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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보고서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평가·검토하는 가운데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 금융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이로 인한 은행의 취급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우려가 높다는 특성
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금융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음.
- 지원 경로는 크게 금융 가용성(availability)의 확대와 금융 접
근도(accessibility)의 제고로 이루어져 있음.
- 정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공적 집행기관이 공급하는 신용
보증, 융자자금, 출자지원 등이 있으며, 은행 대출을 제도적으
로 독려하는 제도로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전체 중소기업 금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적 신용보증기관, 국책
은행 등으로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음.
- 대출 측면에서 2006년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 기준으로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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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한 2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에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은
행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의 현실적 애로가 간접금융에 집중되고 있음에 따
라 간접금융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시기별로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지
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급증세를 보였던
신용보증 지원이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 규모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축
소 논의가 있음.
- 2004년 말 IMF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8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지원규모도 매년 GDP 대비 1%씩 줄이라
는 신용보증 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신
용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
폭되었음.
- 신용보증 지원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로는 보증규모의 적정성,
지원대상 및 운용방식, 보증기관 간 업무 중복성 등을 들 수
있음.

요 약 3

- 신용보증 개선 논의는 신용보증 기능의 과다함을 낳은 현실적
요인에 대한 규명보다는 신용보증기관의 운용 비효율성 관점
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으며, 신용보증 기능의
연착륙적 조정을 위한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처방이 미
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은행 대출이 증대하는 가운데 은행 대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
는 문제 제기가 있음.
- 2006년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장원리
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
기하였음.
- 정책자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로는 정책자금의 성과 및 필요
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지원대상, 부처별 운용체계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자금 개선 논의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에 대한 구조
적 진단과 점검에 입각하기보다는 규모와 집행방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원대상과 지원금리에 대한 미봉적 대처
수준에서 논의가 일단락되었으며, 정책자금의 정체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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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산업의 지분구조 및 수익성 경쟁 격
화, 규제와 유인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융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에 부
합하는 기술금융과 투자방식의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기도 함.
○ 한편,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 재편, 시
행을 앞두고 있는 바젤 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등은 향후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의
방식과 속도 문제도 중소기업 금융과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 금융의 현실과 여건 변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체
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구조
적 실패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시장금융
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유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또한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자원배분 기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친화
성을 제고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중소기업 금융의 선진화라는 기본 명제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정
책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의

요 약 5

질적 확충에 힘써야 하며, 시장의 역할 제고와 연계한 정책금융
기능의 연착륙적 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또한 정책 위험도
상승에 대응한 합리적 위험분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가 점
증하고 있는 기술금융에 대한 시장조성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총체적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체계적 추진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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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 중소기업 금융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이로 인한 은행의 취급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우려가 높다는 특성
을 갖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금융자원 배분구조, 은행의 중
소기업 금융 기피 관행 등이 맞물려 중소기업이 직면한 금융
애로는 구조화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이 직
면한 금융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음.
- 정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공적 집행기관이 공급하는 신용
보증, 융자자금, 출자지원 등이 있음.
- 또한 은행 대출을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제도로 총액한도대출제
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시기별로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지
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은행 대출이 증대하는 가운데 은행 대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Ⅰ. 문제의 제기 7

하는 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또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급증세를
보였던 신용보증 지원이 경제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 정상적인
국면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축소 논의가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융자 중
심의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금융과 투자방식의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기도 함.
○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기능의 재설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 친화적이
면서 시장 보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금융
을 선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여기서‘시장 친화’
란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고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에 조응한다는 의미이며,‘시장 보
완’은 금융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금융의 사각지
대를 정책금융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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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자칫 정책금융이 시장기능의 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며, 정책금융이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의 필요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중소기업 금융이 직면한 현실적 제약과 시장기능의 변화를 동시
에 고려하면서, 정책비용을 줄이고 정책금융에 따른 사회적 편
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둘러싼 주
요 쟁점들을 평가·검토하는 가운데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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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구조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대부분의 경영자원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은 대기업 금융, 가계금융 등과는 특성이
다름.
-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정보력, 마케팅 능력 등이
취약하고 경영의 안정성이 높지 않아 신용 리스크가 높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신용 파악이 곤란하고 건별
취급액이 작아 취급비용이 과다한 반면, 금리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워 수익성이 낮음.
-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차입금리, 담보
등 차입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경기

<표 Ⅱ-1>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수요자(중소기업) 측면

공급자(금융기관) 측면

·신용도가 저평가된 경향이 있으며, 차입 ·신용 파악이 곤란, 신용 리스크가 큼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
·수익성에 비해 취급비용이 과다
·대출시장이 불안정하며, 금융수요가 은
행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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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기에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대
출시장이 불안정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
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보완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그림 Ⅱ-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

중앙정부
(재정자금·기금)
자금 위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기금)

자금 위탁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산하 집행기관)

자금 위탁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집행기관

지원대상 추천
자금 제공

자금 출자

금융기관

KVIC

신용 보증
신용보증기관
직접 대출

자금 대출

중소기업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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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 경로는 크게 금융 가용성(availability)의 확대와 금융 접
근도(accessibility)의 제고로 이루어져 있음.
- 자금 가용성의 확대를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 기금 등을 설치·
운용하거나 의무대출비율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등 은행의 중
소기업 대출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인센티브를 운용하고 있으
며, 자금 접근도의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들을 통해 신용 보완기능을 수행함.

(1)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신용
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을 지
원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
금을 보증재원으로 삼아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기관과
지역소재 대기업 출연금 등을 보증재원으로 삼아 지역소재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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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신용보증기관의 현황
단위 : 억원

보증잔액

출연금
(정부)

2000

225,912

5,100

연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금융기관)
3,238

2001

312,678

12,230

3,342

2002

325,142

5,250

3,576

2003

327,336

5,060

4,243

2004

335,708

5,210

4,563

2005

310,988

3,000

3,060

2006

296,340

3,000

5,369

2000

124,977

2,700

1,665

2001

161,605

2,770

1,702

2002

165,225

3,150

1,834

2003

167,461

2,940

2,171

2004

135,084

3,140

2,360

2005

115,013

9,678

6,179

2006

111,508

6,000

2,092

2000

10,114

1,483

421

2001

15,058

1,382

37

2002

19,326

1,186

269

2003

23,123

1,428

142

2004

26,269

864

35

2005

34,134

1,284

41

2006

40,327

763

254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주 :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정부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합계이며,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지역연고 대기업 출연금의
합계임.
2)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P-CBO 보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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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금 융·출자 지원
○ 정부 부처들은 재정을 활용하여 지원분야별로 다양한 융·출자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
신부, 환경부 등 10여개 부처가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수행함.
- 각 부처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다양
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지원사업
의 성격이 강한 것은 융·출자 지원사업이며 지원규모는 2007
년 계획 기준으로 출연,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59.7%인 약 4조 1,360억원에 달함.
- 전체 중소기업 지원규모에서 융·출자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64.4%, 2006년의 62.3%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
세를 보이고 있음.
- 융·출자 지원규모에서 융자 지원과 출자 지원의 비중은 2007
년 계획 기준으로 각각 96.6%, 3.5%를 차지하여 융자 지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자 지원은 중소기업청, 문화
관광부, 특허청 등이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융·출자 지원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2007
년 계획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이 전체의 70.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15.2%, 정보통신부 5.1%, 노동부
3.0%, 환경부 2.3% 등의 순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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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산
하기관의 심사·추천을 거쳐 위탁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수행
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적인 대출기능을 부분적으로
<표 Ⅱ-3>

부처별 중소기업 융·출자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중소기업청

3,252,907

68.8

2,938,522

67.3

2,920,800

70.6

산업자원부

721,398

15.3

708,994

16.2

628,776

15.2

노동부

95,938

2.0

97,133

2.2

123,864

3.0

정보통신부

229,300

4.8

232,400

5.3

211,500

5.1

특허청

1,173

0.0

55,000

1.3

55,000

1.3

해양수산부

35,246

0.7

49,458

1.1

42,056

1.0

농림부

128,146

2.7

74,018

1.7

45,000

1.1

문화관광부

36,946

0.8

92,673

2.1

13,800

0.3

방위사업청

10,665

0.2

-

0.0

-

0.0

환경부

129,509

2.7

113,062

2.6

95,000

2.3

건설교통부

-

0.0

-

0.0

-

0.0

과학기술부

88,000

1.9

-

0.0

-

0.0

보건복지부

-

0.0

-

0.0

-

0.0

여성가족부

-

0.0

7,386

0.2

-

0.0

4,729,228

100.0

4,368,646

100.0

4,135,796

100.0

합 계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초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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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
- 출자 지원은 해당 부처들이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기능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출자 지원의 경우 정부의 벤처 출자지원사업을 보다 시장 친화
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벤처캐피털 시장의 선진화·고도화·국제
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5년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출범시켰으며, 현재에는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이 모
태펀드를 통해 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1)
- 벤처 출자지원은 1999년에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
부 등 3개 부처에서 추진하였으나, 이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서 2002년에는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
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수행하게 되었음.
- 부처별로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자비율 과다 책정, 직접개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반면, 벤처캐피털 시장의 조성·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희석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었으며, 운영상의 전문성 부족, 수요
와 연동되지 않는 예산 중심의 투자계획, 시장 수급조절 기능
미흡 등의 문제들이 개선과제로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지
1)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를 만들기 위해 자펀드
설립시, 일부 금액을 출자해 주는 기능을 가진 펀드를 지칭함.

16

속 가능한 투자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모태펀드 제도가 도
입되었음.
-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능을 수
행하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조합의 운용사인 벤
처캐피털이 전문적으로 수행함.
○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
충을 위해 1조원 내외의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중산기금, 문산기금 등을 재원으로 3,851억원이
조성되었음.
- 모태펀드는 2006년까지 3,137억원을 출자하여 45개 투자조합
에서 1조 1,98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4>

모태펀드 재원조성 계획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중산기금

1,701

1,100

900

2,000

5,700

문산기금

-

500

1,615

634

2,749

특허특별회계

-

550

550

-

1,100

1,701

2,150

3,065

2,634

9,550

계

2008년 이후

계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중산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문산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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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조합 수

결성금액

모태펀드 출자금액

2004년 결성조합
(2005년 분할납입)

7

2,717

586

2005년 결성조합

17

4,064

1,245

2006년 결성조합

21

5,199

1,306

계

45

11,980

3,137

자료 : 중소기업청.

<표 Ⅱ-6>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성격별 구성
단위 : 개, 백만원

조합 수

모태펀드 출자금액

부품소재

3

18,000

영

상

6

23,100

지방기업

4

16,500

창업초기

6

44,500

구주인수

3

40,000

일자리

2

10,000

대중소협력

1

11,000

M&A·구조조정·기업회생

4

12,112

여성기업

1

5,000

섬

1

3,000

기술사업화

2

35,000

해외진출

3

42,440

일

9

53,000

45

313,652

유

반
계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약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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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펀드가 출자 지원한 투자조합의 구성을 살펴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일반 투자조합이 출자액의 16.9%, 결성조합 수의
20.0%로 가장 많으며, 초기단계 투자조합은 각각 14.2%,
13.3%, 해외진출조합은 각각 13.5%, 6.7% 등의 순으로 나
타남.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는 4조원 내외로 추정되며, 중앙정부
에 비해 지원금리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집행체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산하 집행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와 기금 등을 예탁한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운영체계를 갖춘 경우로 대별됨.

(3)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 지원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함.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총액대출한도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조치
를 취하고, 총재는 매 분기마다 제재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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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변동 추이(은행)
단위 : %

1965 1976 1980 1985 1986 1986 1992 1994 1997 1999
현행
4월 12월 10월 3월 4월 8월 2월 5월 7월 2월
시중은행

30

30

35

35

35

35

45

45

45

45

45

<35>
지방은행

30

40

55

55

80

80

80

70

60

60

60

외은지점

-

-

-

25

25

35

35

35

35

35

35

(25) (25) (25) (25) (25)
자료 : 한국은행.
주 : 1999년 2월 당시 주택, 평화은행은 35%이었으나 이후 합병은행인 국민, 우리은
행에는 45%를 적용하고 있으며, ( ) 안의 수치는 총액한도대출을 받지 않는 외
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임.

- 동 제도로 인해 은행의 자율적 자금운용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것
은 아니지만, 미이행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에서 불
이익을 받음.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로서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른 저리자금의 차등 배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음.
- 동 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총액대출한도를 각 은행별로 배정
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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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배정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됨.
○ 금융기관별 한도는 각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
는데, 대체로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이 높은 은행에 총액한도
배정이 많이 이루어짐.
○ 한편,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
됨에 따라 동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
로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개편내용은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대
기업을 제외하고 상업어음 할인,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 등
지원 실효성이 낮은 대상자금을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축소하되,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본
부별 한도는 늘리는 것으로 요약됨.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는 기존의 9.6조원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8조원으로, 3/4분기에는 6.5조원으로 축
소됨.
○ 동 제도의 핵심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 금리
는 2004년 11월에서 2006년 2월 이전까지 2.0%로 최저 수준을
유지한 이후 2006년 2월부터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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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총액대출한도 조정 내역
단위 : 조원

종래

2007년 1/4분기

2007년 3/4분기

금융기관별 한도

5.0

3.0

1.5

지역본부별 한도

4.4

4.9

4.9

유보 한도

0.2

0.1

0.1

총액대출 한도

9.6

8.0

6.5

자료 : 한국은행.

에는 3.25%까지 인상됨.
-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최근까지 콜금리와 연계되어 조정되었으
며, 현재 시중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 간 격차는 3% 수준을
보이고 있음.2)

<표 Ⅱ-9>

총액한도대출 적용금리 추이
단위 : %

1994.3 1998.9 2001.9
2004.11 2006.2 2006.6 2006.8 2007.7 2007.8
~1998.3 ~2001.1 ~2002.9
금리

5.0

3.0

2.5

2.0

2.25

2.5

2.75

3.0

3.25

자료 : 한국은행.

2) 최근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
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총액한도대
출 금리의 콜금리 연계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22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징
(1) 중소기업 금융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전체 중소기업 금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대출 측면에서 2006년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 기준으
로 신용보증,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 최소한 2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3)
○ 여기에 은행 대출을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총액한도대출을 포함
하면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음.
○ 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정책금융의 비중에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의지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는
부분, 즉 상업적 대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시장실패의 보완 내지 시장 선도
기능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금융과의 경합 가능성을 내포하
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전체 중소기업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보증 잔액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융자 지원 잔액을 합치고 여기서 보증과 융자의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형태로 추산할 수 있는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잔
액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 자금용도별로 대출기간이 상이하며 중간 상환액도 감
안해야 함. 여기서 제시한 비중 추정치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최소 수준임.

Ⅱ.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구조 23

(2) 다원화된 지원체계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적 신용보증기관, 국책은행 등으로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음.
-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산하기관
또는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집행하며, 정책자금 출자 지원은 중
소기업청 등 해당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관리를 위탁하
고 이를 모태펀드가 투자조합에 다시 출자 지원하고 있음.
- 신용보증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들이 직접적으
로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 지원은 한국
은행이 제도적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함.
○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해당기관이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음에 따라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정책 소관부서와 산업관련 정책기능을 수
행하면서 정책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중앙단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과 지방단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등이 중복
적으로 수행되거나 우수한 지원대상을 둘러싼 정책 경쟁으로
금리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원칙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
래될 개연성이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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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과 정책 목적의 괴리
○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및 소상공
인 등이 지원대상임.
- 다만, 정책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을 수행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은 지방소재 영세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정책자금의 경우 부처별, 자금별로 자금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일반
적으로 대부분의 부처들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
하고 있음에 따라 은행이 적격업체로 간주하는 중소기업이 주된
수혜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
이 어려운 기업들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삼도록 되어 있음.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와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을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며, 이들 은행을 통한 대출 수혜 중소기업은 은
행별 적격업체(의무대출비율제도), 지방기업, 수출기업, 부품소
재업종 영위기업, 대기업 납품기업 등(총액한도대출)임.
○ 요컨대, 실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은 거의 모든 업
종·규모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은행 활용 가
능성이 높은 기업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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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대상 및 선별기준
주요 지원대상

시책분야

세부 시책

은행 활용
가능성

기업 특성

▲

중기업 이하

▲

△

●

중기업

●

×

●

중기업

●

×

신용보증

△

중기업 이하

▲

×

기술보증

△

중기업 이하

△

▲

지역신용보증

△

소기업

▲

×

모태펀드
출자

×

창업 초기기업, 벤처기업,
구조조정기업 등

×

▲

정책자금
간접금융
의무대출비율
가용성 지원
총액한도대출

신용 보완

출자 지원

주요 선별기준
외형·실적 사업성
(현재가치) (미래가치)

주 : ●는 절대적 비중으로 적용함, ▲는 상당한 비중으로 적용함, △는 적은 비중으로
적용함, ×는 거의 미미한 비중으로 적용함을 의미.

- 은행의 주거래고객,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업체, 정책자금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들이
주요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군 중 상대적으로
은행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적지 않음.
○ 이러한 지원대상 구성은 지원시 고려하는 중점적인 선별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한 주된 선별기준은 외
형·실적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현재가치 측면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은행 대출의 기준과 정책금융의 지원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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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주된 불만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에서 이러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음.

(4) 간접금융 일변도의 지원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은행 차입 위주이며,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간접금융 중심의 수요구조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도 중소기업 금융의 현실적 애로가 간
접금융에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간접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투자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전체 규모면
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우리 경제의 발전 패러다임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변화시켜
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는 가운데, 혁신주도형 경제의 핵심
경쟁단위인 혁신기업에 부합되는 금융 시스템의 확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소기업정책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강조됨
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속성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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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1. 신용보증 지원
○ 2004년 말 IMF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8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지원규모도 매년 GDP 대비 1%씩 줄이라
는 신용보증 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 배경에는 중소기업 부문의 저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구조
조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외환위기 이후 증대되어 온 신용보
증 지원이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고 원활한 구
조조정을 저해하였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음.
○ 이를 계기로 신용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의 적정성을 둘러
싼 논란이 증폭되었으며, 기획예산처의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었음.
○ 공론화 과정에서 신용보증의 역할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논점
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하나는 신용보증이 민간금융의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신용보
증 규모와 운용방식을 시장원리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
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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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이 부분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
키지 못하는 금융시장의 낙후성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일정 속에서 민간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금
융기능 확충과 연계하여 신용보증 지원의 점진적 축소를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 지원이 과다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그 원인과 처방에 있어서는 상이한 인
식을 노정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신용보증 기능의 적정성 논란은 신용보증 지원규모의 단
계적 축소 방침이 정책에 반영된 형태로 일단락되었음.
- 기획예산처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신
용보증 출연예산을 2005년의 6,500억원에서 2009년에는
3,00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반영함.
○ 그러나 신용보증 축소라는 목표 지향적 논의 속에서 신용보증
기능의 과다함을 낳은 현실적 요인에 대한 규명보다는 신용보증
기관의 운용 비효율성 관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신용보증 기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
적 충격에 대한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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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기능의 연착륙적 조정을 위한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
적인 처방이 미흡하였으며, 이를 가능케 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
히 신용보증 기능의 적정성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됨.

(1) 보증규모의 적정성
○ 신용보증 논의에서 핵심은 신용보증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의 주요 근거는 GDP 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이 일
본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제한적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신용보증제도가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인 잣대로 비교 평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융자보증제도의 경우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보증한
도 등을 미리 정해 두고, 보증실무 처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표 Ⅲ-1>

주요국의 신용보증 규모
공공보증제도

GDP 대비
신용보증규모 비율

상호보증제도

융자보증제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5.7%

5.7%

0.23%

0.14%

0.04%

자료 : 신용보증기금,「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주 : 한국과 일본은 2005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04년 기준임.

30

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
고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임. 이 경우 금융기관의 도
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보증비율이 낮으며, 이
로 인해 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상호보증제도는 회원 기업들의 상호부조적 보증관행을 기반으
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규모가 작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또한 각국의 신용보증제도가 상이한 것은 각국이 처한 금융시장
의 여건과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부터 상당 부분 연유하는바, 은
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형 국가들에서 융자보증제
도가 발달하고, 지역과 조합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왔던 유럽
<표 Ⅲ-2>

유형별 신용보증제도 비교
상호보증제도

공공보증제도

융자보증제도

운용주체

기업단체

독립된 보증기관

은행

보증형태

기관보증 및
정부 재보증

기관보증

정부보증

보증대상

회원기업

불특정 기업

불특정 기업

공신력

소

대

중

보증금액

소

대

중

신용조사, 보증심사

형식적

필수적

없음

보증활용

중

대

소

운용국가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자료 : 신용보증기금,「세계의 신용보증제도」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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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호보증제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용보증 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여
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음.
○ 현실적으로 신용보증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
기는 어려우나,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보증의 비중을 통
해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신용보증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신용보증 기능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에서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
펴보면, 2001년 24.5%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6년 말 기준으로 15.1%를 기록함.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00년의 145.6조원에서 2006
년 말에는 290.2조원으로 99.3% 증가하였으며, 신용보증 잔
액은 2000년의 33.8조원에서 2006년 말에는 43.7조원으로
29.3% 증가하였음.
- 신용보증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이
후 예산 당국을 중심으로 정상화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2000년
과 2001년의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보증 공급 확대에 따라 증
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보증 의존도는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중
소기업 신용도에 대한 은행의 저평가,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 경제 양극화 현상의 구조화에 따른 소기업 및 영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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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보증 의존도
단위 : 조원, %

연도

중소기업
대출 잔액(A)

신용보증 잔액(B)

신용보증
의존도(B/A. %)

2000

145.6

33.8

23.2

2001

157.0

38.5

24.5

2002

193.9

41.7

21.5

2003

228.7

45.1

19.7

2004

235.6

46.5

19.7

2005

246.7

44.1

17.9

2006

290.2

43.7

15.1

자료 :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주 : 1)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예금은행(은행신탁
대출 포함) 기준.
2) 신용보증 잔액은 중소기업 대출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일반보증 기준임.

의 대출 접근성 악화 등 수요 측면의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중소기업 대출의 1/5 내외
가 신용보증에 의존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금융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함께 신용보증 기능이 과다하게 작용하였음
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신용보증 기능의 과다함은 신용보증의 운용 내역을 통해서도 살
펴볼 수 있는데, 수요 압박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과잉이 상
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Ⅲ.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33

- 제한된 보증 재원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은 법정 운용배수
내에서 운용배수를 확대하는 것임.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
술보증기금은 10배가 넘는 운용배율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적
정 수요를 초과한 보증 공급으로 이어져 사고율과 대위변제율
의 증가를 초래한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운용배수의 확대 운
용이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증가로 나타난 것은 운용배수 확대
가 적정 수요에 기초하기보다는 공급 push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시사함.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회사채의 대량 만기 도래, 경기침체 지속 등에 따라 정책성 보
증사업으로 시행된 생계형 보증, P-CBO 보증(2000년 7월에
도입) 등의 잔액이 2001년 8조원에 달하였으며, 동 보증의 부
실화가 2003년과 2004년의 보증 사고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됨.
-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벤처 거품 붕괴시 벤처기업 발행 회사채
를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P-CBO 보증(총 6회,
808개사, 보증잔액 2조 3천억원)의 부실화로 인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는 상황을 초래함.
○ 요컨대 신용보증의 과다 공급은 수요 측면의 적정 요인을 벗어
난 과수요를 유발하는 과잉 공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다
만, 이러한 보증공급 과다는 보증기관 자체의 집행 오류뿐만 아
니라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거나 이와 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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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현황
단위 : 배, %, 억원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연도

운용배수

사고율

대위
변제율

보증요율

보증잔액

2000

10.4

4.4

3.6

0.5~2.0

225,912

2001

9.0

3.4

2.8

0.5~2.0

312,678

2002

9.2

3.9

2.6

0.5~2.0

325,142

2003

9.7

7.3

5.3

0.5~2.0

327,336

2004

10.5

6.2

5.1

0.5~2.0

335,708

2005

9.8

6.5

4.4

0.5~2.0

310,988

2006

8.0

4.7

4.7

0.5~3.0

296,340

2000

8.8

3.9

3.0

0.5~2.0

124,977

2001

11.6

4.6

4.5

0.5~2.0

161,605

2002

10.4

5.0

3.0

0.5~2.0

165,225

2003

16.0

10.2

5.7

0.5~2.0

167,461

2004

17.1

12.9

12.0

0.5~2.0

135,084

2005

14.3

10.1

9.0

0.5~2.0

115,013

2006

9.7

6.1

4.3

0.5~3.0

111,508

2000

1.7

4.7

2.8

1.0

10,114

2001

2.0

3.1

3.3

1.0

15,058

2002

2.2

5.1

3.1

1.0

19,326

2003

2.2

8.5

5.1

1.0

23,123

2004

2.4

6.7

6.0

1.0

26,269

2005

2.8

3.7

3.3

1.0

34,134

2006

3.1

2.9

1.7

0.5～2.0

40,327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주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P-CBO 보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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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보증공급 과다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일상적인 보증 운
용에 대한 정책적 충격의 영향을 포함시켜 다루어야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음.

(2) 지원대상 및 운용방식
○ 또 하나의 쟁점으로는 신용보증 운용상의 문제, 즉 수혜대상이
적절치 못하다거나 신용보증의 위험도가 제도 운영의 이해당사
자인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 간에 적절히 분담되지
못함으로써 보증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우선, 수혜대상의 문제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취지에 입각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이들의 대출 접근성을 보완·제고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의 담보력 부족은 창업 초기의 담보력 부족, 일시적
인 담보력 부족, 과도한 투자행태로 인한 담보력 부족 등 다양
한 상황과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상당한 업력과 규
모를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은행 접근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라 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기업 업적(track record)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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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순한 담보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으
로 기업평판이 열악한 기업도 그 대상일 수 있는가 등도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상업적 보증의 경우 보증공급 주체의 이윤 추구 원칙에 기초해
운영되기 때문에 보증 대상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보증 위험
성과 수익성 정도에 의존하게 될 것임. 반면에, 상업적 보증이
아닌 공적 보증이라는 제도적 특성을 전제로 할 경우 지원대상
의 문제는 제도의 근간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신용보증의 원칙에 충실하게 지원대상을 설정한다면, 금융시장
의 대출 접근성에 원천적 제약을 안고 있는 창업기업 내지 창업
초기기업, 기업 자체의 실적과 규모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
려운 기업, 일시적인 담보력 부족, 기업의 핵심 보유자산이 기
술과 같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위
험도가 높게 평가되는 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재원 제약과 수요 초과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복적 수혜나 장기 수혜는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창업 초기, 연구개발형 기업 등과 같은 특성이 아니
면서 구조적으로 기업 평판이 열악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기업도 최소한의 운용 효율성 차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러한 기준에서 신용보증의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
금은 보증이용기간이 5년 이상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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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용기간별 보증 현황(2006년 말 기준)
단위 : %

3년 이내

3~5년

5~7년

7~10년 10~15년 15년 초과

신보

보증잔액
비중

27.1

17.8

16.9

20.8

10.0

7.5

기보

보증잔액
비중

73.7

21.0

4.6

0.7

0.0

-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 :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은 제외.

10년 이상인 비율도 17.5%에 달하여 보증이용기간이 대체로
장기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이용기간이
3년 이내인 비율이 전체 보증금액의 73.7%에 달하여 보증 운
용이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장기 보증의 문제는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비교적 장기의
보증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즉, 시설자금의 경우 최소한
5년 정도의 보증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경우 5년 이상의
장기 보증이용이 주로 개선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장기 보증기업 중 보증 필요성이 없는 신용
도 우량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먼저,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보증잔액 중 신용등급 A- 이상
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이며, B등급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BBB+, BBB 등급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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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추정됨.
- 이 등급군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군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용보증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군들의 보증이용기간 분포를 보
면 5년 이상 보증이용 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75.9%, 업체 수

<표 Ⅲ-6>

보증이용기간별 신용등급 분포 현황(2006년 말 기준)
단위 : %

A- 이상

B- 이상

C- 이상

기타 등급

1년 미만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5.2
4.5

6.0
5.1

3.5
2.1

41.8
46.4

1～3년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7.7
9.1

13.9
16.0

17.1
17.7

31.3
32.4

3～5년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11.2
13.9

17.4
23.3

23.7
29.5

12.8
22.4

5～7년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15.9
15.8

18.3
20.3

19.4
21.9

6.9
13.1

7～10년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24.3
26.1

23.7
24.1

20.7
20.6

6.0
10.3

10～15년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16.8
17.6

11.9
8.2

8.6
5.8

0.9
1.0

15년 초과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18.9
2.1

8.7
3.1

7.0
2.4

0.3
0.2

합계

보증잔액 비중
업체 수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정상훈,「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7. 9.
주 : 기타 등급은 D 이하의 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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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72.5%를 차지하여 장기보증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증 수혜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2006
년 말 기준으로 업력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9.1%, 기
술보증기금은 32.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양 기관 모두 업력 7년 이상, 업력 10년 이상의 비율이 지
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신용보증기금은 2000년에 각
각 10.0%, 12.1%이던 것이 2006년에는 24.2%, 29.1%로 증
가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4.1%, 16.1%이던 것이
18.2%, 3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12.1
10.0
25.9

신용보증기금의 업력별 지원기업 추이

13.9

15.7

11.7

13.5

29.0

43.8

18.4
15.2
46.0

21.6
16.2

25.4
18.5

29.1
24.2

46.1

51.9
45.5

37.4

16.1

10.6

9.3

2004

2005

2006

45.4
26.9

2000

2001
3년 미만

2002
3~7년 미만

자료 : 신용보증기금.
주 : P-CBO 등 보증 제외.

20.5

2003

7~10년 미만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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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술보증기금의 업력별 지원기업 추이

(%)
16.1

17.9

14.1

14.9

34.4

35.4

2000

33.0

34.3

2001
3년 미만

20.3
16.5

22.1
16.7

25.0

17.0

31.2

32.6

18.0

18.2

33.5

29.7

2002

34.9

35.1

36.5

34.3

26.3

22.9

14.3

15.0

2004

2005

2006

2003

3~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자료 : 기술보증기금.
주 :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 특히 신용보증제도 개선작업이 시행된 첫해인 2006년에도 업
력이 높은 기업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운용방식을 둘러싼 쟁점은 제도 운영의 이해당사자인 신용보증
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 간에 보증제도 운영의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적절한 부담원칙을 설정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보
증료와 보증비율에 관한 논의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임.
○ 먼저 보증공급 주체인 보증기관이 보증 수혜자인 중소기업에 부
과하는 보증료는 보증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과 신용위험을
반영한 금리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원칙적으
로 보증의 성격, 기간,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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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중소기업의 부담능력, 역선택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책
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 이용기업이
얻는 편익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증운용의 비효율
성이 초래되었다는 인식하에 2006년 보증요율 상한선을 높이
고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 일본도 2006년 일률적인 보증 요율 체계를 신용 리스크, 보증
금액, 담보 유무 등을 감안한 9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다만, 정책성 보
증에 대해서는 고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미국은 보증 취급시에 등록 수수료(registered fee) 명목으로

<표 Ⅲ-7>

주요국 신용보증제도의 보증요율 운용 현황
기준

연간 보증요율

부담 주체

비고

한국

보증잔액

0.5~3.0%

중소기업

2006년 상향 조정

일본

보증잔액

0.5~2.2%

중소기업

2006년 9단계로 개편

대만

보증잔액

0.75~1.5%

중소기업

보증종류별 차등

영국

대출잔액

2.0%

중소기업

미국

보증잔액

2.0~3.5%

중소기업

독일

보증잔액

0.7~1.0%

중소기업

네덜란드

대출잔액

3.6%

금융기관

자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및 기간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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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해 부과하
며, 보증료는 보증금액별로 차등 적용함.
- 이처럼 보증요율은 국가별로, 제도별로 상이하여 적정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보증금액, 기간, 기업 신용도
를 근간으로 하되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보증요율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가 될
경우 역선택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4)
- 일본이 2006년에 시행한 9단계 보증요율 체계는 과거 5년간의
보증 실적을 토대로 기업 신용도, 금액 등 연간 100만 건이 넘
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평균 보증요율인 1.36%에 해
당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정규분포에 가까우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보증요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됨.5)
- 보증요율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
업군을 보증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음. 즉, 보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업군을 중심
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한다면 보증요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시
장 여건상 보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까지 보증제도
를 적용할 경우 보증요율은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할 것임.

4)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소기업대출보증제도(LGS)의 경우 대위변제가 늘어남에 따라
1984년 보증료를 인상하였으나 그 결과 역선택이 발생하여 오히려 대위변제가 늘어
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5)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평균 보증요율은 2006년 기준으로 1.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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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보증요율의 적정한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 보증
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전제임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보증료 체계가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IMF의
신용보증제도 평가는 상업적 보증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타
당한 지적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증제도의 취지와 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한편, 보증비율은 보증기관과 보증의 또다른 수혜자라 할 수 있
는 대출 금융기관 간의 위험분담 문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
<표 Ⅲ-8>

각국의 보증비율 운용 현황
국가

전액보증

·일본(부분보증으로 개편을 추진 중), 스위스
·아시아 : 대만(70~100%), 말레이시아(30~100%), 태국(50%
이하), 필리핀(60~85%), 인도네시아(50~100%), 인도
(75%), 홍콩(50% 이하), 이집트(65~100%)

부분보증

·유럽 : 독일(50~80%), 프랑스(40~70%), 이탈리아(50%), 영국
(75%), 오스트리아(50~100%), 네덜란드(90%), 벨기에
(75%), 핀란드(80% 이하)
·북미, 중남미 : 미국(40~90%), 캐나다(85%), 칠레(70~80%),
베네수엘라(50~80%), 페루(20~100%), 아르헨
티나(45~70%)

자료 : 신용보증기금,「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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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정책성, 보증금액, 기간, 보증업무의 위탁 여부 등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부분보증의 적정 비율에 관해서는 각국의 금융환경, 기업환경
및 보증제도의 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60～8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6)
-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부분
보증비율을 기존의 85%에서 80%로 낮추고 보증기업 특성과
보증상품별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음. 2006년 말 기준으로 신용
보증기금의 평균 부분보증비율은 83.3%임.
- 부분보증의 비율은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 보증제도의 재원
조성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
분이 쟁점화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
한 수단적 의미라는 점에 있다 할 것임.
- 이에 따라 보증비율은 채무 리스크를 반영함과 동시에 금융기
관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전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이 부분을 금융기관이 고객

6) 이와 관련된 논의 내용은 J. Levitsky & R. N. Prasad(1999),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38, Industry and Finance Series, World Bank 및中小企業金融公庫
總合硏究所(2004),“信用保證制度を巡るリスクシエアリンクの論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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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소기업에게 담보나 추가 금리 등의 형태로 전가할 개연성
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보증비율과 금융기관 출연율을 동시에 감
안할 때, 부분보증비율이 70% 이하가 되면 금융기관의 보증제
도 참여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함.7)
- 따라서 부분보증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IMF
의 권고는 부분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 극단적인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논리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3) 보증기관 간 업무 중복성
○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운용 비효율성과 연관지어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3원화된 신용보증체계와 기관 간 업무
중복성임.
○ 세계적으로 보증제도가 토양과 목적의 차이 등으로 다양한 형태
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3원화되어 운영되는 사례는 발
견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용보증체계의 3원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988년까지는 1976년 설립된 신용

7) 이에 관해서는 한상일 외,“신용보증제도의 적정 위험분담 구축방안”, 시장경제연구
원,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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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금으로 일원화된 신용보증체계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1989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기술
신용보증기금(현재의 기술보증기금)이 설립되었으며, 1996년
부터는 지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
치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하나는 중앙
단위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상호 중복보증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다른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임.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전국적으로 지
방단위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의 소상
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역 보증기관이 지역에서 보증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 중앙단위의 신용보증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관의 문제는 고객을
둘러싼 경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중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그동안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양 기관 모두 개선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각각 2000년에 31.0%,
64.2%에 달하던 중복보증 비율이 2006년에는 각각 12.4%,
31.3%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중복보증이 해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
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임.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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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보

중복보증
비율(%)

31.0

25.5

30.0

28.0

25.8

24.5

12.4

기보

중복보증
비율(%)

64.2

48.0

56.9

57.0

62.0

58.1

31.3

자료 : 정상훈,「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7. 9.

후에는 중복보증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양 기관의 경합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으로 파악됨.
- 우선 중복이용기업들이 거액, 장기이용 기업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들 기업은 양 기관이 고객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기업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2006년부터 시행된 신용보
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대상에서 거
액, 우량, 장기이용 기업의 비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으며, 창
업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등과 같이 지원의 파급효과는 크지만
보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을 중점 지원하게 되는 상
황에서 거액, 우량, 장기이용 기업군들은 양 기관 모두 보증운용
의 위험도 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보증기금은 일반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못 하게 됨으로
써 위험도가 매우 높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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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제도의 안정성과 건전성 담보가 절대적 과제로 부각
됨.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창업기업, 수출기업을 제외한 일
반기업 보증의 정책적 필요성 여부와 정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는 정책성을 띠면서 위험도가 낮은 기업군들
을 둘러싼 경합 여지를 내포한다 할 것임.
- 또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 기관의 업
무 특화 내용에 근거한다면, 기술 혁신형과 일반 혁신형 기업,
일반 창업기업과 기술 창업기업, 영세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등을 둘러싼 신용보증기관 간 부분적인 경합 현상을 피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업무 중복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기관간 업무 특화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계·협조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업
무영역 특화에 따른 운용 위험도를 업무영역 조정, 출연방식과
규모 등에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정책자금 융·출자 지원
(1) 정책자금의 성과 및 필요성
○ 2006년 기획예산처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기 때
문에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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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됨.
○ 이러한 문제 제기는 표면적으로는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배경에는 정책자금의 성과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신용보증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성과 분석과 달리 정
부 외부로부터 정책자금의 지원효과에 대한 부정적 연구 결과
가 제시되면서 정책자금의 유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3년부터 정부 차원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노력이 경
주되면서 중소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들이 시도되었음. 그
러나 성과 평가의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공유된 인식
이나 합의 없이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에 따라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사
례가 적지 않았음.
○ 또한 성과 평가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동안 부
각되지 않았던 평가의 기준과 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 및 그 성과에 대한 상이한
인식들이 노정됨으로써 정책자금의 성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
는가라는 정책 평가의 기본적인 출발점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공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50

○ 정책자금의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몇 차례 수행된 적이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2004년의 KDI
연구와 2006년의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를 들 수 있음.
○ KDI의 연구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시
키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
로 민간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정도로 경영
성과를 제고시켰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분
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익성 기준에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 동 연구는 중소기업 현황 DB에 수록된 1998~2003년 기간의
1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D&B
Korea의 기업 DB에 활용 가능한 재무제표가 수록된 6,628개
사, 21,614건을 대상으로 함.
- 동 연구는 자기회귀소득모형(Autoregressive Earnings
Model)을 적용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수익성 개선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것임.8)
○ 반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8) 동 연구는 1978년 Ashenfelter가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교실훈련의 성과를 분석한 방법론을 활용한 것임. 동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현욱,「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KDI, 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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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이 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는 1994~2005년 기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실적 48,199건 중 1회만 지원받고 최소 4개년도 이상의
재무제표가 확보된 7,154개사, 39,650건의 재무제표와 신청
탈락업체이거나 비신청기업이면서 한국기업데이터(주)에 수록
된 기업들을 포함하여 총 19,989개사, 165,478건의 재무제표
를 대상으로 함.
- 동 연구는 순차적 선택모형(Sequential Selection Model)을
적용하여 전체 사업, 하위사업별, 지원방식별로 상호 비교 분
석함. 동 연구도 수익성 중심으로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한 것임.9)
○ 그러나 양 연구 모두 중소기업이 갖는 외부성, 모집단내 기업
속성의 이질성, 경영성과라는 산출물에서 정책자금이 투입요소
로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 정도의 식별 곤란 등에 따른 분석
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비슷한 모집단에 대해서 다른 방법론
을 적용할 경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개연성도 적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됨.10)

9) 동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중소기업 정책자
금 성과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6을 참조
10) 이러한 측면에 관해서는 양 연구 모두 분석집단의 선택 편의 문제, 지원시점 이전
의 기업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 연구방법론의 한계 내지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
제약 등을 부분적으로 인식하여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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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는 연구방법론이 좀더 정치화되고
엄밀해지는 과정에서 보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성과평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평가 수단으로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정
책 성과’
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 이해를 공유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 성과관리제도에서 사용되는‘성과목표’
라는 개념은 설정된 업
무의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하
며, 여기서 핵심적 요소는‘업무를 왜 수행하는가’와‘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것임. 이를 정책에 적용하면 정책의 필요
성과 최종 목표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때 목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음에 따라 성과를 세부
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즉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항목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것임.
- 성과지표는 가급적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를 설정하
고, 정량지표 설정이 곤란할 경우 비계량적 정성지표를 활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량지표란 수치로써 측정가능한 지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성과목표가 성공적인 창업자 육성이라면
성과지표는 창업지원 성공률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정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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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측정자의 조사·분석 의견, 판단 등 수치화가 곤란한 지
표를 의미하는데, 정책 수요자 만족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성과지표는 재정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결과지표’
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결과지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의 1차적 결과·산출물을
의미하는‘산출지표’
를 활용함.
-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산출 지향적
(output- oriented)이거나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인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은 결과 지
향적(result-oriented or outcome- oriented)인 지표들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함께 성과지표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
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는 성과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됨.
○ 성과관리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정책성과’의 개념은 중소기
업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평가작업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효과 평가는 정책 목표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이에 근거한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결과 측정이어야 한다는 것임. 이런 기
준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이 분석한 지원 수혜기
업의 수익성 변화 여부와 정도가 정책 목표로서 이해가 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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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금융을“시장기능에 맡겨서는 정부가 목표하는 수준의 자
금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 가용성을
제고시키는 정책행위”
라고 정의한다면, 정책금융의 직접적인
목표와 결과는 금융시장의 자금 배분 실패에 대한 보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확장한다면, 그
파급효과로서 해당 기업 차원에서는 성장성, 수익성, 자금조달
역량의 제고 등이, 사회적 편익으로는 금융시장의 기업금융 역
량과 의지의 개선, 여타 기업의 학습효과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수익성 변화가 정책자금 지원 목표로서 어느 정도 대표성
을 갖는가라는 문제도 비중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
어 정책 목표가‘시장실패의 보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라
는 형태로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라면, 정책 목표의 성격을 충실
하게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들
을 결합한 총체로서 정책 성과의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관한 문제 제기는 곧바로 정책자금의 지원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연관될 수 있는데, 정책자금의 지원 필요
성은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가장 강력한 존립 근거인 시장실패의
여부와 정도라 할 것임.
○ 그동안 정책자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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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되면 불거지곤 하였으며, 정책자금의 필요성 여부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 변화 추이와 곧바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 추이 변화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정책자금의 중심적인 대상은 은행
활용이 어려운 기업군, 은행이 자금공급 대상으로 취급하기를
꺼리는 기업군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은행 대출 행태의 구조적
변화 여부나 정도가 주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1) 직접대출 기능의 타당성
○ 정책자금 지원방식과 관련한 주된 쟁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기능의 적정성 문제라 할 수 있음. 즉, 비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임.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에 대응하여
시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2005년 정부의 중소기
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근거하여 신용대출 중심의 직접대
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4년까지 20% 내외였던 직접대출 비중은 2005년 36.3%,
2006년 45.5%로 크게 늘어남.
- 직접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중은행과의 경합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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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추이
단위 : 개사, 백만원

2002년
업체수

금액

2003년
업체수

금액

2004년
업체수

금액

2005년
업체수

금액

2006년
업체수

금액

대리
3,802 1,454,5363,868 1,754,0103,458 1,939,5982,728 1,713,7672,313 1,257,813
대출
직접
1,646 359,370 2,499 556,380 2,212 482,381 3,511 978,392 3,456 1,049,334
대출
계

5,448 1,813,9066,367 2,310,3905,670 2,421,9796,239 2,692,1595,769

2,307,147
(2,393,295*)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실적 기준이며, ( ) 안의 수치는 수출금
융(회전금융) 예산초과 실적분(532억원)과 연중 융자예산 증액분(330억원)을
포함한 수치(총 862억원)로 직접대출 산정기준에서 제외.

생하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반발 등이 직접대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일단을 형성한 측면도 있음.
○ 직접대출의 도입 취지는 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자
금 가용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관행
이 유지되는 시장 여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
하여 일반은행들의 대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음.
○ 직접대출의 타당성에 관한 주된 논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
접대출 취급 역량과 사업량의 적정성에 있다 할 것임.
- 제도의 취지가 당위적으로 옳다고 할지라도 재정사업의 운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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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위험 조절 차원에서 우량기업에까지
지원한다면 직접대출의 타당성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음.
○ 2007년 6월 말까지 직접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
한 결과를 보면, 정상이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
이하의 여신 비중이 3.6% 수준으로 은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이 주된 지원대상이고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표 Ⅲ-11>

직접대출 잔액의 자산건전성 분류(2007년 6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

대출 잔액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금액

22,167

19,789

370

590

201

1,216

비중

100.0

89.3

1.7

2.7

0.9

5.5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자료.

○ 그러나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이 갖는 정책 위험도가 누적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면, 직접대출의 비중 확대보다는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적정 사업량 수준에서 동 제도의 운영 내실
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업심사평가모형 고도화, 신용대
출기업 상시 모니터링, 재무상황 정기 점검, 분기별 대출금 건
전성 분류 실시 등을 통해 위험관리시스템을 확충·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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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접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대시
키는 것은 직접대출 업무의 난이도와 필요 역량을 고려하면 재
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지원금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의 또다른 쟁점은 지원금리 수준의 적정성 문제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되어 왔
음. 이는 과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 시장 여건에서 정부의 정
책금융이 자금 가용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역할도 수행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과잉상태에 놓
여 있음에 따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금리 구조가 지속되
고 있음. 이러한 시장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금리
는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민원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정책자
<표 Ⅲ-12>

중소기업 대출 금리 추이
단위 : %

1996

1998

2000

2004

2006

2007

정책자금

7.0

8.5

7.5

4.9

4.4

4.75

은행대출

10.9

14.9

8.0

6.0

6.4

6.9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주 :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적용 평균금리임. 은행 대출금리는
연말 기준이며, 2007년의 경우 9월 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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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금리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그동안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에 맞추어 매년 중소기업계는 정
책자금 지원금리 인하를 정부에 대한 최우선 건의사항으로 제
출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음.
○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은 은행 접근이 어려운 기업군을 핵심 대상
으로 한다면, 이들 기업에게는 자금 가용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은행에 시장금리를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기업에 비해
약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만일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 수
혜기업과 일반기업 사이에 역차별 현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책자금 시장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됨.
- 기존 정책자금 운용상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우량기업 지원 문
제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임.
○ 이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기업의 몫을 일반기업이 잠식하
게 되어 정책자금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3) 정책자금 융자와 신용보증의 중복 지원
○ 똑같은 정부 재정재원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신용보증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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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쟁점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중복 지원은 단일 기업이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신용보
증 지원을 모두 수혜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수혜 기회를 잠식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문제는 주로 정부가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싶어도 은행
이 대출 취급을 꺼리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책자금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지원함
으로써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결과를 초
래한 것임.
-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2004년 당시의
소상공인자금 지원방식을 보면, 신용대출 2.4%, 담보대출
6.6%, 신용보증서부 대출 91.0%로 신용보증서부 대출이 압도
적 비중을 차지하였음.
○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의 중복 지원 문제는 직접대출은 순수신용
이나 신용·담보 결합방식으로 운용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단계
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됨.

(3)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또다른 비판적 견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위주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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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문제와 관련되는바, 지원해
도 그다지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기업에게 지원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2005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정
부 스스로 그동안의 정책자금 운영상의 문제를 반성하였는데,
그 핵심은 지금까지 정책자금은 재무상황, 매출실적 등을 중심
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기술성·성장성 등에 기초한 중소기
업 지원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임. 특히, 은행을 통해 집행된 정
책자금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인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여의치 못했다는 것임.
- 그 결과 민간금융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저금리 지원 중심으
로 정책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었음을 지적함. 정부는 그 근거로 1998~
2004년 기간 중 정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비율이 전체 지
원금액의 59.4%에 달하였으며, 3회 이상도 39.2%에 달했다
는 사실을 적시함.
○ 요컨대 이러한 문제 의식은 지원대상과 관련한 중소기업 정책자
금의 주된 문제는 집행 편의성을 추구한 나머지 당초의 정책 목
표와 취지에 부응하는 정책대상이 갖는 정책 위험도를 회피하여
은행의 선별기준에 부합되는 형태로 정책자금을 지원했던 경향
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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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책자금의 지원실적 추이에서 50인 이하 규모의 비율이
높고, 은행에서 대출 취급을 꺼리는 업력 초기기업의 비중이 은
행 대출에 비해 높다는 점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시장과 일정
한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Ⅲ-13>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업규모별 지원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년
금액

2003년

비중

금액

2004년

비중

금액

2005년

비중

금액

비중

2006년
금액

비중

50인
1,326,338 73.1 1,651,120 71.5 1,718,065 70.9 1,899,614 70.6 1,760,715 73.6
이하
50인
초과
계

487,568 26.9

659,270 28.5

703,914 29.1

792,545 29.4

632,580 26.4

1,813,906100.02,310,390100.02,421,979100.02,692,159100.02,393,295100.0

자료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자료.

<표 Ⅲ-14>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업력별 지원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년
금액

2003년
비중

금액

2004년
비중

금액

2005년
비중

금액

2006년
비중

금액

비중

3년
이하

604,287 33.3

703,739 30.5 674,159 27.8

550,789 20.5

514,044 21.5

3~5년
이하

244,735 13.5

322,081 13.9 386,787 16.0

335,888 12.5

305,627 12.8

5년
초과
계

964,884 53.2 1,284,570 55.6 1,361,033 56.2 1,805,482 67.0 1,573,624 65.8
1,813,906 100.0 2,310,390 100.0 2,421,979 100.0 2,692,159 100.0 2,393,295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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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원효과가 불확실한 지원대상의 문제는 경제 양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
한 정책자금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운용했던 생
계형 보증제도의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논의는 정책자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자금 운용이 초래할 수 있는 전반
적인 정책 위험도의 상승을 어떻게 감수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그동안의 정책자금 운용에서 나타난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개선할
경우 정책자금의 정책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할 것임. 이때 제도 개선이 지원대상에 국한하여 추진될 경우
정책 위험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
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음.

(4) 부처별 운용체계
○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고유
사업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현행 부처별 운용체계에서는 유사·중복지원, 시장금융과의 부
분적 경합, 선별체계 및 사후관리 미흡, 지원조건의 부처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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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간 차이, 지원 우선순위의 반영 미흡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몇 차례의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미봉적 개선에 그쳤으며, 각
부처들은 부처별 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임.
- 운용체계상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지원재원의 조달비용 차이,
부처 고유기능의 부분적 중첩 현상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
나, 정책자금 운용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약화시켜 운용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다종다양한 민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함.
○ 부처별 운용체계는 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보다는 정책 목적의 일
관성 확보와 지원 우선순위의 충실한 반영을 어렵게 하고 상당
한 조정 비용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금간 유사·중복성 문제나 지원조건의 차이 등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개선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별
도의 개선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부처
간 조화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정할 효과적인
수단이 미약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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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정부 부처별
로 정책자금 융자지원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독일의 경우 부흥은행그룹(KfW Group) 내 중소기업은행
(Mittelstandsbank)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개별 부처 차원의 재정융자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부흥은행그룹은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2003년 1
월부로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인 조정은행(DtA)을 흡수 통합
함. 지분 구성은 중앙정부 80%, 각 주정부 20%임. 재원 조달
수단은 국내외 금융채 발행(신용등급 AAA)과 ERP 등의 정
부기금 지원임. 총자산은 3,140억 유로이며, 3,325명의 직원
이 근무함.
-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금융 및 수출금융 지원, 중소기업금융 지
원, 개발도상국 지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자문서
비스 등을 수행함. 통합 후 중소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KfW
Mittelstandsbank, 주택, 환경, 교육, 사회 인프라 등을 지원
하는 KfW Promotional Bank, 개발도상국 지원을 담당하는
KfW Development Bank, 수출 및 프로젝트 금융을 담당하
는 KfW IPEX Bank 등 4개 부문으로 사업조직을 재편함.
- 이 중 본 연구과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 개선, 전통적 금융 지원수단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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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혁신적 금융 지원수단의 개발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음.11)
- 중소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
하는데, 정책자금의 대출 재원은 KfW가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
업은 KfW를 직접 상대하지 않음. 중소기업은 주거래 상업은행인
Hausbank에 대출을 신청하고, Hausbank로부터 대출을 지원
받음. 즉, 중소기업은 주거래은행인 Hausbank만을 상대함.

<그림 Ⅲ-3>

독일 중소기업은행의 지원방식
대출 신청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
Hausbank

대출 집행

사업성 평가
신용위험 평가
담보확보
default 책임
(부분 면제)

KfW
자금 지원 KfW 지원기준
으로 심사
Hausbank 지원
조건 결정
Hausbank 이행
실태 점검

- Hausbank는 중소기업(고객)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
을 부담하는데, 정책성 대출은 KfW로부터 중소기업의 채무 불
이행에 대하여 변제 의무를 40~100% 면제받는 형태로 위험
을 분담하며 중소기업에는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함.
단, 일반대출인 경우 Hausbank의 변제의무가 100%임.

11) 중소기업은행은 창업기업 대출과 함께 바젤 Ⅱ와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
로운 중소기업 대출상품 개발, 7단계 위험조정이자율 적용, 기업의 담보력 확충을
위한 자기자본 참여프로그램(Entrepreneur capital) 등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기
능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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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민간금융의 중소기업금융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
업금융공고(정부지분 100%), 국민생활금융공고(정부지분
100%), 상공조합중앙금고(정부지분 80%) 등 3개의 정부계 중
소기업금융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12)
- 금융기관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정부계 중소
기업금융기관의 비중은 증대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8.8%, 2001년 9.3%,
2002년 9.8%, 2003년 10.9%, 2005년 10.3% 등임.

<표 Ⅲ-15>

민간
금융기관

일본의 정부계 중소기업금융기관 비중(2005년 말 기준)
기관별

중소기업 대출잔액 비중

상업은행

도시, 지방, 제 2지
방은행, 은행 신탁
계정 등

73.2%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

신용금고, 조합

16.5%

소계
정부계
금융기관

공고 등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소계

합계

89.7%
3.6%
2.9%
3.8%
10.3%
100.0%

자료 : JASME, Annual Report 2006, 2006.

12) 최근 일본은 정책금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정부계 중소기업금융기관의
경우 상공조합중앙금고는 민영화하고,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국민생활금융공고는 다른
2개 정부계 금융기관과 통합하여 2008년에 일본정책금융공고를 출범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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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사례로 중소기업금융공고를 살펴보면, 동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장기·저리·고정자금을 공급하는 정부계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이며, 일반대출과 함께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정책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별대출을 실시
함. 2006년 3월 기준으로 직원 수는 2,095명이며, 각 도도부
현에 총 61개 영업부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재원은 자기자금(대출 회수금 등), 정부차입금(재정융자자금
특별회계) 60%, 정부인수·보증채 20%, 재투기관채(정부보증
없이 공고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5~15년 채권, 2002년부터
발행, 규모는 미미) 등으로 이루어짐. 2006년 3월 기준으로 자
본금 및 총대출잔액은 각각 1조 4,790억엔(전액 정부출자), 7
조 584억엔임.
- 동 기관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자가 새로이 발행
하는 사채 응모 및 기타 방법에 의한 취득,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에 대한 장기자금의 대출, 소규모기업자 등「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에서 정하는 대여기관에 대한 장기자금의 대출 등
의 업무를 수행함. 또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며, 리스크
가 높은 분야에 장래성을 타진하여 신사업이나 경영혁신을 지
원함.
- 2002년 11월에는 정부의 기업재생지원대책에 따라‘중소기업
재생지원본부’
를 설치한 데 이어 2003년에는 동 사업의 전국
단위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사업재생지원실’
을 설치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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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
- 대출방식은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직접대출과 공고 자금을 활용
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을 통해 융자를 수행하는 대
리대출이 있음. 1990년대 이전에는 대리대출의 활용도가 높았
으나, 1990년 이후 직접대출 중심의 대출구조를 보이고 있음.
대리대출시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위험을 분담하는데,
사고 책임의 20%를 중소기업금융공고가 분담함.

(5) 모태펀드의 역할
○ 모태펀드가 출범한 지 2년여가 경과하여 그 역할의 적정성에 대
한 엄밀한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여기
서는 향후 운용 방향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함.
○ 모태펀드는 2006년까지 3,137억원을 출자하여 45개 투자조합
에서 1조 1,98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함으로써 기관투자
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7,770억원이었던 벤처 투자가 2006년에는 1조원을 돌
파하는 등 모태펀드 출범 이후 벤처투자시장이 조정기를 벗어
나 재도약하는 양상을 보인 점도 긍정적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출자 심사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현장 실사, 시장 평판,
벤처캐피털의 과거 투자실적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이루어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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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객관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벤처캐피털 시장의 선진화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태펀드의 역할과 방
향성 측면에서 향후 운용에서 추가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부
분이라 할 것임.
-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정된 투자조합의 면면을 살펴보면, 해
외자본의 참여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고 중동계 자본이 큰 비중
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모태펀드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물론 출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
으나, 모태펀드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 시
장에 대한 선도기능 수행에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벤처 출자지원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안정적인 투자시장의
조성에 있다 할 것임. 이는 전체적인 투자재원 확충이라는 차원
에도 적용되지만 정책적으로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형성이
라는 측면에도 적용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초기 벤처 출자지원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
상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이었으나, 이후 벤처캐피털의 포트폴리
오 문제, 미국 벤처캐피털 시장의 투자 행태 변화 등이 작용하
여 초기단계(early stage) 투자에 대한 강조가 약화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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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시장의 발전에 있어 초기단계 투자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만일 미국처럼 우리 벤처캐피털 시장이 성숙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초기단계 투자시장에 대한 별도의 강조가 필요 없다면,
모태펀드의 역할은 좀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면 될
것임.
- 반면에 우리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초기단계 시장의 중요성이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도, 투자 회수의 문제 등으
로 인해 투자 회피성향의 결과로 초기단계 투자시장이 약화되
거나 고갈되어 간다면, 이는 모태펀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임.
○ 이 문제를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시장의 현실과 관련지어 살펴보
면, 2003년부터 초기단계 투자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
- 이러한 현상은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업계의 인식
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 추구라는 투자전략이 작
용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모태펀드는 초기단계 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우대
하는 등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까지의 출자
지원 결과로 나타난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출자액의
14.2%, 결성조합 수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72

<표 Ⅲ-16>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업력 현황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년 이하 2,146 24.1 1,018 16.5
초
기

716 11.4

616 10.2

777 10.2

705

9.6

3년 이하 4,306 48.3 2,903 47.0 1,744 27.6 1,324 21.9 1,195 15.8 1,519 20.7
소계

6,452 72.4 3,921 63.5 2,460 39.0 1,940 32.1 1,972 26.0 2,224 30.3

5년 이하 1,028 11.5 1,322 21.4 2,483 39.4 2,300 38.0 1,644 21.7 1,239 16.9
중
기

7년 이하
소계

후
기

559

6.3

412

6.7

798 12.6 1,043 17.3 2,518 33.3 2,482 33.9

1,587 17.8 1,734 28.1 3,281 52.0 3,343 55.3 4,162 55.0 3,721 50.8

14년 이하

685

7.7

417

6.8

472

7.5

479

7.9 1,072 14.2

998 13.6

14년 초과

189

2.1

105

1.7

93

1.5

282

4.7

390

소계

874

9.8

522

8.5

565

9.0

761 12.6 1,439 19.0 1,388 18.9

합계

367

4.8

5.3

8,913 100.0 6,177 100.0 6,306 100.0 6,044 100.0 7,573 100.0 7,333 100.0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07 Yearbook & Directory」
, 2007.

- 이러한 결과는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에 관한 모태펀드의 역할
이 미흡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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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모태펀드의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 운용을 위해 정
부의 출자 참여자인 중소기업청, 특허청, 문화관광부와 펀드 운
용주체인 한국벤처투자회사 간의 운용 자율성과 책임 소재를 어
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모태펀드는 정부의 집행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출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3개 계정은 상호 패쇄적으로 투자 수요보다
는 공급규모에 의해 출자규모와 내용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투자조합의 성격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적 관
점에서 보면 투자가 필요한 전략적 분야가 많은 결과이거나 모
태펀드 자체가 투자분야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됨.
- 시장 조성이라는 목적 속에는 내용상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반
한 출자재원 배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안배 차원의
결과라면 출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보임.
- 분야가 다른 3개 기금이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다원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시장 조성과정에서
시장 참여주체들에게 미치는 신호등 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
음.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격의 투자조합은
모태펀드가 아닌 시장 차원에서 소화되는 것이 적절하며, 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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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일반 투자시장에서조차 용인되지 않는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3.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 지원
(1)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 과거 대기업들의 은행 활용도가 높아 중소기업의 은행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중소기업
의 자금 가용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국
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증대하여 외국계 은행화되어
가고, 대기업의 탈은행화 현상이 본격화되는 한편, 시중 유동성
공급의 증대에 수반한 저금리구조의 지속 등 금융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됨.
○ 이러한 금융 여건의 변화 속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한편, 2002년 이후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를 살펴
보면, 시중은행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지방은행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시중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2년 36.0%, 2005
년 34.1%, 2006년 35.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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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우리

44.1

47.3

46.1

43.0

41.5

SC제일

23.6

23.3

23.5

18.4

20.8

하나

31.4

36.0

35.3

34.4

37.8

외환

44.8

45.8

45.1

44.5

46.6

신한

38.2

43.2

41.6

40.8

38.8

한국씨티

42.3

43.1

35.1

32.0

32.3

국민

31.5

30.9

28.6

27.0

29.0

시중은행

36.0

37.8

36.0

34.1

35.6

대구

61.7

62.1

64.5

65.4

67.2

부산

62.7

62.3

60.1

60.6

65.5

광주

62.0

63.7

63.8

58.7

60.0

제주

60.6

61.8

64.0

61.9

66.4

전북

55.6

61.9

59.3

57.3

57.9

경남

67.6

69.8

69.2

64.1

62.0

지방은행

62.7

63.8

63.6

62.1

64.0

산업

23.3

25.9

29.9

32.8

36.6

기업

83.4

83.9

83.9

81.7

80.9

수출입

19.2

22.7

25.7

29.1

30.8

농협

21.7

52.8

48.0

45.1

43.1

수협

66.1

55.1

52.9

52.7

57.7

특수은행

43.8

59.2

57.7

56.5

57.0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 각 연도.
주 :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해당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금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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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을 기준으로 지방은행별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이 6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도 60%
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북은행은 가장 낮은 57.9%
수준을 보임.
- 특수은행의 경우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60% 미만
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
행은 2002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
긴 하지만, 2006년 기준으로 각각 30.8%, 36.6%로 40% 미
만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내포한
다고 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순기능은 은행대출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우선 지원
부문(중소기업)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자
금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은행의 자금배분을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임.
○ 반면에, 동 제도의 역기능은 은행의 여신운용을 규제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시장기구의 자율성에 의해 조
정되는 자금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임.
-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에서는 국내은행에 대한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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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도한 의무대출비율 부과는 국내은행에 규제와 역차별로
작용하게 됨.
○ 이렇게 볼 때, 최근의 금융시장 환경은 동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연계되
어 운영되지만, 의무대출비율 준수 실적이 저조하여 연계 운영
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됨.
- 총액대출한도의 배정기준 조정시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
한 은행은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확대하고, 준수한 은행은
추가 배정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음.
- 저금리구조가 지속되고 총액한도금리의 단계적 인상으로 유인
효과가 약화된 측면도 있다 할 것임.
- 이 밖에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 애로
는 유동성 자체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보 비대칭성
으로 인한 은행 접근성 제약이라는 점에서 은행 기준의 적격업
체 중심으로 적용되는 동 제도가 갖는 유용성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들은 의무대출비율
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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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제도 개선시 제도 변화가 중소기업 금융
에 미칠 영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의 안정성 유지를 위
한 조치의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일반은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책은행의 중소
기업 금융기능을 보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총액한도대출제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
출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라 할 수 있으며, 유인체계는 총액대출
한도의 규모와 금리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먼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
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2001년 9월 11조 6,000억원으로 최고치
를 기록한 이후 2002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는 9조 6,000
억원의 총액대출한도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2007년 들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축소 조정되어 현재 6.5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2004년 11월에서 2006년 2월 이전까지
2.0%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2월 2.25%, 2006년
6월 2.5%, 2007년 7월 3.0%, 2007년 8월 3.25% 등으로 금
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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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운
용주체 입장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
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운용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의 유인체계가 약화되었다
는 것임.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와 마
찬가지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총
액한도대출제도의 필요성과 유효성 문제를 검토할 경우 대출규
모보다는 대출의 질적인 측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 실적 등과 연계한 제도 운용이 더 유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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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1. 중소기업 금융환경의 변화요인
(1) 금융산업의 구조 재편
○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은 간접금융 의존도가 큰 상황이
지만, 그 정도와 경로는 국가별로 상이함.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상업은행 이외에 금융회사(finance
company)를 통한 자금 차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업
은행 중에서는 소형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의 주된 자금 공급원
임. 2005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의 중소
기업 대출비율은 87.1%인 반면,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24.1%임.13)
- 일본은 도시은행 60.3%, 지방은행 74.0%, 제2지방은행
82.0% 등으로 미국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지
만, 신용금고 등 지역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 기능을 매우
활발히 수행하며, 독일은 중소기업 대출 위주인 지역금융기관

13) 이에 관해서는 中小企業金融公庫 總合硏究所,「美國銀行の中小企業向け融資戰略
の實態」
,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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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대 은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금융의 대형은행 의존도가 큰
상황임.
○ 한편,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대형화 및 외국지분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은행들의 외국지분 확대에 따라 시중은행 중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1>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단위 : %

외국인
지분율

한국씨티

국민

외환

하나

신한

SC제일

우리

99.4

77.3

71.9

66.8

63.6

48.6

10.7

주: 외국인 지분율은 2004년 말 기준임.

- 또한 이들은 대기업의 탈은행화 현상 속에서 가계 및 우량기업
위주의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등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Ⅲ-17> 및 <표 Ⅳ-2> 참조).
○ 이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은행 대형화를 비롯한 금융산업
재편과정이 향후 중소기업 금융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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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말 잔액

구성비

우리

0.6

2.6

9.1

41.0

13.5

SC제일

0.8

△0.4

0.4

6.3

2.1

하나

0.6

0.7

6.2

23.9

7.9

외환

△0.6

1.0

1.8

14.7

4.8

신한

0.4

0.3

3.7

34.8

11.5

한국씨티

△0.8

△1.9

0.4

6.5

2.2

국민

△3.0

△3.3

4.3

36.4

12.0

시중은행

△2.0

△0.9

25.8

163.7

53.9

대구

0.7

1.0

1.4

8.6

2.8

부산

0.7

0.7

2.1

8.8

2.9

광주

0.2

0.1

0.6

4.2

1.4

제주

0.0

0.0

0.3

1.1

0.4

전북

0.1

0.1

0.2

1.9

0.6

경남

0.5

0.4

0.8

5.8

1.9

지방은행

2.3

2.3

5.4

30.3

10.0

산업

0.8

0.8

0.8

6.8

2.2

기업

4.5

6.7

10.3

56.9

18.7

수출입

0.1

0.3

0.2

1.0

0.3

농협

0.0

2.2

2.0

37.7

12.4

수협

0.4

0.9

1.3

6.0

2.0

특수은행

5.8

11.0

14.7

108.4

35.7

국내은행

6.2

12.4

45.9

302.4

99.5

외은지점

△0.5

0.4

0.0

1.5

0.5

은행권계

5.7

12.8

45.9

303.9

100.0

자료: 금융감독원.
주: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기준으로 2006년 말 잔액은 잠정치이며,
△는 감소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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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와 관련하여 2005년 말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세
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구조화·추세화될 것인지 아니면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금융 공급이 억제된 일시적 결과인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음.
- 향후에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 금
융관련 은행 규제나 정책금융의 공급규모 조절 등 정책금융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은행의 대출행태가
불안정한 추세라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변화와 정책금융의
재조정 문제를 곧바로 연계시키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이 격화되고 경영 자율성이 증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책 개입은 어려울 것이므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등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
한 은행 규제나 유인제도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09년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될 예정임에 따라 은행, 보험 중심의 기존 금융산업의 구도에 대
형 투자은행이 가세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이 진전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저축 중심의 금융자산 운용이 투자 중심으로 옮아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간접금융 일변도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한층 다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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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투자금융이 대형 투자은행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혁신
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피
털 산업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2) 바젤 Ⅱ의 전면적 시행
○ 우리나라에서 2008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젤 Ⅱ(신 BIS자
본협약)도 향후 중소기업 금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바젤 Ⅱ의 특징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기자본규제제도
(바젤 Ⅰ)와 달리 차주의 신용 리스크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차등화한 것임.
- 바젤 Ⅰ은 차입자의 신용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위
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토록 하였으나,
바젤 Ⅱ는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차입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자기자본을 달리 적립토록 함으로써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
크 민감도를 강화시킴.
○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을 확대하는 형태로 신용등급별 차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중소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신용도가
낮게 분류된 경향이 많음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신용도별 양
극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위축될 개연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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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바젤 Ⅱ는 기업 여신보다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에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
도 소매여신으로 분류될 여지가 많음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 대출의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10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형태의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혁신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취급유인이 제한됨에 따라 업
력이 짧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경우 은행 대출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3)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 최근 경제 여건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에 민간은행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장기 설비투자, 중소기업, 수출입 금융
등에서 독자적인 금융공급 기능을 담당해 온 국책은행들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 이는 민간은행들이 그동안 국책은행들이 수행해 온 많은 업무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국책은행의 시장 마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임.
○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방향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산업은행의 부분 민영화를 통한
시장 마찰 해소 및 업무 특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업무
중복성 해소 및 수출입은행의 대외 정책금융 역할 유지 등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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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있음.
○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에 직·간
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소기업은행
의 민영화 문제라 할 것임.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추
세에 있고, 중소기업은행의 주주 구성에서 이미 상당수의 민간
주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민영화 방침이 제시되고 있
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구조적인 추세가 될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은행산업이 과거와 달리 외국계 은행이 다수가 되어
있는 시장 구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은행
규제가 앞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
인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문제도 그
추진 속도와 방식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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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1) 금융시장의 구조적 실패에 대한 효과적 보완
○ 정책금융의 개입 타당성과 여지는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시장실패 영역의 존재 여부와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임.
- 정책금융은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 측
면보다는 시장금융과 중소기업 금융 간의 간극을 보완하고 완
화시켜 주는 차원의 상대적 의미에서 존립 근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실패 영역은 주로 상업적 논리의 은행
영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며, 구체적으로 시장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대상 기업군에 대한
자금공급,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는 장기 금
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이 미
흡하다면 정책금융 기능은 실효성 문제로 인해 타당성조차 위협
받게 될 것임.
- 이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국한
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완효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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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협
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불투명한 영역에 대한 보완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실패 영역의 실질적 축소에 기여하는 형
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2) 시장금융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한 유효성 제고
○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책
금융의 유효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금융과의 역할
차별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대출 전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는 구체적 수혜대상을
시장금융과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은 축소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
- 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군이 주요 지원대상이고, 은행 대출
에 대한 접근도 제고라는 지원 수요를 갖고 있는 은행 활용 가
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오히려 부차적인 지원대상일 경우 정책
적 개입의 타당성과 유효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임.
○ 또한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은 대부분 시장금융의 기
준에서 보면 위험도가 높은 대상인 반면, 이들에 대한 지원금리
가 시장금융에 비해 우대적일 경우, 은행을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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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는 정책금융에 수요가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
극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혜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낳게 됨.
○ 요컨대 정책금융이 시장 경합성의 배제원칙에 입각해 시장금융
과 명확히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금
융시장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시장 상황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
응하여 개입의 정도와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자원배분 기능 확충 및 친화성 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금융은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수요 이외에 기업의 수익성 부진 등
에 따른 단기자금 수요, 기업 운영 이외의 투기적 수요 등이 추
가됨으로써 만성적인 과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기업 금융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금융을 선호하는
반면, 기업금융에서는 기업 외형과 담보 중심의 자금공급 경향
을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문 간 불균형과
함께 안정적이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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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치우
쳐 있고 간접금융에서도 은행 의존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을 개
선함과 동시에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
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면 변화 초기에는 시장
이 미처 중소기업 친화적인 형태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변화 수용적이면서 중소기업 친화적
인 형태로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독일 부흥은행(KfW)은 신용도 평가가 보다 엄격해지는 금융환
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형태의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을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활성화
를 유도함.14)
○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와 경로의 자금 공급 시
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중소기업 금융

14) 메자닌 금융은 자본과 부채의 중간성격의 자본으로서 경영권 간섭이 없는 자본으
로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정책금융 지원분의 일정 부분을 메자닌 금융 형태로 지
원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등급 향상 효과를 도모하고, 이
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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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
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요컨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질적 기여도를 제고해야 함.

3. 정책과제
(1)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의 질적 확충
○ 중소기업 금융의 수급 불일치 현상이 구조화된 배경적 요인의
하나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 등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으로 인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금융을 기피하게 만드는 신용위험 및
거래비용 부담을 적절히 보완해 주는 신용정보 인프라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음.
○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업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기업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갖추기 위한 투자는 은행에게
편익에 비해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와 닿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
간 신용정보회사들이 신용정보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기업 금융을 취급함에 있어 이들을 적극 활용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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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Dun & Bradstreet(이하 D&B라 함)는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대
형 신용정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음.

<표 Ⅳ-3>

주요국의 신용정보회사 현황

D&B(미국)

제국데이터뱅크
(일본)

VVC(독일)

설립 연도

1841년

1900년

1879년

종업원 수

16,000명

3,530명

2,500명

지점 수

300개

86개

130개

조사서 보유량

2,500만건

115만건

1,100만건

○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신용도 저평가, 엄격한
신용대출, 장기자금 대출 기피 등을 대출 공급자에 대한 주된
불만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식별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할 것임.
○ 중소기업 금융 문제를 시장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취급 의지와 역량 제고
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
화시킬 수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 선별역량 제고라는 과제와 깊
이 관련되며, 개별 은행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금
융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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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민간 신용
정보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수익성 문제로 인해 채권추심
위주의 업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술
보증기금 등이 공동 출자한 형태로 중소기업 전문신용정보회사
인 한국기업데이터(주)를 설립한 바 있으나, 신용정보 인프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용정보 인프라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신용조사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기
업정보의 축적·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정보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공공기관이 보유
한 기업 신용정보’(이하 공공 신용정보라 함.)의 효과적 활용
이 필요함.
- 그러나 공공 신용정보에 대한 개별적 접근 및 산발적·중복 제
공은 정보획득 및 관리에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공공 신용정보의 효과적 집중·관리를 통해 정보 획득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한국기업데이터(주)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설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 신용정보의 집중·관리기능을 수행하
지는 못함에 따라 일반 신용정보회사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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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임.
○ 따라서 동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신용정보를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케 하고 업무 영역을 일반 신용정보회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공적 기능 중심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인프라의
질적 확충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들이 공
동 출자한 형태로 한국기업데이터(주)를 설립한 것은 동 기관
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동
기관은 민간 신용정보회사들과 시장 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함.
- 또한 공공 신용정보의 공개·유통에 있어 공공 신용정보가 법
원, 국세청, 행정기관, 공적 집행기관 등 개별 공공기관들이 보
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와 상충 여지를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공개·유통에 따
른 편익과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의 비용을 비교해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함.
- 동 기관이 공공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행 등 금융
기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중소기업 스스로 신용정보를 공개하
려는 유인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
업 금융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신용정보 인프라는 중소기업 금융에서 직접금융 활용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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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공공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체계 추진방안(예시)
추진 내용

제1단계

현재 공개에 제한이 없는 정보의 집중을 추진

제2단계

집중 가능하나 공개에 제한이 있는 공공정보의 집중을 추진

제3단계

미공개 정보이지만 공공성 및 활용가치가 큰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협
의를 통해 추가 집중을 추진하거나 필요시 조회 가능토록 추진

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기능을 제고시킴으로
써 중소기업 금융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의 차입 경
로를 다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은행산업의 구조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설사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
선다 할지라도 다종다양한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는 없으며, 특히 지역소재 영세기업들의 금융 수요는 시장금융
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큼.
○ 이렇게 볼 때,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기능은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인프라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
조합 등 지역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소재 영세기업의 금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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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취급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의 역할 제고와 연계한 정책금융 기능의 연착륙적 조정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탈은행화에 따라 대기업 위주의 편중여
신 현상이 구조적 변화를 보였으며,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도 은행들의 신용대출 증대 노력 등으로 점진적이나마 개선 추이
를 나타내는 등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시장기능이 점차 제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들이 구조적 추세로 자리잡을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기능의 역할이
제고된 측면도 적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발달 등
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도 좀더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음.
○ 반면에, 중소기업 신용 리스크의 과대 평가, 혁신성에 대한 평
가·선별 기능 미흡 등 중소기업 금융 수요와 시장기능 간의 간
극이 엄연한 부분도 역시 상존하고 있음.
○ 정책금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금융기능이
제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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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이 시장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형태로 적절히 기능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책금융이 시장금융을 대체(substitute)하거
나 구축(crowding out)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과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자금수요가 정책대상인가, 즉 무엇이 정책
의 진성 수요인가에 대한 판단을 엄밀한 기준에서 재정립할 필
요가 있음.
○ 이제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원칙 위에서 정책금융이 시장기능과
차별화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재원의 제약으
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내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만성적·
반복적 수요는 더 이상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시장실패적 요소에 의한 일시적·초기적·위험적 수요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따라서, 시장의 역할이 제고된 부분에서도 존치되고 있는 정책
금융 지원제도는 개폐 여부와 개입 정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며,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제공된
지원은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나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경우 규제
의 적정성이나 유인제도로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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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향후 정책자금의 정책목표 및 중점 지원대상
정책목표

민간
금융
기능

시장
자율
기능

시장
실패
보완

선택과 집중

경영안정(사회안전망 유지)

유형 1 : 우량기업

유형 2 : 일반기업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기업
⇒ 민간금융 영역

민간금융 이용이 일부 가능한 기업
⇒ 보증 영역

정책목표에 부합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
⇒ 정책자금 영역
유형 3 : 혁신기업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
유형 4 : 기타 기업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
, 2005. 6.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은행대출의 신용보증 의존도가 매우 높
다는 점은 신용보증의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은행 활용이 가능한
기업군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지원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
로 제도 운용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

(3) 정책 위험도 상승에 대응한 위험분담 시스템 구축
○ 시장실패적 요소에 의한 일시적·초기적·위험적 수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경우 정책금융의 지원에 따른 정책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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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정책 성과 대비 실패 위험도를 적
절히 부담·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
책 위험도가 합리적으로 반영, 관리되는 정책금융 공급체계 구
축을 중요한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지원원칙에서는 시장 기준에서 볼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대
거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실제 위험
부담은 집행주체나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섣불리 지원하기 어렵고, 정작 돈이
필요 없는 기업에게는 위험도가 낮다는 점 때문에 자금을 공급
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신용
보증이나 정책자금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운용 내용에서 부분
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투입된 재정의 위험분담원칙이 불분명하며, 위험도를 반
영할 수 있는 지원금리는 오히려 위험도에 역행하는 구조로 반
영되어 현행 정책금융 체계는 정책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반영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정책금융의 운용상 위험도를 수혜기업, 정부, 집행기관
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일정 부분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사전적으로 보
장하고, 집행기관에게는 평가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손실률을
적정화시키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도 및 자금 리
스크에 따른 이자율의 실질적 차등화를 적용하는 형태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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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은행 대리대출 방식 중에서 금융기관에 거의 전적으
로 위탁하여 운용하는 사례처럼 지원대상의 정책 부합성이 충족
되기 어렵거나 은행 자체 자원과의 경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
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정책 부합성을 높이는 대신 재정
에서 위험비용을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기술금융에 대한 시장조성 노력 강화
○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기능과의 괴리가 가장 큰 영역 중의 하
나가 바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능이라 할 것임.
- 이는 주로 해당 기업이 기술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핵심자산으
로 보유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핵심가
치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
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미래형 무형
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공급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제
약요인에 직면하게 됨.
- 실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행 금융시스템은 혁신금융 수요에 매우 소극적이며
취급역량 자체가 미약함.
○ 은행 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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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산업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이러한 혁신금융 수요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것
으로 보임.
○ 그동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기술금융 공급 확대 위주였으며, 민간부문의 역량 제고나 인프
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향점이
불명확했던 것으로 평가됨.15)
- 기술금융 공급 확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의 한
시적 정책이어야 하지만, 시장 조성에 대한 이정표 없이 추진
된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정책 개
입을 할 것인지, 시장의 조성·발전과 연계하여 정책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별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없는 상태임.
- 또한 기술금융 활성화는 속성상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과 의지가 필수조건이지만,
정책은 정부 역할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은 부
차적인 수준으로 다루어짐.
○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을 둘러싼 금융 애로의 가장 바람직한 해

15) 2005년 6월의“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에서 제시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 기술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기술금융 지원 확대 등을 주된 정책방향
으로 다루고 있으나, 내용상 기술금융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조
성이라는 정책 지향성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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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법은 위험도와 기대수익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투자
형태의 자금조달 및 공급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금융시장의
여건상 대출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큰 실정임.
- 기술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고위험, 고수익인데,
대출시장의 경우 고위험 대출을 기피하는 속성을 가지며 투자
시장은 고위험, 고수익 수용적인 영역이 존재함. 즉, 대출의 경
우 위험성은 부담하지만 수익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반면, 투자
는 위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가 기술
금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위험수용적
투자 주체, 전문적이고 검증된 위험평가 주체 등 관련 인프라
가 필요함.
- 또한 기술을 매개로 한 금융이라 하더라도 기술성만으로는 금
융 연결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금융기관이나 투자
주체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담지하고 있는 사업성이 의사결정의
핵심요소임.
- 기술성 평가는 기술 자체의 신규성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인 반
면, 사업성 평가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투입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므로 실제로는 별개의 요소임. 일반금융
에 비유하면, 기술성 평가는 기업가 평판 등 정성적 평가요소,
사업성 평가는 기업 실적 위주의 신용등급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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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은 속성상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대출보다는
투자형태의 자금공급이 적절하지만, 현실에서는 혁신기업에 대
한 금융 공급이 대출 위주이며 혁신기업들도 대출방식이 가능
할 경우 성과 공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이를 선호하는 경
향을 보임.
○ 기본적으로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는 시장기능에 기반하지 않
고는 그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나, 시장 기반이 매
우 미약한 상황에서는 정책 개입을 통한 시장 조성이 불가피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 기술금
융시장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기술금융시장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에 대
한 투·융자 기구(은행,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연기금, 정부 정
책금융 등), 수요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높은 유망기술, R&D
전문인력, 도전적 기업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
술개발 컨설팅, 기술평가 기구 등의 중개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기술금융시장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술금융시
장은 공적 정책금융 위주의 공급자, 수요 발굴 및 검증 미흡, 중
개기능의 수행주체 미형성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현행 기술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은 기술평가의 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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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며, 이는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투·융자)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
한 합리적 원칙의 부재에 기인함.
- 기술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위험 부담에
서 자유로운 기술평가 주체와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자금공급자(은행이나 벤처캐피털) 간 비대칭성에 근본적 원인
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연계된 기술금융 역
할을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 과정이 기술
금융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술평가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토대로 금융
연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평가기관 간 경쟁과 서열화를 통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털의 기술평가 활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기술금융시장의 초기 형성을 유도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제도는 정부내 합의에 기반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술금융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2010년까
지 기술평가보증 비율을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은 기술평가 주체와 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의 위험부담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술금
융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의 재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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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기술평가 보증 추이 및 확대 계획(보증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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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경제부, 기술보증기금.

부 재정과 금융기관 출연금에 의존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기
술금융시장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기술평가 주체와 위험부담 주체의 일치성에 근거한 기술보증기
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다른 기술평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도 강화함
으로써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16)
- 구체적으로는 민간 기술평가기구나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
(또는 주관부처)이 기술보증기금과 기술평가 보증협약을 체결
16) 법령상 기술평가기관은 42개에 달하지만 금융지원과 연계된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
하는 경우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 4개 기관에 불과
하며,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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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증 지원으로 연결하되, 적
정 사고율을 상회하는 손실분에 대해 해당 기관(또는 주관부
처)이 책임 출연하는 방식임.
- 동 제도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일
부 부처나 기술평가기관 사이의 기술평가 보증협약을 확대하고
상호간 보증 위험에 대한 합리적 위험부담 원칙을 제도화하는
형태임. 기술평가기관들에게는 기술평가를 금융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부여함과 동시에 그 실적에 따른 기술평가기
관의 책임성 강화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기관 서열화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벤처
캐피털과 은행들의 활용도가 제고됨으로써 기술금융시장의 초
기 조성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그림 Ⅳ-3>

위탁 기술평가보증의 기본체계
① 평가 의뢰(평가료)

중소기업

②기술성평가기관
(기술성+사업성+시장성)

③ 기술평가 인증서
보증료(1~3%)
④대출
신청

⑥대출

은행
(⑤대출심사)

수수료
보증공급
(0.5~1%) 기회보장

⑥보증(약식심사)

<대위변제>
(부분보증 : 70~80%)

기술보증기금

보증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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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단기 정책대응과 함께 기술금융 공급 위주의 정책적 접
근을 시장 조성이라는 목표로 확장하여 시장 인프라 확충, 민간
부문의 역량 제고, 수요기반 확충 등 기술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로 시장의 기반을 구
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활용한 기술금융시장의 초기
형성이 진전되면, 기술보증기금도 보증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시
장과 밀접히 연계된 기술금융기관으로의 시장 친화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술금융시장의 주요 구성요소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로
는 기술평가기관 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시장 인
프라 확충, 기술연계 금융기능 확대 등의 민간부문 역량 제고,
국가 R&D사업의 시장 친화적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4>

기술금융시장 조성의 추진방향
기술금융시장의 조기 조성

정책목표

추진방향

과제영역

시장 기반 구축

수요 기반
확충

기술금융
공급 활성화

민간의 시장진입 촉진

시장 인프라
확충

민간 부문의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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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과제 영역

수요 기반 확충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예시)
주요 추진과제
국가 R&D사업의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체계의 시장친화적 개선
신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사업의 질적 내실화

기술평가보증의 시장 조성기능 강화
기술금융 공급
은행의 기술평가 연계 금융공급 확대
원활화
벤처캐피털의 투자활동 촉진
기술자산의 신탁 및 유동화 촉진

시장 인프라
확충

기술평가기관의 육성
기술평가정보의 공유·유통체계 확충
기술평가모델의 지속적 개발·보급
기술평가 관련 교육시스템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연계 금융기능 확대 지원(매칭방식의 초기 사업화 자금 공급 지원)
민간 부문의 역
기술평가활용도 제고(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위탁
량 제고
기술평가보증 확대)

(5) 총체적 개혁 청사진 마련 및 단계적·체계적 추진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절제
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 보완성
과 시장기능의 변화·발전과 조응한다는 차원에서의 시장 친화
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정책금융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선진화에 기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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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제 여건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새로운 변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금
융은 이러한 원칙을 더욱 충실히 담아내야 할 것임.
○ 한편,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선 논의가 노정한 문제점
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금융의 개선 문제를 상호 밀
접히 연계시켜 다루지 못했으며, 정책금융의 총체적 개혁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과제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개선 논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임.
- 지난 2005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시장
역할과 정책금융 역할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검증
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신용보증 과다 문제에 대한 목
적 지향적 개편 논의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
라 신용보증, 정책자금, 기술금융, 직접금융 등이 개편 논의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용보증 규모의 축소에 초점을
맞춘 대안 마련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의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논의17)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
영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명제
에 입각하여 시장금융과 정책금융의 발전방안을 다루었음. 그
러나 이 논의도 현실 여건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향후 정책과
17) 동 논의는 2006년 민간인들로 구성된 작업팀이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중소기
업금융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특
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동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언들의 후속 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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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체계적 검토보다는 당위적이고 이상적
인 수준에서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선 논의를 통해 환경 변화
와 현실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총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금융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하여 이 청사진 속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논의의 기준은 중소기업 금융 수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장
기능과 정책금융이 분담할 것인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의 금융시장 발전 경로와 이에 조응하는 정책금융의 역할
조정에 관한 심층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체계와 지원방식에 대한 대안적 모색도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다원적 신용보증 지원체계가 기관 간 역할 분담이라
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정책자금에
대한 현행 부처별 집행체계가 효과적인 것인지, 공적 지원기구
를 통해 운용할 부분은 무엇이고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함께 이러한 과제들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가칭)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위원회’
와 같은 특별 추진기
구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금융 개혁이 차질 없이 체계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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