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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이 1971 년에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시장을 개설한 

이래 40 여년 동안 나스닥 시장과 비슷한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60 개가 

넘는 신흥시장이 개설되었고 빠른 성장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이 중 

40 개 정도의 시장이 거래되고 있다. 그 중 미국 나스닥 시장, 영국 AIM 

시장, 한국 코스닥 시장은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자본시장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하여 1996년, 2009년에 

정식으로 코스닥시장(KOSDAQ), 창업판시장(创业板, 차스닥, ChiNext)을 

출범하였다. 두 시장은 설립된 이래 모두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취득했으나 시장 발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여 높은 변동성, 실적 

악화, 투자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발전모델에 의해 설립되어 상장사 규모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가진 중국 창업판시장과 한국 코스닥시장을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제, 운영결과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혔으며, 차이가 나타난 주요 원인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두 시장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을 시사하고 

일정한 교훈과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도 갖고 있다. 

시장 필요성의 측면을 보면 창업판과 코스닥의 공통점은 자본시장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되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의 위상을 결정하는 첨단기술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다소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연구인력,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첨단기술 

산업에 도입된 자금과 인력 수준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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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시장 향후 발전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발전과정의 측면에서는 두 시장 모두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두 시장의 설립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양국 정부 

모두 시장 구축에 있어 조세감면과 같은 정책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안정성 등 

문제에 관련해서 양국 정부는 상장 및 폐지요건의 개선을 통해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였던 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장요건 측면에서 양국 시장을 비교해보면, 창업판시장은 높은 수준의 

순이익을 요구하여 수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영능력과 

경영의 지속성, 독립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창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무리하게 재무제표상의 순이익 수치만을 요구하는 것은 

창업판시장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퇴출요건 같은 경우, 창업판시장에서는 주식거래량, 종가, 시가총액 

등 한 회사의 투자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보다 상장사의 수익성, 경영능력, 투명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창업판시장은 일정의 유예기간을 기업에게 주어 직면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반해 코스닥에서는 이 기간이 

비교적 더 짧으므로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퇴출율을 보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것은 곧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운영결과에서 두 시장의 차이점은 시장지수 변동성과 투자가치 측면에서 

나타난다. 2018 년 지수 변화추세를 보면, 창업판지수 등락폭이 더 크고 

주시장의 선전종합지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점은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동시 주가수익비율로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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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치 면에서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앞서 있다. 결론적으로, 

창업판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동시에, 높은 투자가치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더 긴 발전기간을 거쳐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현시점에서 투자가치가 창업판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성과적 차이는 양국의 

시장에 대한 필요성, 관련법규 제정 방면의 차이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요어 : 중소벤처기업, 증권시장, 코스닥, 창업판, 차스닥 

  학  번 : 2017-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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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증권이란 재산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종이증서로 주식, 채권 외에도 수표, 

어음 등을 포함한다. 증권시장은 이러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증권거래는 로마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초기 

증권시장은 13 세기 중반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형성되었으며 1602 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기업들이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설립되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로서의 

개별기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현대자본주의는 증권자본주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증권시장이 

국민경제 발전과정에 있어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각종 증권의 거래는 거래소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소시장에서의 증권거래는 우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고 그 후 상장심사를 통해 거래소시장에 상장이 된 

후에야 가능하다. 이러한 자금조달청구로서의 역할은 각국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증권시장은 국민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그 중요한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자금이 

자기자본 위주로 조달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하고, 한정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은 증시의 발전에 따라 달성될 수 있고, 증시에서 

투자자의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분산기능이 제공됨으로써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이영기∙남상구, 1994). 한국의 증권거래소의 

경우 1956 년에 설립되었고, 중국은 1990 년에 설립되어 기업들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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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들어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따라 첨단기술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이 

점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국민경제적인 기능들, 즉 고용 창출, 

신기술 운용, 산업구조 변화에의 대응,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을 

벤처기업에게서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개발 등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거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으로서 내부자금의 축적이 

부족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려면 가져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둘째, 간접금융1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 대출은 상대적으로 관리비용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차별적 취급을 받고 있다. 셋째, 기업간 신용에서도 어음결제 등을 통해 

거래조건의 불리를 감수하면서 신용을 초과 공급하고 있다. 넷째, 

국가적으로 자금난이 일어날 경우 많은 부담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주요국 증시의 상장요건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기업설립연수, 기업규모 등의 요건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에 

비해 대체로 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요건 하에서도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

 간접금융: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최종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출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신용중개기관이 존재하여 최종대출자의 자금을 흡수하여 이를 최종 

차입자에게 공급시켜주는 금융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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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거래소시장에 상장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거래소시장보다 기준이 덜 엄격한 장외시장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국가를 불문하고 점점 

대두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벤처기업의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을 

육성해왔다. 미국의 경우 1971 년 장외시장의 자동화를 통해 거래시장의 

통합을 이루고자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개설하였다. 

그 후 30 여년 동안 나스닥 시장과 비슷한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60 개가 

넘는 신흥시장이 개설되고 빠른 성장을 이루어져 왔으며 이 중 현재 약 

40 개의 시장이 거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나스닥 시장, 영국 AIM 

시장, 한국 코스닥 사장은 큰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시장거래량은 이미 

해당 메인보드 시장(주시장)의 거래량을 초과하여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또 많은 국가들의 

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앙정부는 세수 증가를 통해 지방 재정 수입 

확대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하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에 있어 첨단기술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이 또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조달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은행 대출에 의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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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2  수단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0 년 후반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판( 创 业 板 , 차스닥, ChiNext)시장 구축을 추진하였고,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10 여년간의 준비 끝에 2009 년 정식으로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창업판시장 설립 이후 중국내 중소기업들은 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초기에 36 개에 불과했던 상장사 수가 불과 

9 년만에 739 개로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도 4.05 조 위안(5882 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8 년 10 월까지 창업판 상장사 734 곳의 누적 자금조달 총액은 

7,073 억 위안(약 120 조 원)에 달하였다. 그 중 기업공개3로 조달한 자금 

규모는 3,820 억 위안(약 62 조 원), 재융자4 규모는 3,253 억 위안(약 53 조 

원), 채권 융자 규모는 500 억(약 8 조 원) 위안으로 직접금융5는 중국의 

산업발전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중국 선전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말까지 창업판시장에서 91%의 상장사(670 개)는 첨단기술 기업이었으며, 

또한 전체 상장사 중 74%(540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전략적 신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써, 이들은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해왔다. 이처럼 창업판 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잠재력이 있는 집단들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창업판시장의 상장사 수 및 이들의 시가총액, 자금조달 규모 등을 비롯한 

여러 통계 수치로 보았을 때, 창업판시장은 확실히 중국의 혁신성장형기업 

                                                             
2
 사금융: 私金融.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금융 기관이 

아닌 금전 대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일을 말하고 사채업(私債業), 대부업(貸付業)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3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4

 재융자: Refinancing. 증시 상장사 증자, 신주배정, 전환사채 발행 등의 방식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5

 직접금융: 기업이 자금조달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공개시장(증권시장)을 

통해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_%EA%B8%B0%EA%B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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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다양화를 통해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이끌었고 

끊임없이 중국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창업판시장 출범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초기에는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발행가격, 초과조달자금 이 3 가지의 지표가 매우 높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상장 후 주가가 발행가격 이하로 하락, 기업 실적 변동, 

기업가의 주식 매각, 시장 파동 등 문제로 인해 한때 많은 투자자들이 

창업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업판시장의 설립 본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립된 지 10 년차인 2019 년, 2019 년 3 월에 발표된 중국 

“제 1 재경(第一财经 )”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업판 상장사들의 2018 년 

실적은 최근 3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8 년 창업판 상장사 

748 곳의 순이익 총액은 458 억 위안으로 집계 되었는데, 2017 년의 968 억 

위안, 그리고 2016 년의 1,010 억 위안에 비해 시장 전체실적이 무려 

50%나 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니라 

영업권6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현재로선 

가장 지배적이다. 동시에 실적 변동으로 인해 시장 지수가 크게 변동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린 

창업판시장의 과거 발전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창업판시장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의 대책이 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6

 영업권: 營 業 權 , goodwill. 유리한 위치, 우수한 경영, 좋은 기업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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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경우 1990 년대 들어 정부가 과거에 주도하였던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위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다. 시장을 지향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선도하며 첨단지식정보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이 추진되는 

과정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산업생태계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6 년 코스닥(KOSDAQ)시장이 정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중소벤처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정부의 우대방침들을 충분히 활용해 온 한편, 글로벌 IT 기술산업 

시장에서의 기회를 선점하여 글로벌 상위 신흥 거래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발전 초기에 ‘벤처 붐’이 일어난 이후 코스닥시장은 

IT 벤처업체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코스닥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1998 년의 55 억원에서 1999 년에 

2,322 억원으로 1 년만의 시간을 걸쳐 40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장사의 

측면에서도 코스닥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1999 년 상장사의 수가 

1998 년에 비해 무려 36.9%나 늘었으며 시가총액도 12.5 배 증가했다. 

2000 년에 들어 글로벌 IT 버블 7  붕괴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의 

조정 단계를 거쳤으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2005 년 

말까지 코스닥 상장사가 918 개로 늘어 시가총액이 700 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시장 일일 평균 거래량은 18 억 달러를 초과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이 설립된 지 10 년차에 가까운 2005 년 말의 거래액을 보면 

미국 나스닥시장에 이어 세계 2 위,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나스닥, 일본 

                                                             
7
 IT 버블: 닷컴 버블, TMT 버블, 인터넷 버블이라고 불리기도 함.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국가의 주식 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본 1995 년부터 2000 년에 

걸친 거품 경제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는 흔히 닷컴 기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기반 기업이 

설립되던 시기였으며 많은 경우에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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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닥, 영국 AIM 시장에 이어 세계 4 위의 신흥 증권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흥시장으로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전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도 최근 들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 년 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 유입 부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모험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년 말 기록(676)으로 보면 출범 당시의 1,000 포인트보다 약 

32% 낮은 수준이며,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도 과거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데, 2018 년 1 월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에 힘입어 코스닥지수 상승추세가 잠깐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2018 년 하반기에 들어 다시 하락세에 

들어섰다.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증권시장을 구축하는 시점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무려 13 년이나 먼저 출발하였지만, 2018 년 말까지 

창업판시장 상장사 수는 739 개로 선전거래소 전체(1212 개)의 61%를 

기록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수는 1323 개로주시장 코스피를 포함한 

시장전체(2111 개)의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판시장은 비록 

코스닥보다 13 년 늦게 설립되었지만 시장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장사 비율로 

볼 때 9 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미 코스닥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였다.  

이 둘 시장의 전체시장 대비 상장사수 비율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2010 년 창업판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2018 년 말에는 미국 나스닥에 이어 전세계 2 위의 

시가총액을 보였다. 현재 미국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출범한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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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판과 코스닥은 상장사 규모 면에서 유사하며 시가총액에서는 나스닥에 

이어 각각 2 위, 3 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세계 주요 중소벤처기업 증권시장 시가총액 비교 

국가 시장 시가총액(억 달러) 

미국 나스닥(Nasdaq) 107802 

중국 창업판(ChiNext) 5882 

한국 코스닥(Kosdaq) 2048 

영국 AIM 1164 

일본 자스닥(Jasdaq) 552 

*시가총액은 각 시장 2018 년말 기준 

*2018 년말 환율 기준으로 환산 

자료: 나스닥,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일본거래소그룹 

홈페이지  

중국과 한국은 미국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목적을 갖고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두 시장 모두 뜻하지 않게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시장 설립 배경,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 및 강도, 관련법규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두 시장의 발전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창업판시장에는 실적 악화, 

시장 파동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유동성 부족, 지수 

상승률 저조 등 문제에 직면 해 있다.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첨단기술 산업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금조달 수요가 시급해진 현 시점에서 

과거에 빠른 성장을 이뤄왔던 창업판과 코스닥 같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보고 서로의 경험을 참고하여 새로운 

강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설립된 중국 창업판시장과 한국 코스닥시장을 비교 분석하여 두 

시장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 이 두 시장에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규, 운영결과의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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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양국 투자자들이 두 시장에 대해 논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 중국 창업판시장 관련 기존연구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장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Christic et al. (1994), Porter and Weaver 

(1998)가 미국 나스닥시장의 유동성과 운영제도를 분석하여 당시 

나스닥시장의 효율성이 낮고 운영제도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다. 

중국 창업판시장 관련 기존연구는 시기적으로 창업판시장 설립 전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판시장 설립 전에 많은 학자들이 

해외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나스닥시장 같은 

시장들의 운영방식, 규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을 

요약해 보면, 독립적인 발전모델, 시장조성자제도, 상장요건 완화, 상장사 

관리 등 규제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반면 창업판시장 

설립 이후에 관련 연구에서는 감독문제, 도덕적 위험, 과도평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언급되었다. 

Xu guangxun(2009)은 중국 창업판시장과 미국 나스닥시장을 비교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투자문화, 투자은행 발전상황, 시장퇴출 요건, 

시장조성자제도, 정보공시제도 및 상장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미국 

나스닥시장의 성공사례를 현지 투자은행의 시장조성자 역할과 미국 특유의 

급진적인 투자문화, 이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나스닥의 퇴출제도와 

정보공시 제도는 시장 성공요인 중의 일부인데 중국은 관련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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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했으나 집행 강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나스닥시장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6000 개가 넘는 

투자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중국에는 투자은행이 100 개정도밖에 없었다. 

두 나라의 투자은행 발전상황의 차이로 인한 유동성과 관련 서비스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세계 주요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성공경험에 관련해서 

Xuqing(2010)은 중국 창업판시장은 미국 나스닥시장, 영국 AIM 시장, 한국 

코스닥시장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진국에 있는 

시장을 보면 특정기업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중국 창업판시장은 

상장사 종류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퇴출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Zhang yan, Cui xiaoxi(2009)는 중국 창업판시장과 미국 나스닥시장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창업판시장의 특징은 문턱이 낮으나 표준과 요구, 

그리고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라고 하였으며, 이 특징들이 시장의 

유동성, 투명성과 안정성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나스닥시장의 성공요인에 대해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상장심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감독부문의 힘을 시장으로 대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조성자제도인데,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유동성이 상대적 낮은 주식발행자에게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중개인제도다.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미국 증감회의 승인을 받고 중개인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창업판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이 부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중국 창업판시장의 발전모델에 대해 Qiu Lili, Wang Ran(2009)은 

선진국의 중소기업 증권시장의 발전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나스닥시장에서 적용된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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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시장은 독립적인 형식과 시장조성제도를 작용해 왔는데,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홍콩 

GEM 시장은 부속형식을 작용하였는데,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영국 AIM 시장의 부속형 발전모델은 주시장의 인력과 

재력을 활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미국 나스닥시장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의미에서 Zhengfeng(2010)도 중국은 미국 나스닥시장의 

시장조성제도를 영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스닥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성공사례를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작고 해외와 국내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스닥시장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주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입하기 전에 투자자의 전문적인 

투자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창업판시장 설립 후, 시장 향후 발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창업판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장의 개념, 발전과정, 관련법규, 운영결과 

등 측면 위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창업판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대해 Lu 

Fengjuan(2010)은 연구를 통해 상장사의 정보공시와 투자자관리의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시 제도를 설립하고 규제를 위반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규정을 

개정하며, 투자자보호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창업판시장 관련법제 중, 상장요건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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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Pu Baojing(2018)은 미국 나스닥과 영국 

AIM 시장의 관련법제를 참고하여 창업판시장 8 년동안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시장 진입 요건을 조정하고 다차원적인 상장기준을 수립하는 동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판시장의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해 Wu Xiaoqiu(2011)는 전세계 주요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영결과와 제도 측면에서 

중국 창업판시장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즉 창업판시장에서는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과 시장 퇴출규제 

부재 등 문제점이 존재했는데, 이 문제들은 시장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하였다.  

운영결과적 측면에서 Li Nan(2013)은 <중국 창업판시장 삼고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창업판시장에서 “삼고현상”으로 불리는 “고주가수익비율, 고발행가격, 

고과도모집률(高市盈率、高发行价、高超募率)”에 초점을 두어 창업판의 

발전상황을 분석하면서 보완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고주가수익비율, 고발행가격, 고과도모집률” 현상에 대해 Liu Jianmin, 

Zhangyin(2015)은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창업판시장을 한창 

과열되게 하였으며 시장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법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 Zhang Yanmin(2017)도 창업판시장에서 투자자 투기심리가 

존재하는 등 문제점을 제시하여 창업판시장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그 

해결법으로 시장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감독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Wang Hongru(2015)도 운영결과의 측면에서 창업판시장이 

실립된 이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시장 규제가 보완되었으나 시장 효율성의 

문제도 나타났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거래량 이상, 주가 변동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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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창업판시장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에 

관련해서 Liao Long(2017)은 창업판시장 발전과정과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창업판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 

창업판시장의 설립은 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나 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창업판시장 발전의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법규의 측면에서 시장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대부분이었으며, 시장 필요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었다. 즉 설립 당시 중국 중소벤처기업 발전상황에서 반영된 

시대적 배경, 또한 시장 발전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 설립 당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상황, 그리고 당시 이들 

산업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창업판시장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설립배경과 

발전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시기 중국 중소기업 

발전상황과 첨단기술 산업 발전상황을 분석하면서 코스닥시장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두 시장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한국 코스닥시장 관련 기존연구 

중국보다 신흥시장을 일찍 출범한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학자들이 

코스닥시장의 발전과정, 관련법제, 성공요인에 대해 많이 연구하였다. 우선 



14 

 

Luo Kelong, Jia Diancun(2009)은 코스닥시장의 개념, 규정, 발전경험 등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코스닥시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포괄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코스닥시장 성공경험에 대해 Hu Guang, Li 

Jiaxin(2010)이 코스닥시장은 글로벌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신흥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코스닥의 시장조성자제도, 엄격한 

시장감독과 퇴출규정 등을 영입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본 연구가 코스닥과 창업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상호 배울 

만한 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자체의 발전을 다루는 연구 외, 시장 상장사 및 

투자자에 초점을 둔 코스닥시장 관련연구도 많았다. 전성일(2002)은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재무제표의 유용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과소평가되고 연구개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될 경우가 많다. 그는 

주가 장부가치비율(Price book-value ratio)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과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코스닥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 무형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상장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발전에 있어 개발비용의 역할에 대해 김문현(2009)도 

관련 연구를 하였다. 코스닥시장에서 IT 기업 개발비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는 세 가지의 결론을 제시했다. 첫째, 일반기업에 비해 

IT 기업에서 회계기준상 ‘자산’의 성질을 갖춘 개발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둘째, 개발비의 증가는 주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사에서 자산으로 보고된 ‘비경상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발비가 많이 발생한 IT 기업의 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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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시장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비경상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박영광(2005)은 한국 증권시장에 있는 외국 

투자자는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투자자의 관심이 대기업과 수출형 기업에 편중하고 있는 구조로 인한 

주가의 편중현상에 대해 정부는 기업투자홍보, 재무의 투명성과 정보공시 

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투자자의 증가는 한국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합리적인 경쟁제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3)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 비교연구 

중국 창업판과 코스닥에 대한 기존연구 외, 학계에서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권시장에 대한 비교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의 시장을 비교 분석하여 신흥시장 

구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후발자가 선발자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시장이나 거래소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권시장 발전초기에 많이 진행되었다. Kalay A, 

Portniaguinab E(2001)는 미국 나스닥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거래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뉴욕증권거래소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Lin J C et al.(1998)는 나스닥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는데 연구결과로 

투자자가 나스닥에서 얻은 이익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신흥 증권시장의 경험과 교훈을 

시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발전과정, 시장정의, 제도구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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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를 과거보다 더욱 이성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시장의 관련법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시장의 법규에 대한 비교연구가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한중 자본시장의 법적 규정에 대해 Sun 

Yongxue(2009)는 한국 자본시장이 여태까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자본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관련법규에 관련하여 Wang Yuanlin, Liu 

Zidong(2011)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과 중국의 감독규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은 각 시기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감독체제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관련법규 중에서 특히 상장요건은 기업 상장 

가능여부의 결정요소이므로 시장의 엄격함을 반영할 수 있고 시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Huang Liangjie(2010)는 

중국, 한국, 그리고 마카오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업관리상황, 

경영상황,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 합법성과 투명성, 이 5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다른 국가 증권시장의 진입장벽과 퇴출제도가 

가진 특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비교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Huang Liangjie(2009)는 한국 코스닥시장과 중국 창업판시장의 

비교를 통해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시장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상장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장하려면 더 긴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동시 창업판시장에서 투자자의 강한 

투기 동기로 인한 주가 변동과 심각한 고평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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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는 문제점도 제시되었다.  

중국 창업판, 일본 자스닥, 한국 코스닥 시장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Lin 

Yanli(2015)는 발전과정, 관련법제, 운영결과, 그리고 성공요소를 

비교하면서 창업판시장에서 높은 주가수익비율, 퇴출규제 부재, 그리고 

낮은 과학기술주 비중 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여 한국과 일본에 비해 

창업판시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후 

박서희(2017)는 코스닥과 창업판시장의 기원 및 개념, 발전과정, 관련법규, 

그리고 운영결과를 반영한 지표인 시장지수를 분석하면서 코스닥에 비해 

창업판은 주시장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시장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더 컸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중국은 코스닥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둘 비교연구는 시장의 발전과정, 관련법제과 

운영결과에 대해 깊이 분석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필요성과 설립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구축된 의미와 목적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으로서 창업판과 

코스닥은 설립된 시점부터 양국의 첨단기술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시장 발전과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 운영결과를 반영하는 지표중의 하나인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해 주민악(2012)은 실증분석을 통해 두 시장간은 주가지수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의한 동조현상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창업판 지수수익률의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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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매매거래중단제도 8 , 기세 9 제도 등 제도를 

창업판시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양국 주식시장 전체의 변천과정만 다루었고 창업판과 코스닥시장에 초점을 

두어 역사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태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현황뿐만 아니라 운영결과와 

현행법규는 어떠한 발전과정을 걸쳐 형성했는지를 역사적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시장 보완의견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규,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시장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각 항목의 역사적 흐름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2> 기존연구 분석요소 비교 

구분 저자 
시장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규 운영결과 

중소벤처

기업 중심 

증권시장

에 관한 

연구 

Christie, Harris, 

Schultz(1994) 
    

Porter, 

Weaver(1998) 
    

Bekiros, 

Georgoutsos(2006) 
    

                                                             
8

 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9

 기세: 당일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일부 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호가 없이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만 있거나, 매도호가 없이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엔 기세는 종가로 인정되므로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적 효력을 가지며, KOSPI 산출 등 주가지수 산출 

시에도 기세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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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판시

장 관련 

연구 

Lu Fengjuan(2010)     

Wu Xiaoqiu(2011)     

Li Nan(2013), Liu 

Jianmin, 

Zhangyin(2015), 

Zhang 

Yanmin(2017) 

    

Wang 

Hongru(2015) 
    

Pu Baojing(2018)     

Liao Long(2017)     

코스닥시

장 관련 

연구 

Xin shi(2008)     

Luo Kelong, Jia 

Diancun(2009) 
    

Hu Guang, Li 

Jiaxin(2010) 
    

중소벤처

기업 중심 

증권시장 

비교연구 

Lin J C, Sanger G C, 

Geoffrey B G(1998) 
    

Kalay A, 

Portniaguinab 

E(2001) 

    

Wang Yuanlin, Liu 

Zidong(2011) 
    

Huang 

Liangjie(2009) 
    

Lin Yanli(2015)     

박서희(2017)     

심성훈(2011)     

주민악(2012)     

 

또한 기존연구 검토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과 

자본시장 규모가 유사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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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한중 증권시장의 상호 교차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참고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과 한국은 모두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점점 시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중국 창업판시장과 한국 코스닥시장이 

출범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연구보다 

포괄적으로 두 시장의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규, 운영결과, 이 4 가지 

측면을 비교 분석하여 각 요소의 현황과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비교론적 관점을 갖고 해당 연구주제에 접근하였다.  

우선 신문, 보고서, 증권거래소 공식자료 등을 통해 중국 창업판시장과 

한국 코스닥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과정에서 두 

시장의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규,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시장을 비교분석 하였다.  

두 시장 설립 시 당시 사회적 배경과 이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과 역사적 자료를 활용해 설립 당시의 자본시장 구조 및 당시 

중소벤처기업 산업상황을 요약하였다. 두 시장의 설립 배경과 어떠한 

발전과정을 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 한국과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한 보고서 등 여러 출처의 자료들을 수집해 두 시장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한 다음 이 둘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관련법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공개 돼 있는 상장요건과 

퇴출요건들을 정리하여 각자의 특징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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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문헌을 검토해 보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지표인 상장사 수, 시가총액, 시장지수 등락률, 그리고 주가수익비율을 

선택해서 신문과 공식자료에 의해 규모, 변동성, 그리고 투자가치의 

측면에서 운영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분석을 통해 두 

시장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비교론적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목적, 기존문헌 검토와 방법론에 대해 다룬 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본론은 중국 

창업판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였는데, 우선 중국 자본시장의 구조, 

중소기업 위상, 벤처산업의 발전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창업판시장 

설립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2009 년을 시작으로 2019 년까지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는데, 창업판시장 내 상장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여러 정책혜택의 

상황과 정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통해 시장 발전과정에서 정부는 

과연 시장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어서 

창업판시장의 상장 및 폐지요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법규들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이 시장의 엄격함의 척도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련법규들이 창업판시장에 9 년이란 운영기간 동안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시장의 상장사 수, 시가총액, 지수 변화 

추이, 그리고 주기수익비율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하였다. 

한국 코스닥시장에 대한 분석은 중국 창업판시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하였다. 논문 앞부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두 

시장이 설립된 시대적 배경, 즉 필요성을 비교하여 이들의 목적과 의미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두 시장에 대해 양국의 정부가 제공한 정책혜택과 

제도적 혁신의 강도를 비교해 보았다. 관련법규에 대한 분석은 상장요건, 

폐지요건 위주로 진행되어 제도적 측면에서 각 시장이 어떠한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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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녔고, 어떠한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주요지표에 의해 운영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규모, 지수 변동성, 

그리고 투자의 매력도 방면에서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차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두 시장은 변동성과 투자가치에서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관련법규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목적과 발전모델에 의해 설립된 이 두 시장의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규, 운영성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고, 주요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두 시장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향후 미래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훈과 모델 또한 제시 할 수 있는 의미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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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창업판시장에 대한 분석 

제1절 창업판시장의 필요성 

창업판시장의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시점을 되돌아보며 그 당시 중국 중소기업 

발전상황과 첨단기술 산업 위상을 살펴보고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사회적 

배경, 목적, 그리고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중국 중소기업 발전상황 

먼저 창업판시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이 정식적으로 출범된 

2009 년까지 중국 중소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경제는 1978 년 개혁개방 이후 30 여년간의 고속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8 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끄는 두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현재 중국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지식서비스 산업에는 빠른 발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2010년중국중소기업발전보고서』와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09년까지 

중국 중소기업은 4200 만 개를 넘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된 GDP 는 약 전국 GDP 의 58%를 차지했고 

고용인구도 80%를 넘었다. 중소기업의 제품 서비스와 조세 기여도는 각각 

전국 매출액 및 세수의 59%, 50.2%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WTO 에 가입한 이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8.8%에 

달했는데, 중소기업이 수출 주체로 나서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동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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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자기자본, 지인에게 빌린 자금, 벤처투자와 

기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금 등 내부적인 자금조달, 또 하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외부적인 방법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내부적인 융자로 성장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단순한 내부융자로는 기업 

성장의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외부융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 중소기업의 경영규모가 워낙 작아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직접 진출해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중국의 산업기금, 벤처투자자 등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외부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2009 년까지 은행대출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전체의 80.5%로 비중이 가장 큰 자금조달 

방식으로 나타났었고 채권은 15.7%를 차지했고 주식은 3.8%에 

불과했다(표 2-1 참조). 

<표 2-1> 2001-2009 년 중국의 외부자금조달 비중(%)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대출 75.9 80.2 85.1 82.9 78.1 82.0 78.9 82.4 80.5 

국채 15.7 14.4 10.0 10.8 9.5 6.7 3.6 1.7 6.3 

회사채 0.9 1.4 1.0 1.1 6.4 5.7 4.4 10.1 9.4 

주식 7.6 4.0 3.9 5.2 6.0 5.6 13.1 5.8 3.8 

자료: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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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1-2009 년 중국의 외부자금조달 비중(%) 

 
자료: 중국인민은행 

당시 중국의 대출시스템은 주로 중국 국유상업은행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금융기관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영규모가 작고, 불안정성이 크며, 시장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대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은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여신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훨씬 느렸고, 

따라서 생산량의 비중이 신용대출 규모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 

이었다(표 2-2 참조). 2009 년 6.3%에 불과한 대출자원 배분도 중소기업의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신용대출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을 반영했다. 

<표 2-2> 2003-2009 년 중국 중소기업 공업총생산 비율과 대출총액 비율(%)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공업 

총생산액 비율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대출총액 

비율 

2003 37.2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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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0.59 5.3 

2005 45.13 1.9 

2006 50.2 4.8 

2007 57.22 5.7 

2008 58.01 5 

2009 63.11 6.3 

자료: 路畅. 2013. 「浅析中小企业融资问题及对策」.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자금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국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자본조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증권시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2) 중국 첨단기술산업 발전상황 

창업판시장의 개설 및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시장 주체인 첨단기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판시장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시장 주체인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시점을 보면 중국 첨단기술 산업은 양적과 

질적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 중국 첨단기술산업 

통계연감』에 따르면 1999 년 이후 벤처기업 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2008 년에 25,817 개에 달하였다. 그림 2-2 에서 볼 수 있듯이 

1995 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벤처기업이 설립되었지만 당시 기업의 

생존율은 높지 않아 특히 1997 년부터 1998 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운영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9 년부터 첨단기술 

산업은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8 년까지 벤처기업 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 것은 주로 1997 년 이전엔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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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무모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고 1998 년부터 시장이 성숙해짐과 

규제들이 보완됨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이 전반적으로 점차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림 2-2> 1995-2008 년 중국 벤처기업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자료: 中国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2002-2009）. 中国统计出版社. 

 

<표 2-3> 중국 첨단기술산업 주요 지표(1995-2008) 

항목 
기업 수 

(개) 

연평균종업원수 

(명) 

총생산 

(억 위안) 

매출 수익 

(억 위안) 

이익 

(억 위안) 

1995 18,834 4,484,239 4,098 3,917 178 

1996 18,909 4,610,214 4,909 4,497 207 

1997 17,411 4,304,533 5,972 5,618 309 

1998 9,348 3,926,857 7,111 6,580 311 

1999 9,492 3,844,730 8,217 7,820 432 

2000 9,758 3,899,785 10,411 10,034 673 

2001 10,479 3,983,464 12,263 12,015 688 

2002 11,333 4,238,928 15,099 14,614 741 

2003 12,322 4,772,823 20,556 20,412 971 

2004 17,898 5,868,861 27,769 27,84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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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7,527 6,633,422 34,367 33,922 1,423 

2006 19,161 7,444,894 41,996 41,585 1,777 

2007 21,517 8,429,582 50,461 49,714 2,396 

2008 25,817 9,447,700 57,087 55,729 2,725 

자료: 中国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2002-2009）. 中国统计出版社. 

양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첨단기술 산업도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5 년부터 2008 년까지 벤처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든 

뒤에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보이지만 기업총생산, 매출수익,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해마다 상승해 왔으며 상승폭이 컸다.  

첨단기술 산업의 규모와 실적이 동시에 성장하였으며 산업 전체가 점차 

성숙해지고 국가경제발전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하에,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곳곳으로 퍼지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시점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과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지표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인원의 수와 GDP 대비인 

연구개발투자비율은 국가가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척도를 

반영하고 한 국가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한 국가의 연구 

개발 인력은 주로 이론의 탐구와 기술의 혁신을 진행하는데, 그들의 연구 

성과는 국가에 직접적인 시장 가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전반적인 

역량을 제고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개발 인력이 한 나라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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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 백만 명당 R&D 연구인원 수 변화 추이(1996-2009) 

단위: 명 

 
자료: 세계은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백만 명당 R&D 연구인원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에 비해 낮으나 2000 년대에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 년부터 창업판시장 출범 직전인 2008 년까지 8 년의 

시간을 거쳐 연구인원은 2 배 증가한 1185 명에 달하였다. (그림 2-3 참조)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인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정부가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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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변화 추이(1996-2009) 

단위: % 

 
자료: 세계은행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R&D Expenditure, %of GDP), 즉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첨단기술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첨단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라 

중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1996 년 

전체 GDP 중 0.56%에 불과했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2009 년까지 3 배 

수준인 1.66%로 상승하였다(그림 2-4 참조). 창업판시장 구축 방안이 

제출된 1999 년 이전부터 시장이 정식적으로 출범된 2009 년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였다는 것은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양적과 질적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중국 첨단기술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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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과거에 비해 더 높은 

지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많은 인력과 자금을 첨단기술 

산업에 투입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많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원활한 

자금조달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강도도 높아졌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첨단기술의 발전 수준은 곧 

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기술∙지식 집약적인 벤처기업들이 은행의 

대출심사나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다양한 명시적인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 하였고, 새로운 자본시장, 즉 

중소벤처기업 전용 자본시장의 구축을 통해 고성장∙혁신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기업과 고성장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 

‘창업판’시장을 선전증권거래소 산하에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제2절 창업판시장의 발전과정 

중국의 증권시장은 1891 년에 상하이에 외국상인이 설립한 

주식중개협회(Share Brokers Association)를 시작으로, 1920 년과 

1921 년에는 상하이에 상품거래소와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어 증권과 관련 

상품이 거래되었다. 그 후에 1978 년부터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다양한 자본 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81 년에는 

국채가 발행되었고, 1984 년에는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유가증권시장의 발달과 함께 1990 년과 1991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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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 10 가 설립됨으로써 증권시장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1990 년에 시작된 중국의 증권거래소는 중국 자본시장이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거래소 시장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상장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많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소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은행 

대출 또는 심지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간자금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시키고 민간주도의 경제성장과 기술개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 년 10 월 선전증권거래소에 창업판시장을 개설하였다. 

 ‘중국식 나스닥’으로 불리는 중국 창업판(ChiNext) 시장은 2009년 10월 

23 일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출범하여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최초 

상장심사를 통과한 28 개 기업은 10 월 30 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Multi-Layered Capital Market 

System)시대에 진입하였다. 

 

<표 2-4> 중국 창업판시장 발전과정 개요 

단계 시간 내용 

시도 단계 

(1998-2001) 

1998 년 

1 월 

중국정부에서 첨단기술 기업의 투자 메커니즘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시작 

1999 년 

1 월 
선전증권거래소가 창업판시장 연구방안 제출 

1999 년 

3 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해와 선전 주식시장에서 

창업판 설립의 타당성 검토 

2000 년 

4 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에 ‘제 2 주식시장’ 

설립 방안에 대한 심의 요청 

                                                             
10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과 채권, 증권투자기금 등이 상장되어 있으며,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과 국채, 증권투자기금, 그리고 주식워런트증권등이 상장되어 

있다. 중소기업판과 2009 년 개설된 창업판도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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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단계 

(2002-2006) 

2002 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사회적으로 창업판시장 설립 

제안 증가 

2003 년 

10 월 

중국공산당 제 16 회 중앙위원회 2 차 전체 회의에서 

결의 통과, 창업판시장 설립 추진 결정 

2004 년 

1 월 

국무원은 안정적 발전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창업판시장 출범 추진 

2004 년 

5 월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중소판(SME)’시장 공식 출범, 

8 개 주식 첫 상장으로 창업판시장 구축은 실질적인 

단계 진입 

구축 단계 

(2007-2009) 

2007 년 

8 월 

국무원은 창업판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 건설 방안을 승인 

2008 년 

3 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창업판시장 관련 방법 

제안서를 발표했으나 하반기 금융위기 폭발로 

시장건설 연기 

2008 년 

12 월 

국무원은 ‘금융이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창업판시장 출범을 지시 

2009 년 

3 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9 년 5 월 1 일부터 

선전시에 나스닥 스타일의 창업판시장 개장 계획 

발표 

2009 년 

7 월 

창업판 상장기업 발행심사기관 설립 및 IPO 준칙 

정식 발표 

2009 년 

10 월 
창업판시장 출범, 28 개 상장기업이 거래를 시작 

자료: 廖龙. 2017. 「中国创业板对经济增长贡献的实证研究」에 의해 정리됨  

창업판, 즉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의 도입은 이미 

1998 년에 시작되었으나, 2000 년 IT 버블 붕괴 등 사건과 더불어 중국 내 

벤처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오랜 기간 지체되었다. 2002 년부터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창업판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타났다. 2004 년 중국은 선전증권거래소에 “중소판(中小板)”시장을 

개설하여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요건 등 실질적 심사기준에 있어 주시장과 별 

차이를 두지 못하여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2008 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중국의 중소기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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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중국 국유은행들은 투자 리스크를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였다. 중국경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비약적 발전이 꼭 필요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두드러지는 배경 속에서, 중국정부는 결국 직접적인 자금조달 방식인 

창업판시장을 선택하였으며, 2009 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창업판시장의 도입은 중국 고성장∙고위험 중소벤처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층적 자본시장의 구조를 구축하고, 

높은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과 사모투자펀드 전문기구로 하여금 

다양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투자회수 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주었다. 

창업판시장 출범 이후 정부에서 이를 활성화하여 상장사 수를 확대시키고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많은 정책혜택들을 제공하였다. 2012 년 공산당 

제 18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제 18 기 중앙위원회 5 차 전체회의에서는 국가발전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기업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성과를 경제적인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해 정부의 일련한 

재정정책들이 탄생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자금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동반되었다.  

구체적인 정책혜택을 보면 우선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2 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2 년차부터 투자금액의 70% 

달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인정받은 

기술성장형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실시하여 일반기업 적용세율인 

25%가 아닌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업체들의 종업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 급여총액의 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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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은 부분이 과세소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고 초과한 부분은 

추후 연도에 이월공제가 허용된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중국 

정부는 창업판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와 상장사 대상으로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참여도를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업판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 외에 창업판시장에서 혁신성장형기업 발전에 적합한 제도적 혁신도 

이루어져 왔다. 2012 년 선전증권거래소가 <창업판시장의 투자자적합성 

관리사업 강화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여 투자자 적합성에 대한 8 가지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이어 2015 년 4월 선전증권거래소가 '투자자 

적합성 관리'를 규정하여 상장사들이 투자자 적합성 관리 제도의 맞는 

직책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는 <회원 관리 규칙>을 규정하였다. 

정부의 엄격한 집행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 제도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고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이념이 시장에서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상장사의 ‘질’을 일정 수준 보장시키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장퇴출제도에 대해서 창업판시장은 

2012 년에 상장폐지 제도를 한층 더 엄격하게 개선하여 시장리스크 제어 

메커니즘을 강화하였다. 주시장의 상장폐지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창업판시장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개혁 중 첫째, '거래량' '거래가격' 등 

지표 및 공개견책을 통한 상장폐지 등 상장폐지 요건을 다양화한 것이다. 

둘째, 상장폐지 위험 경고체제 개선, 상장폐지 기간 단축으로 '급속한 퇴출' 

이념을 정착하고자 하였다. 셋째, 더 엄격한 상장사의 거래재개 기준의 

설립이다. 정부가 창업판시장 퇴출제도에서의 끊임없는 보완과 혁신을 직접 

이끌어왔으며, 이것은 주시장의 퇴출제도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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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여러  정책혜택 및 제도개선 등의 시작을 기점으로 

2013 년부터 창업판시장은 설립 초기에 비해 더욱 이성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규모 측면에서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지수 또한 중국 

국내 시장 전체에서 다른 시장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해 왔다.  

 

제3절 창업판시장의 관련법규 

창업판시장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하기 위해 설립 이후 어떠한 법규에 

의해 창업판시장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시장의 

상장요건, 폐지요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창업판시장의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1) 창업판시장 상장요건  

<표 2-5> 선전증권거래소 상장요건 

 창업판시장 주시장과 중소판시장 

지분분산 

- 공개발행주식지분비율 

(공모) 25%이상 

- 주식자본 총액이 4 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 

10%이상 

- 공개발행주식지분비율 (공모) 

25%이상 

- 주식자본 총액이 4 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 10%이상 

경영성과 

- 최근 2 년 누적순이익 

1000 만 위안, 혹은 최근 

1 년간 흑자이며 영업소득 

5000 만위안 이상 

- 최근 3 년 연속 흑자, 동기간 

누적순이익 3000 만 위안 이상 

- 최근 3 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액이 5000 만 위안, 

또는 누적 영업소득 3 억 위안 

이상 

기업금융

과 자본금 

- 상장 전 자기자본 2000만 

위안 

- 발행 후 주식자본 총액 

3000 만 위안 이상 

- 발행 전 주식자본 총액 3000 만 

위안 이상 

- 발행 전 순자산 중 무형자산 

비중 20% 미만 

업종 
한 경영업종에 집중 및 최근 

2 년내 변동이 없음 

최근 3 년간 주요 경영업종의 

중대한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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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최근 2 년간 CEO, 고위 

관리자의 중대 인사변동 

없음 

최근 3 년간 CEO, 고위 관리자의 

중대한 인사변동 없음 

상장추천

인제도 

상장 후 3 년간 감독책임 

이행 
상장 후 2 년간 감독책임 이행 

회사연혁 지속 경영기간 3 년 이상 지속 경영기간 3 년 이상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가 정리 

창업판시장은 선전증권거래소 산하의 보완시장으로써 주로 기술혁신 

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이 지원하는 업종은 ‘2 고 5 신(2 高 5 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즉 고기술, 고성장, 신경제, 신서비스, 신에너지, 

신재료, 신비즈니스 모델로 이것을 바탕으로 둔 기업들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업판시장의 상장요건은 기존의 주시장과 중소판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창업판시장의 상장요건을 설명하고 이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18 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새로 수정된 <주식공개발행 

및 창업판시장 상장관리방법>, <주식공개발행 및 주시장 상장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주시장의 상장요건들과 비교분석 하였다. 

창업판시장의 특수성은 주시장, 중소판시장과의 상장요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표 2-5 참조). 우선 발행요건으로는 주시장과 같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 3 년이상이 된 주식회사여야 한다. 둘째, 경영성과 측면에서 최근 

2 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동 기간 누적순이익이 1,000 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1 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영업소득이 5,000 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주시장 상장요건에 비해 흑자를 요구하는 기간이 더 짧고 

영업소득과 누적순이익에 대한 요구의 장벽이 낮은 편이다. 셋째, 

기업규모와 자본금에 대해서 창업판시장은 상장 전 자기자본이 2,000 만 

위안 이상, 발행 후 시가총액은 3,000 만 위안 이상 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주시장은 발행 전 주식자본 총액을 3,000 만 위안 이상으로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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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무형자산의 비중도 제한되어 있다. 넷째, 상장 기업 업종에 대해서 

창업판시장은 상장사가 단일 업종에 집중해야 하며, 그 생산경영활동이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정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전략 

발전방향과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최근 2 년간 

이사(董事)와 주요임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주요 임원이 최근 

3 년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최근 1 년간 

중권거래소의 공개적인 질책을 받은 사항이 없으며, 사법기관에 의해 그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이 없을 것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영성과, 기업규모, 그리고 경영관리 등 측면에서 창업판시장 

상장조건은 주시장과 중소판시장에 비해 많이 장벽이 낮은 반면 상장기업 

업종, 상장추천인의 감독책임 이행에 있어 상장기업들에 대한 요구는 

창업판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업판시장 퇴출요건 

창업판시장에는 개설 초기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회사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실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장폐지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하는 

상장사들이 여럿이나, 2012 년 3 월까지는 단 한 개의 기업도 퇴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폐지규정이 그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투자자보호와 창업판시장의 

전반적인 신뢰 향상을 위하여 상장폐지제도를 엄격히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구기보, 2013).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2012 년 5 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상장폐지 규정을 한층 더 엄격하게 보완하였다. 

상장폐지요건에 대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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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창업판시장 상장폐지요건 

구분 상장폐지 잠정결정 요건 상장페지요건 

재무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상장 잠시 

중지) 

- 최근 3 년간 연속 적자 

기록 

-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최근 

3 년간 연속 적자 기록 

- 최근 1 년간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기록 

-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최근 

1 년간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기록 

좌측에 있는 5 가지 요건 

중의 하나로 상장폐지 

잠정결정 받은 후(하나만 

해당하면 즉시 폐지됨): 

- 잠정결정 후 첫 

연도보고서를 

법정기간 내 미공시 

- 잠정결정 후 1 년간 

적자 기록 

- 잠정결정 후 1 년간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기록 

- 잠정결정 후 첫 연도 

감사보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결과를 받은 

경우 

- 잠정결정 후 첫 

연도보고서 공시 후 

5 거래일내 상장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사의견 

- 최근 2 년간 

감사보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결과를 받은 경우 

- 재무재표의 중대한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한 

시정의견을 4 개월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잠정결정 후 2 개월내 

시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잠정결정 후 2 개월내 

수정된 재무제표를 

공시 후 5 거래일내 

상장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시 

- 법정기간 경과한 후 

2 개월내 정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미공시 

- 잠정결정 후 1 개월내 

여전히 보고서 미공시 

- 잠정결정 후 1 개월내 

보고서 공시 후 

5 거래일내 상장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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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분산/주주인원수 

- 연속된 20 거래일에 

주식분산이나 

주주인원수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결방안을 

공개한 후 6 개월내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잠정결정 후 6 개월내 

상장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 

시가총액 

- 시가총액의 변동으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잠정결정 후 거래소가 

정한 기한 내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 

- 사기 발행 행위 - 잠정결정 후 6 개월내 

상장요건을 충족 

못하거나 법정기간 내 

상장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대 정보공시 위반 

행위 

- 중대 불법 행위 

즉시 

상장폐지 

상장기업의 

존속여부 
/ 

- 회사의 해산 

- 법원의 회사파산선고 

주식 거래 

관련 
/ 

- 연속된 120 거래일 

이내 누적거래량이 

100 만주 이하 

- 연속된 20 거래일 

동안 종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기타 / 

- 36 개월내 

거래소로부터 3 번의 

공개견책을 받은 경우 

자료: 深圳证券交易所. 深圳证券交易所创业板股票上市规则（2018 年 11 月修订）

(http://www.szse.cn/lawrules/rule/listed/gemboard/)에 근거하여 저자가 정리 

창업판시장에서는 다양한 상장폐지 기준을 신설하여 상장회사를 평가하는 

등의 조치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선전증권거래소 창업판시장 

상장규칙>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잠정결정 요건을 설정하여 

자격이 부합하지 않은 회사에게 상장을 잠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있고 즉시 상장 

폐지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요건도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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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잠정결정 요건으로 재무요건, 감사의견, 정보공시, 지분분산, 

시가총액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 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최근 1 년간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 

최근 2 년간 감사보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결과를 받은 경우, 

재무제표 작성 중 일부분 실수로 기록했다거나 허위기재에 대한 시정의견을 

4 개월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정해진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 2 개월내 

정기보고서를 미 공시한 경우, 또한 연속적으로 20 일동안 주식분산이나 

주주인원수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개는 

하였으나 6 개월내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리소 시가총액의 변동으로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상장폐지 잠정결정 

조치를 받고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정식 퇴출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규정 외에 한 상장사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규정도 

있다. 회사가 해산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회사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20 거래일동안 누적거래량이 100 만주 이하인 경우, 20 거래일동안 종가가 

액면가보다 낮게 나온 경우, 그리고 36 개월내 거래소로부터 3 번의 

공개견책을 받은 경우엔 별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상장 

폐지되어 창업판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제4절 창업판시장의 운영결과 

창업판시장이 여태 운영해오면서 이룬 여러 성과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과 양적인 측면에서 해당 시장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금 규모는 주로 주식시장에 속한 상장사의 규모와 회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해 왔으나 국가간 자본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국 상장사들의 평균 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시장 규모를 잘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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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가총액을 활용해 창업판시장과 한국의 코스닥 시장을 비교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 외 시장규모와 시장규제의 엄격함을 반영할 수 있는 두 

시장의 상장사 수를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질적 측면에서 

창업판시장은 9 년의 시간을 거쳐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창업판시장 지수의 변화 추세도 다뤄보고자 한다. 

2009 년 10 월 23 일 중국 창업판시장은 정식으로 출범 하였으며, 

상장심사를 통과한 터루이더(特銳德), 선저우타이웨(神州泰嶽), 

러푸의료(樂普醫療) 등 28 개 기업이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동년 

12 월에 진룽지댄(金龍機電), 퉁화순(同花順) 등 8 개 기업이 추가로 

상장하였다.  

2009 년에 출범한 중국 창업판시장은 2018 년까지 9 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09 년 말 상장기업 수는 36 개사에서 2012 년에는 

10 배 규모인 355 개사로 급증하였으며 2018 년 말엔 20 배 규모인 

739 개사로 증가하였다. 시가총액은 2013 년부터 빠른 성장을 시작하였고 

1 년동안 6000 억 위안이 증가해 전년에 비해 73% 증가했다. 2018 년에는 

2009 년의 25 배 수준인 4 조 459 억 위안에 달하였다. 그 외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 11 은 2009 년의 105.4 배에서 

하락하였다가 2015 년 시장 전체적인 호황에 힘입어 다시 109 배로 

상승하였다. 그 후에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8 년에는 약 3 분의 1 

수준인 32.1 배로 하락하였다. 즉 창업판시장은 초기에 많이 과열된 징후를 

보여왔으나 현재는 상장사들의 주가가 고평가된 상황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s Ratio, PER. 주가를 1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주가수익률이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높으면 고평가된 

종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치투자에서는 주가수익률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방법이 자주 언급된다. (주가수익률이 낮은 종목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여지가 있으므로 

투자가치가 상대적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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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3 월말까지 창업판 상장기업은 749 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도 5 조 4807 억 위안에 달하였다.  

<표 2-7> 창업판시장 주요 지표 변화(2009-2018) 

연도 상장기업 수(개) 시가총액(억 위안) 주가수익비율(배) 

2009 36 1610.1 105.4 

2010 153 7365.2 78.5 

2011 281 7433.8 37.6 

2012 355 8731.2 32.0 

2013 355 15092.0 55.2 

2014 406 21,850.9 64.5 

2015 492 55,916.2 109.0 

2016 570 52,254.5 73.2 

2017 710 51,288.8 49.2 

2018 739 40,459.6 32.1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그림 2-5> 창업판지수 변화 추이(2010-2019)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창업판시장의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빠른 성장이 이루었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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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속도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많이 엇갈리는 편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창업판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실적과 지수 또한 살펴보고 과연 

창업판시장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판시장 설립 초기에는 상장 기업수가 28 개에 불과해 창업판시장을 

위한 지수가 설립되지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상장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창업판시장의 운영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0 년 6 월 1 일부터 창업판 지수를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창업판지수의 설립은 2010 년 5 월 30 일을 기준으로 하여 1,000 포인트를 

기점으로 편성되었다. 창업판지수를 살펴보기 위해 시장이 운영되었던 9 년 

동안의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눠서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2010 년 

6 월부터 2012 년말까지로 하고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저 585 까지 떨어졌다.  

2010 년 창업판지수는 소폭의 변동을 겪은 후 줄곧 상승하여 2010 년 

12 월 31 일에 1137.66 으로, 연중 최고는 1239.60 을 기록했다. 연말 

주가수익비율은 78.5 배로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투자자들이 

창업판 시장에 대한 적극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했고 시장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 년에 들어 창업판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1 년 

12 월 30 일 창업판지수는 729.5 포인트로, 연중 최고는 1,519.41 을 

기록했다. 2010 년 말에 비해 지수는 400 포인트정도 하락했으며 

주가수익비율도 전년의 절반 수준인 37.6 배로 끝났다. 이러한 장세가 

나타난 원인은 시장이 과열 시기를 지나 점차 조정기간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은 보다 이성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의 성장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 실망하였고, 이것은 초기 창업판시장에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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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들의 제거로 이어졌다. 

그 후 2012년의 시장상황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이성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지수는 개설 초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의 중점이 아직 신흥 업종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당시의 자금은 주로 주시장에서 부동산, 기계, 건설 

공사 등과 관련된 종목에 집중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12 년말부터이다. 2012 년 말에 최저점 585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바로 한 차례의 호황 장세가 나타났으며, 2013 년에 들어 

지수가 줄곧 상승하였으며 중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유지해 

왔다. 이 시기의 호황이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이념이 크게 바뀌었는데 혁신 업종을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성장 모형의 전환을 유도해왔다는 것이다. 동시 창업판에서 

비교적 우수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중 특히 화이브라더스, 

광선미디어 등 신문화미디어기업이 창업판에서 상장했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 성장에 따라 창업판시장도 힘입어 큰 호황을 누렸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둔화됐을 때 지수가 2014 년 내내 

1,300-1,500 사이에서 흔들렸으며 주가수익비율도 60-70 사이를 유지했다. 

2014 년말에 들어 주시장에 먼저 상승 장세가 나타났고 2015 년 초부터 

창업판시장에도 보기 드문 상승장세가 시작했다. 정부가 혁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업판시장에서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창업판지수를 2015 년 1 월 5 일에 기록한 

1,465 에서 2015 년 6 월 3 일의 역대 최고점 3,982 로 끌어올렸고 

주가수익비율도 150 배까지 올라갔다. 

최고점을 찍은 다음 창업판지수는 다시 조정을 겪으면서 2,000 포인트로 

떨어졌다가 2016 년 6 월부터는 1,500-2,000 포인트 사이를 유지해 왔다.  

Wind 에 따르면 2009 년에 비해 2015 년 창업판 상장사들의 총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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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2 억 위안에서 5,705.42 억 위안으로, 순이익은 175.67 억 위안에서 

636.96 억 위안으로 각각 29.11%, 24.83%를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창업판시장의 지수와 수익면의 성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수는 설립된 이래 주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더 높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혁신산업의 진입, 정부정책 

경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창업판지수 변동이 크게 일어난 과정에서 

투자자와 기업도 손실을 많이 입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 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시장 투자가치도 보유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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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 코스닥시장에 대한 분석 

제1절 코스닥시장의 필요성 

코스닥시장과 창업판시장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두 시장은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 분석 부분에서 먼저 코스닥을 사회 배경적 측면으로 살펴보며 

그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한국 중소기업 발전상황 

한국은 대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은 한때 지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수요패턴의 다양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확립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점차 주목 받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에 한국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고용인 수는 130만명 수준에 달하였다. OECD는 

보고서「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에서 2013년까지 

한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고 2015년에 근로자 249명 

이하 중소기업이 고용한 인력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종업원 수, 

총자산,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신규 고용의 

85%를 책임지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기를 지탱하고 신기술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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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과 이들의 자금조달 상황을 코스닥시장이 출범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청 <9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말에 한국 중소기업은 약 239.2만 개로 전체기업 중 99%를 

차지했고 종사자 수도 전체의 71.3%로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3년의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차지한 비중은 47.8%,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50.3%를 점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와 종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대기업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노동력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대기업들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고용 창출, 신기술 운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중소기업에게서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실을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에선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을 새롭게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었다(최범서·이기환, 1996).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관련하여, <1998년도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애로실태분석>에 의해 1998년 중소기업은 

부실금융기관의 잇단 퇴출과 부도급증에 따른 금융경색의 지속과 

내수부진에 의한 매출감소 등으로 과반수 이상이 전년도에 비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1993-2002년 한국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처별 구성(%)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금융 사채 기타 

1993 75.8 9.8 2.2 6.0 6.1 

1994 73.8 10.0 1.8 8.0 6.4 

1995 81.7 5.6 1.6 5.3 5.8 

1996 80.8 7.7 0.6 8.2 3.5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금융 사채 해외차입 기타 

1997 80.3 7.7 1.7 6.8 0.3 3.2 

1998 78.5 4.9 0.4 4.7 0.8 10.7 

1999 75.0 4.3 1.2 2.5 0.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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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해외차입 정책자금 

2000 66.2 2.6 2.2 0.6 2.5 1.5 24.4 

2001 69.0 2.0 1.4 1.0 1.1 0.5 25.0 

2002 70.7 3.1 0.3 0.2 1.9 0.4 23.4 

자료: 정형권. 2006. 「금융위기 이후 기업금융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코스닥시장이 출범된 1990년대를 보면 한국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주로 은행대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대기업들의 경우 내부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 등 외부자금 조달원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이고 있었으나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에 치중하는 보수적인 업무 행태로 

인해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중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이 정식적으로 출범된 1996년에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비은행 금융기관(7.7%), 사채(8.2%), 기타(3.5%)를 

이용하는 것 외 은행자금은 8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0.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에 비해 은행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였으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더욱 감소하였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과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당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 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대출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경기변화나 은행수익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기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로 인해 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은 오늘날에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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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어느 정도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초기 성장단계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은 은행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했다. 

 

2) 한국 첨단기술산업 발전상황 

첨단기술 산업 위상이 점차 상승하는 배경하에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해당 시장 발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3-1> 1988-1996년 한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 비중(%) 

자료: 세계은행 

1988 년 한국 첨단기술의 수출 비중은 15.9%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과 비슷하게 기록했으며, 코스닥 설립 직전인 1995 년은 1994 에 

비해 3.3%가 상승해 26%에 달하였다. 첨단기술 수출 비중이 상승한 것은 

한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성장을 시작한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들을 위한 증권시장 설립도 점차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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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산업이 빠른 성장을 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그림 3-2> 한국 백만 명당 R&D 연구인원 수 변화 추이(1996-2009) 

단위: 명 

 
자료: 세계은행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이 설립된 1996 년에는 백만 명당 

R&D 연구인원은 2,173 명이었는데,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과 

비슷했다. 이러한 연구인력 수준은 한국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의 

양성을 중시하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연구인력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에 달했단 것은 그만큼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당시 벤처기업들이 이후 꾸준히 발전하는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자금조달 문제와 같은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출범은 매우 

필요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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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변화 추이(1996-2009)  

단위: % 

 
자료: 세계은행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R&D Expenditure, %of GDP)로 한국 

첨단기술 산업상황을 살펴보면 1996년 한국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시 OECD회원국 수준인 2.12%와 고소득국가 수준인 

2.14%를 초과한 2.26%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투자는 정부가 

첨단기술 발전과정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첨단기술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전문연구인력이 늘어날수록 

벤처기업의 중요성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상당한 자금을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한 것은 한국 국민경제에서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당시의 첨단기술 

산업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자금조달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코스닥시장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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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코스닥사장의 발전과정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과 벤처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필수적이다. 코스닥시장 출범 이전 당시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원활한 자본 공급을 

위해 새로운 자본시장의 필요성이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대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코스닥시장의 설립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3년 한국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 기능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중견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1986년 12월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증권거래소와는 

별도로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로 하였고, 그 준비의 

결과로 1987년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되었다. 

1987 년 주식장외시장에 총 21 개사가 등록하였으나, 이들은 매매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매매라는 후진적 거래방식에 의존하여 거래실적이 

미미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1996 년 3 월 주식장외시장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5 월 거래방식을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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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개 전문회사로 코스닥증권을 먼저 설립한 뒤 1996 년 7 월에 

코스닥시장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증권거래법」에 반영되었다.  

거래소 상장요건에 미달하여 장외에서 거래되던 종목들 중심으로 

343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출범 당시 등록되었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숨통을 트여주었다. 장외거래는 고객과 증권회사 

간, 증권회사 상호간 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유동성이 올라가고 이들의 

적정한 주가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거래소의 

운영방식과는 달리 주로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의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설립함으로써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투자 

플랫폼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코스닥시장은 1996 년에 출범하였으나 초기에는 제도 미비, 우량 

등록기업 부족 등 원인으로 투자자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 

융자액과 상장사 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1997 년 외환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시장에 속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육성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코스닥을 거래소 진입을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라기보다는, 거래소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제 2 의 거래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IT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코스닥시장을 

육성시키기로 하고, 1999 년 4 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매입 

등에 관한 상장기업과의 차별을 폐지하고, 1999 년 5 월초 공모제도 완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시장에 유입된 자본금이 크게 늘어났다.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간의 차별이 폐지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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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으며,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과 신종 사채발행의 허용, 주식배당 

특례가 인정되는 등 코스닥시장에 대한 수많은 특혜조치가 시행되었다. 그 

후 코스닥지수, 그 중에서도 벤처지수가 종합주가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급등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1999 년 들어 정부 정책혜택의 작용과 더불어 저금리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은 새로운 고수익 투자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IT 벤처 붐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여 지수와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2000 년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2000 년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이 형성됨과 동시에 코스닥에 

상장한 대형우량주들이 속속히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나, 

한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빠른 성장을 

시작했다.  

그 후 2004 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으로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합병되었다. 2005 년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에 

대해 협회등록법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2005 년 1 월 26 일부터 정식 

명칭이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기복을 겪어온 코스닥은 출범 초기와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2010 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 전체 

주식시장은 소위 박스권 12 에 머물러 있었으며 2017 년 주시장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때에도 코스닥시장 지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코스닥시장의 부진한 지수와 수익률을 

                                                             
12

 박스권(box pattern): 주가가 일정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가격 안에서만 요동치며 

박스형태의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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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기 위해 문제점 진단과 여러 방안마련이 논의되어 왔다. 2018 년에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투자자, 상장사에 대한 정책혜택과 상장요건 완화를 

통해 기관투자자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시장에 불러들일 유인을 

제고하였다.  

<표 3-2> 코스닥시장 정책혜택 개요 

대상 정책혜택 

개인투자자 

-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 부여  

- 벤처기업투자신탁13(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조정기간 설정, 공모주 우선배정, 세제혜택 

제공)  

기관투자자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 

면제 

-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총 3000 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조성 및 운영 

상장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40%를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지원 

-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14 허용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의해 정리됨  

2018 년 1 월에 새로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보면 한국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정책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스닥에 대한 정책혜택은 주로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주요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등 자금적 지원과 

                                                             
13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코스닥 벤처펀드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의 비우량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개정 전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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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이 있었다.  자금지원, 세제혜택을 위주로 기관투자자와 상장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장요건에 대한 완화도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방안 발표에 따라 한동안 침체했던 

코스닥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2018 년 1 월 12 일 코스닥 150 선물 

가격과 코스닥 150 지수가 급격히 오른 상태가 1 분간 지속되어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 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하였으며, 2 월 

8 일 또 한 차례 시장이 급등하여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정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승 장세는 2018 년 하반기에 들어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시장이 근본적으로 개선됨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한시적인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과거 발전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3절 코스닥시장의 관련법규 

우선 코스닥시장의 엄격함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의 특징, 중점,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분석해 

보았다. 

 

1)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2017 년 한국 정부가 “2018 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들이 개선되었다. 즉 정부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상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입규제를 낮춘 것이다. 

과거에 코스닥 상장요건은 나스닥 등 글로벌 상장시장에 비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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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계속사입이익이 있을 것”이란 전체 

요건으로,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우수기술기업 등 혁신성장형기업의 경우 이익발생, 시가총액, 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자본잠식 15 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스타트업, 초기 R&D 및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 등이 상장하려면 장기간 

소요된다. 초기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은 스톡옵션16 ,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자본금 변동이 크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R&D 비용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잠식이 불가피했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영국 AIM 등 혁신기업 관련 글로벌 상장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스타트업 및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2018년 초 「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 을 통해 

조성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시장 진입에 불리한 규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진입 요건들이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폐지되었다. 또한 스타트업과 같이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한테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시장과 

                                                             
15

 자본잠식: Impaired capital/impairment of capital/資本蠶食. 순자산(자본)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 
16

 스톡 옵션: Stock option.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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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하였다.  

또한 2017년에 도입한 이익 미실현 기업들의 특례상장 요건(테슬라 

요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졌다. 코스닥의 기존 요건 중에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이 있는데, 이는 상장을 

신청한 기업의 성장성이 인정되면 당분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코스닥 상장요건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매출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춘다면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경우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경우가 테슬라 사장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8년까지 이 요건이 적용 된 기업은 단 1개 밖에 없었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17 의무 부담으로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람에 정부가 풋백옵션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풋백옵션은 투자자에게 공모가의 90%까지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상장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봤을 때, 상장사가 상장 주관 

책임을 일부를 물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익 미실현 기업에게 상장할 

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이 상장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줄이고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비중을 낮추었으며, 일부의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은 면제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개선 방안은 코스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었다.  

현재 코스닥의 상장요건은 기업 유형에 따라 벤처기업을 포함해 

일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표 3-3 참조). 

                                                             
17

 풋백옵션: 예정된 시일에 주가가 일정액 이하로 하회하면 예정가와 실질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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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구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이익실현기업 
이익미실현 

기업 

기술평가특

례 
성장성추천 

주식분산 

(택일) 

- 소액주주 500 명&25%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이상) 

- 자기자본 500 억 이상, 소액주주 500 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 명 

성과요건 

(택일) 

- 법인세차감전계

속사업이익 

20 억원(벤처: 

10 억원) & 시총 

90 억원 

- 법인세차감전계

속사업이익 

20 억원(벤처: 

10 억원) & 

자기자본 

30 억원(벤처: 

15 억원) 

- 법인세차감전계

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 억원 & 

매출액 

100 억원(벤처: 

50 억원) 

- 법인세차감전계

속사업이익 

50 억원 

- 시가총액 

500 억 & 

2 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매출 

30 억원) 

- 시기총액 

300 억 & 

매출액 

100 억원 

(벤처 50 억

원) 

- 시가총액 

500 억원 & 

PBR 200% 

- 시가총액 

1,000 억원 

- 자기자본 

250 억원 

- 자기자본 10 억원 

- 시가총액 90 억원 

전문평가기

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 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

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자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지분분산, 감사의견, 경영투명성과 기타요건의 측면에서 모든 기업에게 

같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지분분산은 3 가지 요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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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에 감사의견은 적정하여야 하며 

지배구조에 대해 사외이사, 상근감사가 충족돼야 한다. 주식양도 또한 

제한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성과에 대해 일반기업은 다음과 같이 요구를 받고 있다. 우선 

이익실현기업에 대해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 폐지가 되고 뒤에 따르는 4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게 되었다. 이 4 가지 요건 중 첫 번째는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세전이익)과 시가총액을 일정 액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세전이익과 자기자본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세전이익이 있을 

것만 요구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일정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세전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익미실현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요구(테슬라 요건)를 살펴보면, 상장 

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5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일정의 시가총액과, 매출증가율과 매출액을 모두 

충족하거나, 두 번째는 일정의 시가총액과 매출액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일정의 시가총액과 주가순자산비율(PBR) 18 을 요구하고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일정의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하나의 

항목만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 등급 이상인 기업과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은 자기자본 10 억원이나 시가총액 90 억원을 

                                                             
18

 주가순자산비율: PBR(price-to-book ratio, P/B ratio). 주가를 BPS(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 주가가 1 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 과 같이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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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2)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표 3-4>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요건 

구분 관리종목 지정요건 즉시 상장페지요건 

재무요건 

- 최근연도 매출액 30 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 후 

5 년간 미적용) 

- 2 년 연속 매출액 30 억원 미만 

- 최근 3 년간 2 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자기자본의 

50%이상이거나 

10 억원이상인 경우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3 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후 5 년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이상 또는 10 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재발생 

- 최근 4 사업연도 영업손실 

기록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다시 한번 영업손실 

기록 

- (A)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 억원미만 

- (C)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 일내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의 경우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 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 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사유가 계속기업불확실성인 

경우에는 사유해소 확인이 

될경우 반기말까지 상폐가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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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 년간 3 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 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지분분산

/주주인

원수 

- 소액주주 200 인미만/소액주

주지분 20%미만 

(300 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 

100 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2 년 연속 

소액주주 200 인미만/소액주주

지분 20%미만 

시가총액 

- 보통주 시가총액 

40 억원미만인 상태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 일간 

"연속 10 일 & 누적 30 일간 

40 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주식거래 

관련 

- 분기(3 개월)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 만주, 

300 인이상의 

소액주주가 20%이상의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한 상태) 2 분기 

연속 지속 

상장기업 

존속여부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 개시신청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사외이사 

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 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기타(즉

시퇴출요

건)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19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자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에 의해 정리됨  

                                                             
19

 우회상장: Back-door listing.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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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스닥 상장사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연도 30 억원 미만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상태가 2 년 연속 지속 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기술성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 같은 경우 상장 후 

5년동안 매출액미달로 인한 상장폐지가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최근 3 년간 2 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이상이나 10 억원이상을 상회한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같은 상황이 재발생 할 경우 폐지 절차를 밟게 되나, 

상장후 3 년미만의 기술성장기업과 5 년미만의 이익미실현기업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4 년(사업연도)동안의 영업손실 기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사업연도에 다시 한번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회사는 즉시 폐지가 된다. 또, 사업 연도 말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 억원 미만인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 10 일내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최근 연말 

완전자본잠식, 2 년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감사 의견거절 후 자본잠식률 

50%이상, 2 년연속 자기자본 10 억원 미만 등의 경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되어 즉시 퇴출하게 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 상장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일 경우 

바로 상장폐지가 된다. 또한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40 억원미만인 상태가 

30 일간 지속되면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이후 90일간에 “연속10 일, 

누적 30 일간 시가총액이 40 억원 이상”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시장은 기업의 일정량의 주식거래량도 요구하고 

있다.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현상이 2 분기에 연속 지속 될 경우 해당 

기업은 폐지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소액주주가 200 인 미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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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지분이 20%미만인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상태가 

2 년연속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관리종목 요건 외에 기업 파산, 사외이사 요건 미충족,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등과 같은 다른 즉시퇴출 요건들도 있다.   

 

제4절  코스닥시장의 운영결과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부터 미국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해 출범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고위험과 고수익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시장 융자규모와 상장사 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1997년 외환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함에 

따라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또, 2000년에 폭발한 전 세계적인 IT 

버블로 인해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한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코스닥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 지식집약적, 첨단 

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벤처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장 기준과 요구를 완화했고, 특히 

혁신회사와 전기 통신회사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된 것은 물론 

일정 부분의 세제 혜택도 제공했다. 이러한 일련의 혜택은 한국 코스닥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코스닥 

시장의 규모가 한국 증권거래소의 3분의 1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코스닥시장은 1999년부터 과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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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만 지수가 3배 이상 급상승하였다. 1999년에 코스닥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거래액이 1년간 200배나 늘어났고, 벤처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벤처 열풍도 불었다. 1999년 말과 2000년 초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였고, 신규기업의 등록이 

쇄도함에 따라 나타난 주식의 과잉공급이 결국엔 주가를 하락시켜 2000년 

5월에 주가가 연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유가증권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초기 시절보다 

상장요건이 강화되었다.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기업이 부진한다거나, 상장기업으로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이 그대로 폐지된다. 

21 세기 들어서면서 전세계는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코스닥시장은 장기적인 조정시기에 접어들었지만, 

2005 년 이후 한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코스닥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여왔으며 매년 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7 년부터 상장기업 수가 처음으로 1000 개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2000 년대에 들어 많이 조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 년 3 월까지 코스닥시장의 상장사 

수는 1312 개에 달하였으며 시장 시가총액은 253 조 원을 넘어섰다(표 3-5 

참조).  

<표 3-5> 코스닥시장 주요지표 변화(1997-2018) 

연도 상장기업 수(개) 상장주식 수(억주) 시가총액(백만원) 

1997 359 7.19 7,031,609 

1998 331 11.67 7,892,244 

1999 453 40.90 98,704,382 

2000 604 70.49 29,0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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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4> 코스닥지수 변화 추이(1996-2019) 

 
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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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2001 721 84.14 51,818,055 

2002 843 105.18 37,403,132 

2003 879 121.30 37,374,778 

2004 890 121.76 31,149,048 

2005 918 140.51 70,897,735 

2006 963 166.02 72,137,432 

2007 1,023 195.55 99,979,792 

2008 1,038 223.74 46,186,211 

2009 1,028 236.95 86,103,346 

2010 1,029 233.71 97,972,256 

2011 1,031 214.40 105,993,581 

2012 1,005 210.12 109,121,943 

2013 1,009 213.35 119,292,529 

2014 1,061 227.87 143,087,772 

2015 1,152 249.13 201,631,307 

2016 1,209 288.91 201,523,388 

2017 1,267 337.58 282,740,051 

2018 1,323 363.98 228,23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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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이 설립된 이후 코스닥 지수20 추이를 살펴보면, 1996 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코스닥시장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선 

1997 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지수가 충격을 받은 후, 점차 다시 

회복하여 2000 년 2 월에 2663.7 의 고점을 기록했으나 2002 년의 인터넷 

버블로 인해 지수가 다시 하락세에 들어섰다. 2002 년 3 월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03 년 3 월에는 

377.7 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경기 악화로 지수가 뒷받침되지 

않아 2004 년 7 월 331.21 로 새로운 저점을 찍은 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2008 년 11 월에는 지수가 무려 307.48 까지 떨어졌다. 그 후 지수는 다시 

500 까지 상승한 뒤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시장 

발전 초기인 2000 년대에 코스닥시장 지수는 2,600 이 넘는 최고점에서 

300 정도의 최저점에 이르는 격렬한 파동을 겪었다. 코스닥시장은 십여 년 

동안의 큰 파동을 거쳐 일부 부실기업들이 잇달아 시장에서 퇴출되고 여러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자발적으로 지원과, 경영 부문에 관한 

규제의 지속적 보완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평균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코스닥시장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10 년대 들어 코스닥시장은 박스권에 머물기 

시작했으며 부진한 수익률과 지수 상승률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18 년 1 월에 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코스닥지수가 잠깐 큰 변동을 

경험해 927.05 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찍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하반기에 바로 무너졌다. 2018 년 상반기 시장에 유입되는 거래대금이 

늘어난 덕에 지수가 800 선을 유지했던 반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

 코스닥지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에 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지수이다. 

파셰식 주가지수이며 1996 년 7 월 1 일을 기준치 1000 으로 하고 있으며, 1997 년 1 월 

3 일부터 실시간으로 산출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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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선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8 년 5 월 제약바이오주의 

연구개발(R&D) 비용 등 회계감리 이슈의 발생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의 

여파였다는 판단이 있다. 바이오 회계감리 이슈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겹치면서 코스닥지수가 10 월 말에는 629.70 까지 떨어졌으며, 연초의 

고점과 비교했을 때 2018 년 코스닥지수는 27.11%나 빠진 셈이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곤 하는데,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 또는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코스닥지수의 침체 국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여부 또는 기업들에 대한 

일시적인 혜택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가치의 

제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강소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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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비교 분석 

제1절 시대적 배경 비교 

중국과 한국 양국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을 둔 증권시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두 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비교하여 설립 당시 시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고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의 측면에서 두 시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발전상황 비교 

시장 필요성에 대해 먼저 시장의 주체인 양국 중소기업들의 발전상황으로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4-1> 중국과 한국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비교 

구분 
사업체수 

(개) 

전체기업 

중 비중 
GDP 비중 

고용인구 

비중 

한국 (1994년 기준) 239 만 99.0% 47.8%(제조업기준) 71.3% 

중국 (2009년 기준) 4200 만 99.9% 58% 80% 

자료: 최범서•이기환. 1996.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장외시장의 활성화』. 中

国中小企业研究院. 2010. 『中国中小企业发展报告』. 

설립 당시 양국 중소기업의 위상과 발전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비중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코스닥시장 설립전인 1994년말까지 중소기업 21 은 239.2만 

개로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한 동시에 고용인구는 전체의 71.3%수준에 

달하였다. 그 중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액은 전체GDP의 47.8%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 창출도 50.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시기 중소기업 

                                                             
21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집약산업이 

포함됨. 중소기업의 범위: 5 인 이상 300 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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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보면 특히 부가가치와 종업 인원 수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1978 년 개혁개방 이후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집약형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도 

두드러졌다. 창업판시장이 설립된 2009 년에 중국 중소기업 업체 수는 

4200 만개에 달하였다. 이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99.9%, 고용인구 기준으로는 80%를 넘었으며, 

창출된 GDP 기준으로는 58%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중국에서 

대다수의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된 생산액과 

고용률은 국가 전체의 절반수준을 초과하였다. 중소기업은 양적과 질적 

모든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중국 국민경제에서 높은 지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시장 설립 직전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발전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였고 생산액과 

고용인구 측면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전체의 절반이상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노동력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이 더 

이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고용 창출, 신기술 운용 등 국민경제적인 

기능들을 중소기업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양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성을 보면 은행에 의한 대출은 

80%정도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의존한 자금조달 통로였고, 직접금융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온 점에서도 양국은 매우 유사하다. 자금조달 

통로가 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금조달 어려움이 중소기업 

성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된 사실은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비슷한 설립 배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목적 또한 유사하다는 

점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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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출범된 것이다.  

 

2) 중국과 한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상황 비교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설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첨단기술산업 수준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터넷 시대에 

들어 첨단기술은 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상황에 따라 증권시장의 필요성과 목적이 

결정되며 시장의 전망 또한 좌우하기도 한다.  

중국과 한국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과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4-1> 중국과 한국 백만 명당 R&D 연구인원 수의 비교(1996-2016)  

단위: 명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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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력이 한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의미하는 현 시대에서 연구 개발 

인원의 수는 한 국가가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이 산업에 얼마나 

인력을 투자했는지를 보여주고 한 국가의 혁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라 각 시장이 설립된 시점을 보면 코스닥이 출범된 

1996 년 한국은 100 만 명당 R&D 인력 수는 2173 명을 기록한 한편 

창업판이 설립된 2009 년에 중국은 852 명을 기록하였다. 시장 설립 당시 

양국 연구인력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국의 2.6 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장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목적 하에 설립된 기술주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설립 시점 첨단기술산업 수준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기도 하며, 이러한 시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강도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벤처산업 발전에 있어 중국에 비해 더 성숙해 

있었으며, 벤처기업들을 위한 자본시장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중국에 

비해 더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코스다시장이 출범된 후의 발전상황을 살펴보면 2009 년까지 한국의 

100 만 명당 R&D 인력 수는 중국의 6 배가량에 달하였다. 이때 한국의 

연구개발인력은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들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반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국가의 대열에 있었다. 중국의 백만 명 당 

R&D 연구인원 수가 한국, 폴란드, 일본, 아르헨티나 등 나라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과학기술보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백만 명 당 연구개발 인원수는 2002 년 미국을 

제치고 당시 세계 초일류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2004 년을 시작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9 년 일본을 

상회하였으며 아시아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부상하였다. 

한국 전체 국민 중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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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배경은 한국 정부가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의 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2000 년대에 부동산에 더 

큰 비중을 두었는데, 부동산이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산업구조 전환을 소홀히 한 결과, 부동산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게 되었다. 산업구조 전환은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중국은 2000 년대 초기에 산업구조 전환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소홀히 하여 백만 

명당 연구개발 인원의 수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한국 등 연구인력의 비율이 비교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력의 육성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교육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각종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필요한 많은 기술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였다. 잇따라 한국 

정부는 각종 연구 기관들을 설립하여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많은 

연구개발 인원을 양성하였다.  

중국도 “과교흥국(科教兴国 )”의 발전 전략을 예전부터 실시해 왔지만, 

연구 개발인원의 육성은 아직 미흡하다. 21 세기는 여러 국가들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은 반드시 성공한 

국가의 사례들을 보고 배워 연구개발 인원의 양성에 더욱 더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 인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개발인력 양성은 

창업판시장의 향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국가가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한 국가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두 

나라에서 첨단기술 산업의 지위 및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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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과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비교(1996-2016) 

단위: % 

자료: 세계은행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6 년 코스닥시장 설립 당시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을 초과한 2.26%를 기록한 

한편, 2009 년의 중국은 1.66%를 기록해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에서도 

중국에 비해 높았으며, 각 국가의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 설립된 시점 

당시엔 한국이 중국보다 약 1.36 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첨단기술 산업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첨단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 또한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과거 20 여년 동안 기초학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매년 약 20% 정도 증가해 왔으나, 현재 과학연구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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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GDP 중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 년 한국의 

연구개발지출이 GDP 의 3.29%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1.66%로 한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2010 년까지 한국의 연구개발지출의 국가 GDP 

대비 비율은 매년 약 0.2% 증가해 온 반면, 2010 년까지 중국의 

연구개발지출은 매년 약 0.06% 정도만 증가해 왔다. 2010 년 이후 한국과 

중국은 연구개발지출을 크게 늘렸기 시작했다.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0.4% 증가했고, 

한국은 2015 년에 잠깐 하락했지만 2010 년에 비해 0.77% 증가해 속도가 

거의 중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였다. 2016 년 한국의 연구개발지출이 

GDP 의 4.24%였었던 반면 중국은 2.1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국의 두 시장이 설립된 시점에 중국 연구개발지출이 전국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국 정부는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였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1996 년에 출범되었다. 또한,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증가 속도는 중국의 것보다 빨랐다. 2016년까지 중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10 년전 한국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코스닥시장이 창업판시장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연구인력에 대한 양성,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도 

제고시켜야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고 창업판시장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두 시장의 설립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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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주로 은행대출에 의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왔던 양국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신시장을 설립하였다. 두 시장의 설립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중국창업판의 형성이 한국 코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한 것과 같이 중국 

창업판시장도 “차스닥”이라고 불리우며 근본적으로 두 시장의 발전모델이 

비슷하다. 

비슷한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두 나라의 시대적 배경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양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은 비슷하게 어려움에 

직면했었으나 첨단기술 산업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증권시장 설립 당시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위상과 

수준을 보면 중국에 비해 활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산업은 중소벤처기업 시장의 기반이자 주력산업으로서 이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은 시장 설립의 

원인이기도 하며 발전의 동력이기도 하다. 중국과 한국 사이 존재하는 

첨단기술산업 수준 차이는 향후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이 더 발달하였고 위상이 더 

높은 상태에 있던 한국은 중국에 비해 13 년 일찍 코스닥시장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코스닥시장이 창업판시장에 비해 더 활성화 되어 있고 

발전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제2절 발전과정 비교 

중국 창업판시장과 한국 코스닥시장의 개설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이 

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78 

 

<표 4-2>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정 비교 

 준비과정 세제혜택 자금지원 제도적 혁신 

한국 1983 년 

자본시장 

기능 

확충방안 

발표 

(중견기업 

상장 가능) 

-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 기관투자자: 

증권거래세 

면제 

- 상장사: 

법인세 

세액공제 

- 투자자: 코스닥 

벤처펀드 

‘벤처기업투자신탁’ 

설립 및 규제완화 

- 상장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융자 기회 제공 

2005 년부터 퇴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 수립 

중국 2004 년 

중소기업판 

시장 출범 

- 투자자: 

소득공제 

- 상장사: 

법인세 감면 

- 중소기업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 첨단기술 기업: 

비용절감 

- 2012 년 

시장퇴출제도 실시 

- 2015 년 

투자자적합성 관리 

관련 규칙 개정 

 

우선, 두 시장의 설립은 다 순조롭지 않았다. 중국은 창업판시장 설립 

전에 중소기업판을 출범하였으나 상장요건의 측면에서 주시장과 차이점을 

보이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도 1983 년에 코스닥시장 

설립 전에 자본시장 기능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중견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겐 여전히 상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미미하였다. 또한 시장 개장의 준비단계에 

들어 중국 창업판시장의 도입은 1998 년에 시작하였다가 2000 년 IT 버블 

붕괴 등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 벤처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오랜 기간 

지체되었다. 같은 시점의 코스닥시장을 보면 정부의 지원으로 빠르게 

출범되었으나 1997 년 금융위기와 2000 년 IT 버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두 시장 모두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면서 성장해 왔다.  

또한, 발전과정에서 중국과 한국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발전과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혜택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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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발전에 있어 양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유사하다. 창업판시장의 경우 

2012 년부터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위주로 시장을 지원하였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비용절감 

등 특혜조치도 실시하였다. 창업판시장에 대한 정책혜택을 보면 투자자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위주로 실시되었다. 우선 투자자 확대를 

위해 미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형기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판시장 기술성장형기업에 대해 세율 감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한 기업에서 직원 교육비가 발생할 경우 교육비 액수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규정도 설정되어 있다.  

코스닥의 경우 시장 발전초기부터 코스닥을 거래소와 경쟁하는 동급의 

시장으로 취급하고 제 2 거래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다양한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실시되었다. 다양한 특혜조차를 실시한 

결과 1999 년말에 코스닥지수가 현재까지 최고점인 2733.2 포인트까지 

올랐으며 거래액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책혜택도 주로 세제혜택, 자금지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상장기업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우선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코스닥 벤처펀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설립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1 인당 3 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혜택을 부여하였으며 2018 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활성화하도록 엄격한 운용규제를 완화하였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거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 년부터 국내연기금이 현, 선물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해 주었다. 그 외에 코스닥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40%를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엔 



80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시장을 비교한 결과, 중국과 한국 정부의 혜택은 모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투자자와 상장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투자자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세분화하여 각자 특징에 맞는 특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시장 발전과정에서 정책혜택 마련 및 정책보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발전초기에 비슷하게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절하여 과거에 실시했던 단순한 경쟁력 강화조치를 시장 독립성 

및 건전성 제고 조치로 전환하였다. 초기 거품이 꺼진 다음에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판시장은 2012 년에 투자자 적합성 관리사업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2015 년에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정식적으로 투자자 

적합성 관리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다. 투자자 관련 제도 외에, 

창업판시장은 2012 년에 정식적으로 퇴시제도를 출범하여 상장사 품질 

보장을 위해 2018 년까지 끊임없는 보완과 혁신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였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2005 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를 완화하는 대신 

퇴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을 정하였다. 2005 년 1 월 통합 

출범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신경영 3 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게 코스닥시장 상장의 문을 넓혀주는 대신 

부실기업이나 회계분식, 주가조작, 횡령 등에 연루된 기업들은 조기 

퇴출시키는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이는 당시 시장 

발전상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계획이었다. 종합하면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정책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도 혁신과 개선을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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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보면 두 시장의 발전과정에 있어 비슷한 점은, 초기에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전략을 조절하여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위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두 시장의 개설과 발전과정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중국의 

창업판 시장 설립 이전의 준비기간은 한국 코스닥에 비해 훨씬 길다. 

중국은 1998 년부터 중국 창업판 마련에 착수하였지만 미국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중국 원촨지진의 여파로 여러 차례 중단된 끝에 

2009 년에 드디어 창업판시장이 정식적으로 출범에 성공했다. 창업판시장이 

11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출범한 것과 달리 한국 코스닥시장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단 1 년 만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창업판시장은 한국 

코스닥시장보다 13 년 늦게 설립되었다. 창업판시장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설립이 비교적 늦었던 관계로 시장 성숙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몇 차례의 치명적인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시장 설립 초기부터 증시부양책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주로 조세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투자자,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장 발전 과정에 따라 신뢰도, 

안정성 등 방면에서 많은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양국 정부는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위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략을 

조정하였다. 다시 말해,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준비와 설립시간에서 

서로 다르지만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경하에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양국 정부의 역할은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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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시장의 상장요건 및 퇴출요건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관련 문제점을 제시하여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관련법규 비교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관련법규를 비교분석 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각 시장이 어떠한 특징을 

지녔고, 어떠한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시장 

관련법규에 대한 분석은 상장요건, 퇴출요건 위주로 진행되었다. 

 

1)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비교 

두 시장의 상장요건을 비교해 보면 양국은 상장기업의 규모, 수익성, 

독립성, 재무상황, 지분분산상황, 지배구조 등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양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3>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비교 

구분 창업판시장 코스닥시장 

지분분산 

- 공개발행주식지분비

율(공모) 25%이상 

- 주식자본 총액이 4 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 10%이상 

다음 중의 하나 선택:  

- 소액주주 500 명 & 25%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 (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이상) 

- 자기자본 500 억 이상, 소액주주 

500 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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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 상장 전 자기자본 

2 천만 위안 이상 

- 발행 후 주식자본 

총액 3000 만 위안 

이상 

- 최근 2 년 누적순이익 

1 천만 위안 이상, 

혹은 최근 1 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영업소득 5000 만 

위안 이상 

이익실현기업(택일): 

- 세전이익 20 억원(벤처: 10 억원) & 

시총 90 억원 

- 세전이익 20 억원(벤처: 10 억원) & 

자기자본 30 억원(벤처: 15 억원) 

- 세전이익 있을것 & 시총 200 억원 

& 매출액 100 억원(벤처: 50 억원) 

- 세전이익 50 억원 

이익미실현기업(택일): 

- 시총 500 억 & 2 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매출 30 억원) 

- 시총 300 억 & 매출액 100 억원 

(벤처 50 억원) 

- 시총 500 억원 & PBR 200% 

- 시총 1,000 억원 

- 자기자본 250 억원 

기술성장기업(택일): 

- 자기자본 10 억원 

- 시총 90 억원 

주식의 

양도제한 
없음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회사연혁

/업종 

- 지속 경영기간 3 년 

이상 

- 한 경영업종에 집중 

및 최근 2 년내 

변동이 없음 

없음 

상장추천

인제도 

상장 후 3 년간 감독책임 

이행 
없음 

지배구조

/경영관

리 

최근 2 년간 이사나 

관리자의 중대 인사변동 

없음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감사인의 

감사의견 

회계 및 내부감사의 

감사의견 적정 
최근사업연도 적정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해 정리됨 

우선 상장사들에 대한 중국 창업판시장의 요구는 기업의 수익성, 

기업지배구조가 좋은지 여부 등을 중요시하며 투자자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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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경영능력, 경영의 지속성, 독립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구는 창업판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코스닥의 경우 기업을 분류해 여러 가지 요건을 설정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시키면 상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창업판시장은 자기자본에 따라 

공개발행주식지분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닥은 소액주주 수와 비율도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건을 설정하여 하나의 상황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성과와 경영규모에 대해 창업판시장은 

자기자본, 시가총액, 누적순이익, 영업소득, 영업소득증가율, 이 5 가지의 

지표를 규정하고 있어 5 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상장할 수 있다. 

특히 경영성과에 대해 최근 2 년 누적순이익 1 천만 위안, 혹은 최근 1 년간 

순이익 500 만위안으로 염격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이익미실현기업과 기술성장기업에게도 상장 가능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익실현기업에게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매출액과 관련한 5 개의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충분한 경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요구를 낮춰주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원활한 규정을 설립하였다. 이익을 미실현한 기업에게도 상장을 가능케 한 

테슬라요건도 5 개의 선택항목을 제공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요구가 없고 시가총액, 매출액, 매출증가율, 주가순자산비율,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시가총액 혹은 자기자본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고 상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인정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자기자본 10 억원, 

혹은 시가총액 90 억원 만을 요구하고 있다. 창업판시장은 한 회사의 연혁, 

업종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코스닥시장에는 이러한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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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추천인제도가 없고 주식양도제한이 없을 것만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와 

감사의견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더 낮다.  

두 나라의 경제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액수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별로 크지 않지만 코스닥의 상장요건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판시장에서 기업들은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할 수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설립해 기업에게 

융통성 있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창업판시장에서 누적순이익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기술성장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 수준과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기술성장기업에게 다른 시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모두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서 참여기업의 확대를 위해 기존 주식시장에 비해 완화된 

상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창업판시장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 회사연혁 조건과 상장추천인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폐지나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있다(刘洪华·张保红, 

2010.) 또한 기본적인 기업의 경영규모, 경영성과, 지분분산, 지배구조와 

감사의견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은 창업판시장에 비해 더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보면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 년 인터넷 거품을 

겪음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하였었는데, 정부가 시장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상장요건도 완화하였다. 

반면, 창업판시장은 설립된 지 아직 9 년째 밖에 안됐으며, 아직 발전초기에 

있어 상장요건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시장과 창업판시장 상장요건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수익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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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서도 나타난다. 창업판시장에서 기업 순이익을 최근 2 년 누적 1 천만 

위안, 혹은 최근 1 년간 500 만위안 이상으로 상대적 높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기술성장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 수준과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기술성장기업에게 다른 시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창업판시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을 요구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매출 등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중시하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의 특정 

기업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자가 허용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기업 수익성을 상장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주식시장으로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러한 기업들에게 높은 순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창업판시장에서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시가총액 등 규모 면에서 상장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매출과 순이익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쉽지 않다. 따라서 창업판시장 상장사들에게 

높은 순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이익최대화’란 목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당분간의 최대 이익수준만을 달성하는 목적을 향해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적인 경향을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개발, 인재육성, 

기술혁신 등을 간과하게 되고 기업 수익성과 경영의 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에 상장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오히려 기업들이 상장을 

위해 수익성을 높였으나, 그 수준을 유지 못하거나 높은 리스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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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실해지며 시장도 혼란해지게 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상 높은 수준의 순이익은 기업의 실제 수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재무재편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순이익 

지표를 개선 할 경우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익 지속성과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창업판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요건들은 상장사들의 경영능력과 실적을 보장하기 어렵고 

시장질서 유지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보면 한가지 특이한 점이 이익 미실현기업에 

대해 시가총액, 매출 또는 자기자본만 요구하고 있으며 이익 실현기업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은 일정의 수준에 달성하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요구를 낮추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들의 높은 수익만을 기록하기 위해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 안정성이 유지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한 결과,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더 엄격하고 기업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 높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상장제도는 상장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장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창업판시장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기업 순이익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경영활동을 해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술개발, 인재육성 등 중요한 요소도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고수익이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기업경영의 지속성 또한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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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다시 말해 두 시장의 상장요건을 비교한 결과, 창업판시장은 

상장회사에 대한 수익성 요구가 상대적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업실적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2)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 비교 

주식시장의 퇴출요건, 즉 상장폐지요건은 부실기업을 탈퇴하는 

규정임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 안정성 유지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제도적 

이해와 검토를 돕기 위해 시장 퇴출제도에 있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   

<표 4-4>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 비교 

구분 
창업판시장 상장폐지 

잠정결정 요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재무요건 

- 최근 3 년(회계연도)간 

연속 적자 기록 

-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최근 

3 년간 연속 적자 기록 

- 최근 1 년간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기록 

-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최근 

1 년간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기록 

- 최근 3 년간 2 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이 자기자본의 50%이상이거나 

10 억원이상인 경우 

- 최근년 매출액 30 억원 미만 

- 최근 4 사업연도 영업손실 

기록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 억원미만/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 일내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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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최근 2 년간 

감사보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결과를 받은 경우 

- 재무제표의 중대한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한 

시정의견을 4 개월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반기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정보공시 

- 법정기간 경과한 후 

2 개월내 정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미공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지분분산/

주주인원

수 

- 연속된 20 거래일에 

주식분산이나 

주주인원수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결방안을 

공개한 후 6 개월내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소액주주 200 인미만/소액주주

지분 20%미만(상장요건보다 

낮음 

(300 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 

100 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시가총액 

- 시가총액의 변동으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통주 시가총액 

40 억원미만인 상태 30 일간 

지속 

주식 

거래량 
/ 

- 분기(3 개월)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 만주, 300 인이상의 

소액주주가 20%이상의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상장기업 

존속여부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기타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창업판시장에 실적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상장을 

잠시 중지하고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슷하게 한국 코스닥시장에는 자격이 부합하지 않은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지정 후 일정기간 내의 상황에 근거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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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비교해 보면 코스닥시장은 

창업판시장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재무요건으로 보면 창업판시장은 영업손실 및 자기자본 수준만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3 년간 연속 적자 또는 최근 1 년간 마이너스 자기자본을 

기록한 경우에만 상장폐지 잠정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에는 영업손실과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매출액, 자본잠식률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즉 회사 경영성과에 있어 창업판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영업손실 및 자기자본만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는데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그 외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매출액, 자본잠식률 등 

지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시장에서 퇴출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사의견과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창업판시장은 최근 

2 년간 감사보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결과를 받은 회사 또는 

재무제표의 중대한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한 시정의견을 받은 후 4 개월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회사, 그리고 법정기간 경과한 후 2 개월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회사의 상장을 잠시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반면에 코스닥시장에는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정적,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한정, 이 3 가지 결과중의 하나로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사업보고서를 법정기간 내 공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보면 창업판시장은 상장사에게 회사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상의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코스닥시장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분분산 및 시가총액과 관련하여 창업판시장은 연속된 20 거래일 

동안 주식분산이나 주주인원수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게 

해결방안 공개를 요구한 후 6 개월이 지나도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시가총액의 변동으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상장폐지 



91 

 

잠정결정을 적용한다. 코스닥에서 소액주인원은 200 인 미만이나 

소액주주지분이 20%미만의 회사, 그리고 보통주 시가총액 40 억원미만인 

상태를 30 일간 동안 지속된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 

창업판시장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주식거래량에 대해 코스닥은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창업판시장은 

연속된 120 거래일 이내의 누적거래량이 100 만주 이하의 상황이 발생하면 

잠정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표 4-5>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즉시퇴출요건22 비교 

창업판시장 코스닥시장 

- 회사의 해산 

- 법원의 회사파산선고 

- 연속된 120 거래일 이내의 

누적거래량이 100 만주 이하 

- 연속 20 거래일동안 종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36 개월내 거래소로부터 3 번의 

공개견책을 받은 경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 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잠정결정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두 시장이 상장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회사의 해산이나 최종부도 등으로 인해 회사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퇴출요건 외에 창업판시장은 주식거래량, 종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22

 즉시퇴출요건: 상장폐지 잠정결정을 받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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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기행위 등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자본잠식률, 감사의견, 공시제도 준수 여부 등을 감안하며 회사를 

퇴출시키는지 결정한다.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을 살펴보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금지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엄격함을 보이지만 두 시장은 

상황에 따라 중시하는 회사의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을 

퇴출시킬지에 대해 창업판시장에서는 주식거래량, 종가, 시가총액 등 회사 

투자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주식시장 지표를 참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보다 상장사의 수익성, 경영능력, 투명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두 시장의 

퇴출요건에 있어 또 하나의 차이점은 창업판시장에서 회사가 

잠정결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업에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코스닥에서는 이러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판시장은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정하고 퇴출요건이 완화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요건 요구가 완화되었지만 상장한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창업판시장에는 부실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불안정 

요소도 상대적으로 많아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비된 

퇴출제도의 부재는 그의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 중국 

주식시장의 평균 상장 폐지율은 0.59%로 나타난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3.3%, 6.2%를 기록한 것은 중국 주식시장 퇴출제도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6 년 7 월 

창업판시장 상장사 흔태전기(欣泰电气 )가 사기발행 행위와 정보공시제도 

위반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아 9 월에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되었다. 흔태전기는 창업판시장 설립된 이래 퇴출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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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자 중국 증권시장에서 사기발행으로 퇴출된 첫 상장사이다. 이것은 

창업판시장이 운영된 7 년 동안 강제 퇴출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코스닥시장에 비해 창업판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여태 퇴출 당한 

회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시장의 질서유지와 향후 창업판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퇴출제도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탈퇴하게 하고 상장사 전체의 질을 

제고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주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위험경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창업판시장에서도 부실기업에게 이러한 유예기간을 갖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회상장이 허용되어 자산을 재편성하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창업판시장의 자원 배치 기능을 크게 왜곡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 퇴출제도를 보완하고 해당 부실기업들을 보다 

직접적이고 엄격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투자자 이익 보호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장 안정성과 발전의 지속성 모두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4절 운영결과 비교 

1) 시장규모 비교  

두 시장의 운영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시장 규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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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사 수 비교(1997-2018) 

단위: 개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과 창업판시장의 상장수 변화를 보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1997 년에 359 개에 불과했던 상장사가 21 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약 

4 배가량인 1323 개로 증가한 반면, 창업판시장의 상장사 수는 2009 년 말 

36 개사에서 2018 년 말까지 약 20 배 규모인 739 개사로 급증하였다. 

2018 년말까지 창업판시장 상장사 수는 739 개로 주시장을 포함한 

선전거래소 전체(1212 개)의 61%를 기록한 한편 코스닥시장은 1323 개의 

상장사가 상장되어 있어 주시장 코스피를 포함한 시장전체(2111 개)의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참조) 창업판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사 

수가 거래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13 년 늦게 설립되었지만 상장사 규모 면에서 9 년만에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였다. 이렇게 보면 창업판시장 상장사 규모의 성장은 

코스닥에 비해 훨씬 빨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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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사 비율(%) 

     
*2018 년말 기준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그림 4-5>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비교(1997-2008) 

단위: 억달러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해 정리됨. (연말 환율 적용 환산) 

상장사 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장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았다. 

창업판시장 시가총액 변화추이를 보면 2010 년부터 빠른 성장을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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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에서 한국 코스닥시장과 일본 자스닥시장을 상회하고 아시아 

최대의 신흥시장이 되었다. 또한 발전초기 2012 년에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비용절감 등 

특혜조치를 제시하여 실시함에 따라 2013 년 창업판시장 시가총액은 1 년 

동안 6000 억 위안이나 증가해 전년에 비해 73% 증가했다. 2015 년에 들어 

중국 증권시장 전체의 호황과 더불어 창업판시장 시가총액도 2014 년의 

2.5 배 수준으로 성장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 후 조금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 년의 시가총액은 약 2009 년의 25 배 수준인 4 조 459 억 

위안에 달하였다.  

코스닥시장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1999 년부터 코스닥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코스닥을 거래소 진입을 위한 전초기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와 경쟁하는 동 등급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완화, 세제지원 대책이 

실시되어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로 초기에 제도 미비, 우량 

등록기업 부족 등으로 인해 미미한 성장속도는 1999 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였다. 1998 년에 7.89 조 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1999 년에 

98.7 조원에 달하여 1 년만에 약 12.5 배 증가하였다. 그 후 정부 정책들이 

개선됨에 따라 과열된 시장이 점차 조정되면서 2005 년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에 대한 명칭은 협회등록법인에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코스닥시장은 새로운 성장단계에 돌입하면서 설립된 지   

거의 10 년이 다 되어간 2005 년 말의 거래액(交易总额)을 보면 미국 

나스닥시장에 이어 세계 2 위,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영국 AIM 시장에 이어 세계 4 위의 신흥 증권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금융위기 후에 코스닥시장은 점차 회복되어 2005 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기본적으로 매년 10%씩 성장해 왔다. 

두 시장을 비교해 본 결과, 시장규모 면에서도 창업판시장의 성장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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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비해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장사 수는 비슷하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2018 년의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시장의 약 3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보다 13 년 이상 늦게 시작했으나 중국 창업판시장의 성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시가총액이 2010 년부터는 한국 코스닥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의 중소기업 증권시장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코스닥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2) 시장 주요지수 비교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지만 시장규모 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코스닥의 3 배 수준의 시가총액을 갖게 

되었으나, 과연 투자가치와 시장 변동성에 있어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더 취약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시장의 지수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림 4-6> 선전종합지수 및 창업판지수 변화 추이(2010-2019) 

 
자료: 선전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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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업판시장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선전증권거래소 

대표지수 선전종합지수를 2010년부터 2018년말까지의 변화 상황과 비교해 

보았다. 선전종합지수는 1991년 4월 4일에 발표되어 A주와 B주가 포함된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상장사를 표본으로 하여 시장 전체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으로 보면 

선전종합지수와 창업판지수의 등락은 매우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으며,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지수의 

변동성에서 창업판시장은 변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 년말부터 2015 년말까지 지수의 변화 추세를 보면 창업판지수의 

변동은 주시장에 비해 상대적 더 컸다(그림 4-6).  

이렇게 보면 창업판시장은 선전증권거래소 산하의 신흥시장으로서 

주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큰 변동을 걸쳐 발전해 왔다.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창업판지수는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시장전체에서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 

업종을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성장 모형의 전환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정책동향의 전환과 증시부양책으로 단기간에 창업판시장에 

호황이 나타났지만 2015 년 하반기에 들어 시장 전체에 급락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판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15 년 6 월 5 일 

창업판지수가 4000 포인트를 돌파해 역대 최고점인 4037 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7 월초 최고점 대비 무려 1400 포인트 빠진 2649 포인트를 

기록했다. 텐센트증권에 따르면 2015 년 6 월 중순부터 7 월초까지 시장 

전체에서 102 개주는 50%이상 빠졌는데 이 중에 32 개, 전체의 31.4%가 

창업판에 속해 있었다. 또한 텐센트증권은 6 월 23 일부터 26 일까지 유효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5076 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1 인당 

평균 32 만위안(약 5800 만원)을 손해 본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조정이라는 논의가 나온 동시에 증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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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창업판 지수는 정부의 증시부양책, 우량기업 상장 등 

원인으로 한동안 주시장에 비해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호황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하락폭이 주시장에 비해 더 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업판시장은 주시장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왔으나 

창업판시장은 등락폭에 있어 주시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코스닥지수를 

주시장 코스피지수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코스피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반영한다.  

<그림 4-7>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 변화 추이(1996-2019)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7 에 따르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등락 추세는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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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00 년 이전 코스닥지수의 파동은 

코스피지수에 비해 더 빈번하고 폭이 컸다. 2000 년대에 들어 코스닥지수가 

점점 잠잠해진 반면 코스피지수는 전보다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시장 설립 초기에 IT 주 폭등장세를 바탕으로 벤처 붐이 이끈 

코스닥시장은 과열되기 시작하며 1999 년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000 년 

3 월 10 일에 코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834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때는 

코스닥지수, 그 중에서도 벤처지수가 종합주가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급등국면에 돌입하게 된 시점이었다. 그 후에 IT 버블 붕괴로 IT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2004 년 8 월에 코스닥지수가 

325 포인트로 최고점 대비 88.54%를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5년 들어 적립식 펀드라는 증시 부양의 신무기를 바탕으로 한국 증시가 

'대박장세'를 연출했는데 2004 년 10 월말부터 2007 년 10 월 31 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47 배로 상승해 2065 포인트를 기록한 한편, 코스닥지수는 

810 포인트를 기록하여 3 년전 수준의 2.27 배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2004 년부터 코스닥지수 상승과 하락폭은 코스피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을 시작하였지만 2010 년대에 들어 코스닥시장이 

더욱 발전되면서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고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나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보여 투자가치도 그만큼 

하락하였다. 2017 년 상황을 보면 코스피지수가 1 월부터 10 월까지 

22%가량 상승한 반면 코스닥 상승률은 4.9%에 불과하였다. 즉 

코스피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때에도 코스닥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코스닥시장은 저조한 

상승률을 탈피하지 못하며 한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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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코스닥지수와 창업판지수의 변화 추이 비교(1996-2018) 

 
자료: 한국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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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박서희(2017)는 수익률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중국 주시장은 창업판시장의 변동을 주도하는 반면, 한국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 낮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창업판시장은 주시장과의 연관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지수의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해 양국 주시장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비교해 보았다. 창업판시장은 주시장 

선전종합지수와 매우 비슷한 변화추세로 나타난 것은 시장이 

주시장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시장 독립성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반면 코스닥지수를 보면 코스피지수와 비슷한 

시점에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기록하였지만 주시장에 비해 등락률이 

작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한 시장의 지수의 상대적 높은 변동성은 시장이 외부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낮은 안정성을 보여준다. 지수로 

보면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독립성의 측면에서 더 취약하고 

변동성이 상대적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독립성과 안정성 둘 다 갖는 동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투자가치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세가 없는 동시 상승세 또한 관측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비록 코스닥시장은 

창업판시장에 비해 주시장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적고 변동성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두 시장의 

투자가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시장 투자가치 비교 

주식시장에서 한 기업의 주식이나 한 국가의 주식시장이 투자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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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혹은 이들의 가치가 고평가된 것인지 저평가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은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1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주가수익비율이 높다면 기업이 얻은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것이고, 낮다면 순이익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가수익비율이 낮은 

주식은 보통 저평가되었으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각 국가나 지역마다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주가수익률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증권시장 

투자가치를 비교할 때 해당 시장의 기준금리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Xiaobin, 2006)  

이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투자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 기준금리 수준이다. 금리수준은 

투자활동의 수익성의 척도이기에 투자자가 투자가치를 측정하는데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전체 사회자본의 원가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수준은 주식 투자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수익비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가수익비율을 

기대수익률(주가수익비율의 역수)로 환산하고 기준금리와 비교하는 것이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개념이다.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8 년 말 창업판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은 

32.1 배를 기록하였다. 역수로 환산하여 주식 기대수익률은 3.12%로 나왔다. 

당시 중국 기준금리는 1.5%이므로 둘 간의 차이는 1.62%이다. 

반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 말 기준 코스닥시장 주가수익비율 

42.9 배를 역수로 환산하면 주식 기대수익률은 2.33%로 나왔으며 기준금리 

1.75%와의 차이는 0.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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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모두 투자가치가 존재하지만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창업판시장에서 주가 상승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주식투자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창업판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동시에 주가 상승 여지가 존재함으로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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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자본시장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2009년에 정식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을 출범한 코스닥과 

창업판은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으나 시장 발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또한 나타났다. 창업판시장은 기업 실적 악화, 높은 시장 변동성 등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반면, 코스닥시장은 부진한 상승률과 부족한 

유동성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 

이에 대해 상호간 배울 만한 점을 발견하여 일정의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발전모델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비슷한 상장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비교를 

통해 두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각자의 특징을 밝혀봤다. 이를 

위해 필요성, 발전과정, 관련법제, 운영결과의 방면에서 두 시장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주요 원인을 제시해 보았다. 

중국과 한국은 1990 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확대 및 위상 부상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의지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발전에 따라 자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하에 양국 

자본시장 구조를 보면 자금조달은 대기업 위주로 한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위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시점은 다르지만 중국과 

한국은 각자 비슷한 배경하에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을 설립하였다.  

이 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나 두 시장의 발전과정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다. 시장 핵심산업인 첨단기술 산업상황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더 발달하고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 산업에 

투입된 인력과 자금수준에 있어 한국은 중국에 비해 활씬 높은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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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다. 따라서 첨단기술 산업이 더 성숙하고 위상이 더 높은 상태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에 비해 13 년 일찍 코스닥시장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현재 코스닥시장이 창업판시장에 비해 더 성숙한 발전 추세를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요가 커지며 벤처산업 발전이 점차 성숙해 지는 

배경하에 출범된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발전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선 창업판시장은 금융위기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몇 차례 

설립이 연기되어 정식 출범 전 10여년의 준비시간을 거친 반면 

코스닥시장은 1년만에 출범되었다. 또, 양국 정부는 두 시장 설립 초기부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양책을 모색하여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영향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양국은 비슷하게 투자자와 상장사를 주된 

대상으로 조세감면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시장이 점차 발전되면서 

신뢰도 저하, 안정성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양국 정부는 상장사의 

품질 향상과 시장 질서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양국 정부는 시장 퇴출제도 개선 위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략을 

조정하였다. 즉 다양한 정책혜택을 제공하는 동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제를 과거에 비해 더 엄격하게 만들어 시장 전체의 

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준비와 설립시간에서 서로 다르지만 외부적으로 영향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배경하에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양국 정부의 

역할은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발전과정을 거친 두 시장은 어떠한 법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장요건에 있어 하나의 차이점이 창업판시장에서는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할 수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은 기업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여 다양한 요건을 설정해서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활하게 요건을 충족시키면 상장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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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상장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 이 

두 시장은 상장요건 중 특히 중시하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창업판시장은 기업의 순이익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여 수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 코스닥시장은 상장할 기업에 대한 경영능력과 경영의 

지속성, 독립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창업판에서 높은 수익성을 요구한 

결과, 많은 성장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위해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 높은 위험성도 가져왔다. 단편적으로 순이익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익을 실현 하진 못했으나 미래 성장성이 

인정된 기업들에게도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신 정책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창업판시장도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 경영력과 지속성에 더 초점을 

두어 시장진입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장 퇴출제도에 있어 창업판시장은 주식거래량, 종가, 시가총액 등 회사 

투자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주식시장 지표 수준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보다 상장사의 수익성, 경영능력, 투명성 등 기업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외 창업판시장에서는 일정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에게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비교적 짧게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이 퇴출 당하게 될 가능성이 창업판시장에 비해 더 

높으며 상장사들은 실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일정 수준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법규들에 의해 운영되 온 두 시장은 규모, 지수 변동성, 

투자가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모로만 보면 창업판시장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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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을 상회했다. 반면 지수를 살펴보면 창업판시장은 변동성이 

상대적 높다. 코스닥시장은 2003 년쯤부터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반면 

창업판시장은 2018 년까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 각 시장을 두 

나라의 주시장과 비교를 통해 본 결과, 우선 창업판지수가 주시장 

선전종합지수와 비슷한 변화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주시장 산하의 

시장으로서 영향을 크게 받으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발전하면서 2003 년부터 점차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2018 년 1 년간 

창업판과 코스닥시장 지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창업판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보인 동시 부진한 상승률로 인해 투자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2018 년말 기준 두 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을 이용해 시장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인 주식기대수익률로 환산하여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창업판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일정의 투자가치가 

존재하지만 창업판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 면에서는 코스닥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창업판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코스닥시장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성장률이 낮고 

현시점에선 투자가치가 비교적으로 낮다고 판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 시장의 차이점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각 

시장이 설립 시 처했던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이들의 다른 온도의 

규정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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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U.S. established NASDAQ market in 1971, more than 60 emerging 

markets with differentiated requirements typically aimed at smaller, sometimes 

younger firms have been founded in sever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se 

dedicated SME markets have seen rapid growth, and about 40 of them are still traded 

nowadays. Among them, the U.S. NASDAQ market, UK’s AIM market and Korea’s 

KOSDAQ market are now known as the most active ones. 

In order to enhance capital markets and suppor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KOSDAQ market in South Korea and 

ChiNext market in China were set up in 1996 and 2009 respectively. In terms of market 

size and performance, these two markets, which were benchmarked from NASDAQ, 

have both achieved remarkable results. However, in KOSDAQ and ChiNext, problems 

that affect their market performance do exist. It has been found that both two markets 

are criticized for problems including high volatility, poor performance, and slugg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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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confidence recently.  

While SME stock markets share many common features, there are also large 

differences. In this case, this paper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SDAQ market and ChiNext Market by comparing their establishment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regulations, and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markets with the same goal and similar market size level, the paper 

deduced the main reasons for the resul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rkets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ir future developments, which can also be regarded as 

references for investors of the two markets in future.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what KOSDAQ and ChiNext have in 

common is that they were both founded to address SMEs’ difficulties in raising capital 

after governm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MEs to their economie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status of high-tech industry, which is considered as main force of 

SME markets, Korea seems to be somewhat more developed than China. Comparing 

levels of researchers and expenditure level in R&D, the funds and manpower invested 

in the high-tech industry in Korea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China, which 

means that the high-tech companies in KOSDAQ market could show more steady 

performance than those in ChiNext. 

When it comes to the development process, both markets have grown heavi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global financial crisis, dot-com bubble and so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judged to be very significant in these cases. Therefore, 

this paper compared the effort made by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and found 

that both the two governments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arkets through 

implementing tax benefit policy and providing financial means of support to listed 

companies. In addition, both governments have also amend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arket a number of times to improve their sustainability and quality. 

Comparing the regulations in the two markets, ChiNext has stricter requirements 

for listing and more lenient standards for delisting than KOSDAQ. To be more specific, 

in terms of listing requirements, ChiNext market places more weight on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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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requiring a high level of net profit, while KOSDAQ focuses more on 

management ability and business continuity. Although it is common for stock markets 

to regulate corporate profitability, requiring high net profit figure on financial 

statements from high-tech SMEs that are still in growth stage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because pursuing high profits may entail high level of ris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regulations pertaining to delisting, ChiNext 

offers listing companies an opportunity to solve the problems by providing them a 

grace period, whereas in KOSDAQ, this period is relatively shorter, which can be 

considered more stringent. As a result, listing companies in KOSDAQ are supposed to 

make more efforts to maintain their performance as they could face a relatively higher 

possibility of getting delisted, which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to market stability. 

Regarding the market performance, it can be conjectur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rkets are presented in volatility of 

market index and level of investment value. When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Shenzhen ChiNext Price Index and Kosdaq Composite Index in 2018, KOSDAQ 

remained steady, while ChiNext saw greater fluctuation. On the other hand, ChiNext is 

ahead of KOSDAQ in investment value, which is measured by price-earnings ratio.  

In conclusion, ChiNext market showed higher volatility along with higher 

investment value, while KOSDAQ market saw more stability but relatively sluggish 

growth rate, with investment value considered to be lower than that of ChiNext at the 

mo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has found that differences in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market regulations of ChiNext and KOSDAQ could be 

regarded as the two most prominent elements for differences that exist in the two 

markets. 

Keywords: SME Market; KOSDAQ; ChiNext; Stock Marke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igh-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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