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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성과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을 별도

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진공 정책자금 지

원 유형을 기업진단 방식과 일반방식의 대출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원방식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집단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 중 기업진단을 수진한 기업으로 하고, 비교집단은 동일한

기간 내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 중 기업진단을 수진하지 않은

기업들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들 원천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의 경우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지표에 있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함에 따라 분석결과

가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극단치를 제거한 수정 데이터의 활

용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별로 ±5SD를 벗어

나는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변수별로 0.007% ~ 0.051%의 데

이터가 결측처리 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은

기업진단 비수진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양호할 것이다”로 경영성과는 기업

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성과지표로 측정하였으며 경

영성과 개선여부를 이중차분분석법(Difference–In –Difference Method)

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부실율 측면에서도 분석

하였다.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더라

도 부실률이 높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자금 부실률

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은 기업진단 비수진 기업보다 부도율이



낮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은 생존분석법

(Survival analysis) 중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부도율의 통계적 유의성은 로그-순위 검정법으

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재무성과를 통하여 측정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성장성

지표의 경우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에 있어 뚜렷하게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찾을 수 있었다. 수익성지표와 안

정성지표의 경우에도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안정성지표인 유동

비율을 제외하고는 개선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존분

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부도율을 낮추고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로그-순위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부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의 바람직한 발

전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번째로 연구결과를 정책자금 운

영방식에 환류하여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

며, 두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 이후에도 필요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개

별기업에 나타나는 정책자금 지원 효과수준을 제고하고 관계금융으로서

의 정책자금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

한 연구방향이 전체적인 지원사업의 성과측정보다는 지원방식 혹은 지원

대상별로 지원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을 통해 정책자금 운영에 있어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어 : 기업진단, 효과성분석, 이중차분분석, 생존분석, 중소기업정책

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학 번 : 2014-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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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기술혁신, 지역경제 개발효과, 산업의 다양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경제 발전

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하여

정부는 자금, 마케팅, 인력, 기술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지원

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중에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한가지 형태로서의 중소기업정책금융이란 “금융시장

자율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금융을 특정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

리․상환기간 등의 대출조건이나 금융의 가용성 측면에서 민간금융보다

우대하여 지원하는 금융”1)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은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가계대출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재무여

건, 담보여력 등이 열악함에 따라 차입한도 및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은 경기

가 악화될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또한 축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반면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리스크에 비해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

무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부실위험이 높으며,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대

출대상 중소기업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건별 대

출금액이 낮아 건당 대출 취급비용이 높고 금융당국의 각종규제로 인해

1) 감사연구원(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성과 , 서울:감사연구원,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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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엄격하게 정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원할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금융을 지원하게 된다.2)

이처럼 중소기업 금융시장이 가지는 불안정한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정부실패의 부작용은 없는지 혹은 X-비

효율성에 따라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개별 지

원기업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개선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측정 문제가

제기되며, 그간 학계, 정부, 관련단체 등에 의하여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정책자금의 효과를 긍정하는 연구에서 부터

그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까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자금 효

과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이렇듯 연구결과에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

유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각 연구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정책자금의 지원성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재무적 성과에서부터 주관적 만족도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원성과 분석에 있어 사용되는 방법론

또한 고정효과 분석, DID분석, PSM분석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선행연구 조사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이처럼 다양하며 그 효

과를 부정하는 연구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

의 지원효과와 관련한 부정적 연구결과들로 말미암아 재정당국 및 감사

2) 조영삼(2008), 전게서, 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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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정책자금의 지원필요성에 대한 대외적인 지적

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

으며, 그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 확

대이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환경분석과 재무분석 및 기업역량을 진단한 후 문제

점을 도출하고 공단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하며, 정책자금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그

러나 중진공은 기업진단이 기업의 현황 분석 및 문제해결 기능을 내포하

고 있음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할 경우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제

고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이후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2013년 기준 약

1.5조원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개별 중소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기업진단 방식에 의한 정책자금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어 그 차별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진공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자금 지원 유형을 지

원방식에 따라 기업진단 방식과 일반방식의 대출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원방식 측면

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자금이 지원기업의 경영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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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진공이 집행하는 정책금융 외에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타 부

처의 금융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타 부처의 특정 금융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으며3), 중진공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타 부처의 관련

금융지원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4)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

원 수행기관은 중진공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진

공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한하여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

한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지원기업의 경영성

과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아울러 이러한 경영성과

개선의 결과로 지원기업의 부도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부도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는 이유는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

의 경영성과를 개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부도율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높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경우 중진공 자체신용에 의한 채권발행을 통해 융

자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

3) 감사연구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라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부처가 10개 이상이 존재하는

데 정책금융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비중이 어는정도 되어야 특정 정책금융을 중

소기업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감사연구원은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대출액의 90%가 넘는 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분류하였

으며, 2006년 기준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49,763억원이라 제시하고 있다. 감

사연구원(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성과 , 감사연구원, p4-5.

4) 이기영(2011)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제외

하고 각 부처들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원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7,643억원 수준이다. 이기영(2011), 전게서,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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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 66조 2호5)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여야 하며, 이는 중진공 정책자금의 부실이 곧 정부의 재정부담으

로 직결됨을 뜻한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자금 부

실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절감 방안 등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기금 건정성을 유지하여 중소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업의 부도율

을 낮추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생존

분석을 통해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부도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은 기업진단의 지원효과 분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현황분석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이론적 배경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 및 가계대출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수요자 측면

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재무여건, 담보여력 등이 열

악함에 따라 차입한도 및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

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은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

출 또한 축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중

소기업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급자

5)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

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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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리스크에 비해 수익성

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무여건이 열악함에 따

라 부실위험이 높으며,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출대상 중소기업의 신

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건별 대출금액이 낮아 건당

대출 취급비용이 높고 금융당국의 각종규제로 인해 신용상태에 따라 금

리를 엄격하게 정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원할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금융을 지원하게 된다.6)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란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함에 있어 민

간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개입 수단의 한 방식으로, 금리․상환기간 등의 대출조건이나 자금의

가용성측면에서 민간금융기관보다 우대하여 공급하는 금융”7) 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하여 민간금융을 양

적 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양적보완은 특정산업 혹은 특정분야에 있

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부족분을 정부가 보충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

며, 질적 보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8)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대표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성(Information asymmetry)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접

근성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융

기관은 대출대상 중소기업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이러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도위험이 높

은 기업만 대출을 받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은데 이러한 역선택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신용할당(Credit

6) 조영삼(2008), 전게서, p9-11.

7) 이기영(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금융연구

원, p1-2.

8) 이기영(1994),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 정책연구자료

94-01, 한국조세연구원,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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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ing)을 선택하게 된다.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금리를 인상

하는 대신 저리의 대출금리을 유지하면서 자금공금을 제한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신용할당으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적정가격(이자율) 하에

서 적정량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정책이 가지는 공익성이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사회구성원 간 형평성 추구, 사회안전망 구

축, 약자 보호 등 공익적인 요소를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

데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9)

마지막으로,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들 수 있다. 기술성 및 혁신성

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업특성으로 인하여 개별기업의 이

윤이 제고됨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이바지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데, 기술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존재가 산업전반에 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금융기관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기업의 수익성에만 기초하여 금융지원을

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정부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정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10)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해소를 위한 정부

의 시장개입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항상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X-비효

율성, 정보의 지나친 시장개입 등의 요인으로 의한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11)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한

9) 이영범(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

석 , 행정논총 제44권 4호, 서울: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p201.

10) 김현욱(2004), 전게서, p12.

11) 이기영(2011)은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형태를 시장친화 및 시장보완

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친화 란 정부의 개입이 금

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의 왜곡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고 금융시장에 조응

한다는 의미이며, 시장보완 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을 지원함으로 써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이기영(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

선방안 , 한국금융연구원,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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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정책금융 현황분석

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은 중소기업진흥

공단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정

책금융공사 정책자금,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2)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은 자체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장

실패영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접 신용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으로서

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13)은 신

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회사, 기업, 정부 등으로 부터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정부 출연금은 매년 경제전망과 보증운용현황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됨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으며, 금

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출연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0.00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령으로 별도로 정한 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2013년 연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5

조 9,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급법 시행령에

따라 총보증금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운영하고

12) 김준기 외(2012),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p58

13) 기본재산은 보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써 자본금인 동시에 대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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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일반보증에서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

으로는 99.96%, 보증잔액기준으로는 99.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신용보증기금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기관이라 볼 수 있다.

【표 2-1】신용보증기금 기업규모별 일반보증 지원현황14)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중소기업 233,764 383,105 230,180 391,312 222,992 404,118

중견기업 57 1,181 69 1,475 80 1,665

대기업 6 28 3 26 3 28

중소기업비중 99.97 99.69 99.97 99.62 99.96 99.58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

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되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4년

설립되었다. 두기관은 설립배경은 다르나 지원기능이 유사한 바 지원대

상을 업종 등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

본재산은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

으로 조성되며 2013년말 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누계액은 12조

9,985억원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목

적으로 설립된만큼 2013년 말 기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94.9%에 이르고 있다.

14) 신용보증기금 2013년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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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형태별 보증 지원현황15)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보증공급 166,271 100,0 178,588 100,0 193,539 100,0

기술혁신기업 154,808 93.1 167,512 93.8 183,727 94.9

벤처기업 109,895 66.1 111,459 62.4 115,860 59.9

이노비즈기업 85,102 51.2 83,730 46.9 78,123 40.4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기반하여, 중소

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중소기업 투자조

합인 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舊 다산벤처)이다. 한국벤처투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부터

100%출자 받아 2005년 6월 29일 설립되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운

용하고 있는 모태펀드는 개별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창

투사나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로서의 기능

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을 통해 투자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

하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투자시장 활성

화를 도모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2014년 말 기준 1조 8,341억원이 조성되

었으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산기금 등 다양한 기금 및 기관으로

부터 출자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295개 조합에 2조

3.076억원 출자약정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 모태펀드의 자조합은 10조

7,428억원 수준이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 2013년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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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한국벤처투자 자펀드 결성현황16)

구분 중진 엔젤 지방 문화 특허 영화 미래 보건 계

자펀드

누적결성액
83,340 1,400 100 10,107 8,358 620 1,153 2,350 107,428

운

용

중

펀

드

모태

출자액
14,809 1,290 50 3,635 2,037 320 535 400 23,076

펀드수 204 11 1 42 24 5 6 2 295

결성

총액
73,525 1,400 100 9,030 6,918 620 1,153 2,350 95,096

마지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2009년 10월 설립되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업무는 온렌딩

(On-lending)방식의 간접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 등 크게 네가지 분야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하였다. 한국정책금

융공사는 설립당시 민영화 예정이었던 산업은행의 금융업무 중 시장마찰

이 예상되는 업무는 산업은행에 남겨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외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승계하여 선진화된 금융체계를 확

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5년 1월 산업은행으로 재통합되었다.

앞서 기술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금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또한 정책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관할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주

로 민간은행 자체신용에 의한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

16)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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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지

원규모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국내 통화 및 금융동향과 중소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매분기 금융통화

위원회가 결정하는 한도내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대출하는 제도

로, 민간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15일 도입한 제도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

행 총재가 매월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역본부 및 금융기관별로 총액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하게 된다.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해당 금융기관

의 중소기업 구매 자금대출 실적, 전자어음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실적, 무역금융,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별 대출실적을 기

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배정하며,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는 한국은행의 지역

본부별로 관할구역 내의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별로 배정한다. 이후 한국

은행의 각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의 경제사정, 지역별 중점 지원 업종 등

에 대한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구역 내 금융기관에게 총액한도

대출을 배정하게 된다.17)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지원 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성장기→정체기→재도약기’에 이르는 중소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 기술성 및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7)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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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중진공 정책금융 지원체계18)

▪(창업기)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기)신성장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재도약)사업전환지원자금

재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을 개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크게 「창업

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지

원자금」등 6가지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창업기업지원자금」

은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업력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으로 1998년부터 사업을 개

시하였다. 이후 2010년 실패중소기업을 위한 재창업자금을 신설하였으

며19), 2012년에는 만 39세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창업자

금20)을 신설하여 정책목적별로 세분화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3

18)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년 업무현황보고서

19)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지식 사업경험 등의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0년 최초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말

기준 263개 업체에 406억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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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예산은 15,300억원(창업기업지원 자금

13,675억원, 재창업자금 40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 1,225억원)이며 8,189

개 업체에 15,300억원 전액 지원하였다.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기술

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성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장 매입, 생산시설 도입 등의 시설자금과 생산시설의 초기

가동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업력 5년 이상의 성장기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한다. 2013년도 예산은 8,150억원이며 1,753개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구입자금 애

로,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애로 및 자연재해, 주거래 대기업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과거 특별경영안정사업 내에 구

분 운영하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지원사업 및 수출금융지원사업

을 통합하였으며, 2009년 이후 사업전환지원사업 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3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예산은 3,150억원(일반경영 1,000억원, 일시적경영애로 704억원, 수출금융

1,407억원, 재해자금 39억원)으로 동 1,068개사에 전액 집행하였다.「개발

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 및사업화를

촉진하여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

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0년 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술기반 중소기

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1,335사에 총 3,300억원을 대출

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기술성 및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중소

기업에게 투자요소를 복합한 자금을 100%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익공유형 대출21)과 성장공유형 대출22)로 구분된다. 2011년

20)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

업자에게 2.7%의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사업성공율 향상을 위한 컨설

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년도에는 3,572개 업체에 1,225억원을 지

원하였다.

21) 창업 초기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한 이후 지원기업의 사업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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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정책자금 내 지원방식의 하나로 시범

적으로 운영한 후,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부터 별도사업으로 편성

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625개 기업에 예산 1,700억원을 지원하

였다. 마지막으로「사업전환지원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경

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과 연계하

여 지원함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9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까지 총

1,430개사에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0,200억원의 자금을 1,884개

사에 지원하였다. 한편, 2014년 기준 중진공의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4】2014년도 중진공 정책금융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대상 기업 예산(a) 신청 집행(b)

창업기업지원 창업 7년 미만 13,400 31,913 13,400

청년전용 만 39세 이하 1,500 2,606 1,500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이노비즈기업 3,500 6,949 3,500

신성장기반 창업 7년 이상 8,650 15,731 8,650

긴급경영안정 경영애로·재해·수출 1,300 1,892 1,546

사업전환 사업전환·무역조정 1,700 3,024 1,700

투융자복합금융 미래성장가치 우수 1,500 3,052 1,500

소상공인지원23) 소상공인 13,305 23,742 14,185

소공인특화 소공인(10인 미만) 2,904 5,109 2,904

합 계 30,050 62,561 30,296

나타날 경우 영업이익의 3%를 이익연동형 이자로 수취하여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2)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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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조건24)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격의 경우 융자

제한기업25) 및 융자제외대상 업종26)등 신청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세부사업별로 규정하고 있는 업력, 수출비중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등의 지원조건은 민간은행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이나, 최근 정책자금이 지나치게 저금리로 지원함으로 인해 가수요를 유

발하고 시장질서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2011

년 이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다. 대출기준 금리는 중진

공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 누적발행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여 결

정하고 있으며, 지원기업별 최종 대출금리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유형 등에 따라 기준금리에서 신용위함가산금리를 가감 하여 결정한다.

대출기간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운전자

금은 5년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의 장기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중소기업이 융자신청 당시 기업진단 방식 지원절차와 일반

방식 지원절차 중 어떤 지원절차를 거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기업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진단방

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책자금 신청 이후 중진공은 경영

및 기술평가자 각 1인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23)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014년 까지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진

흥원에게 자급집행을 위탁하여 수행 하였다. 하지만 ‘14년 1월 소상공인진흥원

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15년 1

월부터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예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이관하고

집행기는 또한 신설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관하였다.

24) 중소기업청(2015), 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중소

기업청 공고 제2012–30호.

25)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국세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기업, 금융기관 연

체 등에 따라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중진공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부채비율 과다기업 등이 있다.

26)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는 건설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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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

가등급을 산정한다.27) 이후 융자심의소위원회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 결

정한 신청기업의 최종 평가등급이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대출가능 등급

이상일 경우 정책자금을 융자하게 된다. 융자방식은 크게 중진공에서 직

접약정하고 부도위험과 사후관리 책임 또한 중진공이 부담하는 직접대출

방식과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며 부도위험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담하

는 대리대출방식으로 구분된다. 중진공의 대출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가진단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

기업진단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일반방식 진단방식

진단평가 및
추천서발급

◦중진공 → 중소기업

⇓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중소기업 → 중진공 지역본(지)부

⇓ ⇓

기업평가 자금사정 ◦중진공 → 중소기업

⇘ ⇙

융자결정 ◦중진공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그림 2-2】중진공 정책금융 지원절차

27)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실태조사 외 기업진단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되며, 이는 후술하는 기업진단 개념 및 지원현황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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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진단의 개념 및 지원 현황28)

기업진단은 중진공의 진단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

당 기업의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경쟁력향상을 위한 실천계

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자금, 마케팅, 연수 등의 정부시책

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기업진단은 크게 정책자금 지원 전 기업을 진단하는 사전진단과 정책자

금지원 이후 기업을 진단하는 사후진단으로 구분된다. 사후진단의 경우

정책자금 직접대출 업체 중 상환연체 중이거나, 매출액 급감,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정상화를 유도하는 목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사후진단의 경우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부

터 실시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이 부실화된 이후에는 추가적 자금공급

없이는 현실적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책자금과 연계하

지 않고 순수 진단만 실시하는 사후진단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르는 것

이 사실이다. 또한 본연구의 연구취지가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니 만큼 사후진단은 본 논문의 연구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진단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며 이하 진단에 대한 설명도 사전진단에 맞추어 서술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사전에 기업진단을 실시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동시

에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제거함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단을 실

시하고 있다. 기업진단은 해당기업의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하고 처방

전(해법) 제시함에 따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

능이 있으며, 특히 중진공은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대출건전

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을 도입하

였으며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28)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년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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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연도별 기업진단 운영실적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전진단 1,344 612 958 879 1,633 1,886

사후진단 - 325 228 365 279 485

합계 1,334 937 1,186 1,244 1,912 2,371

기업진단의 지원대상은 중진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중

소기업이나 실제적으로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특히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 예방을 위해 신용대출 잔액 보유

기업이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책자금 신청기업 중 심층심사가

필요한 경우 중점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진단의 진단기간은

업체당 6MD(Man Day) 이내이고, 종합적인 진단의 수행은 대부분 중진

공 내·외부의 경영전문가, 기술전문가 각 1인에 의해 이루어고 있다.

【그림 2-3】기업진단 추진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신청
·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징구)

* 기업진단 신청서에 애로분야 표기 및 상담
⇩

진단

평가

· 업체방문/실태조사

·진단은 3가지 방식(KPI기반, 진단자기반, 성과관리기반)으로 수행

⇩

처방
·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 및 프레젠테이션)

· 사업연계추천서발급

⇩

치료

· 정책자금 : 소요금액 검토 후 대출

·자금이외 사업 : 사업별 연계지원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R&D, 보증, 기타)

⇩

치유
· 연계지원 실적집계 및 관리(4대 핵심사업 등)

· 관련 지원사업에 연계지원 결과를 피드백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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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의 진단모델은 기업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진단모델이 적용되고

있으며, 통합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 2-4】기업진단시스템

Ⅲ 선행연구 검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간의

방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긍 정하는 반면 일부 연

구에 있어서는 그 효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특정 대상 및 특정 지원방

식에 한하여 효과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다양성은 각각의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방법, 분석대상, 연구시점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정책자금의 연구에 있어 효과성을 측정하는 종속변수, 평가모형, 비교집

단 구성을 위한 데이터확보 방식 등에 있어 합의된 방식이 없다는 점도

연구결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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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한 학계연구가 연구결과 및 연

구방식에 있어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그간의 연구결과

를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행연

구를 유형별로 분류함을 통하여 그간의 연구경향 및 개별연구별 장단점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속 연구자에게 보다 발전된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유형화 작업의 필요성은 충

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준기(2008)는 국내에서 실시

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아래29)와 같이 분류

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구분 연구 특징

·한정화 외(2005)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

·곽수근·송혁준(2003)

·김현욱(2005)

·배경화(2005)

·송혁준외(2006)

·김준기외(2006)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자금 지원집단을 직접 구분한

이후, 정책자금 지원집단과 정책자금 비지원집단간의

효과성 차이를 분석

·권선주·이천우(2006)

·강종구·정형권(2006)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정책자금 지원집단과 정

책자금 비지원집단간의 효과성 차이를 분석.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하여 수혜집단을 구분하

지 않고 정책자금 지원 예상 집단을 새롭게 구성

·황인표외(2003)

·이윤보외(2005)

·유관희외(2005)

·이영범(2006)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

석하며, 지원 방식, 지원 대상 등 지원효과 발생의 영

향요인 별로 효과성을 분석

【표 3-1】국내 선행연구의 유형

29) 김준기(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p4~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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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그간 국내에서

연구한 주요 연구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준기(2008)의 연구

이후에 상기 표에 추가할 수 있는 연구로는 안종범(2011), 이기영(2012),

김준기(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 중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은

분석대상을 지원집단과 비지원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이며, 네 번째 유형 또한 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별 특성에 따

라 지원효과를 분석하고 있음에 따라 본연구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상기 두 유형의 선행연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유형1(정책자금 지원집단과 비지원집단 간 비교)

가. 효과성을 부정하는 선행연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부정한 연구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김현욱(2005)3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정책자금 효과성 분석을 위

하여 두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정책자금 지원

기업이 정책자금 비지원 기업보다 수익성이 양호하게 개선되었을 것이

다.”이며 두 번째 가설이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에서도 창업초기 기업이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클 것이다”이다.

그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 DB를 활용하여 정

부 12개 중앙부처에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정책자금을 1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중 종업원수가 300인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50,131건의

정책자금 지원 데이터를 일차 확보하였다. 지원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30) 김현욱(2005),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 한국

개발연구27(2), 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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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orea의 중소기업 DB를 활용하였으며, 두 개의 데이터를 매칭하

는 과정에서 재무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적을 제외한 26,081건의 지원

데이터가 남았다. 이후 재무정보가 불완전한 일부 데이터를 추가로 제외

하여 최종적으로 6,628개 기업에 대한 21,614건의 정책자금 지원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성과를 분석하였다.

지원성과는 지원기업의 수익성으로 측정하였는데 수익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총자산영업이익율(ROA)을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차입금의존다,

자본금, 자산총계, 경비율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중소기업의 영위산업을

8개 더미변수로 분류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두 번째 가설

에서 검증하는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수익성개선 효과측정을 위해서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설립 3년이내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모형은 자기회귀소득모형이라고 불리는 Ashenfelter(1978)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김현욱(2005)은 정책자금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에 지원받은 기업을 연구집단으로 하였으며, 비교

집단으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한번도 지원받

지 않은 기업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가설은 기각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지원기업인 연구

집단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비교집단간에 영업이익률 개선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31)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서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인 창업초기기업과 설

립 3년 이상인 기업간에 수익성 개선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가설 검증을 통하여 그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 지원

효과와 관련하여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연도의 영업이익

률 개선정도가 더 높다는 증거가 일부 발견 되었으며,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가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일부 찾을 수 있었다

31) 김현욱(2005), 전게논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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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라고 하고 서술하고 있어 정책자금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는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김현욱(2005)의 연구가 연구자 본인도 논문에 적시하고 있듯, 연

구당시 한국의 정책금융 역사가 짧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데이터 수집에 활용된 D&B Korea 중소기업 DB에 축적된 기업

들의 상당수가 업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등 연구 표본 구

성에 있어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34)

김현욱(2005)연구의 선택편의와 관련하여 노용환(2010)은 “연구에 활용

된 최종 데이터의 평균 종업원 수가 75.5명으로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는 한계가 있다”35)고 하고 있으며, 김준기(2006)36)도 자기선택 문제 및

운영자선택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김준기

(2006)는 Ashenfelter의 방법론은 지원 이전 시점에서의 종속변수의 추

세에 따라 연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전 침하

(Preprogram dip)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곽수근·송혁준(2003)37)의 연구에서도 부

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동 연구는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과 정책자금 의존도가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코스닥에 등록

된 799개사 중 재무제표 미제출 기업 등 비 적정기업 36개사와 금융업을

32) 김현욱(2005), 상게논문, p83-84.

33) 그러나 김현욱은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있어 긍정적으로 나

타났다고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이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현욱(2005), 상게논문, p85.

34) 김현욱(2005), 전게논문, p84.

35) 노용환(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2 No1, p158-159.

36) 김준기·이석원·이영범·장경호·신기철(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

과성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5.

37) 곽수근·송혁준(2003),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 2003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 세미

나, 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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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15개사를 제외한 742개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기업데이터는 와지즈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2단계 OLS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총자산수익율, 자기자본수익율, 총자산영업이익율, 총자산

경상이익율을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분석 주제와 관련하여

서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의존도는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분석 주

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책자금 의존도와 관련한 기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있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이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연구모형에

있어 기업의 규모, 재무상태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에 따

라 분석결과를 중소기업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효과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연구자도 결론을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잠정적이고 실험

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하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과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로는 이기영(2012)3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기영

(2012)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

금의 보증지원사업,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한 출자사업의 4가지 중소기

업 금융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개

별 기관으로부터 2003년 ~ 2009년 사이 금융지원된 188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이중차분방식(DID)과 상향매칭추정방식(PSM)

38) 이기영(201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성과 , 중앙일보경제연구소 금융포

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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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원기업의 안정성에는 기

여하고 있으나 수익성과 성장성에는 효과가 없으며39) 이를 통해 기술성

과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지원

기관 별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수익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반면40)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기업은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바탕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 결론 내

리고 있다.

이기영(2012)의 연구는 특정 정책자금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자금 전반

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

금 지원기관의 효과성 차이를 평가41)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 지원기관간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조

건 등에 있어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지원 목적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아울러, 연구자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지만 생존에 따른 편의가 발

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9) 이기영(2012), 상게자료, p24.

40) 이기영은 다만, 지원기관별로 지원대상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상

술하고 있다. 즉 중진공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제조업 여위 중

소기업에게 전체 자금의 87%를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

용보증기금 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이 강함에 따라

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기영(2012), 상게자료, p30.

41) 이기영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민간보증기관으로 전환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중진공은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남되, 보증지원 기능은 기술보증기

금이 담당하고, 융자 및 투자는 중진공이 수행하는 현재의 역할 분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기영(2012), 상게자료,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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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성을 긍정하는 선행연구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김준기외(2006)42)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동 연구의 주요한 특징은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순차적 선택모형

(Sequential selection Model)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를 위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의 유형을 정책자금을 신청하

지 않은 기업과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기업의 두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전자를 자발적인 자기선택(Self-selection), 후자를 운영자선택

(Staff-selection)으로 규정한 후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한 순차적 선

택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하여 선택편의를 효과추정에서 제거하였다.43)

효과성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1994년 ~ 2005년 사이 중소기업진흥공

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8,199건의 기업들 중 중복지원 및 재무정보

누락 기업 등을 제외한 7,154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업체 정보 또한 중진공 내부 DB에서 2,851업체에 관

한 19,730개 재무정보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

은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DB로 부터 9,982개 업체

에 대한 106,027개의 재무데이터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효과성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안정성 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 지

표, 활동성 지표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일반적 특성변수인 지역,

업종, 종업원수와 더불어 기업의 규모특성 변수인 자산규모, 매출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전체 사업에 대한 효

과성을 우선 분석하였으며, 하위분석으로 지원사업, 지원방식, 지원내용

42) 김준기·이석원·이영범·장경호·신기철(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

과성 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1-36.

43) 김준기외(2006), 상게논문, 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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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전체 사업에 대해 효과

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율 등의 수익성 지표의 개선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하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에서 수익성 개선효과

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방식에서는 대리대출에 비해 직접대

출이 효과성이 높았다. 지원내용별 효과성 분석결과 운전자금은 수익성

개선효과가 높았으며, 시설자금은 기업의 외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많을수록 정책자금 지원 효

과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44)

동 연구는 정책자금 비지원기업의 개념을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

업과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효과성 분석모

형에 반영함을 통하여 방법론상의 엄밀성을 기하고 있으며, 효과성 분석

대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한정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효

과성 이외에 지원사업, 지원방법, 지원내용별 하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

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

단된다. 다만, 연구자도 적시하고 있듯이 무작위배정을 통한 동질적 비교

집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실험의 한계는 동 연구에도 그대

로 적용되며, 노용환(2010)의 경우 “동 결과가 구조방정식 추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이

므로 과연 다른 설명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동일한 대출방식별 성

과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통계모형을 통해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45)고 한다.

김준기외(2006) 외에 정책자금 효과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제

시하고 있는 연구로 송혁준외(2006)46)의 연구가 있다. 송혁준외(2006)는

정책자금 효과성과 관련하여 세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

44) 김준기외(2006), 상게논문, p33.

45) 노용환(2010), 전게논문, p160.

46) 송혁준, 김이배, 오웅락(200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

선에 미치는 영향」, 中小企業硏究28(4), 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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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금이 지원기업의 순이익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다음으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와

경영성과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연구 하였다. 분석대상은 2004

년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1999년 ~ 2004년 6개년간의 1,158개 기

업 데이타를 일차 추출하였으며, 이중 자본잠식, 재무제표 미제출 기업,

금융업 영위기업 등 분석이 무의미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기업을 제외하

여 최종적으로 1,123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차기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자금이 경영성과를 개

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아 정책자금 지원 필

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정도가 높

으며,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클수록 경영성과의 개선효과 또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송혁준외(2006)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

책금융 지원은 선택적, 집중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당시

의 재무현황과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정책자금 지

원의 본래취지를 살려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이후에도 매년 지

원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성과가 개선된 기업에 대해서만 정책자금

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단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47)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송혁준외(2006)의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분석대상에 기업 규모 및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성과분석 결과가 다소 과장

되게 도출되는 선택편의 측면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자금을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47) 송혁준외(2006), 상게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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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정부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감

안할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선행연구 유형2 (정책자금 지원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방식

등에 따른 효과성 연구)

정책자금 지원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먼저, 유관희외(2005)4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정책자금을 지

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업과 소기업 간 기업성과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의 성과차이가 정책자금 지원 전 재무특성

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01년도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2,059개 업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264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종업원수 50인 이상인 기

업, 소기업은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중기업이 소기업보다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외형성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책자금지원 전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기

업일수록 외형성장 및 내실신장에 높은 성과가 나타나며, 셋째 총자산이

클수록 외형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은 소기

업에서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외형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책자금 지원기업만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로

는 이윤보 외(2006)4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윤보는 동 연구에서 2002

년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를 기초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는 정책자

48) 유관희·김영·허광복(2005), 「중기업과 소기업간 정책자금지원의 재무적 성과 -

지원 전 자산총액, 가동률, 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27(4), p205-223.

49) 이윤보·심충진·김문현·이동주(200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28(1), 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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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원기업의 합목적성50)이 지원 절차 만족도 및 지원조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정책 수요자의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가 지원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분석결과, 합목적성은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가 기업의 사업성과 및 기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원 효과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재무성과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동 연구에서

는 지원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 만

족도가 객관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을 통하여

정책자금 성과분석시 획일적인 재무성과 외에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 연구의 연구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자금 지원기업만을 대상으로한 효과성 연구유형 중 이영범(2006)51)

은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 기업간의 성과 비교는 선택편의

(Selection bias)로 인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

으며,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정책자금 지원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기업의 특성 및 지원방식의 특징에 따른 상대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98년 중진공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은 632개 기업 중 재

무정보 입수가 가능한 106개 기업이다. 분석모형은 상대적 효율성 분석

을 위한 자료포락분석(DEA)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특성변수와 지원

방식의 특성변수 별로 지원기업을 집단화하고 지원 효율성의 집단간 차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대출이 대리대출보다 효율

성이 높으며, 시설자금이 운전자금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억원 이상의 큰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50) 여기서 합목정성이란 기업의 정책자금 필요 목적과 지원 자금의 지원 목적이 일

치하는가를 의미한다.

51) 이영범(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행정논총44(4), p199-229.



- 32 -

다.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그간의 정책자금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기업진

단방식과 일반지원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해석․유우식이 2011

년 연구에서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있기는 하

나,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실시집단과 미실시 집단간의 성장성

및 수익성지표를 단순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엄정한 방법론을 통하여

기업진단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지는 못하다. 연구결과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진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기

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간 2008년 대비 2009년의 재무성

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비교결과 진단 수진기업이 매출액증가율과 매출

액영업이익율이 각각 6.23%, 6.46%로 나타난 반면 미수진기업은 5.74%,

5.64%로 수진기업의 재무성과가 비수진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배제

하고 연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재무성과를 단순 비교하고 있는 만큼 분

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기업진단 수진기업의 재무성과

의 개선이 기업진단의 효과인지 그 외 경기, 기업특성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개선이 통계적 유의성

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외 기업진단의 효과성

에 대한 연구로는 중진공 자체 사업성과 분석결과가 있으나, 이는 설문

조사방식의 단순 만족도 조사임에 따라 학술적 연구로 분류하기 힘든 측

면이 높다. 참고로 중진공 사업성과분석(조덕희, 2012)은 대상기업에 대

한 설문조사 중심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2011년 실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6점(100점)의 종합만족도를 나타내

어 지원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52)

52) 조덕희 외(2012),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의 성과분석, 산업연구원,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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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방법과 연구설계

1. 연구절차

【그림 4-1】연구절차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의 효과성 분석

표본구성

실험집단 : 정책자금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혜기업

비교집단 : 정책자금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비수혜기업

연구가설 및 변수 설정

분석모형

경영성과 : DID(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부도율 :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분석결과

분석모형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혜기업과 기업진단

비수혜기업간의 재무성과를 비교함을 통하여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

원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외 생존분석을 통하여 효과

성 분석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모

형인 DID(Diffence-in-difference analysis)모형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모형에 대하여 이론적 개요를 검토하고, 연구절차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 34 -

2. 분석모형 개요

가. 이중차분기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이중차분기법은 특정처리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Ashenfelter(1978)

에 의하여 소개된 후 널리 이용어 왔다. 이중차분기법은 다시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처리효과를 분석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이다. 분석방법은 사업 전

후로 한시점 씩 데이터가 존재하고 사업에 참여한 개인과 사업에 참여하

지 않은 개인의 데이터가 있는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1차 차분을 취하여

특정사업의 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으로53) 이를 도식화54)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

(초기시점)

T + △T

(평가시점)

Y a

b

c

d

B2

A2

A1

B1

Ac

【그림 4-2】DID 분석 도해

53) 김준기 외(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 연구」,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p84

54) 김기완(2008),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분석」, 정책연

구시리즈 2008-07,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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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연구집단(A1)과 비교집단(B1)간의 초기시점 이후 △T시간

이 경과한 시점의 성과 차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연구집단과 비교집단 간

의 초기시점의 성과의 차이가 없다면 T+△T 시점에서의 연구집단의 성과

A2와 비교집단의 성과 B2간의 차이인 d를 단순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초

기 시점에서 A1의 성과가 B1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의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1이 사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에서의

성과인 Ac와의 차이인 a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T기간 동안

의 연구집단 성과변화량인 ‘a+b’에서 연구집단이 사업지원을 받지 않았 때

의 변화량인 b를 차감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비교집단이 사업지

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

라, 연구집단이 사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교집단과 동일하게 성

과가 변할 것이라는 가정 속에 △T기간 동안의 비교집단 성과 변화량 ‘c’

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a를 추정하게 된다.55)

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란 의학, 산업공학, 보건학 등에서 주로 사

용하는 분석기법으로 생존시간을 분석하여 생존곡선 또는 생존함수를 추

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시간이란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

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에서는 통상 사람이 사망할 때

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부도 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생존율을 표현하는 주요 지표중 하나로 관찰생존율(Observed

survival rate)56)이 있으며, 이는 중도절단자료(consored data)에 대한 처

리 방법을 기준으로 생명표법(life table method)과 카플란-메이어

(Kaplan-Meier) 분석법으로 나눌 수 있다.57)

55) 김기완(2008), 상게논문, p30-31
56) 이외 생존율을 표현하는 지표로, 상대생존율, 5년생존율, 중앙생존기간, 치명율,

비례 위험분석과 위험비 등이 있다.

57) 생명표법(life table method)은 일정한 관찰기간 내 중도절단 데이터가 발생할



- 36 -

생존분석에서 관찰기간 동안 event(사망)가 발생한 자료를 절단되지 않

은 자료(uncensored data), 즉 완전한 자료라고 하며, 여러 가지 사유로 이

하여 Event(사망)가 발생하지 않아 사건 발생 까지 걸린 시간을 추정할 수

없는 자료를 중도절단된 자료(censored data)라 한다. 임상실험에서 절단

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중도에 추적이 안되는 경우(Follow up loss,

Drop out),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event(사망) 없이 연구가 종료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절단된 자료들은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

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관찰기간 동안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

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절단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완전한 자료

(사망한 자료)만으로 생존률을 분석하는 것은 bias를 초래할 수 있다.

【표 4-1】 완전한 자료와 절단된 자료 유형

구분 유형

완전한 자료 (Uncensored data) ①Event 발생

절단된 자료 (Censored data)

①Follow-up loss

②Drop out

③다른이유로 사망

④Event 없이 연구 종료

카플란-메이어 생존분석에서는 이러한 절단된 자료에 대해 구간생존률

산출에는 적용하나, 그 시점 이후의 누적생존율 산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카플란-메이어 생존분석에 대해 예를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우선

아래 표와 같이 데이터를 관찰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한 뒤 각 구간

별로 관찰대상수 중의 생존자수 비율로 구간생존률(P(t))를 계산한다. 즉

경우 평균적으로 반만큼 생존한 것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면 카플란-메이어

분석법은 중도절단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관찰시점까지 생존을 인정

하나, 누적생존율 산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Kaplan-Meier 분석법의 추정값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스벤율(2009),

의학 보건학 연구자를 위한 Stata입문 황승식·박소희·남병호 옮김. 국립암센터,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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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찰구간 관찰대상자 수가 n명이고 2명이 사망한 경우 구간생존률이

(n-2)/n이 될 것이며, 중도절단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Event(사망)이 발생

하지 않았으므로 구간생존률은 1.0이 된다. 누적 생존률(S(t))는 각 구간별

구간생존률을 차례로 곱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즉 절단된 증례의 경우

구간생존률은 1.0이지만, 누적생존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8)

【표 4-2】카플란-메이어 생존분석 예시

증례

번호

관찰

기간(년)

이시점의

생존자수

이시점의

관찰대상자수

구간생존율

(P(t))

누적생존율

(St)

1 1 12 13 12/13=0.923 0.923

2 2 11 12 11/12=0.917 0.846

3 3 10 11 10/11=0.909 0.769

4 4 9 10 9/10=9.000 0.692

5 5 8 9 8/9=0.889 0.615

6 6 7 8 7/8=0.875 0.538

7 7 7 7 1.0 0.538

8 8 6 6 1.0 0.538

9 9 4 5 4/5=0.800 0.431

10 10 4 4 1.0 0.431

11 11 3 3 1.0 0.431

12 12 2 2 1.0 0.431

13 13 1 1 1.0 0.431

카플란-메이어 생존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관찰생존율을 분석한 후

두 집단간 관찰생존율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가설검정으로 로그-순위

58) 관찰생존률 산식 : P(t) = t시점의 생존자 수 / t시점의 관찰대상자 수

누적생존률 산식 : S(t) = S(t-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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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지원기

업과 비지원 기업간의 부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으므로, 분석의 범위를 카플란-메이어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집단

과 비교집단간의 관찰생존률을 도출하고, 로그-순위검정을 통해 양 집단

간 관찰생존률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정하

도록 한다.

3. 연구설계

가. 원천 데이터

가 - ⓛ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원천데이터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경영성과 개선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원천자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부 DB망을 통하여 입수하였다. 우선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데이터를 기업일반정보,

재무정보, 지원정보로 구분하여 입수하였다. 이중 종속변수 측정을 위한

재무정보는 지원년도(T)를 기준으로 T-1, T, T+1의 3개년치 정보를 활

용하여야 함에 따라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정보를 입수하였다. 기업일

반정보 및 지원정보에는 통제변수 설정에 필요한 지원년도, 설립년월, 업

종, 산업품목코드, 사업영위 지역, 기업형태, 지원년도 자산규모, 지원년

도 매출규모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기업진

단 지원기업 데이터를 입수한 이후 중진공 DB의 고유 식별번호인 업체

번호를 기준으로 정책자금지원기업 데이터와 기업진단지원기업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정책자금 지원데이터

94,788건 및 기업진단 지원데이터 14,052건을 확보하였다. 데이터 결합

이후 분석대상 연도(T-1, T, T+1)의 재무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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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치 및 데이터 이상치59)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자금지원기업

데이터 43,126건과 기업진단 지원기업 7,478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진단 유형중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 유형인 정책자

금 지원이후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사후진단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정

책자금지원기업 42,264건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연구집단인 기업진단 수

진기업은 6,616건, 비교집단인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은 35,648건이다.

【표 4-3】경영성과 분석대상 원천 데이터 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업진단 수진기업

(연구집단)

기업진단 비수진기업

(비교집단)
합계

2006년 610 2,504 3,114

2007년 426 4,540 4,966

2008년 980 5,298 6,278

2009년 1,212 12,098 13,310

2010년 1,924 61,58 8,082

2011년 1,464 5,050 6,514

합계 6,616 35,648 42,264

분석 대상 원천 데이터60)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집단의 경

우 업력은 평균 10.8년이었으며, 매출액 평균은 12,344,364천원, 자산총계

59) 종속변수 산정이 곤란한 수치, 예를들면 매출액 성장률 산정이 불가능한 T-1기

혹은 T기 매출액이 0원인 데이터, 유동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유동부채가 0인

데이터 등을 제거하였으며. 부채규모가 음수인 경우 등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부정확한 데이터도 제거하였다.

60) 정책자금 지원 및 기업진단 지원에 대한 원천 데이터 입수 이후, 데이터 매

칭, 결측치 제거, 데이터 이상치 제거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최종 분석데이

터로 선정한 42,264건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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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10,138,296천원, 부채총계는 평균 6,769,757천원이었다. 이외 영위

업종의 경우 제조업이 5,974건, 비제조업이 642건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90.3%를 차지하여 비제조업 보다 높았으며, 기업형태는 법인기업이

5,994건, 개인기업 622건으로 법인기업의 비중이 90.6%를 차지하여 개인

기업 보다 높았다. 또한 사업영위 지역은 수도권이 2,588건, 비수도권이

4,028건을 차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60.8%를 차지하였다.

【표 4-4】연구집단 기초 통계량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업력

평균 12,344,364 10,138,296 6,769,757 10.8년

중앙값 6,512,609 5,913,765 3,972,603 8.7년

표준 편차 19,317,642 13,426,848 8,947,638 8.4년

최소값 1,712 27,427 10,358 0.1년

최대값 350,436,972 150,756,562 94,906,072 63.3년

관측수 6,616 6,616 6,616 6,616

다음으로 비교집단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업력은 9.5년, 매출액은 평

균 8,069,650천원, 자산총계는 평균 6,587,930천원, 부채총계는 4,356,766천

원이었다. 이외 영위업종의 경우 제조업이 28,626건, 비제조업이 7,022건

으로 제조업 비중이 80.3%를 차지하여 비제조업보다 높았으며, 기업형태

는 법인기업 30,310건 개인기업 5,338건으로 법인기업의 비중 85.0%를

차지하여 개인기업 보다 높았다. 또한 사업영위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15,742건 비수도권이 19,906건으로 비수도권 비중이 55.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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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비교집단 기초 통계량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업력

평균 8,069,650 6,587,930 4,356,766 9.5년

중앙값 3,923,335 3,425,021 2,262,170 7.6년

표준 편차 14,516,860 10,842,840 7,172,045 7.7년

최소값 2,000 101 25 0.0년

최대값 613,062,247 217,632,483 154,852,821 67.2년

관측수 35,648 35,648 35,648 35,648

이와 같이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기업의 일반적 특성인 업력, 영위업

종, 기업형태, 사업영위 지역 변수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매출액, 자

산총액 등의 변수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상기변수들

에 대하여 양 집단간의 독립표본 T-TEST결과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특성차이

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의 효과

성 분석과 관련한 일부 연구61)에서는 임의화(Randomization) 기법에 따

른 표본추출을 통해 양집단간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조정하고 있다. 하

지만 표본추출로 인해 결과해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추출 없이 원천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하되, 상기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결과해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

61) 전봉준(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영향분석」서울대행

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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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② 부도율분석을 위한 원천데이터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부도율 개선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원

천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경영성과 개선효과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자금지

원기업 42,264건, 기업진단 수진기업은6,616건, 기업진단 비수진기업

35,648건)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만 생존분석을 위하여 각 패

널 데이터의 1기 관측치만을 남겼으며, 지원기업의 부도여부 파악이 불

가능한 대리대출 방식의 지원데이터도 분석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였다.

상술하면 부도율분석을 위한 원천데이터 확보를 위해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원천데이터 중 각 패널데이터의 1기 관측치(지원시점인 T기 관측

치) 만을 남겼으며 그 결과 정책자금 지원데이터 21,132건 및 기업진단

지원데이터 3,308건을 확보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대리대출 방식의 지

원데이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리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란 민간은행에 정책자금을 전대한 후 민간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금

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부

담하고 중소기업에게 직접대출하는 직접대출 방식과 달리 대리대출 방식

은 부실 리스크를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이 부담한다. 이에 따

라 대리대출 지원 기업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은행이 대

출금을 전액 상환함으로 인해 중진공 정책자금의 부실률에는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지원기업의 부도여부에 대한 데

이터도 내부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대출 방

식의 지원데이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16,222건의 정책자금 지원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중 기업진단 수진기

업은 2,899건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은 13,323건62)이다.

62) 이중 Event(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기업진단 수진기업의 경우 146건, 기업

진단 비수진기업의 경우 945건이다.



- 43 -

【표 4-6】부도율 분석대상 원천 데이터 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업진단 수진기업

(연구집단)
기업진단 비수진기업

(비교집단)
합계

2006년 228 856 1,084

2007년 183 1,614 1,797

2008년 458 2,204 2,662

2009년 524 4,540 5,064

2010년 843 1,954 2,797

2011년 663 2,154 2,817

합계 2,899 13,322 16,221

나. 표본 구성

나 - ①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표본구성

분석 대상 원천 데이터 중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지표에 있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함에 따라 분석결과가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극단치

를 제거한 수정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였다.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활용함이 가장 나은 분석과정이라 할 수 있

겠지만, 특정한 극단치 값의 존재가 평균적인 효과 추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가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지원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

하여 재무데이터의 변화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감안할 때 극단치 제

거의 필요성이 크다. 예를 들어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정책지원시점의

재무성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재무데이터의 시계열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정 기업의 급격한 재무데이터 변화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재무성과 변화 수준 측정에 있어 중대한



- 44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치로 작용하게 된다.63) 아래 표에 나타난 극

단치 제거전 원천 데이터의 종속변수별 주요통계량을 살펴보면, 중소기

업의 평균 재무지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 값도 크

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극단치 처리전 종속변수별 주요 통계량

구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매출액
영업이익율

-13.5 5.4 2,908.2 -597,093.0 182.2 42,264

매출액
순이익율

-20.1 3.5 3,305.4 -657,914.5 223.4 42,264

유동
비율

628.0 140.4 24,426.9 0.0 3,861,308.1 42,264

부채
비율

564.9 210.6 14,964.2 0.0 1,705,742.3 41,39364)

매출액
증가율

656.8 12.8 110,779.3 -100.0 22,738,700.0 42,264

총자산
증가율

57.4 15.5 2,430.4 -99.9 435,443.2 42,264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치 데이터 처리문제에

대해, 김준기외(2012)의 경우 종속변수 별로 ±5SD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극단치값으로 제거65)하고 있으며, ±5SD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극단치로

제거한 이유에 대하여 “이 방법의 경우 자료가 Chebyshev’s 부등식에

따르면 어떠한 분포를 따르든지 최소 96%의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를 벗어나는 범위를 극단치로 가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의 안정적인 분석과 분석결과 해석의 논리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별로 ±5SD를 벗어나는 데이터

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변수별로 0.007% ~ 0.051%의 데이터가 결측

63) 김준기 외(2012),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p80

64) 부채비율의 경우, 음의 부호값이 의미가 없음을 감안하여, 값이 음의 부호인
데이터 871건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65) 김준기 외(2012),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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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되었다. 극단치 제거 이후 종속변수별 주요통계량을 나타내는 아래

표를 보면 원천데이터 보다 안정정인 데이터셋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극단치 처리 후 종속변수별 주요 통계량

구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매출액
영업이익율

1.7 5.4 73.7 -6,824.6 182.2 42,246

매출액
순이익율

-0.3 3.5 99.1 -11,260.6 223.4 42,249

유동
비율

335.6 140.3 1,875.2 0.0 98,631.8 42,249

부채
비율

367.8 210.4 1,393.6 0.0 68,037.5 41,372

매출액
증가율

50.0 12.8 380.1 -100.0 18,002.9 42,244

총자산
증가율

39.1 15.5 137.0 -99.9 8,398.5 42,261

나 - ② 부도율분석을 위한 표본구성

생존분석을 위한 표본구성에 있어서는 종속변수인 생존기간에 있어 극

단치 제거의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원천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표본으

로 활용한다.

다.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부실율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영성과 및 부실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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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은 기업진단 비수진

기업보다 경영성과(성장성, 수익성, 안정성)가 양호할 것이다.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을 연구집단으

로 하고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경영성과를 비교한다.

경영성과는 재무성과로 평가하며 성장성 지표는 총자산증가율 및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 안정성 지

표는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을 활용한다.

가설 2 :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은 기업진단 비수진

기업보다 부도율이 낮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자금 지원기업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이 기업진단의 효과로

기업진단 비수진기업 기업보다 부도율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검증한

다. 첫 번째 가설과 마찬가지로 연구집단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

단 수진기업이며, 비교집단은 정책자금 지원기업중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이다.

라. 변수의 설정

라-①. 경영성과분석을(가설1) 위한 변수의 설정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영성과 개선여부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방법론 만큼이나 다양한 종속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정도를 수익

성, 안정성, 성장성으로 대표되는 재무성과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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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종속변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곽수근

(2003)
-

총자산영업이익율

자기자본영업이익율

총자산영업이익율

김현욱

(2004)
- 총자산수익율 　-

장지인 외

(2006)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강종구 외

(2006)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수익률 -

김찬수

(2009)

유형자산증가율

고정자산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부채비율

안종범 외

(2011)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박창균 외

(2011)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총자산수익율

자기자본수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표 4-9】주요 선행연구의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도 경영성과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재무성과

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며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 안정성 지표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성

장성 지표로는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는 것이 사업기간이며, 이외 산업군, 사업영위지역, 영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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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등 기업규모 변수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효과와 관

련한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업기간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기업의 재

무성과와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인데 실제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 중에서 사업기간이 짧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효

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상당 수 있다.66) 본 연구

에서도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주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

하고자 하며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업기간, 업종, 지

역, 기업유형을 사용하고,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총자산규모,

총매출규모를 활용한다.

【표 4-10】주요 선행연구의 통제변수

곽수근

(2003)

매출액, 부채비율, 총자산, 종업원 수

연구개발 비중, 정책자금 지원횟수

김현욱

(2004)
영위 산업군(8개 더미), 총자산, 자본금, 경비비율, 부채비율

장지인 외

(2006)

기업 일반적 특성 : 업체업종, 업체지역, 종업원수, 사업기간
기업 규모 : 총자산규모, 자기자본규모, 총매출액규모
기업 경영구조 : 자본금비율, 제조원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비비율

강종구 외

(2006)

담보력, 수익성, 수익의 안정성, 재무안정성, 경영안정성, 은행과

의 장기관계, 자금수요, 업종특성

안종범 외

(2011)
업력, 업력제곱, 시설, 고용량, 지원연도, 업종

박창균 외

(2011)
업력, 상시근로자 수, 영위 산업군, 사업영위 지역

66) 김현욱(2005),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

과」, ‘한국개발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 강종구(2006), 「중소

기업정책금융지원 효과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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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산식

종속

변수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본총액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_/전기말총자산

통제

변수

기업

일반

특성

업력 5년이상(1), 5년 미만(0)

업종 제조업(1), 비제조업(0)

지역 수도권(1), 비수도권(0)

각 통제변수는 더비(dummy)변수로 활용하며 구체적인 정의는 후술하

는 바와 같다. 우선 기업의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업력(사업기간)은 지원

시점 기준에서의 업력이며 지원결정일에서 설립연도를 뺀 수치를 ‘5년

미만’, ‘5년이상’ 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업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대분류코드 ‘10〜33’을 ‘제조업’, 이외 대분류코드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 그 외 지

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유형은 법인번호 존재유무를 기

준으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규모변수

중 총자산규모와 총매출규모는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10억원 미만’과 ‘10

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변수는 DID분석을 위한 지원여부(더미변수)와 연도(더

미변수), 그리고 순효과를 나타내는 지원더미와 연도더미간의 교호항을

설정하였다

【표 4-11】변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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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법인(1), 개인(0)

기업

규모

총자산규모 총자산 10억이상(1), 총자산 10억미만(0)

총매출규모 총매출 10억이상(1), 총매출 10억미만(0)

연구

변수

지원여부 지원(1), 비지원(0)

연도더미 T(지원시점:0), T+1(평가시점:1)

효과더미 지원여부와 연도더미의 교호항

라-②. 부도율분석을(가설2) 위한 변수의 설정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부도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는 부도더미, 관찰시작년도, 관찰종료년

도, 관찰기간을 변수로 활용한다. 여기서 부도더미변수는 관찰종료 시점

에서 기업의 부도여부를 나타내며, 관찰시작년도는 각 패널 데이터의 1

기(지원시점인 T기)의 해당년도이며, 관찰 종료년도는 부도발생 년도,

데이터가 중도절단된 년도 혹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년도67)를 뜻한다. 마

지막으로 관찰기간은 관찰시작년도에서 관찰종료년도 까지의 기간을 뜻

한다.

생존분석이 의학 임상실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변수를 의학의 임상실험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관

찰시작년도는 실험대상자가 임상실험에 참여하여 관찰 대상이 된 연도를

의미하며, 관찰종료년도는 임상실험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실험 대상자

데이터가 중도절단 되었거나, 혹은 임상실험이 종료된 년도를 뜻한다. 마

지막으로 부도더미 변수는 임상실험대상자의 사망여부를 의미한다.

67) 관찰 종료년도는 20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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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 모형

마-①.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모형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DID모형으로 지원여부를 나타내는 treatment 더미와 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더미, 그리고 treatment더미와 연도더미 간의 교호항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이다.

   ×  

  기업의 기에서의기업성과
  자금수혜여부     
 연도더미    
   기업속성

【수식 4-1】 DID 모형식

위 모형식의 계수가 가지는 의미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Control(=0) Treatment(=1) 차이(Difference)

Before(=0)    

After(=1)        

차이(Difference)    

【표 4-12】 DID 모형식에서의 계수의미

여기서 상수항인 는 기업진단 지원이전 시점에서 비교집단의 경영성

과를 의미하며, 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기업진단 지원이전 시점

에서의 경영성과 차이를 의미한다. 는 비교집단에 있어 지원시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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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점에서 나타나는 기업성과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는 기업진단의 순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 본 연구의 관심계수이다.

이 값은 지원시점과 평가시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기업성과를 다

시 차분한 것이다. 만약 값이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값을 가진다면 이는 기업진단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개

선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기업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마-②. 부도율분석을 위한 모형

부도율 분석을 위한 모형은 분석모형 개요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생존

분석법 중 카플란-메이어 분석법을 활용한다.

Ⅴ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의 효과성 분석결과

1.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가. 성장성에 미친 효과

1) 총자산증가율

기업진단이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에 대해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진단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총자산증가율에 있어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분석결과표의 순효과항()은

지원더미와 연도더미의 교호항으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가의 총자산증가

율의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순효과항의 계수가 양수이며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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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다면 기업진단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과 비교하여 총자산증가

율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태(유의확률 5%)에서 순효

과항의 계수가 양의 부호이다. 이는 기업진단이 지원기업의 총자산증가

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원효과를 상술하면, 기

업진단 지원기업은 비지원기업에 비해 7.479%p(유의확률 5%) 수준의 총

자산증가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다른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상수항()는 지원 시점의 비교집단 평

균 총자산증가율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11.337%로

나타났다. 지원여부()은 실험 이전시점에서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총자산증가율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4.1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는 비교집단의

실험전 시점대비 실험 후 시점에서의 총자산증가율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교집단의 총자산증가율이

-36.465%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수도권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이 비수도권기업의 총자산 증가율보다

5.257% 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의 총자산증가

율이 개인기업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7.28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변수의 경우 업력 5년 이상기업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보다 총자산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41.058%p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변수는 지원시점의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총자산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6.750%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변수의 경우에도 지원시점의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총자산증가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8.626%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기

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규모변수와 자산규모변수의 경우 총자산증가

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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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111.337
***

2.853 0.000

지원여부(treat,,) -4.133 2.548 0.105

시기(after,) -36.465*** 1.418 0.000

순효과(treat×after,) 7.479
**

3.584 0.037

지역 5.257
***

1.339 0.000

업종 -0.339 1.757 0.847

기업형태 -7.282
***

1.993 0.000

업력 -41.058
***

1.464 0.000

매출규모 -16.750*** 2.367 0.000

자산규모 -8.626
***

2.333 0.000

관측수 42,261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률 지표가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표본구성 파트에서 기

술하였듯 비율지표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자산이

1억인 기업의 자산이 10억으로 증가하였을 때 총자산증가율이 1.000%인

반면, 자산이 10억인 기업의 자산이 20억으로 증가하였을 때 총자산 증

가율인 2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시점에서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총자산증가율 개선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업력변수의 계수 부호

가 음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5-1】총자산증가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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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증가율

기업진단이 매출액증가율에 대해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진단 지

원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에 있어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분석결과표의 순효과항()을 보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태(유의확률 1%)에서 계수가 양의 부호이며, 이는 기업진

단이 지원기업의 매출액증가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뜻한

다. 지원효과를 상술하면, 기업진단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33.267%p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상수항()는 지원 시점의 비교집단 평

균 매출액증가율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47.009%로

나타났다. 지원여부()은 실험 이전시점에서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출액증가율의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32.9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이전시점에서

연구집단의 매출액증가율이 비교집단보다 -32.920%p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시기()는 비교집단의 실험전 시점대비 실험 후 시점에서의

매출액증가율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교집단의 매출액증가율이 -53.865%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업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매출액증가율이 19.887%p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개인기업 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31.98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변수의 경

우 업력 5년 이상기업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보다 매출액증가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89.919%p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

출규모변수는 지원시점의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보

다 매출액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출액증가율이

-68.561%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규모변수의 경우 지원시점

의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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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149.009
***

8.010 0.000

지원여부(treat,,) -32.920
***

7.154 0.000

시기(after,) -53.865*** 3.982 0.000

순효과(treat×after,) 33.267
***

10.063 0.001

지역 -5.551 3.759 0.140

업종 19.877
***

4.932 0.000

기업형태 31.981*** 5.594 0.000

업력 -89.919
***

4.110 0.000

매출규모 -68.561*** 6.647 0.000

자산규모 11.400
*

6.550 0.082

관측수 42,244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확률 10%)에서 11.4%p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제변수 중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규모변수와 자산규모변수

의 계수부호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총자산증가율 분석 시 기술하

였듯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장성 지표의 개선이 어려운건 사실이다. 하

지만 매출규모변수의 경우 매출액증가율 개선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자산규모변수는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에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 매출액 증가와 연관되는 계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액증가율 분

석결과 자산규모 변수의 계수가 양의 부호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매출액증가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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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성에 미친 효과

1) 매출액영업이익율

기업진단이 수익률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율 대해 미친 효과를 살펴보

면, 기업진단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율이

0.158%p개선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상수항()는 지원 시점의 비교집단 평

균 매출액영업이익율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8.957%

로 나타났다. 지원여부()은 0.273%p로 실험 이전시점에서의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매출액영업이익율 차이를 뜻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는 -0.069%로 비교집단의 실험전 시점대비 실

험 후 시점에서의 매출액영업이익율의 증가분을 나타내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이

-2.696%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의 매출액영

업이익율이 개인기업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0.4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변수의 경우 업력 5년 이상기업이 업력 5년 미만

의 창업초기기업보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4.829%p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변수는 지원시점의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25.932%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

일수록 수익성이 높게 나타남을 뜻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

로 추정할 수 있다. 자산규모변수의 경우 지원시점의 자산규모가 큰 기

업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매출액영업이익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7.126%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율 분석에서

자산규모변수가 음의 부호로 나타난 것은 자산 계정 내 수익과 직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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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8.957*** 1.562 0.000

지원여부(treat,,) 0.273 1.395 0.845

시기(after,) -0.069 0.776 0.930

순효과(treat×after,) 0.158 1.963 0.936

지역 -2.696*** 0.733 0.000

업종 1.325 0.962 0.168

기업형태 -10.433*** 1.091 0.000

업력 4.829
***

0.801 0.000

매출규모 25.932*** 1.296 0.000

자산규모 -7.126
***

1.277 0.000

관측수 42,246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되지 않는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일 가능

성이 있으나 입수한 재무 데이터만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표 5-3】매출액영업이익율 분석결과

2) 매출액순이익율

기업진단이 매출액순이익율에 대해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진단 지

원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매출액순익율이 3.045%p 높으나 통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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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상수항()는 지원 시점의 비교집단 평

균 매출액순이익율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8.246%로

나타났다. 지원여부()은 실험 이전시점에서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출액순이익율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확률 10%)

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매출액순이익율이 -3.353%p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기()는 비교집단의 실험전 시점대비 실험 후 시점에서

의 매출액순이익율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0.267%p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수도권기업의 매출액순이익율이 비수도권기업의 매출액순이익율보

다 -4.074%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개인기업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9.48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분석한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동일한 결과로,

통상 개인기업이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음에 따라 법인기업

에 비해 개인기업의 경영여건이 열세한 것이 사실이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 수익성에 있어서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의할 만한 결과이다. 업력변수의 경우 업력 5년 이상기업

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보다 매출액순이익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4.777%p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변수는 지원시

점의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매출액순이익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5.365%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

액영업이익율 분석결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모의 이익에 따른 효과

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산규모변수의 경우 지원시점의 자산규모

가 큰 기업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매출액순이익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7.818%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율 분석

에서 자산규모변수의 계수가 음의 부호로 나타난 것은 앞서 매출액영업

이익율 분석에서 기술하였 듯 자산 계정 내 수익과 직접연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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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8.246****** 2.106 0.000

지원여부(treat,,) -3.353*
*

1.880 0.075

시기(after,) -0.267 1.047 0.798

순효과(treat×after,) 3.045 2.646 0.250

지역 -4.074***
***

0.988 0.000

업종 -0.347 1.297 0.789

기업형태 -9.485***
***

1.470 0.000

업력 4.777***
***

1.080 0.000

매출규모 25.365***
***

1.748 0.000

자산규모 -7.818***
***

1.722 0.000

관측수 42,249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나

입수한 재무 데이터만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4】매출액순이익율 분석결과

다. 안정성에 미친 효과

1) 유동비율

기업진단이 기업의 유동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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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933.83
***

39.815 0.000

지원여부(treat,,) -2.489 35.533 0.944

의하지는 않지만 기업진단이 기업의 유동비율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유동비율 분석결과표의 순효과항의

계수가 –2.978%이며 이는 기업진단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유

동비율이 2.9%p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상수항()는 지원 시점의 비교집단 평

균 유동비율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933.83%로 나타났

다. 지원여부()은 실험 이전시점에서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동비

율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유동비율이 -2.48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는 비교집단

의 실험전 시점대비 실험 후 시점에서의 유동비율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7.5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수도권기업의 유동비율이 비수도권기업의 유동비율보다 -140.40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의 유동비율이 개인기

업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93.527%p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업력변수의 경우 업력 5년 이상기업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

업보다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확률 10%)에서

-36.700%p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변수는 지원시점의 매출규모

가 큰 기업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81.909%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산규모변수의 경

우 지원시점의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유동비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96.371%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유동비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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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after,) 7.520 19.779 0.704

순효과(treat×after,) -2.978 49.996 0.953

지역 -140.402*** 18.674 0.000

업종 -34.245 24.505 0.162

기업형태 -193.527*** 27.798 0.000

업력 -36.700
*

20.412 0.072

매출규모 -81.909** 33.031 0.013

자산규모 -296.371
***

32.554 0.000

관측수 42,249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2) 부채비율

기업진단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비율 분석

결과표의 순효과항을 보면 계수가 –39.971%인데 이는 기업진단 지원기

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39.971%P감소하였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우선 상수항()는 지원 시점의 비교집단 평

균 부채비율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614.116%로 나타

났다. 지원여부()은 실험 이전시점에서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부채

비율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부채비율이 6.6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는 비교집단의

실험전 시점대비 실험 후 시점에서의 부채비율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

으며, -6.6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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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614.116
***

30.227 0.000

지원여부(treat,,) 6.638 26.705 0.804

시기(after,) -6.638 14.872 0.655

순효과(treat×after,) -39.971 37.660 0.289

지역 9.614 14.045 0.494

업종 27.156 18.526 0.143

기업형태 -71.239*** 20.881 0.001

업력 -204.987
***

15.369 0.000

매출규모 -99.04*** 25.190 0.000

자산규모 24.265 24.687 0.326

관측수 41,372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마지막으로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의 부채비율이 개인기업 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71.23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변수

의 경우 업력 5년 이상기업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보다 부채비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04.987%p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변수는 지원시점의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

보다 부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99.04%p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자산규모변수의 경우 지원시점의 자산규모가 큰 기업

이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부채비율이 24.2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5-6】부채비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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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순효과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통계적

유의성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계수 7.479** 33.267*** 0.158 3.045 -2.978 -39.971

【표 5-7】경영성과 분석결과 종합

라. 경영성과 분석결과 종합

이상의 기업진단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정도에 미치는 효과성 분

석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업진단 수진기업의 경영성과는 성장성 지표를 중심으로 뚜렷하

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유의

확률 1%에서 33.267%p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총자산증가율의 경우에

도 유의확률 5%에서 7.479%p의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 모두 기업진단

수진기업이 비수진기업보다 양호한 개선정도를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지표의 경우 부채비율은 기업진

단 수진기업이 비수진기업보다 -39.971%p 낮게 분석되어 일정부분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유동비율의 경우 기업진단 수진기업이 기

업진단 비수진기업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동비

율 및 부채비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개선정도를 통계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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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도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재무성과에 있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전반

적인 재무지표에 있어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있으며, 특히 성장성 지표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진단이 수진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하더라고 수진기업이 비수진기업

에 비해 부도율이 높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부도율의 경우

개별기업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정

책자금 지원기관 측면에서도 지원기업의 부도율이 지나치고 높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외에 부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아래 표는 6년의 실험기간 동안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 분석

법을 통하여 도출한 기업진단 수진기업과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의 관찰생

존율(Observed survival rate)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누적 사건수는

누적 부도건수를 의미하며, 편의 상 누적생존율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도절단된(Consored data) 데이터를 제외하고 관찰기간 내 부도가

발생한 완전한 데이터(Unconsored data)의 처리결과만 표시하였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우선 기업진단 수진기업의 경우 3년 생존율이

0.919이며 6년 생존율은 0.873이다. 반면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의 경우 3

년 생존율이 0.903이며 6년 생존율은 0.830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진단

수진기업이 비수진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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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관찰기간
누적

생존율
표준오차

누적

사건수

남아있는

케이스수

기업진단

비수진

기업

0 0.999 0.000 13 13,309

1 0.996 0.001 53 13,269

2 0.962 0.002 402 9,890

3 0.903 0.003 791 5,975

4 0.871 0.004 899 2,895

5 0.843 0.006 939 1,226

6 0.830 0.008 945 376

기업진단

수진기업

0 0.999 0.000 2 2,897

1 0.997 0.001 9 2,890

2 0.963 0.004 79 1,959

3 0.919 0.007 126 994

4 0.895 0.010 141 547

5 0.880 0.012 145 250

6 0.873 0.014 146 115

【표 5-8】기업진단 수진기업과 비수진기업의 관찰생존율

기업진단 수진기업이 기업진단 비수진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는 것

은 반대로 부도율(1-생존율)이 낮음을 의하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

내면 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험집단(treat 1)

이 비교집단(treat 0)보다 부도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

험집단관 비교집단의 생존함수는 같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하는 로그-순

위 검정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40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 집단간

생존율(부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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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부도율(1-생존율) 그래프

【표 5-9】로그-순위 검정 결과

구분 카이제곱 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Log Rank 4.206 1 0.040

이상의 분석결과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부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킴은 물론 지원기업의 부

도율을 낮추어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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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한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따라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

금의 효과성에 대해 그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

였다.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통

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필요성에 대한 재정당국 등 관련기관의 의구

심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지원 효과성을 실증적

으로 검증해본 결과 우선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무성과를 통하여 측정한 기업의 경

영성과는 성장성지표의 경우 뚜렷하게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

계적 유의성도 있었다. 수익성지표와 안정성지표의 경우에도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유동비율을 제외하고는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존분석을 통해서 기업진단이 수진기업의 부도율을 낮추고 있

으며 로그-순위 검정을 통하여 기업진단 수진기업과 비수진기업간의 부도

율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

을 하자면, 우선 정책금융 지원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책금융 지원사

업 운영방식에 환류하여 기업진단방식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논리가 첫째로 중

소기업 정책금융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한계

기업의 퇴출을 막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는 것이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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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가 국가 재정측면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영역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에 따른 부실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다.68)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은 정책자금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

각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기업진단

수진기업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동시에 부도율이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금융지원 확대는 한계기업 지원이라는 비

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시장실패영역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

대하는 동시에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서 정책자금 지원 이후에도 경영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진

단을 통한 포괄적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지원전

실시하는 기업진단의 효과성을 확인한 만큼, 기업진단을 정책자금 지원 이

후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69).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기업에게 나타나는 정책

자금 지원 효과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하

여 관계금융으로서의 정책자금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연구 방식의 경우 전체적인 지원

사업의 성과여부를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지원방식 혹은 지원대상별로 지

원효과를 구분하여 측정함을 통해 정책자금의 운영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

68) 실제 정부는 2013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정부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을 도입한 바 있으나, 시장실패영역

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지적에 따라 한시사

업으로 운영 후 패지된 바 있다.(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13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조)

69) 현재에도 사후진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지원이후에도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채발생, 신용불량 등록 등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부실발생 이전 시점에서 사전적인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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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과성과 관련한 성과분석 결과

들이 특히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총량적인 규모를 조

정하거나 지원사업의 존패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

지만 정책자금 지원방식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측정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재정의 투입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기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

업진단방식의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연구집단으로 하고 일반방식의 정책자

금 지원기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점에서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통

제변수로 활용한 기업의 일반특성 및 규모특성 변수에 있어 연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소 우월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하

여 기업의 재무현황 등 경영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

으로 경영여건이 우수한 기업이 주로 기업진단을 신청하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비록 기업의 일반특성 및 규모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 하였으나, 선택편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

였으며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무지표 외에 다른

다른 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런

한 문제는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재무비율을 기초로 하는 효과성 분석의 근본적인

한계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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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기업진단 방식의 정책자금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를 재

무지표와 부도율에 한정한 결과 정책자금의 지원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에

서 검증하지 못하였다. 정책자금의 지원목적에 있어 지원기업의 재무성과

제고 및 부도율 감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 중 외부효과가 포함됨을 감안할 때 정책자금 지

원효과로 다양한 거시적․미시적 지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재무성

과 및 부도율 분석에 한정하여 효과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정책

자금 지원효과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원기업의 고

용창출 현황, 특허 등 기술력 개선현황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진단방식의 효과성을 지원년도와 지원 차

기년도의 성과비교를 통한 단년도 성과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업진단

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있어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개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원 이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성과개선

여부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

진단효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과성 여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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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Although various studies have

consistently be made up, the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is not

divided into separate types of stud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the type of SME financing to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and general approach,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each type. through this study, more effective methods

of SME Finance should be found out, furthermore more constructive

policy-related suggestions intended to induce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is study consists of companies which

have benefited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from

Small Business Corporation(SBC) from 2006 to 2011, while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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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sists of those which have benefited SME Finance of general

method from SBC for the same period. But in some cases, dependent

variable(the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of raw data has outlier

values by which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nstable. so there was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removal of outlier values,and the data

beyond the ± 5SD of each dependent variable was removed in this

study. In the result of removal, the data of 0.007 to 0.051 percent of

each variables were processed missing

The first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Business Performances of

coporation diagnosis beneficiaries are greater than those of

non-beneficiaries“ the Business Performances was measured by

finance Performances consisting of growth indicators, profitability

indicators, stability indicators, and analyzed with the use of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Next, the effectiveness of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were analyzed in terms of bankruptcy rate. Even if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that meaning be faded if the bankruptcy rate of

beneficiaries is higher than the non-beneficiaries. so the second

assumption is that "the bankruptcy rate of beneficiaries is lower than

that of non-beneficiaries", which is verified by using the survival

analysis method.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is validated by log-rank

method

By the result of anaysis, Business performance measured by the

company 's financial performance was improved. For the first, growth

indicators which consisting of total assets growth rate and sales

growth rate have improved.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fitability indicators and stability indicators , except the flow rate

was found some improvements. But both were not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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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Next, in the results analyzed by survival analysis,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lowered the bankruptcy rate of the

beneficiary. and Log - rank test's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licy-related suggestions extrac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Secondly, even after SME Financing, coporation diagnosis

should be carried out. Because there is a need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ach beneficiaries, and to strengthen Financial

relations function of SME Finance.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SME

Finance should be analyzed in a way to distinguish way of support

or targeted support.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related

suggestions

keywords : SME Finance of coporation diagnosis methods,

Impact analysis, DID analysis, Survival analysis, SME Finance,

Small Business Corporation

Student Number : 2014-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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