·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보증 지원
독일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전국에
<표 Ⅴ-10>
구분

독일 보증은행의 개요
주요 내용

ㅇ 보증규모

신용보증잔액 49.9억 유로(2003년)

ㅇ 보증비율

융자액의 80%를 원칙
(보증은행과 은행 간 협의에 따라서 50∼80% 범위에
서 설정)

ㅇ 보증료율

보증잔액의 연 1%
보증수수료 보증액의 1%

ㅇ 보증위험 분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무상 재보증(80%)

자료 :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총합연구소, “구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2005
50) 독일 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Nov. 2007 참조. 2005
년 말 기준 대출총액 1조 1,997억 유로에서 주택 부문 대출(3,113억 유로) 및 농림
어업 분야 대출(316억 유로)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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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16개 민간·보증은행에서 담
당하고 있다. 독일의 보증은행은 수공업협의회, 동업자 연맹
등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 법인체이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 보증은행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액의 80%
를 무상으로 재보증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신용보증 잔액
은 49억 9,000만 유로 정도이며, 보증료율은 신용보증잔액의
연 1.0%(보증수수료 1.0% 별도)이다.
3) 주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독일의 각 주에는 민간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금
융기관(주립 투자은행 등)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내용은 주별로 다르지만, 주정부의 재정 출연을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 위주이며, 일부 직접대출 지원사업도 시행 중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 예산을 기초로 한 직접대출 지원사업
은 특히 구 동독지역 등 지역경제 발전이 낙후된 주를 중심으
로 민간 은행 대출실적이 부진하고 간접대출 지원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독일 Kfw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은행의 대출 심사 기
능을 활용한 간접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과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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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이 시중금리·담보대출 형태를 취함
으로써 대출 위험도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및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독일 Kfw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은
민간 은행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장기설비자금을 주로 지원하
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장치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자금 간접대출로 인한 대출위험을 원칙
적으로 일반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작다는 장점
도 있다. 실제로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책자금 간접대출의 단점 때문에 독일 중소기업의 경

<표 Ⅴ-11>

독일 Kfw의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주요 내용

정책자금의 역할

ㅇ주요 지원형태 : 정책자금 간접대출
ㅇ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지원자금 : 장기 설비자금(10년 만기)

장점

ㅇ메인뱅크의 심사 역량을 활용. 메인뱅크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
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 수립
ㅇ메인뱅크 심사 및 담보대출 등에 따라서 Kfw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됨. 재정부담 적음.

단점

ㅇ은행이 정책자금의 심사를 대행하고 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할 우려
-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대출에서는 예외적인 위험분담(40∼
50%)을 하는 등 보완제도를 통하여 정책지원의 성과를 유지

정책
성과

자료 :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총합연구소, “구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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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성과제고를 위한 보완 제도
구분

주요 내용

대출위험 반영 차등 금리적용

대출위험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조정함으로
써 고위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은행의
간접대출을 촉진

대출위험 분담

창업 초기 기업의 200만 유로 이하 대출위험
에 한하여 40% 위험 분담 실시

다양한 대출지원

mezzanine 등 다양한 대출지원 실시

자료 : Kfw annual report 각 연도

우에도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수요가 적
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표 Ⅴ-12>에서 보듯이,
Kfw 제도 운용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51)
첫째, 정책자금 대출에서 위험 보상 대출금리(risk-adjusted
interest rate system)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
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차등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Kfw 간접대출 제도의 마진
율이 너무 낮아서 위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어렵다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위험분담 장치를 강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 및 구 동독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fw 정책자금 간접대
출 제도는 대출 은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출 위험 분담을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① 구 동독지역, 대출금 200만 유로
미만 대출에 한하여 50% 위험 분담 ② 구 서독 지역, 창업 후
51) 독일 Kfw의 운용체계에 대해서는 조영삼 외,『On-lending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 2008.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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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독일Kfw의메자닌자금지원사례(고용및투자촉진프로그램)
은행 대출

후순위(subordinate) 대출

50%

50%

은행 대출

Kfw 대출위험 부담

대출 기간 최장 10년

대출 기간 최장 10년

시장금리 기준 고정금리

신용도에 따라서 4단계 고정금리

담보

무담보·신용

자료 : Kfw annual report 각 연도

5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200만 유로 이하 대출 시 40% 위
험 분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정책자금 공
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메자닌 자금지원(messanine finacing)을 통하여 대출
위험도가 큰 창업 초기 기업 및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Kfw의 고용 및 투자촉진 프로그
램에서의 메자닌 대출을 살펴보면, 후순위 부채(subordinate
loans) 형태로 총대출의 약 50%를 민간 대출은행이 대출하
고, 나머지 50% 대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Kfw가 대출위험을
부담하는 간접대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때 은행의 일반대출
은 고정금리·담보대출 형태인 데 비하여, Kfw가 위험을 부담
하는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무담보 대출 및 위험도에 따른 4
단계 차등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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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캐나다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캐나다 정부가 100% 출
자하여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인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캐나다 개발은행)를 통한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 BDC는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발행
하여 자본시장에서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 또한, BDC의 직접
대출 지원과는 별도로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소액자
금 신용보증이며, 미국 SBA 7(a) 신용보증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별도로 설립된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은 없으며, 신용보증

<그림 Ⅴ-3>

캐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체계

100% 출자
연방정부
(산업성)

보증

BDC

직접대출

채권발행

자본
시장

신용보증

신용보증
주
정부

보증대출
민간
금융
기관
직접대출

중
소
기
업

15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표 Ⅴ-14>

캐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BDC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캐나다 산업성
(Industry Canada)

직접대출(후순위대출, 투자)

신용보증

중앙정부 100% 출자

정부 기관

3. 종업원 수

1,700명(2007)

-

4. 기구

본점+94개 지점

본점+15개 지방사무소

정부보증채권

정부 예산

종업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직접대출

신용보증

기관 개요
1. 지원유형
2. 기관의 성격

5. 자금조달방법
(대출/보증재원)
6. 지원대상
제도 개요
1. 주요 정책지원 수단
2. 지원건수(연간)

7,523건(2004)

11,150사(2003년)

3. 보증(대출)한도액

500만 달러

25만 달러

4. 평균 대출(연간)

30.1만 달러(2004년)

9만 달러(2003년)

5. 신용보증비율

-

최대 85%

6. 보증료

-

보증대출금액의 2%를 등
록 시 지불+대출잔액의
연 1.25%를 매년 이용
료로 지불

7. 대출금리 및 담보조건

시중 금리에 비해서
고금리 대출
(담보 조건은 탄력적)

변동금리 : 프라임레이트+3%
고정금리 : 주택 모기지 금리
+3%(보증 이용료 1.25% 포
함)

8. 대출액(보증대출액)

22억 6,700만 달러
(2004년)

10억 1,000만 달러
(2003년)

9. 대출잔액(보증잔액)

80억 7,000만 달러
(2005년 3월 현재)

약 36억 달러
(2004년 3월 현재)

10. 중소기업 대출
점유 비중

3.4%
(2003년 12월 현재)

-

자료 :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선진국의 중소기업정책금융의 민업보완”, 2006.
주 : 원/캐나다 기준 환율은 2003년 853원, 2004년 881원, 2007년 867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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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표 Ⅴ-14>는 캐나다
BDC의 직접대출 및 산업성의 신용보증지원 제도의 개요를 비
교 정리한 것이다.
캐나다 주정부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각 주별로
직접대출, 신용보증지원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캐나다 매니토바(Manitoba)주의 경우에는 경제개발기금
CEDF(Communities Economic Developmet Fund)를 설
립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
다. CEDF의 대출 실적은 2004년 기준 1,250만 달러(한화
약 110억원)로 그다지 큰 큐모는 아니다.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1)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캐나다 개발은행)
캐나다 BDC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이다. 2007
년 현재 종업원 1,700명, 자본금 18억 772만 달러(원화 1조
5,673억원52))이며, 전국 94개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
다 개발은행은 1975년 연방개발은행(FBDB, 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으로 설립된 이후 1995년에
명칭이 현재의 BDC로 변경되었다.
캐나다 BDC의 중소기업 지원 유형은 ① 정책자금의 직접대

52) 원/캐나다 달러 기준환율은 2007년 867원/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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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캐나다 BDC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1)

1,982

2,034

2,230

2,462

2,586

건수

6,271

7,212

7,457

8,402

9,079

자료 : BDC annual report 2007.
주 : 1) 후순위 대출(subordinate loan) 및 벤처투자는 제외한 금액임.

출, ② 후순위대출(subordinate loan), ③ 벤처캐피털, ④ 컨
설팅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직접대출의 재원은 정부보증 채권
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며, 벤처캐피털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원받고 있다.
캐나다 BDC의 중소기업 직접대출은 2003년 19억 8,200
만 달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25억 8,600달러(원
화 2조 2,42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지원 기업 수도 2003년
6,271사에서 2007년에는 9,079개사로 증가하였다. 캐나다
중소기업 전체 대출금액에서 BDC 직접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약 3.4%에 달한다.
캐나다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BDC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
는 근본적인 이유는 캐나다에 있어서 중소기업 금융의 약
76%(2003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6대 민간 금융기관
(Royal Bank, CIBC, Bank of Montreal, Scotiabank,
TD canada Trust, National Bank)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
하여 매우 소극이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 BDC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1995년 관련법이 개
정된 이후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BDC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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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역할을 종전의“담보 및 실적 등의 부족으로 민간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중소기업 지원”에서“민간 금융에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보완적인(complementary) 지원이 필
요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 중소기업도
종전의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 수 5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다만, 지원 중점분야는
지식집약형산업 및 수출산업 등으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BDC 정책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금리가 민간 은행의 일
반 대출금리에 비해서 고금리라고 하는 점이다. 대신에 담보조
건은 민간 은행의 일반 대출에 비해서 유연한 편이다. 실제 사
례로, 중소기업이 5만 달러를 조달하는 경우에 민간 은행에서
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하여 프라임 레이트+2% 정도의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데 비하여, BDC에서는 프라임 레이트+8%
의 대출금리, 무담보의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BDC 정책자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종업원 2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대출 건수를 기준으로는 종업원 19
인 이하 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73.9%(금액 기준 44.0%)를
점유하고 있는 데 비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은 1,002
개사로 전체의 4.2%(금액 기준 18.9%)를 점유하고 있다.
BDC의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이유(금액 기준, 종업원 50인 이상 비중 31.8%)는, BDC가
지원중소기업과의 장기적 관계 및 연속적인 지원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중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지원한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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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캐나다 BDC의 종업원 규모별 직접대출 실적

종업원 수

대출건수(사)

비중

대출잔액(백만 달러)

비중

0∼9

13,230

55.5%

2,565.4

28.9%

10∼19

4,408

18.4%

1,343.7

15.1%

20∼49

3,947

16.6%

2,158.8

24.2%

50∼99

1,251

5.3%

1,143.2

12.9%

100인 이상

1,002

4.2%

1,678.3

18.9%

전체

23,838

100.0%

8,889.4

100.0%

자료: <표 Ⅴ-15>와 동일

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
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캐나다 BDC는 중앙정부가 100% 출자한 공적인 정
책금융기관이며 정책자금을 직접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BDC는 2007년을 기준으로 1억

<표 Ⅴ-17>

캐나다 BDC의 손익구조
단위 : 천 달러

구분

순수익(Net income)
2006

2007

141,060

167,992

13,682

7,945

(12,779)

(33,604)

컨설팅

(3,782)

(4,326)

합계

138,181

138,007

직접대출
후순위대출(Subordinate financing)
벤처캐피털

자료 : Canada BDC Annu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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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직접대출 부문
에서의 순이익은 1억 6,799만 달러에 달한다. 직접대출과 후
순위 대출사업에서는 순이익이 실현되는 반면에 벤처캐피털 투
자 및 컨설팅 사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
적은 대출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반영한 고금리 대출과 BDC의
우수한 대출심사 역량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캐나다 산업성의 신용보증지원
캐나다에서는 BDC를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과는 별
도로, 캐나다 산업성은 1998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금융법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Act)에 근거하여 중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법
은 1961년 중소기업대출법(Small Business Loan Act,
1961)을 계승한 것이다. 캐나다의 신용보증제도는 50년 가까
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산업성의 신용보증지원 시스템에서 신용보증심사는
캐나다 산업성(혹은 별도의 신보증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신용보증비
율은 최고 85%이며, 신용보증 한도 금액은 업체당 25만 캐나
다 달러이다. 보증료는 등록시에 보증부 대출금액의 2%를 지
불하며, 이에 추가하여 신용보증 이용 중소기업은 대출 잔액의
1.25%를 매년 지불해야 한다.
산업성의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보증부 중소기업 대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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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준 10억 1,000만 달러(한화 약 8,615억원), 대출
건수는 약 1만 2,000건에 달한다. 산업성에서 공식적인 통계
를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보증부 대출 잔액은 2004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36억 달러(한화 약 3조 1,716억원)로 추
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용보증과 비교해서는 지원 규모가 상
대적으로 매우 작다.
한편, BDC의 직접대출과 산업성의 신용보증지원은 지원내
용 및 지원대상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BDC의 직접대출은 기업당 상한이 500만 달러(원화 약 43억
원)로 비교적 크고,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서 담보조건이 유연
한 대신에 대출금리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서 고금리이
다. 이에 비해서 산업성의 신용보증은 보증 한도 금액이 25만
달러(원화 약 2억 1,700만원)로 작고, 자금용도도 자산취득에
한정되며, 운전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
면, BDC 직접대출과 산업성의 신용보증 지원은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BDC 직접대출의 지원대상은
대형 설비자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 및
운전자금인 데 비해서, 산업성의 신용보증은 대출 위험이 크지
않은 소액 대출로서 정부가 위험 분담을 하며, 민간 금융기관
이 용이하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라 할 것이다.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캐나다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BDC를 통한 직접
대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은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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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DC 및 신용보증 역할 및 지원성과
주요 내용
ㅇ주요 지원형태 : 직접대출

정책자금의 역할

ㅇ지원자금 : 설비자금 지원, 담보 부족 중소기업 지원
ㅇ고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통하여 대출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
한 중소기업에 자금 가용성을 높임.
ㅇ민간 은행 대출에 비해서 고금리 정책자금 대출. 민간 은행 대

장점

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 구분. 보완 관계 유지
(직접대출의 정책자금 지원성과 높게 평가)

정책

ㅇ정책금융기관(BDC)의 흑자 유지. 재정 부담 최소화

성과

ㅇ정책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정책자
금 직접대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단점

(BDC는 대출심사 담당 직원인력의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기관
의 핵심역량으로 중시.)
ㅇ정책자금 고금리 대출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

리에 비해 매우 높게 설정하는 대신에 담보조건을 크게 완화함
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이 대출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해서 은
행 대출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BDC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종업원 19인 이하 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
다. BDC의 직접대출에서 종업원 19인 이하 소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약 70%, 금액 기준으로는 약 44%에
달했다. 그나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상당수는 장기간
연속적인 지원의 결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BDC 직접대출의 장
점은 정책금리를 은행 금리보다도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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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행 대출 간 경합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인해서 BDC가 흑자를 유지하
는 것도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정책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BDC가 흑
자를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BDC의 대출심사 역량이 우수하
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직접대출 시스템의 지원성과는 일차적으로 대출 전문기관의
심사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설립
한 정책금융 직접대출 전문 기관은 많은 경우에 은행보다도 대
출심사 역량이 뒤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큰
데 비해서 정책자금 지원성과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주
장이 많았다. 캐나다 BDC의 경우에는 대출심사 직원의 상당
수가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심사능력 및 전문
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BDC 심사인
력의 높은 전문성은 지원 중소기업은 물론 캐나다 민간 은행으
로부터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BDC의 직접
대출은 지식집약산업, 수출산업 및 지방중소기업 등을 중점 지
원함으로써 정책성을 유지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고 있다.

4. 일본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신용보증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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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된다.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
금고 등 정부계 금융기관53)은 정부의 출연금 및 재정투융자를
재원으로 하여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전국 52개 신용보증
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험 및 금융기관 부담금 등을
기초로 하여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2007년 정부계 금융
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22조 4,000억 엔 및 신용보증지원 34
조 5,000억 엔 등 총 56조 9,000억 엔 정도로 추산되며, 이
는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액 총 237조 4,000억 엔 대
비 약 22.7%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중소기업

<그림 Ⅴ-4>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체계(2008년 9월 현재)
출연

정부계 금융기관

재정투융자
연방
정부

직접대출

중소기업금융공고

정
부
보
증
채

국민생활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예치
간접대출

기금(보조금)
주
정부

신용
보험
금융기관부담금

주
정부

출연, 융자

금
융
기
관

신용보증연합회
손실
보상

중
소
기
업

신용보증
대출

신용보증

신용보증협회
직접대출
(전국 52개)

자료 : 일본중소기업시책총람, 신용보증연합회 등 자료에서 작성

53) 일본은 정책금융 개편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등의 기능
을 통합하여 (주)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설립(2008. 10. 1.). 본 절에서는 통합
이전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일본정책금융공고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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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일본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실적(잔액 기준)
단위 : 조 엔

2003. 12.

2005. 12.

2007. 12.

233.1

230.4

237.4

정부계 금융기관 대출 총액(B)

26.8

24.9

22.4

상공조합중앙금고

10.0

9.6

9.3

7.6

7.2

6.0

9.2

8.2

7.0

260.0

255.3

259.8

신용보증잔액(D)

39.4

34.9

34.53)

정부계 금융기관 대출 비중(=B/A, %)

11.5

10.8

9.4

신용보증 잔액 비중(=D/A, %)

16.9

15.1

13.33)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중(=(B+D)/A, %)

28.4

25.9

22.7

1)

민간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 (A)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2)

중소기업 대출 총액(C=A+B)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중소기업백서』, 2008. 일본 전국신용보증연합회 연차보고서
주 : 1) 중소기업 대출은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300인(서비
스업은 100인 이하 등 별도 기준)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임.
2) 국민생활금고 대출은 일반대출 및 생활위생대출 합계임.
3) 2006년 12월 기준임.

정책자금 비중은 2003년 말 28.4%에 비해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정책자금의 1/2 축소 개편 작업
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향후 정책자금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1) 중소기업금융공고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이하‘중소공고’)는 1953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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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개요4)

<표 Ⅴ-20>
구분
설립 연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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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ㅇ 1953년, 중소기업금융공고법
① 중소기업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자
금을 직접 대출하고, 금융기관이 장기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 증권화 등을 지원
②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신용보험 및 대출

업무범위
(지원실적)

ㅇ대출지원(6조 4,556억엔1))
ㅇ증권화지원(매입형 36억엔, 보증형 342억엔)
ㅇ신용보험(29조 5,501억엔 2))

재원조달3)

ㅇ대출지원(총 1조 2,500억 엔 기준)은 재정투융자(71.2%),
중소기업채권발행(8.8%), 대출회수금(17.2%) 등으로 구성
ㅇ신용보험지원은 일반회계출자금 활용

자본금

1조 5,236억엔

지점

전국 61개 영업점

인원

2,074명

자료 :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사업보고서
주 : 1) 지원실적은 2008년 4월 잔액 기준임.
2) 신용보험 지원 잔액은 신용보증협회 대출(4,630억 엔), 기계류 신용보
험(1조 6,588억 엔) 등 제외 금액임.
3) 2008년 예산 기준임
4)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주요 기능은 일본정책금융공고(2008. 10.)가 승계함.

립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관이며, 2,074
명의 종업원과 전국에 61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 2008년 4월
현재 6조 4,556억엔에 달하는 정책자금 대출과 29조 5,501
억엔의 신용보험 지원 실적이 있다.
중소공고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통상 대출만기 10년의 설
비자금을 지원하며, 자금대출의 기준금리는 주요 은행의 장기
우대 금리(prime rate)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정
책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담보 및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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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
부문

대출
지원
개요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대출지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ㅇ지원대상

ㅇ중소기업 전체
-제조업 : 자본금 3억엔, 종업원 300인 이하
-서비스업 : 100인 이하 등 기준

ㅇ자금용도

ㅇ설비자금 및 장기운전자금

ㅇ대출한도

ㅇ기업당 4억 8,000만엔

ㅇ대출기간

ㅇ설비자금 10년(대리대출 7년), 최장 15년
ㅇ장기운전자금 5년

ㅇ대출금리(2008년)

ㅇ기준금리(2.30∼3.15%, 기간별 차등)

ㅇ 대출방법

ㅇ직접대출

ㅇ대출유형

ㅇ일반대출 및 특별대출
- 특별대출은 신기업육성, 기업활력강화, 환경·
에너지, 기업회생, 재해복구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대출 지원임.

ㅇ담보·보증인

ㅇ원칙적으로 요구
(보증인특례제도)
- 최고경영자 입보 면제, 0.3% 대출금리 인상
(담보특례제도)
- 기업당 8,000만엔(5년 만기), 직접대출(특별
대출)에 한함. 대출금리 인상
- 담보부족특례는 최대 1억 2,000만엔 한도

자료 :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사업보고서

<표 Ⅴ-22>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대출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억엔, (%)

신규 대출
일반대출1)
특별대출
대출 잔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대출2)

2004
16,353 (100.0%)
2,556 (15.6%)
13,797 (84.4%)
75,000 (100.0%)
72,502 (96.7%)
2,219 (2.9%)
279 (0.4%)

2006
10,289 (100.0%)
1,343 (13.1%)
8,946 (86.9%)
64,556 (100.0%)
62,986 (97.6%)
1,400 (2.2%)
170 (0.2%)

자료 : 중소기업금융공고 연차보고서 2006~2007
주 : 1)특별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 및 기타 유형 대출 포함
2)리스회사 및 중소기업투자 및 컨설팅 회사 등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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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며,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담보 특례 및 보증인 특례 등
일부 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공고의 정책자금 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출
보다는 고용확대, 사업회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성이 높은
특별대출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형태에 있어
서는 대리대출 비중은 2006년 기준 2.2%에 불과하며, 자금
대출의 97.6%가 직접대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중소공고의 정책자금 대출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민간 금융을 보완하는 정책자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54).
첫째, 중소공고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급
되기 어려운 장기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중소공고가 지원
하는 자금의 약 64%(2006년 기준)가 대출기간 5년을 초과하
는 장기자금이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
79.5%(2007년 기준)가 대출기간 5년 미만이라고 하는 사실
과 대비되는 것이다.
둘째, 중소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은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된
시기에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안
정성 유지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5).
셋째, 중소공고의 대출지원은 정책성이 높은 특별 대출 위주
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대출은 벤처기업, 사업회생, 지역경제

54) 중소기업금융공고 사업보고서 2007년에서 인용
55)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정책평가보고서(2006년) 등 참조. 중소공고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일본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낮았던 시기에 반대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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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3> 중소기업금융공고의 담보대출 구성비(2006년 기준)
단위 : 개사

대출 유형

비중

담보·보증인 대출

10,974 (77.1%)

신용·무보증인 대출

3,266 (22.9%)

(담보부족특례)
(무담보특례)
(보증인특례)
(기타)

(2,761)
(283)
(72)
(227)

전체

14,240 (100.0%)

자료 : 중소기업금융공고 2006년 정책평가보고서 2007년 10월

활성화, 환경대책, 고용확대 등 정책성이 높은 분야의 대출이
다. 2006년 중소공고 대출의 86.9%가 이처럼 정책성이 높은
특별대출이다.

<표 Ⅴ-24>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손익 추이
단위 : 백만엔

항목

2005

2006

경상수익

666,459

629,606

경상지출

827,679

803,374

경상이익

(161,219)

(173,767)

대출계정1)

78

44

2)

증권화계정

37

(476)

신용보험계정

(163,540)

(175,383)

기타 계정3)

2,259

2,011

자료 : 일본중소기업금융공고 연차보고서 2006~2007
주 : 1) 대출계정은 경상이익 기준이며, 나머지 계정은 순이익 기준임. 따라서
계정 합계와 경상이익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함.
2) 매수형 및 보증형의 합계 금액임.
3) 기계류 신용보험 및 특별보험 등 합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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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공고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이러한 정책적 고려
에도 불구하고, 중소공고의 직접대출은 기준 대출금리가 시중
우대 금리 수준이고, 담보·보증인 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
등에서 본다면, 민간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과 경합하는 측면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중소공고의 대출의 77.1%는
담보·보증인 대출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공고의 직접대출이
정책자금으로서의 지원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공고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전반적으로 담보
대출 비중이 높고, 무담보 대출의 경우는 소액대출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 위험도를 반영하여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표 Ⅴ-24>에서 보듯이 정책자금 대출사
업에서 얼마간의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비중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56).
중소공고의 증권화지원사업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채권을
증권화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
원사업이다. 증권화 유형은 매입형과 보증형으로 구분되는데,
매입형은 은행의 중소기업 무담보 매출 채권을 중소공고가 직
접 매입하는 방식(후순위 채권)이며, 보증형은 은행이 증권화
하는 중소기업 무담보대출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56)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4~2006년 기간 6억∼8억 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보였으
며, 2007년에는 2,400만원 흑자를 보였다. 자금지원 사업 부문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2005년, 2006년 적자와는 달리 2007년에는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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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8년 4월 현재 매입형(잔액 기준)이 36억엔, 보증형
이 342억엔이다.
끝으로,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험 사업은 중소공고가 신
용보증협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협회에 대하여 보
증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중소공고
는 신용보증협회로부터 0.15∼1.59%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신에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대위변제 금액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57).
2)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 상공조합중앙금고(이하 상공중금)는 중소기업의 협동
조합 및 중소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종 단체58)에 대하여 금
융지원을 할 목적으로 1936년 설립되었다. 상공중금의 자본금
은 2008년 3월 현재 5,227억엔이며 이 중 정부 출연금이
4,053억엔(77.5%), 조합출자금이 1,173억엔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점포 수는 102개(해외 3개 포
함), 직원 수는 4,240명에 달한다. 상공중금의 업무 범위는 출
자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조합원 예금 수취, 상공채
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국제화지원, 정보제공 등이다. 대출
재원의 조성은 2008년 3월 말 현재 총 9조 4,869억엔을 기준
으로 하여 채권발행 6조 8,219억엔(71.9%), 예금 2조
57) 신용보험의 종류는 일반보증, 특별보증, 담보보증, 무담보 보증 등에 따라서 매우 세
분화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각 연도 중소기업시책총람을 참고
58) 2007년 말 현재 소속 단체 수는 25,822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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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억엔(28.0%), 양도성예금 99억엔(0.1%) 등이다.
상공중금의 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조합 200억엔, 조합원
20억엔의 대출한도로 운용되며, 대출이자율은 대출기간 1∼3
년 자금의 경우 2.65%(2006년)를 기준이자율로 하여 조합원
의 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상공중금의 자금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조합원을 대
상으로 한 소액(1억엔 이하)·운전자금이 중심이다. 2008년
3월 말 현재 대출 잔액 총 9조 1,149억엔 중에서 75.2%가 운
전자금이며, 나머지 24.8%가 설비자금이다. 대출금액별로는,
2008년 3월 말 현재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1억엔 이하 소액대
출이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5억엔 대출이
22.9%를 점유하고 있다. 10억엔 이상 대출은 전체 대출 건수
의 1.9%에 불과하다. 자금 대출업종은 유흥오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현재 금액기준으로
제조업(33.7%), 도소매업(30.7%), 서비스업(12.7%) 등의
순이다.
상공중금은 법률상으로는 정부가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이지
만, 출자 조합원의 예금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자체 조성한
자금을 기초로 하여 출자 조합원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대출하
고 있다. 또한, 매년 수익59)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실제
로 상공중금은 정책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조합 금융기
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정책금
융 개편 방안에서는 향후 5∼7년 이내에 상공중금의 정부 출자

59) 상공중금은 2006∼2008년 평균 250억엔의 경상이익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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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5>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대출사업 주요 내용 및 실적(2006년)
단위 : 억엔

지원 내용
보통대출

대출 잔액

4,800만엔 이하 소액 대출, 2.5% 기준금리

65,511

일반대출

중소기업 소액·운전자금 대출 중심으로 운용

30,438

경영개선대출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 및 추천을 받은 소기
업(5인 이하)에 대한 부담보·무보증 소액 자
금지원(550만엔 기준, 최고 1,000만엔)

4,784

특별대출

창업지원, 여성기업지원, 기업활력강화 등 정책
자금 지원. 7,200만엔 한도, 우대금리 적용

30,288

생활위생자금 대출

음식점, 미용업, 여관업, 목욕 등 생활위생 업종
영위 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7,200만엔 대출한도

6,798

연금담보대출

대출한도 250만엔, 1.3% 우대금리 적용

357

기명국채담보대출

대출한도는 담보 국채에 연동. 1.3∼1.55%

2.6

교육자금대출

학생 1인당 200만엔 한도, 2.3% 대출금리,
대출기한 10년 이내

10,754

기타

환경위생금고에서의 승계한 구상채권 등
합 계

10.5
83,435

자료 : 국민생활금융공고 업무보고서 2006~2007

분을 모두 매각하고(설립근거법 폐지), 완전 민영한다는 방침
을 수립해 놓고 있다.
3) 국민생활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는 1949년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며60), 주
요 업무는 소기업에 대한 소액 경영자금 지원, 생활위생 관련
60) 국민생활금융공고는 1949년 설립된 국민금융공고와 1967년 설립된 환경위생금융공
고가 1999년에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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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음식료업, 여관업, 목욕업 등)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금 지원, 소액 교육자금 지원 등이다. 자본금은 2008년 현재
3,694억엔(전액 정부 출자금)이며, 전국 152개 지점을 두고,
직원 수는 총 4,721명에 달한다.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대출사업을 살펴보면, 2006년 말 대출
잔액은 총 8조 3,435억엔(대출건수 286만 3,000건)이다. 보
통대출(일반대출, 경영개선대출, 특별대출)은 6조 5,511억엔
으로 전체 대출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소기업)경
영개선대출은 상공회의소 경영지도와 추천을 받은 종업원 5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50만엔 대출한도(최대 1,000만
엔), 2.35% 대출금리, 무담보·무보증인 자금지원이다. 보통
대출의 대출유형은 2006년 말 현재 2,000만엔 이하 소액자금
대출이 전체의 97.3%를 차지하며, 설비자금(24.1%)보다는
운전자금 대출(75.9%)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지원 업종은 도
소매(29.2%), 건설(21.1%), 서비스(20.1%), 제조업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대출 재원은 재정투융자차입금, 대출회
수금 등이다61). 보통대출의 담보별 대출유형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담보대출(10.4%), 무담보·보증인대출(79.4%)62),
무담보·무보증인 대출(10.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민생활금융공고는 민간 금융에서 자금조달이 특히

61) 국민생활금융공고의 총차입금은 2006년 말 현재 6조 4,540억엔이며, 이 중 재정투
융자 차입금이 6조 1,257억엔으로 94.9%를 차지하고 있음.
62) 무담보대출에는 대출금의 일부에 담보가 제공된 경우도 포함. 이를 제외한 순수 무담
보 대출은 금액기준으로 62.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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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기업 지원 및 특정 분야 대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설립 근거가 인정되지만, 대출 형태가 보증인 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자금으로서의 지원성과는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증인 소액대출의 특성상 대출지원 사업
의 위험은 그리 크지 않으며, 실제로 약간의 경상이익을 실현
하고 있다63). 2008년 정책자금 개편 계획에 따라서 국민생활
금융공고의 보통대출(일반대출, 경영개선대출, 특별대출 등)
및 환경개선대출은 일본정책금융공고로 기능이 그대로 흡수되
었다(교육자금 대출은 대출 대상 범위를 다소 축소).
4) 신용보증협회
일본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 담보 및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민
간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지원에 필요
한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
으며, 보증채무의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중소기
업금융공고가 보험금의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해
주고 있는 구조이다.
신용보증잔액은 2000년 41조 4,590억엔에서 2006년에는
29조 2,660억엔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대위변제
63) 국민생활금융공고법에 따라서 손익 균형이 항상 달성되도록 회계기준을 운용하고 있
다. 다만, 대손상각비 및 대손상각비 환입 등 계정 등을 감안하면, 2006년 흑자를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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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용보증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운영주체

신용보증협회(전국 52개)

기본재산, 지방정부재정지원금, 금융기관부담금, 지방정부 차
입금 등
- 기본재산 : 1조 3,950억엔
보증재원(2006년) (기금 : 4,860억엔, 준비금 : 9,084억엔 등 포함)
- 지방정부 재정지원금 : 6,079억엔
- 금융기관부담금 : 1,624억엔
- 차입금 : 지방정부 1조 1,373억엔, 중소공고 4,730억엔
중소기업금융공고와 보험계약
대위변제

- 협회는 보험료(0.15∼1.59%) 지불
- 공고는 대위변제금액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

신용보증 내용
보증대상

각 지역 내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

보증한도

기업당 2억 8,000만엔(무담보보증 8,000만엔 포함, 조합은 4
억 8,000만엔, 보통보증 기준)

보증기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최장 15∼20년)1)

자금용도

설비자금, 운전자금2)

보증료

0.5∼2.2% 9단계로 구분3) (평균 1.35%)

보증인·담보 조건

최고경영자 보증인 입보 원칙
보증금액 8,000만엔 이하 또는 보증기간 10년 이내 보증에 대
해서는 담보 면제

위험분담

책임공유제도 도입(80% 부분 보증, 2007년 10월)4)

자료 : 신용보증연합회, 동경신용보증협회 보고서 2008.
주 : 1) 보증기간은 보증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큼. 예를 들면, 유동자산담보보증
은 보증기간이 1년임.
2) 투기자금, 주택자금, 부채상환자금으로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
3) 보증료는 보증금액이 크고, 보증기간이 장기이며, 무담보 보증이고, 전액
보증일수록 높아짐.
4) 종업원 20인 이하(서비스업은 5인) 소기업에 대한 1,250만엔 이하 소액
보증 및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등에 대해서는 전액보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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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7>

신용보증잔액, 대위변제액 추이
단위 : 10억엔, (%)

신용보증

신용보증
1)

무담보보증비율

잔액

대위변제액

회수금

1994

14,684

(43.5)

27,474

385

155

1997

15,275

(50.6)

29,558

498

209

2000

19,633

(69.0)

41,459

1,073

277

2003

15,196

(71.3)

31,102

1,021

334

2006

13,659

-

29,266

685

261

자료 : 신용보증연합회. 일본 중소기업청 신용보완제도의 현황 및 과제 2004. 12.
주 : 1) 무담보 신용보증 비율은 금액기준(건수 기준 83.9%, 2003년)임.

<표 Ⅴ-28>

자금 용도별 신용보증금액(동경신용보증협회)
단위 : 억엔, (%)

2005년

200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운전자금

35,590

89.8

39,225

91.0

설비자금

393

1.0

2,879

6.7

운전·설비자금

853

2.2

1,007

2.3

합계

39,636

00.0

43,111

100.0

자료 : 동경신용보증협회 Report 2008

액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신용보증(신규 보증) 금
액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기준으로
1994년 43.5%에서 2003년에는 71.3%까지 지속적으로 높
아진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4). 일본 정부는
64)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무담보 신용보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1998년 특별보증의 실시, 2000년 무담보보증제도의 도입 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소기업청 신용보완제도의 현황 및 과제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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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신용보증 채무 잔액
단위 : 억엔, %

2007년
금액

구성비

도시은행

17,727

41.1

지방은행

3,472

8.1

제2지방은행

1,821

4.2

신용금고

18,052

41.9

1,467

3.4

511

1.2

기타

61

0.1

합계

43,111

100.0

신용조합
정부계 금융기관

1)

자료 : 동경신용보증협회 Report 2008
주 : 1) 정부계 금융기관은 중소공고, 상공중금, 국생공고, 농림중금 등 포함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
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 제도
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할 분담 및 중복 지원 배제가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신용보증은 자금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대체로
설비자금보다는 운전자금(91%, 2007년)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정책자금 직접대
출이 대출만기 5년 이상 설비자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둘째,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지원 간 중복 지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기관별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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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0>

일본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역할 및 성과
주요 내용

정책자금의 역할

ㅇ주요 지원형태 :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ㅇ지원자금 : 정책자금 직접대출(설비자금 중심), 신용보증(운전
자금 중심)
ㅇ정책금융(우대 금리, 담보대출)과 민간 금융 간 경쟁 관계

장점

ㅇ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용보증 등 다양한 자금지원 실시
ㅇ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 간 중복지원 별로 없음.
ㅇ장기 설비자금 공급, 자금시장 변동의 완충 기능 수행

단점

ㅇ직접대출은 우대 금리, 보증인·담보대출 비중이 높음. 민간금융
과 경합이 발생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 저하 가능성
ㅇ과도한 정책자금 지원 및 재정부담 논란
(정책금융 축소 개편 추진 중)

정책
성과

증 채무 잔액 현황에서 정부계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이는 중소공고
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유형에서 담보대출 및 보증인 대출이 차
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금융공고를 통한
우대 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전국 52개 신용보증협회를 통
한 신용보증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의 합계가 2007년 민간 금융 중소기업 총대출 대비
22.7%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지원 규모가 매우 크다. 일본의 중
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OECD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
라와 함께 그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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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에는 역할 구
분이 분명한데,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주로 설비자금을 위주로
지원하는 데 비하여, 신용보증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지원하
고 있다. 신용보증과 직접대출의 중복지원이 별로 없다는 것은
지원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기준금리가 주요
은행의 우대 금리와 동일한 우대 금리 대출이며, 캐나다의 고
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경우와는 반대로 민간 금융과 정책
자금 직접대출 간 경합 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일정 수준 불가
피하다. 특히,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직접대출 중 77.1%(2006
년 기준)가 담보·보증인 대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의 중소기업 대출이 일정 수준 경합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합 관계는 정책자금의 지원성
과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일본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장점은 정책자금이 민간 금
융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 설비자금 공급에 주력하고 있
다는 점,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의 규모가 매우 큰 데 비해
중복 지원이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보완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경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지원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신용보증지원의 재정 부담을 줄
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 단일 보증료 체계에서 신
용보증료를 보증의 성격,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9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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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일본 정책자금 개편의 주요 내용

현행(2008년 9월까지)
국민생활금융공고(9.6조엔)
농림어업금융공고(3.3조엔)
중소기업금융공고(7.5조엔)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1.4조엔)
국제협력은행(19.8조엔)
국제금융(8.5조엔)
해외경제협력(엔차관, 11.3조엔)

개편(2008년 10월 이후)
2008년 정책자금/GDP 비중을 2004년의 절반으로 축소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
(JFC, Japan Finance Corporation)
2008. 10. 1. 설립
전국 152개 지점. 종업원 8,117명
정부가 주식을 모두 보유
기업회계기준 적용 운용 투명성 제고
예산의 국회 의결 등 조치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에 통합

일본정책투자은행(14.0조엔)

특수주식회사화(5~7년 존속)

완전민영화

상공조합중앙금고(9.6조엔)

특수주식회사화(5~7년 존속)

완전민영화

공영기업금융공고(25.0조엔)

지방공영기업등금융기구
(정부의 출자. 보증지원 폐지)

자료 : 일본 재무성,“정책금융 개혁의 경위”, 2008.

차등화한 바 있다(2006. 4.). 또한,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
간의 책임공유제를 도입(2007. 10.)하여 종전의 100% 보증
에서 대위변제금액의 80% 부분보증제도로 전환하여 위험 관
리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정책금융의 축소와 합리적 정비를 목적
으로 2002년부터 정책금융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5년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부터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켰다. 정책자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책금융을
반드시 필요한 정책기능에 한정하여 2008년 기준 GDP 대비
정책자금 공급 잔액을 2004년의 1/2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
이다. 둘째, 현재의 여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정책금융공
고를 설립한다는 것이다(<그림 Ⅴ-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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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일본정책금융공고
(JFC)는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일반대출
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능 및 국민금융공고의 중소기
업 자금대출 기능을 승계한다. 또한, 정책금융공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기준, 성과평가,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공조합중앙공고는 향후 5∼7
년 이내에 완전 민영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5.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1) 국가별 지원 유형의 특징과 성과
국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 및 지원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 경
합·보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정
책자금의 지원 규모가 동일하다면 기본적으로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 경합보다는 보완 관계가 유지될 때 정책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에서 정책자금 지원(직접대출 및 간접대
출)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의 관계를 기초
로 정리해 보면65), 분리형(캐나다 BDC), 중복형(독일 Kfw)
65) <표 Ⅴ-1>에서는 단순히 국가별 지원 형태의 외적인 특징에 따라서 신용보증지원 중심
형, 간접대출 중심형, 직접대출 중심형, 종합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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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혼합형(한국 직접대출,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등의 몇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66). 또한, 국가별 지원 유형의
특징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 측면에서 장단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 BDC를 통한 직접대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가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고금리이기 때문에, 민간 금
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BDC 정책자금을
이용할 유인이 별로 없다. 이러한 점에서 BDC의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고객층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볼 수 있

<그림 Ⅴ-6>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의 관계(분리형 캐나다/중복형 독일)
고

위험(담보 부족)

BDC 지원대상
저

성장성

고
Kfw 간접대출
민간 금융 기관 고객층

저

(담보 여유)

주 : 원의 크기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지원대
상의 영역을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것임.

66) 신용보증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아서 미국, 일
본 및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지원은 본 절의 분석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정책자금 지
원과는 달리 신용보증지원의 성과 분석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지원의 정책성과를 분석한 자료로는 조덕희 외,「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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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BDC 지원대상의 73.9%(건수 기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민간 금융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종업원 19인
이하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분리형 구조를 시사
하는 것이다. 분리형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과 정책
자금 간 경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성(additionality) 측
면에서 높은 정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구조
이다.
둘째, 독일 Kfw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에 정
책자금 심사를 위탁한다는 점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고객층과
정책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구조이다. 정책자금의 상
당 부분은 시중금리 수준에서 담보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다만, 독
일 Kfw의 지원 자금이 민간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설비자금 위
주이며, 창업 기업 및 낙후지역 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일
정 수준 위험 분담을 하고 있으며, 후순위 대출 등 위험분담형
간접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독일 Kfw
간접대출이 민간 금융의 고객층을 확대하는 효과는 일부 인정
된다 하겠다. 또한, 독일 Kfw가 순이익을 실현하는 데서도 짐
작할 수 있듯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는 구조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JASME)의 정책자금 대출은
시중금리의 담보·보증인 대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다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민간 금융 고객층과 상당 부분 중
복되는 구조이다. 다만, 정책자금이 민간 금융이 공급하기 어
려운 장기 설비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담보부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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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의 관계(혼합형의 한국, 일본)
고

위험(담보 부족)

한국 직접대출

저

일본 JASME

성장성

고

민간 금융 기관 고객층

저

(담보 여유)

주 : 원의 크기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지원대
상의 영역을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것임.

례 및 보증인 특례제도 등을 통한 신용대출 비중이 22.9% 수
준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일본 JASME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일부는 민간 금융기관 고객층과는 분리된 구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정책자금 대출
은 혼합형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
원도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유사하게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상당 부분 민간금융 고객층과 겹치면서 일부는 분리된 혼합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
도 나타났듯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약 60%는 정책자금 지원
이 없이도 자력으로 민간 금융을 통해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
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직접대출의 일정 부분이 신
용대출로 지원되고 있으며, 최우량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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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정책자
금 지원대상의 일정 부분은 민간 금융의 고객층과 분리된 구조
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일본의 직접대출
의 경우와 같은 혼합형 구조는 캐나다의 분리형 혹은 독일의
중복형 구조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지원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원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기관이 순이익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정부
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하겠다.

(2)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1) 민간 금융과의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 관계 유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혹
은 부가성(additionality)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고객층과 경합이 적을수록 자금 지원의 정책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자금
과 민간 금융 간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
한 조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BDC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책자금의 대출금
리를 시중 금리보다 고금리 수준으로 결정하여, 근본적으로 정
책지원 대상과 민간 금융 고객층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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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관
의 대출심사 역량만 우수하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
면서도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67).
둘째, 창업 초기 기업, 소기업 등 민간 금융으로부터 자금 조
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및 특정 전략산업의 중소
기업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정책성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셋째, 일본, 독일, 미국의 신용보증지원 등에서 보듯이 신용보
증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 설비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캐나다 BDC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책자금을 직접대출
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공급기관의 대출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성과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사
업에서 보듯이 신용평가 최우량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지원에서의
‘credit elsewhere’조건도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장
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업당 대출한도를 설정하거나 후순위대출 제도 등
의 도입을 확대하여 정책자금의 민간 자금 유인효과(priming

6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상은 이미 지적했듯이 지원성
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금리 정책자금의 오랜 관행에서 비
롯되는 중소기업의 거부감과 현재의 미국발 금융불안 등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계
적·점진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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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간 중복 지원 억제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에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에
는 BDC의 지원 자금은 대출한도 500만 달러(c$) 이하의 대
규모 자금지원인 데 비하여, 산업성의 신용보증지원은 대출한
도 25만 달러 이하 소액·자산취득(담보제공) 자금으로 구별된
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시설자금, 신용보증
지원은 운전자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정부계 금융기관이 신용
보증지원을 이용하는 실적이 매우 작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 중복 지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의 약 20%는 신용보
증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접대출과 신용보증
지원 간 중복 지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간접대출 및 위탁보증의 실효성 확보
독일 Kfw의 정책자금 간접대출 및 미국 중소기업청의 7(a)
신용보증지원의 경우처럼 대출 심사 및 신용보증 심사를 민간
대출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 은행이 정책자금 심사 및
신용보증 심사를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Kf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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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인 창업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분담 특
례제도, 후순위 대출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의 PLP 제도 및‘credit elsewhere’심사요
건 등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보완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접대출(대리대출)의
경우에는 독일 Kfw 및 미국 신용보증지원제도에서와 같은 보
완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은행 일반대출과 정책자금 간접대출 간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대리대출에 대한 중
소기업의 만족도도 직접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관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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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
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문제를 초래
하고 이로 인해서 민간 금융의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과소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혹은 부
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위축 시기에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더욱 급속하게 축소됨으로써 경영 불안이 오히
려 가중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
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처하고, 자금
시장의 순환 과정에서 경기 완충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2006년 말 기준으
로 신용보증지원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여(총액한도대출 제
외) 총 60조∼7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대비 20%를 넘는 수준이며,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는 물론 어떤 합리적 양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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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재
규모가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일시에 적
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이
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이른바‘적정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
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책자금의 급속한 축소가 중소기업
에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력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
능한 중소기업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책자
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축소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 수준으로 줄어든 정책 수요에 대
응하여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간다면, 중
소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바
람직한 수준까지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과다지원 비판은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개선 방안을 통
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는 직접적이고 산술적인
‘1차 지원성과’와 정책자금 지원 후 2∼3년에 걸쳐서 지원 중
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영향을 측정한‘2차 지원
성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는 중소
기업이 자력으로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 이상을 정책자금
으로 지원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성 효과 및 정책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효과의 합계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중산기금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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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1차 지
원성과는 지원 잔액 대비 평균 3.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및 유형별로는, 소기업(종업원 5∼19인)은
4.2%, 중기업(종업원 100인 이상)은 2.8%, 창업 초기 기업은
4.7%, 일반 중소기업은 3.6% 등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사실
은 정책자금 지원을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대략 1.3∼
1.5배 정도 높은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측정되었
다. 우선,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
기업의 고용, 매출액, 수익성, 생존가능성 등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590개 중소기업의 재무통계를 활용
하여 2차 지원성과를 계량 추정한 결과에서도 기업 규모 대비
정책자금 지원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지원 후 3년간 평
균 고용 증가율 및 출하액 증가율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또한, 정책자금의 2차 지원성과도 1차 지원성과와 마찬가
지로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하는 경우에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운용비용은 제도 운용에 수반되
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
용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대출 재원의 조달비용,
관리비용, 대손발생비용, 대출금 이자수익 등을 토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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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 운용비용은 2004∼2006년
기간 직접대출 잔액 대비 평균 3.2%로 추산되었다. 이는 정책
자금 1차 지원성과(평균 3.6%)에 비해서 약 0.4%포인트 낮
은 수준이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
책자금 대출의 지원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운용비용
혹은 지원성과 일면이 아니라, 운용비용과 지원성과의 양면을
동시에 감안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통상 운용비용의 절감은 지원성과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시도는 그 이상으로 운용비
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1차 지원성과, 2차 지원성과, 운용비용
등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의‘1차 지원성과’가‘운용
비용’을 근소하게나마 상회하고 있고, ‘2차 지원성과’도 양
(+)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어
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
으로 본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요성 및 지원규모에 비해
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자금 지원의 부가성 지표(정책자금
지원이 없다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비중)가 35.5%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없어도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상당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
으며, 이들 중소기업은 단지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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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
자금 지원의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제고와는 상
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면,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단위당 지원성과
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높게 책정하
면, 정책자금의 수요가 현재 수준에 비해서 대략 30∼50% 정
도 축소될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정책금리 인상으로 지원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중소기업은 소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보
다는 중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등 지원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지원성과의 위축이 정책자금 지원 수요의 축소만
큼 크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은 정책자금의 단위당 지원성과 개선에 긍정적일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저금리 정책자금의 오랜 관행 탓에 자력으로 자금조달
이 가능한 중소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이 광범위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제도 개선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
금 지원제도를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유
형화하고, 정책성과 측면에서 유형별 장단점 및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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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 간의 경합을 최소화하
고, 보완·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기본적으로 중소기
업의 자금 가용성 혹은 부가성(additionality)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
관의 중소기업대출 고객층과 경합이 적을수록 정책성과가 우수
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금의 직접대출형인 캐나다 BDC의 경
우에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여 정책
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 고객층을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독일 Kfw의 간접대출은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 고객층과 정책자금이 상당히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위험분담(40%), 후순위대출,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정책금리 등의 보완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심사에 있어서
credit elsewhere 심사요건도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
고객층을 분리하여 상호 경합을 피하기 위한 보완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우리나라 중
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지원대상이 일정
부분 민간 금융의 고객층과 중복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대출, 신용도 우수중소기업 배제, 창업 초기 기업 및 소기업 집
중 지원 등의 원칙을 통하여 민간 금융과의 경합을 피하고 있
는 혼합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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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구조에서는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과의 경합 정도가
심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에 비해서 정책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
제점에 대응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을 본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정
책자금 지원규모를 2004년의 1/2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개
편을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 사례 및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
과 민간 금융 간 경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정책자금 대출지원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 지원을 억
제하고 각각의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의 경우에 BDC 정책자금은 대출한도 50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의 대규모 자금지원인 데 비하여, 산업성의 신용보증
지원은 대출한도 25만 달러 이하 소액의 자산취득(담보제공)
자금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시설자금, 신용보증지원은 운전자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정부
계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지원을 이용하는 실적이 매우 작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복 지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의 20% 정도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 지원이 적지 않은 것으

19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로 짐작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의 경우처럼 정책자금
의 대출심사를 민간 대출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 은행
이 정책자금을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제도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Kfw가 시행 중인 창
업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분담 특례제도, 후순
위 대출제도, 위험도 반영 차등 정책금리 제도 등은 그러한 사
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접대출(대리대출)의 경우에
는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어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은
행 일반대출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서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
도도 직접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Kfw의 사례 등
에서 보듯이 적절한 보완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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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조사서
KIET-

중소 - ID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되어 집계되므로 개별 기
업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설문은 대표자 혹은 자금 담당 책임자께서 직접 작성/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및 은행 대리대출)을 2001∼2004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제조업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사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
문응답을 중단해 주십시오.

*귀 업체의 개별 현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통계처리되어 사용될 것이므로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설문조사서

Ｉ

일반 현황
업 체 명

회

사

개

요

가입유형

작성책임자

대표자명

설립 연도

(2006년 기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

년

1) 벤처/혁신형 기업

명:

명

매 출 액

매출액 대비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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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2) 일반 중소기업

부서/직책:
e-mail:

기업의 일반 현황 및 정책자금 이용 실적

문1. 귀사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가장 가깝습니까? (2개 복수응답 가능)
1) 창업 5년 이하 중소기업
2) 벤처/혁신형 기업
3) 일반 중소기업
4) 구조조정기업(회생특례, 사업전환 자금 등 신청기업)
5) 기타(소상공인 등)
문2. 다음은 귀사의 정책자금 이용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2001~2004’
년 기간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받
은 정책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함.

문3. 귀사의 경우 필요한 외부차입금을 정책자금(신용보증 포함) 지원이 전혀
없이 자력에만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
도입니까?(2006년 기준)
1) 필요자금의 90% 이상
2) 80~89%
3) 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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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2001~2004년 기간 중 지원받은
횟수는?
문2-2. (가장 최근 기준) 정책자금 수혜
연도는?

총____________회
1) 2001년

2) 2002년

3) 2003년

4) 2004년

문2-3. 그 당시 정책자금 수혜 금액은?

____________억원

문2-4. 그 당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종
류는?

1) 벤처창업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
3) 경영혁신(시설개선, 협동화, 지식기반서
비스 등)
4) 구조조정(회생특례, 사업전환, 긴급경영
안정 등)
5) 기타(소상공인, 수출금융, 자산유동화
등)

문2-5. 그 당시 정책자금의 대출유형은?

1) 직접대출(중진공)
2) 대리대출(은행)
3) 직접대출+대리대출

4) 60~69%
5) 50~59%
6) 필요자금의 50% 미만
7) 잘 모르겠다
문4. 귀사가 정책자금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로 2개 복수응답)
1) 담보 부족
2) 창업 초기 기업
3) 매출 부족
4) 높은 금리
5)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6) 대출한도 부족
7)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문5. 귀사의 경우 필요한 외부차입금을 100으로 했을 때, 자금 차입을 위해 제
공할 수 있는 담보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2006년 기준)
1) 필요자금의 90% 이상
2) 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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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79%
5) 50~59%
7)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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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69%
6) 필요자금의 50% 미만

정책자금 이용 만족도 및 지원 성과

문6. 귀사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장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우선순
위로 2개 복수응답)
1) 저금리여서
2) 대출기간이 길어서
3) 은행 대출이 곤란해서 (담보 부족 등)
4) 대출 금액이 커서
5) 신속한 대출 절차 등 편리해서
6) 신용대출이가능해서
7) 대출심사 시 사업성 및 기술성을 중시해서
8) 적기 대출이 가능해서
9) 기타(구체적으로
)
문7. 만약 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중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1)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을 것
2) 일부 자체 조달이 가능했겠지만, 금액은 정책자금에 크게 미달했을 것
3) 정책자금과 동등한 금액을 자체 조달할 수는 있었지만, 대출금리, 적기대
출, 대출기간 등의 조건에서 크게 불리했을 것
4) 정책자금을 못 받았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
문8. 만약 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신청 당시 귀사가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실제
지원받은 정책자금 = 100 기준)
1)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90% 이상
2) 80~89%
3) 70~79%
4) 60~69%
5) 50~59%
6) 50% 미만
7)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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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귀사가 정책자금(신용보증 포함)이 아닌 은행의 일반 대출을 받는 경우 적
용받는 대출 금리수준은 연평균 몇 %입니까(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소
수점 첫째자리까지 응답)

문10. 다음은 귀사의 현재 종업원 현황과 정책자금 수혜 당시의 종업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0-1. 현재(2006년 기준)

종업원 수
(대표자 제외)

명 연구개발인력

명

문10-2. 정책자금 수혜 당시

종업원 수
(대표자 제외)

명 연구개발인력

명

문11. 귀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
습니까?
매우 기여 약간 기여
별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변화없음)

별로 기여 전혀 기여
못함
못함
(약간 감소) (크게감소)

문11-1. 고용증대면

1

2

3

4

5

문11-2. 매출증대면

1

2

3

4

5

문11-3. 영업이익 증대면

1

2

3

4

5

문11-4. 생존가능성 증대

1

2

3

4

5

다음의 문12부터 문14까지는 2001∼2004년 기간 중 은행을 통해서 정책자금 대리대출
을 받은 중소기업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2. 귀사가 은행을 통하여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대출 조건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순수신용
2) 신용보증
3) 부동산, 기타 자산 등 담보대출
4)기타(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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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은행의 정책자금 대리대출 심사에서 해당 은행이 가장 중시한 부분은 무
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로 두 가지 응답)
1) 담보력
2) 재무구조
3) 사업성(성장성 가능성)
4) 기술력
5) 기타(구체적으로
)
문14. 은행은 정책자금 대리대출 심사 시 중소기업의“사업성 및 기술성을 중
시”하는 등 정책목적에 합당한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못하다(일반 대출심사와 유사).
3) 저금리 대출인 만큼 오히려 엄격하게 심사 선별한다.
4) 잘 모르겠다.

Ⅳ

향후 정책자금 수요 및 개편방향

문15. 만약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정책자
금을 활용하시겠습니까?
1)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
2) 활용도가 크게 줄어들 것
3) 대출금액, 대출기간, 적기대출 등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활
용도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4) 정책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질 것
5) 잘 모르겠다.
문16. 귀사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자금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중진공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2)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리대출
3) (기술)신용보증 지원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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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은행의 상업적 중소기업대출 상품과 비교해서 특히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우선순위로 2개 중복
응답)
1) 사업성 기술성 위주 대출
2) 적기대출, 신속한 대출절차
3) 대출기간의 장기성
4) 대출한도금액 우대
5) 낮은 대출금리
6) 신용대출
7) 기타_____________________
문18. 현재는 정책금리가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다는 이점 때문에, 자력
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도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 금리를 은행 금리보다 높여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지
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 현재대로 은행금리보다 낮게 해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
도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3) 일부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심사 등을 강화해서 자력으
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문19. 귀사는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정책자금 지원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벤처창업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
3) 경영혁신(시설개선, 협동화, 지식기반서비스 등)
4) 구조조정(회생특례, 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 등)
5) 기타(소상공인, 수출금융, 자산유동화 등)
문20. 귀사는 향후 정책자금의 업체당 대출 한도(현행 업체당 10억∼30억 원)
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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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업체당 대출 한도가 작아 대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현재 업체당 대출 한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
3)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4) 잘 모르겠다.
문21. 귀사는 향후 정책자금의 대출기간(현행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대출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
다.
2) 현행 대출기간이 적정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없다.
3) 현행 대출기간을 줄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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