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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60년대부터 진행된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은 정부주도 대기업, 공

공기관 중심의 수출 장려정책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

만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의 경제정책은 또한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

키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

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이익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동반성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2010년부터 대기업, 공공기관들과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통한 협력기업들에 대하여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동반

성장 협력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재

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수

혜 당해 연도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IBK기업은행과 대기

업,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업무 협약 방식으로 추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며 수혜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사례인 것이

다.

하지만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받은 기업의 재무성과 중 수익성 부문

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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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에 있어 계약 및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적정 마진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되어졌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수

혜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사례 분석으로 보

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업종 및 협약기업 확대를 통하여 동반성장 협력대

출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단기자금 방식으로 여신 기간을 운용하고

있으나 장기자금 지원 방식을 추가하여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

요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협약기관별

협약조건이 다르고 매년 협약 조건이 변경되는 이유로 동반성장 협력대

출 수혜기업의 정확한 재무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추후

장기적이고 협약기관별 재무성과 분석을 한다면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향

후 나아갈 방향성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동반성장, 동반성장 협력대출, 재무성과, 중소기업

학 번 : 2015-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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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경제환경 변화

1)

최근 글로벌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미국 주택부문의 부실화가 금융기관들

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도산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기 시작화면서 세

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의

금융시장 등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유례

없이 정책 공조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9년 초

일시적으로 안정화 되는 듯 하였으나 유럽국가의 연쇄부도가능성 과 미

국은행의 잠재부실 염려가 대두되었고 재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

다. 또한 시장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태이며 특히 최근에

는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의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 글로

벌 경제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를 화두로 삼았고

급속하게 경제체제를 바꾸어 갔다. 세계화란 재화, 용역 등 생산품은 물

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개별국가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국의 무역자유화 협정을 통하여

상품시장의 개방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제자본이동 또한 급속히 증대시

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자본시장을 외국기업에 완전

개방하고 여러 제도를 국제기준에 충족하도록 변경함으로서 세계화물결

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전은 우리나라기업들이 국내외로

부터의 무한경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승자와 패자

가 공존하고 패자에게도 승리 할 수 있던 예전과는 달리 경쟁에서 이기

지 못하면 더 이상 살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이제 우리기업은

1) 동반성장백서, 동반성장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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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에도 추월당하고 경쟁에

서 낙오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학계와 언론에서는 파리 경제대학교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 자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케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810년부터 2010년까지 300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

분석 하였다.

2. 동반성장의 필요성2)

1960년대부터 진행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모형은 정부주도에 의한 대

기업, 공공기관 중심의 경제정책 모형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많은 개

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경제정책을 모방하기 위하여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기업, 공공기관에 의존한 고도 성장은 중소기업의 기

초체력을 약화시켜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제

기업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단순히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문제를 넘어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장해 나가야한다는 동반성장의 개념이 대

두되고 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거래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계속 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희망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 민재형,김번석(2013)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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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반성장의 개념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

라 정부, 연구소, 학계 등 동반성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

다. 국내 동반성장에 대한 연구는 중소기업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보고

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지원정책3)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하

는 중소기업의 위상은 “ 구구팔팔(9988)”로 표현 할 수 있는데, 우리나

라 기업체 수의 99%, 종업원 수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라

는 의미이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 또한 중소기

업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부분 경영환경에 취약하고, 재무측

면에서도 안정성, 효율성, 수익성 등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 더불어 경영위기 시에는 은행의 보수적인 여신지원과 사후관리 강

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자금 지원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동성악화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동반성장정책의 일한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3)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현위상(http://stat.kbix.or.kr/phase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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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주제 선정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

다. 또한 동반성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 역시 단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시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 등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를 비교

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의 구체적 지원 사례연구 또한 많이 부족

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정책의 시행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상태로 이에 IBK기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협

력대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수혜 이후 재무성과에 동반성장협력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동반

성장 노력이 협력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

하여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 필요성을 시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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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IBK기업은행에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반성

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의 재무성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동반성장 협력대출과 중소기업 자금대출 수혜에 있어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프로세스인 신용평가 및 신용분석 등 여신심사의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이 이루어 진다.

하지만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자만이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출 상품

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선행 연구 및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정책 보

고서등을 참조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IBK기업은행의 사례를 중심

으로 확인 하고자 한다.

또한 재무성과 검증을 위해서 IBK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추천 기

업 중 수혜받은 기업과 수혜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이후

재무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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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동반성장 현황 과 중소기업지원

제 1 절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4)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

회적 양극화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이를 극복할 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

하였다. 일부 학자들이이나 언론은 산업계로부터 시작된 기업 간 상생협

력 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으로 경제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흔들리

자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대책>을 발표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섰다. 핵심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

로 경쟁력을 키워 더불어 성장하자는 것이다. 기업 간 동반성장을 추가

하여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는 추진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추진 대책 중에는 동반성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조직으

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도 담겨있었다. 구체적 ‘경제단체, 전

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출범은 10월 12일에 열린 <동반성장전략회의>에서 구체화하였

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운영방안과 법적 설치근거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12월 1일 개정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도 같은 달 13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

4) 동반성장백서,동반성장위원회(2015)



- 7 -

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5명(위원장1, 대기업 대표9,

중소기업대표9, 공익요원6)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가 담당할 주요업무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 「동반성장

지수」 산정·공표 등 이었다.

즉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

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순

수 민간위원회로 출범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25명은 모두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

되었다. 위원회는 순수 민간 위원회답게 모든 의사를 이해당사자간 협의

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즉 어떤 법이나 법률에 따르기보다는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내린 결론을 위원회 이름으로 대외에 공표하

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설립초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구심이 표출되기도 했

다 그 근거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 있었다. 상생법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요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기관 어디에도 소속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내린 의사결정에 효용성이나 강제성

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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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법적근거를 위한 의원입법 활동

발의자 내용 제안일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등
2011.3.8

노영민의원 등

38인

-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등
2011.7.1

김재균의원 등

11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등
2011.8.12

강창일의원 등

11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2011.8.24

의원입법이 발의되자 정부와 국회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회는 2011년 12월 지식경제위원 김영환 위원장 명의의 대안입법이 제

시되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생법 제 20조의 2에 근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둔다”고 명시되었다.

［표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⓵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

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의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

원회”라한다)를 둔다.

⓷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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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활동
5)

  지난 5년간 위원회는 동반성장 지수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제

고,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인식이 개선되어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동반성장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림1> 위원회 주요활동

제 1기

(2010.12월∼2012.2월)

제2기

(2012.2월∼2014.7월)

제3기

(2014.8월)

주

요

활

동

- 동반성장 사

회적 이슈

- 대기업 동반

성장지수평가

- 적합업종제도

도입

⇨

주

요

활

동

- 동반성장 확산

- 지수평가대상

확대

- 적합업종 100

개 지정

⇨

주

요

활

동

- 적합업종 발전적 운

용과 자율적 상생협

약확산

- 상생결제시스템 도

입·확대

- 동반성장평가 실효성

제고

- 해외동반진출 활성화

- 대·중소기업간 다양

한 협력활동 지원

  위원회는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현재 총 37회의 위원회를 개

최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민간부문

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활동으로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1년 이후 312개 품목을 접수하여, 합의·권

고(105개), 반려·철회 등(197개), 진행(10개)으로 모두 105개 업종을 지

정·운용(적합업종 72개, 시장감시 8개, 상생협약25개)한 것이다.

5) 동반성장백서,동반성장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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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적합업종 지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적합

업종 권고사항 이행실태(연2회)를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

여 연 1회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 56개 대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도에 151개 대기업까지 평가 확대

하였고, ‘2015년 6월 30일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후 발표(최우수19

개사, 우수37개사, 양호42개사, 보통14개사)했다. 기업 선정기준은 ’2014

년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 중소기업과의 협

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표3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결과

평가등급 기업명(가나다순)

최우수

(19개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생활건강,LG유플

러스, LG전자,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 C&C

우수

(37개사)

계룡건설,대림산업,대상,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두산중공업,롯데

마트,롯데푸드,르노삼성자동차,삼성디스플레이,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

링,삼성중공업,삼성테크윈,삼성SDI,삼성SDS,신세계백화점,아모레퍼시

픽,유한킴벌리,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로템,현대모비스,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현대위아,현대제철,현대중공업,현대파워텍,효성,힘스,

CJ제일제당,GS건설,GS리테일,LG하우시스,LG화학,SK하이닉스

양호

(42개사)

경신,농심,대우건설,대한항공,두산건설,두산엔진,롯데건설,롯데백화점,롯

데슈퍼,롯데제과,롯데케미칼,만도,성우오토모티브,성우하이텍,아시아나

항공,이마트,제일모직,코닝정밀소재,코리아세븐,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포스코건설,하이트진로,한국델파이,한국지엠,한라비스테온공조,한진중공

업,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현대오토에버,현대홈쇼

핑,홈플러스,BGF리테일,GS홈쇼핑,KCC건설,LF,LS산전,LS엠트론,LS전

선

보통

(14개사)

농협유통,덕양산업,동부제철,동원F&B,롯데홈쇼핑,에스앤티모티브,오뚜

기,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태광산업,한국미니스톱,한국쓰리엠,한솔테

크닉스, CJ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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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현황6)

  최근 주요대기업들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 지원규모를 늘리며, 동방성장추진동력을 발

생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30대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4］30대 그룹의 분야별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추이(2010〜2014년)

지원항목

지원실적

R&D

(비중)

생산성향상

(비중)

인재양성

(비중)

보증·대출

(비중)

해외판로

개척(비중)

판매·구매

(비중)

2010년

(실적)

2,244

(25.2)

1,563

(17.5)

268

(3.0)

802

(9.0)

17

(0.2)

4,028

(45.1)

2011년

(실적)

4,191

(27.3)

2,188

(14.2)

401

(2.6)

2,987

(19.5)

320

(2.1)

5,269

(34.3)

2012년

(실적)

2,992

(19.2)

3,561

(22.9)

487

(3.1)

3,081

(19.8)

980

(6.3)

4,470

(28.7)

2013년

(실적)

2,724

(17.1)

4,167

(26.1)

458

(2.9)

2,554

(16.0)

715

(4.5)

5,324

(33.4)

2014년

(실적)

2,855

(16.6)

4,527

(26.4)

506

(2.9)

2,848

(16.6)

833

(4.9)

5,592

(32.6)

6)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30대그룹의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분

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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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동반성장을 위한 IBK기업은행의 활동7)8)9)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선도적

으로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등 경기악재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에 적극적

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회수에 나

서기도 하였다. 시중은행의 경우 경기하락 시에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IBK기업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어 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제시하였

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부주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10)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능동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운영하였으며, 금융지원 결정권을 영업

점장에 위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중

에 만기 예정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원금 상환없이 영업점장 책임

하에 기간연장 또는 대환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비율은 90%를 초과하기도 하였

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보증부대출과 할인어음의 경우

최고 1.0%p를 감면하였고, 연체대출금리도 최대 3.0%p(‘16.5월현재 대출 최

고금리 9.5%p)를 인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중

소기업 대출금리를 기록하였고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에 호응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2,000억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며,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

7) IBK기업은행(2011),「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BK대응」,P7 ∼21

8) IBK경제연구소(2013)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9)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성과 REVIEW(2016.1)

10) 남우진(2013)정부주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과 민간주도 경영안정자금의 효과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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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탁보증 취급한도를 대폭 확대 하였다. 일

자리 창출과 설비 투자촉진을 위해 6,000억원의 특별펀드를 별도 조성하

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융지원을 하였고, 금융위기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

정자금제도도 시행하였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재원으

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상품이 동반성장 협력대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및 공공기관 확대 계획

에 따라 2009년 협약대기업수 20개 기업, 예탁금 2,040억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협약기업수 증가율 61.3%, 예탁금 증가율 82.8%로 크게 증가했

다.

2015년 12월말기준 IBK기업은행 동반성장 대출한도는 51,976억원이며

동반성장 예탁금이 2014년 대비 3,886억원 순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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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일반적인 대출 지원 절차11)

  은행은 일반적으로 ‘여신상담 → 신용분석 및 신용평가 → 담보평가

→ 여신실행’의 절차를 통해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여신실행 이

후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따라 정기 신용평가, 모니터링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건전성 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제

조업의 경우에는 상품판매 이후 애프터서비스 이외에는 고객 관리 활동

이 중요하지 않으나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이 지원된 시점 이후 단계에

있어서의 사후관리 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신의 최종 상환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사를 진행한다. IBK기업은행의 담보별 대출

지원 절차에는 아래 와 같다.

<그림1 > IBK 기업은행 담보별 대출절차

□ 부동산담보대출

대출

상담
☞

차용신청

서 및

서류제출

☞
신용

조사
☞

담보물

감정

(시가조사)

☞

대출가부

결정

(본부승인)

☞

대출

약정

및

실행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대출

상담
☞

차용신청

서 및

서류제출

☞

신용보증

기관과

보증상담

☞
신용

조사
☞

보증서

담보취득
☞

대출

약정

및

실행

□ 신용대출

대출상담 ☞
차용신청서 및

서류제출
☞

신용조사

대출약정 및 실행

11)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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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동반성장 협력대출과 중소기업자금 대출의

주요 특징

1. 동반성장 협력대출 주요 내용12)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여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의 일반적인 여신심사 절

차를 따르게 된다. 다만 동반성장 협력대출의 여신대상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한

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

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출한도를 조

성하여 협력기업들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2 >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 체결 및 지원 절차

□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 체결

협약기업·IBK기업은행

동반성장협약체결

⇨

협약기업

자금지원

대상추천

⇨

IBK기업은행

대출심사 및

여신지원

12) IBK기업은행(2016),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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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절차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확인

대상

추천

기업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심사

서류

징구

대출

실행

2. 중소기업 자금대출 주요 내용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동반성장 협력대출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인 여신지원 절차를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 대출은 여신대상이 중소기업자 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

고 신용등급 및 융자조건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중소기업 자금

대출은 운전자금이며 시설자금과는 구별된다. 여신기간은 최장 5년 이내

에서 사용가능하다.

3. 동반성장 협력대출 과 중소기업 자금 대출의 비교

먼저 여신기간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의 일반

적인 여신기간인 5년 이내에서 운용이 가능하지만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협약기관별로 여신조건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여신 대상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자이면 누구나 대

출대상이 되지만 동반성장 협력대출의 경우에는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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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협약기업의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IBK

기업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 중소기업 자금대출 보다 대출금리 면에서 유리 하다

는게 큰 차이이다.

<표5> 동반성장 협력대출 금리 감면 체계

대출조건 : 내부금리 2.00%(고정금리 ‘15.9.18기준), 신용등급 BB+, 80%부분

신용보증서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1년, 00 동반성장협력대출, 총자산 20억이상

대출

구분

내부

금리

신보출

연료및

교육세

신용위

험자본

비용률

업무

원가율

목표

이익률

감면

금리

산출

금리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0 0.419 0.743 0.550 1.050 0.800 3.962

동반성장

협력대출
2.000 0.419 0.743 0.550 1.050 2.000 2.762

자료 : IBK기업은행(내부자료)

4..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 실적13)

동반성장 협력 대출은 2011년 2월 동반성장 평가지수 확정 및 이행실

적 점검 계획 수립에 따라 대기업,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협력기업에 대

한 저리자금 지원 확대로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 실적이 증가 하고 있

는 상황이다.

13) IBK경제연구소(2015), 동반성장협력대출 차주의 건전성 현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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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 실적

(단위:업체, 억원)
지원시기

‘10 ‘11 ‘12 ‘13 ‘14

동반성

장협력

대출

협력

기업수
1,095 1,984 2,879 5,321 6,670

취급

금액
7,544 18,659 31,199 46,522 58,906

제 3 장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기존연구 검토

1. 분석 자료의 한계

그동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에 활용하여 지원되

는 정책금융의 경우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

으나 연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 원인으로 정책금융14)의 효과성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나 은행 등 민간에

14) 남우진(2013), 정부주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과 민간주도 경영안정자금의 효과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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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하는 대출의 경우 개인 신용 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 등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강화로 자료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내부 임직원

외에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분석 대상의 한계

정책금융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금융정책의 효과를 알

아보고자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금융을 수혜 받은 기업과

수혜 받지 못한 기업을 서로 비교 하여 정책금융 수혜여부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사업영위를 위하여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정책금융 외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 등

주식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식에서 부터 정책금융 집행기관 외의 일

반 금융회사를 통하는 방법, 협력 거래기업을 통한 저리자금의 수혜 등

이 있을 것이다.

3. 기존 연구 사례

김현욱(2005)15)의 연구는 정책자금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두 가지 가설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이 정책자

금 비지원 기업보다 수익성이 양호하게 개선되었을 것이다> 이고 두 번

째 가설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에서도 창업 초기 기업이 수익성 개선

의 효과가 클 것이다>이었다. 연구자는 가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DB를 활용하였으며 정부 12개 중앙부처에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정

책자금 1억원 이상 수혜 받은 기업 중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50,131건의 정책자금 지원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였다. 수혜기업

에 대한 재무정보는 D&B Korea의 DB를 활용하였으며, 중앙부처 지원

1억원 이상 수혜기업과 D&B Korea의 DB정보를 서로 확인하여 재무정

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적을 제외한 26,081건의 수혜기업 재무 데이터를

15) 김현욱(2005),「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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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였다. 재무 정보가 부정확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대상으

로 6,628개 기업에 대한 21,614건의 정책자금 수혜기업의 데이터를 중심

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였다.

수혜효과는 수혜기업의 재무성과 중 수익성으로 측정하였는데 총자산

영업이익율(ROA)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통제 변수로는 차입금의존도, 자

본금, 자산총계 등을 선정하였으며, 수혜 받은 중소기업의 산업분류를 8

개 더미변수로 분류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두 번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단계기업을 설립3년 이내의 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 초기단계 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 측정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모형은 Ashenfelter(1978) 자기회귀소득모형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수혜연도를 기준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수혜받은 기업을 연구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비교집단으

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정책자금을 한 번도 수혜 받지 않은 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 번째 가설은 기각하고 있다. 정책자금 수혜 받은 기

업인 연구 집단과 정책자금을 수혜 받지 못한 비교 집단 간에 영업이익

률 개선에 있어 유의미한 값을 찾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가설인 정책

자금을 수혜 받은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인 창업초기기업과 설립 3년 이

상인 기업 간에 재무성과중 수익성 개선에 있어 유의미한 값을 찾을 수

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정책자

금 지원 효과와 관련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수혜 연도의 재무성과 중 영업

이익률 개선 정도가 높다는 통계적 유의미 값을 확인하여 효과를 부분적

으로 인정을 하였다.

곽수근·송혁준(2003)16)의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16) 곽수근·송혁준(2003),「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

한연구: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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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연구 대상은 코스닥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의

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과 정책자금 의존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분석을 위하여 코스닥에 등록된 799개사 중

재무제표 미제출 기업 등을 제외하고 742개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분석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와지즈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경영성과에 대한 조작정 정의로 총자산수익율, 자기자본수익율, 총자산

영업이익율, 총자산경상이익율을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 모형으로는

2단계 OLS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정책자금 의

존도가 높았으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의존도는 낮다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값을 찾을 수가 있었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찾을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자금 의존도와 관련한 기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다른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의 규모, 재무상태, 업종환경 등 연구모형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

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로 일반화 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연구자 또한 연구의 결론을 실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언급을 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김준기외(2006)17)의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수혜기업들

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

구이다. 연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잭자금 수혜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순차적 선택모형

(Sequential selection Model)의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17) 김준기·이석원·이영범·장경호·신기철(2006),「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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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수혜 받지 못한 기업의 유형을 첫 번째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과, 두 번째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기업을 자발적인 자기선택(Self-

selection)으로 표현하였으며, 두 번째 기업을 운영자선택 (Staff-

selection)으로 규정한 후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한 순차적 선택모형

을 이용함으로써 선택편의를 효과추정에서 제거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하여 활용한 데이터는 1994년∼2005년 사이 중소기업진

흥공단 정책자금을 수혜 받은 48,199건의 기업들 중 재무정보 누락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154개 기업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정책자금

을 신청하였으나 탈락업체 정보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 DB에서

2,851업체 재무정보를 이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데이터로부터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9,982개 업체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정책자금 수혜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재무성과지표의 종속변수

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 지표를 모두 활용하였다.

기업의 일반적 변수로 지역, 업종, 종업원수 와 기업의 규모특성 변수인

자산규모, 매출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전체 사업에 대하여 정책자

금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세부 분석으로 지원사업, 지원방식, 지원내용별

로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우선 전체 사업에 대해 정책자

금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재무성과 지표 중 매출액 영업이익율 등의 수

익성 지표의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분석결과를 확

인해 보면 지원사업 부문은 창업기업지원 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지원

자금에서 수익성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

방식 부문에서는 직접대출이 대리 대출에 비해 효과성이 높게 나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지원내용별 부문의 효과성 분석결과에서는 운전자금은

수익성 개선효과가 높았으며, 시설자금은 기업의 외형 성장에 도움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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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수혜금액이 많을수록 정책자금

수혜효과성이 크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 비수혜 기업의 정의를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

나 탈락한 기업과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정책자

금 수혜기업 효과성 분석에 반영하여 분석방법의 정확성을 높였다. 연구

의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으로 한정하고, 정책의 전체적

인 효과성 이외에 하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다양한 활용

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연구자도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비교집단 구성이 실질

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과학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

유관희외(2005)18)의 연구는 정책자금 수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수혜기업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자금을

수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 재무성과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 있다. 더불어 두 집단의 재무성과차이가 정책자금 수혜

전 재무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

여 실증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1년도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수혜받은 22,059개

업체 중 설문조사를 응답한 1,264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종업원수 50인

이상인 기업, 소기업은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 번째 가설인 중기업이 소기업보다 정책자금 수혜를 통하

여 외형성장효과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값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가설인 정책자금 수혜 전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외

형성장 및 내실신장에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유의미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지표 중 소기업에서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외

18)유관희·김영·허광복(2005), 「중기업과 소기업간 정책자금지원의 재무적 성과 지원전

자산총액, 가동률, 부채비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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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총자산이 클수

록 외형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범(2006)19)은 정책자금 수혜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정책자금 수혜기업과 정책자금 수혜받지 않은 기

업간의 성과 비교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로 인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정책자금 수혜기업만을 대상으로 수혜기업의 특성 및 정책자금 지원방

식의 특징에 따른 상대적 정책자금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자금을 1998년 지원받은 632개 기업 중 재

무정보 활용이 가능한 106개 기업이다. 분석모형은 자료포락분석(DEA)

법을 사용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특성변수와 지

원방식의 특성변수로 나누어 수혜기업을 나누어 정책자금 수혜기업의 효

율성 부문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직

접대출이 대리대출보다 정책자금 수혜기업의 재무성과 효율성이 높았으

며, 정책자금 용도 부문에서는 시설자금이 운전자금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영범(2006),중소기업 정책자금수혜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분석「행정

논총 제44권 제4호」,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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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모형

1. 연구 자료

IBK기업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

으로 추진 하게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동반성장 협력대출 추천기

업 중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 과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동반성장협력대출 또는 중소기업자

금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의 재무제표 및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관련된

재무비율을 활용할 것이다.

2. 재무성과 측정

기업의 재무성과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성과지표의 집합이다. 재무성과는 재무제표의 회계 계정을 그대로 이용

하여 측정하기도 하지만 기업 간 비교를 위하여 회계계정의 비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 및 정책 추진에 따라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기업 지원의 방안으로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만들어지게 되

었으며 협약기업의 무이자 예탁금을 활용하여 협력기업에 저리의 대출이

자를 지원하고 있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과 은행의 일반 대출인 중소기

업 자금대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 측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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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성과 측정 지표20)

동반성장 협력대출 과 중소기업 자금대출의 재무성과 측정 지표는 아

래의 표와 같이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 지표는 기업의 재무성과 측정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표들로 은

행에서 거래 기업에 지원한 여신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인 신용분석

및 신용평가 시에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무성과 측정 지표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과 매출액순이익률(ROS :

Return on Sales)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측정지표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기업의 총자산이 얼마나 기업의 이익을 많이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재무비율이고, 기업의 투자대비 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성

과와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무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ROS)

은 기업의 매출규모 대비 이익을 보여주며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

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이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유동비율(Current Ratio)

과 부채비율(Debt Ratio)이 있다.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준 비율이며,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재무 비율이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금융기관으

로부터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높다고 판단 될 수 있다.

부채비율(Debt Ratio)은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업의 부

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준 것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에 비해 기업의 채무

가 크다면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기업의 지급능력이 약화되기 쉽기 때문

이다.

20) 민재형,김번석(2013)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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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회전율(Asset Turnover Ratio)과 자기자본회전율(Equity Turnover

Ratio)은 기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 기업이 사업

영위를 통하여 1년간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입된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횟수를 의미하는데,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은 기업의 매출액을

각각 총자산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이다. 다시 말해 매출액

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

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무비율이다. 총자산회전율 과 자기자본회전

율은 빠른 해석을 위하여 재무 비율에 역수를 취한 후 나온 결과 값에

365를 곱하여 각각 총자산 회전기간(Asset Turnover Period)과 자기자

본회전 기간(Equity Turnover Period)으로 환산 할 수 있다. 기업의 총

자산과 자기자본이 매출을 통해 회수되는 기간을 ‘일’ 단위로 표현한 지

표인 총자산회전기간과 자기자본회전기간은 회전기간이 짧을수록 기업

이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이해 할 수 있다.

<표7. > 재무성과 측정 지표

지표 변수 변수의 의미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했는가?

매출액순이익률 생산비용 대비 기업의 수익이 좋은가?

안전성
유동비율 단기부채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 비중

부채비율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율은 어떠한가?

효율성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이 1년간 몇 회전하였는가?

총자산회전기간 총자산이 매출을 통해 회수되는 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이 1년간 몇 회전하였는가?

자기자본회전기간 자기자본이 매출을 통해 회수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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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성과 측정을 위한 변수 선정

재무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종속변수

이며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8 > 재무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 내용

구분 변수명 변수산식 비고

독립변수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지원 자금 종류

dummy

통제변수

업종 업종 dummy

기업의 일반적

특성

지역 시 dummy

종업원수 종업원수

업력 올해-설립연도

매출액규모 기업의 경영규모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총자산*100 기업의 경영구조

및 비율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총부채*100

종속변수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

효율성
총자산회전기간 총자산/매출액*365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자기자본

자기자본회전기간 자기자본/매출액*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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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자금대출

을 지원받은 기업간의 비교분석을 위한 지표로 더미 변수가 사용된다.

자금의 지원 연차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차별 더미와 자금종류별 더

미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통제변수는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산업의 5가지로 분류하였고, 지역을 서

울/경기/인천, 대전/충청남북도, 광주/전라남북도/제주, 춘천/강원/대구/경

북, 부산/경상남북도로 분류하였으며 종원원 수 및 업력을 선택하였다.

기업의 경영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매출액규모를 사용하고 기업의 경영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 유동자산비율과 유동부채비율을 고정효과를 위

하여 연도를 선택한다.

종속변수는 각 재무성과 상위지표에 대한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을 안전성과 관

련해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총자산회전율, 총

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을 사용한다.

5.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를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측면으로 나누고 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지표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수익

성, 안정성,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한 연구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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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수혜기업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수혜기업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수혜기업 안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수혜기업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절 기초 통계량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동

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평균은 0.22%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협력대

출 수혜여부 최대값은 100%, 최소값의 경우 0.00%로 나타났다. 최소값

이 0.00%인 경우는 동반성장협력대출 추천 대상기업이나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표9 > 독립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최소값 최대값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22 0.00 100

종속변수인 수익성(총자산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안정성(유동비율,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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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효율성(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

회전기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10>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최소값 최대값

총자산이익률 6.12 -48.75 61.41

매출액순이익률 3.78 -89.94 91.68

유동비율 2.17 0.00 243.46

부채비율 0.61 0.01 1.83

총자산회전율 1.70 0.08 8.05

총자산회전기간 323.16 45.33 4,565.71

자기자본회전율 5.74 -397.74 401.99

자기자본회전기간 124.37 -1,226.15 2,023.46

통제변수로 설정된 종업원수, 업력의 평균은 각각 18.95명, 1997년으로

산출되었다.

<표11 >통제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최소값 최대값

종업원수 18.95 0 1,500

업력 1997 1945 2015

업종 2.85 1 5

지역 2.97 1 5

매출액규모 17,738.38 10.10 547,801.40

유동자산 6,898.00 0.189 282,608.2

유동부채 5,946.81 0.141 21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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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회귀분석 결과

1. 합동(Pooled) OLS분석

먼저 패널테이터 분석에 앞서 합동 OLS로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

업이 재무성과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에 따라 종속변수인 수익성(총자산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안정성(유동

비율, 부채비율), 효율성(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자산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자

본회전기간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자기자본회전율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기간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 재무성과측정 합동 OLS결과

구분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0.551***

매출액순이익률 -0.0203

안정성
유동비율 -0.382***

부채비율 0.0182***

효율성

총자산회전율 -0.0424***

총자산회전기간 2,094

자기자본회전율 -0.601*

자기자본회전기간 -5.000**

주)*** : p<0.01, ** : p<0.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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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usman Test

패널테이터 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확

률효과로 볼 것인지에 대한 Hausman Test를 실행했다. 패널데이터 분

석을 위해 고정효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떠한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패널 회귀식에서 패널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ui에 대한 추론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

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집단 그 자

체라면 오차항 ui는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21)

먼저 독립변수를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로 하고 종속변수인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안정성(유동비율,부채비율), 효율성(총

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에 대한

Hausman 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3 >Hausman Test (독립변수 =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구분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효과모형

Chi2 p>Chi2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202.66 0.0000 고정효과

매출액순이익률 83.97 0.0000 고정효과

안정성
유동비율 10.16 0.2537 확률효과

부채비율 121.07 0.0000 고정효과

효율성

총자산회전율 198.99 0.0000 고정효과

총자산회전기간 128.10 0.0000 고정효과

자기자본회전율 24.96 0.0030 고정효과

자기자본회전기간 209.35 0.0000 고정효과

21) 민인식외(2012),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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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를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로 하여 수행한 Hausman Test

결과 안정성 지표의 유동비율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패널테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패널테이터 분석

패널테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독립변수를 동반성장 협력대

출 수혜여부로 실행한다.

⓵ 수익성 평가

수익성 부문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해 살펴본 총자산이익율, 매출액 순

이익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4 > 수익성 평가 재무성과 분석

구 분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0.254* -0.0339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
0.211 0.00273

주)*** : p<0.01, ** : p<0.05, * : p<0.1

수익성 평가지표는 총자산순이익률의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된 반면 총자산순이익률의 동반성장 협

력대출 수혜 연차효과와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

혜여부 및 수혜연차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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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일 경우 재무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총자산순이

익률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 0.254%p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대기업, 공

공기관을 거래하는 협력기업 중 협약기업의 추천을 받은 협력기업만이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수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단가 하락 및 당기

순이익 감소, 단기부채 증가에 따른 총자산 순이익율이 낮게 나온 것으

로 분석되며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 순이

익률이 –0.0339%p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매

출액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로 당기순이익의 감소나 적정마진 확보가 안

된 매출액 증가로 인하여 매출액순이익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⓶ 안정성 평가

안정성 부문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해 살펴본 유동비율, 부채비율에 대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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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 안정성 평가 재무성과 분석

구 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0.177* 0.0149***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
4.391** 0.00569

주)*** : p<0.01, ** : p<0.05, * : p<0.1

안정성 평가지표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의 종속변수인 유동비

율, 부채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의 종속변수인 유동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로 분석이 되었으나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유동비율의 경우(+)일 때 재무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고 부

채비율의 경우(-)일 때 재무성과 있는 것으로 판단 할수 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동비율

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

나–0.117%p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채무 지

급능력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당해

연도에는 (-)값을 가지지만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에서는 연

차에 따라 4.391%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0.0149%p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총계를 자

기자본으로 나누어준 값으로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당해 연도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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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반성장 협력대

출 수혜 연차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부

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⓷ 효율성 평가

효율성 부문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해 살펴본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

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16 > 효율성 평가 재무성과 분석

구 분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기간

자기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기간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0.0238* 0.569 -0.306 -6.403***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
0.000334 0.708 -0.120 3.278

주)*** : p<0.01, ** : p<0.05, * : p<0.1

효율성 평가지표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의 종속변수인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었으

며 총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 회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의 종속변수인 총자산회전율, 총자산

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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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의

경우(-)일 때 재무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데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모두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행년도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총자산회

전율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0.0238%p 낮게 나타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

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기자본회전

기간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

며 –6.403%p 낮게 나타나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 연차효과는 종속변수인 총자산회전율, 총

자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 모든 지표에서 유의미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가 더 수혜기업 재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⓸ 분석결과 종합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혜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 중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 지표에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은 것은 총자산순이익률, 유동

비율, 부채비율 지표로 나왔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연차효과에 따른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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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가 유동비율 하나만 확인이

되었다.

이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상품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협약기업(대기업,공공기관등)이 IBK기업은행에 예탁금을 예

치하면 예탁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협력기업에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통하

여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구조이며 협약기관별로 대출 조건이 상이하나

일반적인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연차효과보다 수혜 당해연도

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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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 회귀분석 결과 비교

구분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0.254* 0.211

매출액순이익률 -0.0339 0.00273

안정성

유동비율 -0.177* 4.391**

부채비율 0.0149*** 0.00569

효율성

총자산회전율 -0.0238* 0.000334

총자산회전기간 0.569 0.708

자기자본회전율 -0.306 -0.120

자기자본회전기간 -6.403*** 3.278

주) 1) *** : p<0.01, ** : p<0.05, * : p<0.1

2)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여부’에서 bold체는 재무성과에 수혜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경우, 기울임체는 작은 경우

3) ‘동반성장협력대출 연차 효과’에서 bold체는 개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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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안전성(유동비율, 부채비율), 효율성(총자산회전율, 총자

산회전기간,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으로 나누어 재무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 및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를 독립변수로 설계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재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해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부분의 영세 중소

기업들은 대기업 의존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일부 대기업들의 협력업

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 정책 과제로 이슈화 되기 시작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도 경제전반에 동반성장을 장려하

기 시작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동

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

출하고 이를 등급화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협약기관)들이 IBK기업은행과 동

반성장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협력기업들에게 지원하였고

수혜받고 있는 협력기업들의 대하여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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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은 수혜 당해연

도에 효율성지표(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에서 수혜하지 않은 기

업보다 재무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수혜기업이 수혜 당해 연도 재무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반성장 협력대출 상

품의 특성인 이자감면 혜택 과 단기지원자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연차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아닌 대

기업,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IBK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 제도를 만들었고

협력기업들이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시 이자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동

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재무성과 부문에 있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는 대기업 ,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노력이 협력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되며 지속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의 당해 연도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효율성(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기간) 측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수익성, 안정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수익성이 낮아지고 계약 및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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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을 연구집단으로 하고

비 수혜기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재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집단과 비교집단 기업은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자격 요건이 충

족되었으나 협약기업별 협력기업의 재무현황 및 경영여건의 차이가 있었

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비록 기업의 일반특성 및

규모 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나 선택편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

하지 못하였으며 결과 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

증을 위하여 종속변수를 재무성과 지표에 한정한 결과 동반성장 협력대

출 지원 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지 못하였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여부가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무성과외에 거시적·미시적 지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 기업에 대한 축적된 자료

가 부족함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향

후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지표로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혜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특허 등 기술력 개선현황

등에 대한 세부 테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혜연도 와 수혜 차기년도의 성과비교를 통한 단 년도

성과만을 분석하였다. 이는 동반성장 협력대출 상품 특성상 이자감면 혜

택에 있어 단기간(1년이내) 운영되고 있으며 협약기관별로 협약조건이

상이하여 모집단 선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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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ompanying impact on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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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ble to be representing the power of the Korean

economy progressed since the early 1960s as an export drive policies

of large corporations mainly due to government-led high-growth

dependent on large companies resulted in adverse events that

polarized deepen the gap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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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the concept of polarization solve

this problem and were making the various polic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that one must go accompanied grow

together for mutual benefit large companies and SMEs in the growth

In IBK Since 2010, large companies , public institutions and < for

SMEs Shared Growth Convention > The through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company were to launch a joint growth partnership

loans to support low-interest loans accompanied by growing

collaboration loan beneficiary to analyze th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was the opportunity to know about the financial support

schemes for cooperative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hared Growth cooperative loan beneficiary could be sure that

getting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an companies

that do not receive benefits . In particular, could ensure that the

impa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largest beneficiaries for

the year

This IBK non- government-led policies for mutual growth

companies and large banks , meaning that the policy pursued by way

of public institutions and voluntary MOU will demonstrate the

practices tha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beneficiary 's financial

performance

Cooperation and mutual growth , but financial profitability of the

enterprise sector of the loan beneficiary who was found low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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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ciary did not receive . This was expected to be struggling

to secure adequate margin in transactions with large companies such

as pricing and delivery contracts

S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ults relevant to shared

growth partnership loan beneficiary accompanied by growing

cooperative loans the SME funding through the more active and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the Convention now expanding financial

performance demonstrated case studies tha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his approach will be

Also operates a loan period in a manner accompanied by growing

collaboration lending short-term funds , but it is also necessary to

add measures to the long-term funding approach supports corporate

partners

Dunn points inconvenient as you go through this study is that

different loans are accompanied by growing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institutional agreements agreement between the year there

was a limit to the precise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ccompanied by growing collaboration loan beneficiary change

reasons. I think that we could accurately make future long-term

agreement to mov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institution 's financial

performance accompanied by growing collaboration loan if analysis

key words :　Shared Growth、Shared Growth cooperative loans、

　　　　　　　Financial Performance、Small Business

Student Number : 2015-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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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

구분 총자산 이익률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551*** -0.254* -0.375***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0.282 -0.642*** -0.444***

2012년 -0.731*** -1.341*** -1.013***

2013년 -1.381*** -2.259*** -1.787***

2014년 -1.734*** -2.636*** -2.128***

(통제변수)매출액 5.88e-05*** 0.000139*** 8.56e-05***

(통제변수)유동자산 9.52e-05*** 9.76e-05*** 7.36e-05***

(통제변수)유동부채 -0.000289*** -0.000279*** -0.000299***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813*** 0.654

(통제변수)도소매업 0.219 0.244

(통제변수)서비스업 -0.377 -0.243

(통제변수)기타 -0.545*** -0.411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123 -0.291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386 -0.479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809*** 0.946***

(통제변수)부산경남 0.690*** 0.856***

(통제변수)종업원수 0.000765 -0.000669 -0.000558

(통제변수)업력 -0.127*** -0.154***

상수 9.299*** 6.124*** 9.797***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073 0.061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202.66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 ˟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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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수익성 > 매출액순이익률

구분 매출액순이익률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0203 -0.0339 -0.0492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0.236 -0.328** -0.238*

2012년 -0.447*** -0.647*** -0.486***

2013년 -0.751*** -1.028*** -0.803***

2014년 -0.873*** -1.147*** -0.910***

(통제변수)매출액 3.07e-06 5.52e-05*** 1.90e-05***

(통제변수)유동자산 0.000166*** 0.000228*** 0.000173***

(통제변수)유동부채 -0.000212*** -0.000272*** -0.000241***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893*** -0.976***

(통제변수)도소매업 -1.171*** -1.177***

(통제변수)서비스업 -0.439 -0.235

(통제변수)기타 -0.378** -0.371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220 0.153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212 -0.188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775*** 0.729***

(통제변수)부산경남 0.520*** 0.589***

(통제변수)종업원수 -0.000553 8.23e-05 -0.000352

(통제변수)업력 -0.0419*** -0.0454***

상수 5.138*** 3.489*** 5.075***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037 0.030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83.97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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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안정성 > 유동비율

구분 유동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382*** -0.116 -0.177*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0.0310 0.0223 0.0235

2012년 0.232* 0.130 0.166

2013년 0.484*** 0.420*** 0.433***

2014년 0.639*** 0.496*** 0.540***

(통제변수)매출액 -7.62e-06*** -4.30e-06 -5.78e-06

(통제변수)유동자산 8.36e-05*** 0.000102*** 9.38e-05***

(통제변수)유동부채 -0.000102*** -0.000136*** -0.000123***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2.394*** 2.538***

(통제변수)도소매업 0.234* 0.157

(통제변수)서비스업 1.634*** 1.488**

(통제변수)기타 0.225* 0.495*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261 0.191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261 0.191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229* 0.113

(통제변수)부산경남 0.275** 0.185

(통제변수)종업원수 8.31e-06 0.000482 0.000403

(통제변수)업력 -0.0110** -0.0149

상수 1.930*** 2.166*** 2.048***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033 0.008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10.16 0.2537

Random-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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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안정성 > 부채비율

구분 부채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0182*** 0.0149*** 0.0154***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0.00114 -0.00259 -0.00155

2012년 -0.00807* -0.0100*** -0.00837***

2013년 -0.00341 -0.0107*** -0.00723***

2014년 -0.0171*** -0.0241*** -0.0203***

(통제변수)매출액 -3.65e-07*** -7.69e-07*** -7.66e-07***

(통제변수)유동자산 -8.81e-06*** -4.32e-06*** -6.39e-06***

(통제변수)유동부채 1.05e-05*** 9.36e-06*** 9.76e-06***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177*** -0.178***

(통제변수)도소매업 -0.0214*** -0.0158*

(통제변수)서비스업 -0.0975*** -0.104***

(통제변수)기타 -0.0159*** -0.0122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0167*** -0.0166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0327*** -0.0286***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00853* 0.00790

(통제변수)부산경남 0.00732* 0.0139*

(통제변수)종업원수 -0.000225*** -7.82e-05*** -9.80e-05***

(통제변수)업력 -0.00266*** -0.00317***

상수 0.689*** 0.606*** 0.694***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170 0.068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121.07 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 ˟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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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효율성>총자산회전율

구분 총자산회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0424** -0.0238* -0.0270**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0.0174 -0.0645*** -0.0539***

2012년 -0.0915*** -0.170*** -0.152***

2013년 -0.186*** -0.293*** -0.266***

2014년 -0.269*** -0.394*** -0.360***

(통제변수)매출액 2.46e-05*** 2.26e-05*** 2.24e-05***

(통제변수)유동자산 -2.74e-05*** -2.31e-05*** -2.75e-05***

(통제변수)유동부채 -3.10e-05*** -1.18e-05*** -1.75e-05***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694*** 0.742***

(통제변수)도소매업 0.900*** 0.973***

(통제변수)서비스업 0.464*** 0.528***

(통제변수)기타 0.170*** 0.210***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124*** -0.136**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0723** 0.0799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0392 0.00537

(통제변수)부산경남 -0.0167 0.0312

(통제변수)종업원수 0.000471** 4.67e-05 8.26e-05

(통제변수)업력 -0.0239*** -0.0309***

상수 2.027*** 1.726*** 2.161***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259 0.143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198.99 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0 0 0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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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효율성>총자산회전기간

구분 총자산회전기간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2.094 0.569 1.181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2.645 8.667** 6.250*

2012년 17.88*** 27.27*** 23.19***

2013년 37.49*** 49.82*** 44.00***

2014년 59.49*** 74.93*** 67.98***

(통제변수)매출액 -0.00508*** -0.00501*** -0.00480***

(통제변수)유동자산 0.00542*** 0.00370*** 0.00504***

(통제변수)유동부채 0.00660*** 0.00300*** 0.00417***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99.57*** -106.7***

(통제변수)도소매업 -112.8*** -121.1***

(통제변수)서비스업 -51.68*** -55.62**

(통제변수)기타 21.71*** 19.06*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18.88** 22.15

(통제변수)광주전라도 -24.69*** -29.81**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35.49*** 42.29***

(통제변수)부산경남 16.49*** 8.264

(통제변수)종업원수 -0.207*** -0.0838** -0.0942***

(통제변수)업력 2.531*** 3.381***

상수 276.0*** 334.6*** 271.4***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159 0.103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128.10 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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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효율성>자기자본회전율

구분 자기자본회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601* -0.306 -0.501*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0.0141 -0.102 -0.0288

2012년 -0.368 -0.770** -0.521

2013년 -0.388 -0.985*** -0.608*

2014년 -0.655 -1.464*** -0.927**

(통제변수)매출액 7.18e-05*** 6.07e-05*** 6.76e-05***

(통제변수)유동자산 -0.000191*** -0.000127** -0.000191***

(통제변수)유동부채 4.35e-05* 0.000119** 6.68e-05**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805 -0.783

(통제변수)도소매업 2.336*** 2.289***

(통제변수)서비스업 -0.580 -0.731

(통제변수)기타 0.882** 1.025**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425 -0.350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0957 0.0230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1.189*** 1.237**

(통제변수)부산경남 0.177 0.217

(통제변수)종업원수 8.15e-05 -0.00132 -0.000538

(통제변수)업력 -0.131*** -0.143***

상수 7.827*** 5.568*** 8.121***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018 0.004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24.96 0.003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0 0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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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당해연도 종속변수, 효율성>자기자본회전기간

구분 자기자본회전기간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5,000** -6.403 -6.159*

(수혜연도-2010년 기준)

2011년 1.898 6.636*** 4.800***

2012년 8.975*** 14.90*** 12.25***

2013년 15.68*** 24.33*** 20.35***

2014년 27.56*** 38.50*** 33.77***

(통제변수)매출액 -0.00202*** -0.00187*** -0.00176***

(통제변수)유동자산 0.00603*** 0.00352*** 0.00494***

(통제변수)유동부채 -0.00148*** -0.00254*** -0.00220***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3.971 -7.013

(통제변수)도소매업 -32.48*** -38.20***

(통제변수)서비스업 11.32* 9.282

(통제변수)기타 9.974*** 6.940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12.08*** 12.51

(통제변수)광주전라도 -3.718 -8.073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6.529** 7.184

(통제변수)부산경남 3.718 -1.472

(통제변수)종업원수 0.0270 0.00176 0.00928

(통제변수)업력 2.096*** 2.653***

상수 78.54*** 132.3*** 75.42***

관측치 16,676 16,676 16,676

R-squared 0.134 0.080

Number of Groups 3,675 3,675

Hausman Test값

chi2 P-value

209.35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0 0 0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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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

구분 총자산이익률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268 0.211 -0.134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0.537 -0.820** -0.631*

2013년 -1.215*** -1.802*** -1.419***

2014년 -1.957*** -2.876*** -2.247***

(통제변수)매출액 3.55e-05*** -1.07e-05 2.33e-05**

(통제변수)유동자산 6.32e-05*** -7.28e-05 4.42e-05

(통제변수)유동부채 -0.000215*** 0.000102 -0.000163***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1.002* 1.078

(통제변수)도소매업 -0.426 -0.304

(통제변수)서비스업 -0.156 -0.149

(통제변수)기타 -0.567 -0.507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0687 0.0255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184 0.227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1.356*** 1.472***

(통제변수)부산경남 0.938*** 0.978**

(통제변수)종업원수 -0.00142 -0.000577 -0.00169

(통제변수)업력 -0.0885*** -0.0996***

상수 8.263*** 7.091*** 8.642***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16 0.008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49.42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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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수익성 > 매출액순이익률

구분 매출액순이익률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213 0.0156 0.00273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1.241** -0.581** -0.606***

2013년 -1.460** -0.984*** -1.001***

2014년 -1.287** -1.026*** -1.030***

(통제변수)매출액 -9.37e-06 5.43e-06 1.90e-06

(통제변수)유동자산 9.48e-05** -5.95e-05 -5.33e-05

(통제변수)유동부채 -0.000128*** 6.80e-05 5.50e-05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1.006 -1.052

(통제변수)도소매업 -1.075* -0.934

(통제변수)서비스업 -0.501 -0.318

(통제변수)기타 0.546 3.516*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0143 -0.921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174 -0.695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1.084* 0.106

(통제변수)부산경남 0.445 -0.229

(통제변수)종업원수 -0.00479 -0.00130 -0.00172

(통제변수)업력 -0.000726 0.0482

상수 4.946*** 4.359*** 3.779**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03 0.003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4.83 0.6810

Random-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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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안정성 > 유동비율

구분 유동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4.391** 1.257 4.391**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0.380 0.439 -0.380

2013년 0.220 0.879 0.220

2014년 2.656 4.486* 2.656

(통제변수)매출액 -2.22e-05 -0.000145 -2.22e-05

(통제변수)유동자산 8.53e-05 0.000262 8.53e-05

(통제변수)유동부채 -0.000135 -0.000374 -0.000135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929 0.929

(통제변수)도소매업 -1.750 -1.750

(통제변수)서비스업 -0.466 -0.466

(통제변수)기타 -1.534 -1.534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656 -0.656

(통제변수)광주전라도 1.565 1.565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1.406 -1.406

(통제변수)부산경남 -1.341 -1.341

(통제변수)종업원수 -0.00109 0.00153 -0.00109

(통제변수)업력 0.0391 0.0391

상수 2.873 4.823** 2.873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01 0.001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9.65 0.2903

Random-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O O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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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안정성 > 부채비율

구분 부채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000181 0.00569 0.00320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0.00181 0.000756 0.00104

2013년 -0.00239 0.000948 -0.000366

2014년 -0.000361 -0.00176 -0.000589

(통제변수)매출액 -5.20e-07*** -5.09e-07 -4.87e-07**

(통제변수)유동자산 -8.52e-06*** -2.37e-06* -7.37e-06***

(통제변수)유동부채 1.02e-05*** 3.44e-06*** 8.60e-06***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179*** -0.186***

(통제변수)도소매업 -0.0113 -0.0119

(통제변수)서비스업 -0.101*** -0.108***

(통제변수)기타 -0.0151* -0.0154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0198* -0.0190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0400*** -0.0403***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0116 0.0114

(통제변수)부산경남 0.0138* 0.0153

(통제변수)종업원수 -0.000183*** -5.69e-05 -0.000105

(통제변수)업력 -0.00249*** -0.00243***

상수 0.686*** 0.619*** 0.689***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61 0.001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44.14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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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효율성 > 총자산회전율

구분 총자산회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0537** 0.000334 -0.00550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0.0615** -0.0975*** -0.0926***

2013년 -0.176*** -0.242*** -0.232***

2014년 -0.271*** -0.365*** -0.348***

(통제변수)매출액 2.00e-05*** -2.73e-07 4.83e-06***

(통제변수)유동자산 -2.40e-05*** -1.53e-06 -1.02e-05***

(통제변수)유동부채 -2.43e-05*** 8.82e-06*** 7.15e-07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730*** 0.825***

(통제변수)도소매업 0.921*** 1.072***

(통제변수)서비스업 0.464*** 0.432***

(통제변수)기타 0.165*** 0.173***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0.110*** -0.0966

(통제변수)광주전라도 0.101*** 0.154**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0.0438 0.00448

(통제변수)부산경남 -0.0198 0.0218

(통제변수)종업원수 0.000294 -0.000236 -0.000171

(통제변수)업력 -0.0221*** -0.0278***

상수 1.975*** 1.804*** 2.141***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211 0.074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355.03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 61 -

14.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효율성 > 총자산회전기간

구분 총자산회전기간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3.781 0.708 0.353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17.48* 26.38*** 23.80***

2013년 45.19*** 60.20*** 55.80***

2014년 69.95*** 93.33*** 86.50***

(통제변수)매출액 -0.00444*** -0.000581* -0.00200***

(통제변수)유동자산 0.00520*** 0.000336 0.00274***

(통제변수)유동부채 0.00510*** -0.00175 0.000905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97.13*** -107.3***

(통제변수)도소매업 -118.2*** -126.2***

(통제변수)서비스업 -67.02*** -65.99

(통제변수)기타 49.52*** 72.14***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6.614 0.443

(통제변수)광주전라도 -45.48*** -61.09**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37.83*** 34.34*

(통제변수)부산경남 8.781 -4.455

(통제변수)종업원수 -0.144* 0.0599 0.0177

(통제변수)업력 2.743*** 3.527***

상수 277.8*** 311.1*** 260.5***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66 0.023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73.65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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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효율성 > 자기자본회전율

구분 자기자본회전율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0.111 -0.288 -0.120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0.999 0.221 0.489

2013년 -1.536 -1.422 -1.608

2014년 0.334 -1.308 -0.728

(통제변수)매출액 7.42e-05* -1.46e-05 5.50e-05

(통제변수)유동자산 -0.000202* 1.68e-05 -0.000163

(통제변수)유동부채 7.15e-05 2.11e-05 8.50e-05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0.207 -0.457

(통제변수)도소매업 0.847 -0.668

(통제변수)서비스업 0.675 0.179

(통제변수)기타 2.585 2.711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1.566 -1.773

(통제변수)광주전라도 -1.766 -1.865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4.584** -6.717**

(통제변수)부산경남 0.237 0.648

(통제변수)종업원수 0.00813 0.00206 0.00675

(통제변수)업력 -0.189*** -0.234**

상수 77.32*** 117.8*** 61.06***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02 0.000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5.18 0.7381

Random-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 63 -

16.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1년후 종속변수, 효율성 > 자기자본회전기간

구분 자기자본회전기간

분석모형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여부
8.411 3.278 3.721

(수혜연도-2011년 기준)

2012년 3.150 13.89*** 11.35***

2013년 5.851 18.02*** 14.97***

2014년 24.81*** 37.57*** 33.92***

(통제변수)매출액 -0.00177*** -0.000108 -0.000663***

(통제변수)유동자산 0.00592*** 0.00147* 0.00349***

(통제변수)유동부채 -0.00200*** -0.00244*** -0.00237***

(통제변수)제조업기준

(통제변수)건설업 3.866 4.796

(통제변수)도소매업 -33.15*** -35.49**

(통제변수)서비스업 7.295 12.18

(통제변수)기타 12.22** 20.70

(통제변수)서울경기기준

(통제변수)대전충청 9.133 4.994

(통제변수)광주전라도 -6.649 -13.31

(통제변수)강원대구경북 8.713 4.659

(통제변수)부산경남 3.672 -1.743

(통제변수)종업원수 0.0263 0.0477 0.0389

(통제변수)업력 2.399*** 3.039***

상수 8.386*** 5.745*** 10.15***

관측치 13,040 13,040 13,040

R-squared 0.036 0.010

Number of Groups 3,594 3,594

Hausman Test값

chi2 P-value
36.57 0.0000

Fixed-Effect Model 지지

가설예상부호 - - -

가설지지여부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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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속변수(수익성 부문) 시계열 평균비교(2010 ~2014) 평균비교

*파란색 라인 : 수혜기업, 붉은색 라인 : 비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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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종속변수(안정성부문) 시계열 평균비교(2010 ~2014) 평균비교

*파란색 라인 : 수혜기업, 붉은색 라인 : 비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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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속변수(효율성부문) 시계열 평균비교(2010 ~2014) 평균비교

*파란색 라인 : 수혜기업, 붉은색 라인 : 비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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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종속변수(효율성부문) 시계열 평균비교(2010 ~2014) 평균비교

*파란색 라인 : 수혜기업, 붉은색 라인 : 비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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