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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책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정책자금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정부

의 자금 출자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

자는 일상적인 정책보다는 사회가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루어지는 

정책집행이 단기적인 해결을 가져오는지, 더 멀리 나가 장기적으로 기업이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이벤트를 선정하였고,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정책집행으로써 그 이벤트를 잘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도울 일환으로 신용보증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

조정 및 장기·고액보증 감축 중단 등 종소기업 신용보증 공급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은 회생 가능한 기업에게 빠르게 자금공급을 

하여 흑자도산을 미연에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KIKO로 인한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했다.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은 국내은행(18개)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이루어졌다. 도입 당시 2009.6월까지 진행되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으나 불안한 경제상황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2016년 말까지 운영기한이 미루어졌다. 

  여러 해에 걸쳐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된 2009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집행하여  

지원받은 집단과 신청 철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긴급유동성지원프로

그램 장·단기 기업재무성과 개선에 대한 가설 설정, 장·단기에 따른 재무

자료 등을 통해 연구하였고, 통제변수·종속변수들을 설명하고,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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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으로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수혜 

전후의 이중차이분석(DID)을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실증분석 

및 가설 검증결과 정리를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

하였고. 또한 분석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FTP금융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으로, 독립변수는 

FTP금융지원 여부로 설정하였다. 기업 규모의 일반적인 특성인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에 로그(Log)값을 취해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 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기업의 업력, 업종, 신용등급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로는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신용분석이나 신용평가 시 사용하는 지표 

중심으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안정성 지표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활동성 지표로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을, 생산성 지표로 충자본투자효율, 부가

가치율을, 성장성 지표로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사용하였다.

   FTP 금융지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재무비율이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활동성  

지표와 생산성 지표만이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정책자금 

등의 집행과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 시급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개입에 의한 국책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관리와 민간은행들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고, 각 채권은행들이 신용평가 및 신용분석, 

자구책 등 많은 관리들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내적인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글로벌 금융위기, 이중차이분석, 재무성과,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 FTP, 중소기업, 재무비율

학 번 : 2018-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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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08년에 들어와 자동차 완성업체의 수출·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신·기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 대상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규모는 1조원으로 신보 7,000억원, 기보 3,000억원 지원 예정

이고, 향후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 및 사업재편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금융위원회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금융위원회, 2018). 정부는 국내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연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긴급한 유동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신속한 정책은 언제든 필요할 것이나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단기적·장기적   효과성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어떠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러

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000년 

대 후반부터 불어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 유지될 줄만 알았던 금융기관의 부실

로부터 연결되었고, 또한 그 이전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다. 기초 투자자산의 내용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금융권의 

대표격인 은행과 시장의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은 리스크들의 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하였고, 디레버리징을 일으켰다. 

이 같은 리스크의 가치 재산정과 자산가치에 대한 상환은 세계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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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국제포트폴리오 관리상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에서 사들였던 증권을 매도하고, 자기 본국의 돈으로 바꾸어 

자본을 보충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용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에 전달시켰다(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 2012).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권들에 대한 관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서 건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문제를 일으켰

다. 국가는 조속한 대안으로 잠시 자금조달에 문제를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광범위하게 이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집행의 수단인 신

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늘리고, 정책 고유의 일환들을 시행하

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신

용보증의 기간을 늘여주고, 신용보증의 비중을 높였으며, 오래되고 높은 

보증율의  감축을 중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도울 일환으로 신용보

증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 및 장기·고액보증 감축 중단 등 

종소기업 신용보증 공급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중

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

램」1)을 시행하였다. 

   FTP는 당시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적인 지원방법과 기존

과는 다른 정부의 정책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는 경기가 얼어붙은 와중

에도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을 가지

고 있는 은행들 스스로 중소기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총 

사업체의 99%이상을 점유하는 중소기업의 대량부도 사태를 막고, 연착

륙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실물 경제위축과 대량실업 등 사회적 혼돈

을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게 했다(최성호, 2012).

   선행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제도적 의미와 정책 목적인 

1)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FTP(Fast-Track Program)와 혼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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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단기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 및 부도사태에 단기적

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정책을 펼친 후 장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실제로 계속 

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금

융위기 시에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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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중소기업금융

   1-1. 중소기업금융의 의의

   중소기업금융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포괄한다. 대기

업금융과 상반되는 의미로 중소기업 규모에 준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은

행과 같은 자금을 공여해주는 기관이 각종 여신을 제공하는 형태로 직

접적으로 대출을 하는 형태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하는 보증기관의 

형태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거래 교섭력, 대기업과의 경쟁 거래, 본질적인 시장 

형태를 감안하고,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흔들리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박재린, 2005). 

   1-2. 중소기업금융의 특징

   중소기업금융은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자금 공급자․자금수요자 간에 

성립하는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관계로 정의 할 수 있는데, 대기업금융과 

비교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소기업은 신용상태, 기술력, 자금 조달능력 등 여러 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기술력이 낙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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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시장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안

정된 대출대상으로 인식 되지 못한다. 

  둘째,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

고 있다. 금융기관은 사업계획, 재무상태, 시장전망 등에 관심을 가지나 

중소기업은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경영계획 수립과정을 갖추고 있지 못

한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기관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건당 자금규모가 

적고 건수가 많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1건당 자금수요 규모가  

적은 동시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출에는 금융코스트가 상대

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넷째, 적절한 담보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만약 중소기업의 경영

이 불안정한 경우라도 충분한 물적 담보를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은 융

자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미약하고 물적 

담보도 부족한 기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영세기업이나 역사가 짧은 기업

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기업 간 신용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중소기업은 거래에 있어서 신용을 공여 받아야 할 때에는 받

기 어렵고, 반대로 신용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데 불리한 요소

가 된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규모가 작은 것도 중소기업의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준다.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수요가 자

금 공급능력을 크게 상회하고 있거나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

우에는 금융기관은 거래관계 깊은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할당하

고 불리한 여건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조영희․박상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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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기업 정책금융

  2-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징

  중소기업은 처해있는 상황이 대기업과는 다르게 열세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말하는 금융은 다른 자금의 조달(대기업, 가계)와는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바라보는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마케팅 등이 취약하고 경영안정성이 높지 않아 신용리스크가 높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신용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대

기업과는 다르게 대출 한건에 따른 취급액이 작아 취급에 들어가는 비

용이 높을 뿐 아니라,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혜택 등이 존재하여 실제 

신용에 부합하는 금리의 적용이 쉽지 않아 수익이 낮다. 중소기업(자금

수요자)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차입조건(담보·금리 등)이 상대적으

로 좋지 않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경기하강기에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자금 조달이 불안정하다(조영삼, 2008). 

이에 따라 정책금융을 지시하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을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상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형

태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1]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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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구분  

  정부가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협의와 광의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협의의 정책금융은 논의의 성격에 따라 정의와 범위를 세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로,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

도2)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3)를 들 수 있다. 둘째는 금융시장의 시

장실패 기능을 보정하기 위해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

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있

다. 셋째는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청 등 지원

하는 주체가 다른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등을 들 수 있다. 

  광의의 정책금융에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정

부 및 금융당국이 특정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히 집행하거나 적기에  

집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펴는 금융정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펼쳤던 다양한 금융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산업은

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

수 은행은 정책금융기관에 속하나, 전형적인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관

과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논의

할 수 있다(조영삼, 2008). 

2)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정해진 총액한
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 · 운용하는 제도이다.

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
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강제화한 것인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원화
금융 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 이상, 외국은행 국내지
점에 대해서는 35%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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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진행

  3-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을 기점으로 확대된 미국발 글로

벌 금융위기는 저금리의 장기화,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과도한 경쟁 및 

금융감독의 미흡과 감독기능 낙후로 인해 형성된 부동산버블 등 다양하

고 복잡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등에 따른 금융에 대한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위축

을 막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정부는 2000년 6.5%였던 연

방기금금리를 2003년 1월 1.0%까지 인하하고 2004년 5월까지 동 금리수

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

모 감세정책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모기지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급증하면

서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였다(홍순영 외, 2011).

 

[표 2-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 발행액 

(단위: 10억 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총액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중

증권화 비율
부채담보부증권 
발행액(세계)

2001 190 8.6 50.0 n.a

2002 231 8.0 52.4 n.a

2003 335 8.5 60.3 n.a

2004 540 18.5 74.3 119

2005 625 20.0 81.1 206

2006 600 20.1 80.5 410

2007 200 8.1 92.8 340

2008 n.a n .a n.a 40

출처 : 김도형 외.(2010).“글로벌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서울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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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즉, 2004년 도입한 투자은행지

주회사에 대한 통합감독규정은 총부채 규모를 순자본의 15배 이내로 규

정하고 있던 레버리지규제를 철폐한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단기금융시장

에서 순자본의 20~30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리

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체계가 미흡하고 금융감독기능이 금융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금융 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하

게 되었고, 자산유동화 위험성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를 갖고 있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신용디폴트스와프(CDS)4)를 비롯하여 부채담보부

증권(CDO) 등 파생상품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효과적으로 통제하

지 못하고 있었다. CDS시장규모는 2000년 9,000억 달러에서 2007년 45

조 5,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7년 12월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세계 총 GDP의 10%가 넘는 약 681조 달러(국제결제은행(BIS))에 달했다

(허찬국 외, 2009).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미국 FRB(연방준비

은행)가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기대물가를 차단하기 위해서 2004년 

중반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2004년 5월 1%에서 2006년 6월 5.25%

까지 인상하였다. 금리인상 조치로 인하여 주택가격급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파생상품 손실 확산 → 관련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

기 발생으로 이어졌다(김득갑, 2008).

  3-2.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과정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비롯한 파생상품의 

손실 확대로 금융기관의 손실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하였다.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로 이어져 미국

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4) 회사 어려움에 처해 채권이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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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되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상

승하였다.

  주택담보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부증권 관련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기

관 손실확대로 기업과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이

에 미국의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세계 주가와 세계주택가격도 동시에 폭

락하였고, 이는 글로벌 신용경색을 확산시켰다. 이 같은 신용경색은 역

자산효과5)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 교용 및 설비투자 등이 연이

어 침체를 보이면서 전 세계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상

황에 직면하였던 것이다(홍순영 외, 2011).

  

  3-3.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중소기업 경영상황

  세계적으로 퍼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소기업 제조업생산은 내수부진, 

고환율·고원자재가격 등에 따른 비용 상승에 따라 연초 이후 생산 둔화

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경기

의 둔화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세가 지속되

었으며,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으로 보였

다(이창민, 2008). 따라서 중소기업은 높은 원자재 가격, 수출부진, 국내

내수 침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등의 이중고를 겪었다. 국내외 금융 

불안 등에 대비한 시중은행의 자금긴축으로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현실

화되면서 중소기업 자금수요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과 경

기둔화에 따른 판매대금 결제지연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 중소기업의 피부로 느끼는 자금 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치가 낮아져 소비의 경직이 이어지고, 악순환으로 가치하락을 가져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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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소기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 동기 
대비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

2008년 
2/4분기

2008년 
3/4분기

중소기업 
생산증가율 6.7 2.8 1.7 3.1

출처 : 이창민.(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정책적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표 2-3]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단위 : %)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

2008년 
2/4분기

2008년 
3/4분기

평균가동률 72.1 70.4 70.4 69.6

출처 : 이창민.(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정책적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이에 비해 자금의 공급측면은 증가는 하고 있었으나 그 증가세가 차

츰 떨어졌으며, 한국은행의 중소기업태도지수는 점점 떨어졌다. 아울러,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2.0조원 수준으로 전

년 동기 대비 5,973억원(22.6%) 감소하는 등 하반기 중소기업의 자금난

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금융위원회, 2008). 이에 정부에서는 시장

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위한 정책을 펼

쳐야했다. 기존의 정책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유동성을 풀어줄 

정책이 필요하였다. 정부의 주도만이 아니 민간의 금융에서도 자발적으

로 할 수 있는 처치가 필요했고, 이러한 신속․자발적 자금공급의 일환으

로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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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 프로그램(FTP)

   4-1.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배경

  글로벌 위기 하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으로는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 은행들은 건전성 등의 이유로 대출을 꺼리고 있

었다. 2008년 8~12월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월평균 2.2조원으로 

2007년의 5.7조원, 2008년 1~8월 중 5.5조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줄어든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

작되었다. 보증기관의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자금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고, 전통적인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을 늘리고, 금리인하, 특수

은행들(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중소 지원액을 확대 및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체결된 「정부의 은행 대외

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와 중소기업대출 목표비율 반영 

등 동시 다발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유동성이 부족

한 중소기업들의 니즈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최성호, 2012).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기존 정책들과는 다른 중소기업 유동성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외에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

여 정부정책기관이 Back-up line에서 은행에 대한 금감원 평가 인센티

브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Front line에서 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해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은행과 정부정책당국 간의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했고, 그것의 정책이 바로 “중소기업에 대

한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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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2008.10월 중소기업들의 금융자금 원

활한 공급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이 이 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은 회생 가능한 기업에게 

빠르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흑자도산을 미연에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KIKO로 인한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했다.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은 국내은행

(18개)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이루어졌다. 도입 

당시 2009.6월까지 진행되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으나 불안한 경제상

황이 이어지고 있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2016년 말까지 운영기한이 

미루어졌다. FTP는 글로벌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면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

성을 제고하려 했다(나정호, 2009).

  4-3.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구조 및 흐름도

[표 2-4]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구조

 구체적 사항 

특

징

- 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증기관에 통보

-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에서 특별보증 지원받아 일반기업은 최고 10

억, KIKO손실기업 최고 20억까지 보증 지원

- 보증심사절차 대폭 간소화, 대출금 결정권한 하향 조정, 특별보증 

취급 관련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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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나정호.(2009). “한국의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

원

대

상 

- 신청된 기업과 본 「중소기업 Fast Track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

에서 정한 대상 기업들 중,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D 등급*

으로 구분하기로 함.

  * A:정상, B: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 

D: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 불가한 업체

등

급

별 

지

원

A등급: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은행 단독지원

B등급: 채권은행 공동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채권은행 간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적용여부 및 지원 방식 등을 결정

C등급: 워크아웃을 추진

D등급: 청산 등 조기 정리를 유도

지

원

방

법

- 신규자금의 지원, 상황유예, 이자율인하, 출자전환, 만기연장 등

- A등급: 채권은행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율적 판단 후 지원

하며, 각각의 채권은행에서 진행하고, 취급 후 기타채권은행으

로 통보절차 불요

- B등급: 자율협의회 개최. 채권은행별 채권금액 대비 책임분담금

액별로 지원 원칙, 채권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 후 

지원하고, 취급 후 다른 채권은행으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용

위험평가등급 및 여신취급금액, 신청기업의 기존채권에 대한 일

정기간 동안의 상환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통보(자율협의

회에서 해당내용이 결의됨)

-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10억원(여신금액) 초과인 경우 

책임분담금액을 책권은행별로 정하여 지원하고, 여신 금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책임분담금이 최대인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 담보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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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흐름도

  

 출처 : 금융위원회.(2008). “중소기업유동성지원방안”. 

  4-4. 우선변제권 및 인센티브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새롭게 취급되는 자금은 특별자금의 

성격을 가져 자금회수에 있어서는 우선변제권을 준다. 즉 긴급유동성지

원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자금지원은 법정담보권 바로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변제권을 우선하여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은행공동관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협의회에서 정해진 내용은 계속 유지

된다.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취급한 직원들과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된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경

영성과평가(KPI)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다른 조항을 두어, 취급자의 고

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하였다. 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지원 실적이 반영되도

록 하였다(금융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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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양성

  저자의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성을 보려고 하면, 우선은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이 시장의 실패

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로 정책자금의 일종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더 큰 범위에서,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 위주

로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그 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는 않다. 일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

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특정대상이나 특정기간, 특정방식에 한하여 효

과를 나타내는 연구도 존재한다. 일정한 틀 안에서 정책자금이 투입되

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사정에 따라 연구규모, 연구방식, 연구대상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다양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데이터 확보방식에 있어서 합

의된 방식이 없다는 점도 연구결과의 다양성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표 2-5]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분석초점 및 방법 저자

1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한정화외(2005)

2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집단과 비지

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효과성 평가*

  * 분석 대상 집단의 상이함과 분석 방법의 차이 등으로 결과가 
차이가 있어 결과해석의 주의가 요구됨

김현욱(2005)

배경화(2005)

송혁준외(2006)

김준기외(2006)

3

 정책자금 지원 집단과 비지원 집단 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하여 수혜집단을 구

분하지 않고 정책지원 예상 집단을 새롭게 구성

권선주․이천우(2006)
강종구․정형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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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준기 외.(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 정책

자금 지원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저자의 주제와 관련된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위

와 같이 분석초점 및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몇 가지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김준기 외, 2008)

  2. 선행연구의 검토  

  2012년 최성호는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긴급유동성지원(Fast-Track)프

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함에 있어 정책자금의 일부를 집행하는 국책은

행인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정화된 실제 사례를 연구함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집단과 자

진철회 집단 간 1년차, 2년차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사례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 하에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대량부도사태 방지와 고용 및 기업윤

리를 통해 우리경제의 위기의 조기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해 

보고자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년차 초단기적으로는 좋아지나 2년차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단기처방과 장기처장이 필요하며, 지원기

업의 선별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였으며, FTP 지원 이후에도 매출부

진,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으로 기업구조개선 전망이 미흡한 기업에 대

해서는 재평가 및 사후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시 유

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제활동을 수행하

4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효과성

을 분석하며, 지원방식, 지원대상 등 지원효과 발

생의 영향요인별로 효과성을 분석

황인표외(2003)

이윤보외(2005)

유관희외(2005)

이영범(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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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필요하며, 정책금융에 의존성이 

강한 중소기업에게는 과감한 구조조정 시행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

이 되도록 운영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했다.  

  2009년 노현섭·최상렬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재무성과를 자금

별로 분석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중소기업 경

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

금,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자

금지원의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재무특성을 나태내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 이전 연도와 이후 연도 간에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재무비율

에 대한 t-test를 하고 유의한 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로짓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비율에 대한 t－test 분석결

과 4가지 재무비율이 유의성이 하였고. 둘째, 로짓분석 결과는 5가지 독

립변수 중 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기업에서는 유동성비율이,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지원기업에서는 

수익성비율이,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받

은 기업에서는 성장성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3년 남우진은 정부주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과 민간주도 경영

안정자금의 효과성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BK기업은행 사례를 중심으

로 비교분석하였다. 정부주도의 긴급유동성지원 자금과 기존의 은행권

에서 진행해 왔던 경영안정자금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점이 있

었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기업의 경영규모를 통제변수로 두고 안

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성장성 등으로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했다. 경영안정자금의 긴급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비 평균적인 상

대적 효과성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 중 10개에서 효과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성이 더 작은 것은 3개에 불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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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차효과는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다. 금융위기 등 

시장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기 보

다는 민간의 보정기능을 믿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부문의 효과성이 낮다고는 하나 정부부문 유동

성지원이 연차가 진행될수록 민간부문보다 효과성이 뛰어난 것을 감안

하였을 때 정부부문의 장점을 민간부문이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

하였다. 은행 자금 지원의 경우 3~5년 기간에 걸쳐 자금의 회수가 이루

어지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한계로 인해 장기

간 추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과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

로 대기업과는 달리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세무 신고용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계산된 재무지표를 본 연구에 사용

할 수 없었음을 한계로 언급하였다. 

  2005년 김현욱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구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의 

기업DB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기업의 개선(수익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계량적인 실증 분석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이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들 간에 영업이익률 개선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년도의 수익성 개선도가 창업 기업자금

에서 더 높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 초기 창립한 기업 위주의 

정책자금 공급이 진행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재무정보가 부족한 창

업기업과 개별 기업 특성에 대한 차이점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석

의 한계로 남겨진다.

  3.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의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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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지만, 정책 집행 후 짧은 기간에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

지만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단

기적인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장

기적 관점에서도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한계에 있다. 



- 21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책자금 중 실증분석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유동성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이 장·단기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을 분석하려고 한다.

  여러 해에 걸쳐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된 2009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혜기업을 실험군으로 두

었다. 그와 비교집단으로 프로그램에 맞는 대상으로 신청을 하였다가 

본인들의 의사로 자진 철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확한 정보

의 수집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실시한 지원과 신청 철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장·단기 기업재무성과 개선

에 대한 가설 설정, 장·단기에 따른 재무자료 등을 조작적 정의하였으

며, 통제변수·종속변수들을 설명하고, 선정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으로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수혜 

전후의 이중차이분석(DID)을 활용할 예정이다.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실증

분석 및 가설 검증결과 정리를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또한 분석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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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 분석틀과 가설 설정

  1. 연구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를 위해 유동성지원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설립되어진 중소

기업은행이라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을 수행하였다. 이들 수혜기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진 철회한 기업들

의 장·단기 재무성과를 통해서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실증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행 거래 기업들 중,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의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은 기업과 신청 후 자진 철회한 기업들의 재무

성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연구코자 한다. 재무상 효과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성장성과 관련된 재무

비율을 활용할 것이며, 분석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수혜를 받은 기업

의 재무성과가 더 많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효과성은 목표나 결과의 달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 활

동의 결과가 애초에 바라던 바와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로는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신용분석이나 신용평가 

시 사용하는 지표 중심으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안정성 지표로 자기자

본비율, 부채비율,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활동성 지표로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을, 생산성 지표로 총자본

투자효율, 부가가치율을, 성장성 지표로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이를 종합한 연구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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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단기 재무성과 분석틀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 

(FTP) 지원 여부
기업의 재무성과
(T-1, T+2 비교)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
▪생산성 지표
▪성장성 지표

통제 변수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  

신용등급 업종, 업력 등

[그림 3-2]  장기 재무성과 분석틀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 

(FTP) 지원 여부
기업의 재무성과
(T-1, T+7 비교)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
▪생산성 지표
▪성장성 지표

통제 변수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  

신용등급 업종, 업력 등

2. 가설 설정

  본 연구는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장·단기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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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각의 재무비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지를 연구 가설로 선정하

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 가설 1 

 

H1 :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재무성과가 다를 것이다.

H1.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1.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2.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산세전이익률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2.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3.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3.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제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5.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본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1.5.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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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연구 가설 2 

H2 :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재무성과가 다를 것이다.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1.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2.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산세전이익률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2.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3.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3.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제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5.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본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H2.5.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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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방법

  기업 재무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책의 효과분석에 적절한 방법인 이중

차이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려고 한다. 보통 정책 

시행 전후로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데 쓰인다.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전후를 비교하는 것보다 수혜자(실험집

단)와 비수혜자(비실험집단)을 나누어서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시간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의 영향을 제거한 후 순수한 정책 수혜

의 영향만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은 정책 전후의 성과차이

를 대조군인 자진철회기업과의 전후 차이를 통해 비교하는 방법이다. 

비교의 시점은 T-1과 T+2를 비교하여 단기적 재무성과를 비교하고, 

T-1과 T+7을 다시 비교하여 장기적 재무성과를 비교한다. 일반론적인 

부분을 다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정책 시

행 즉 긴급유동성자금지원의 전후로 한 시점씩 데이터 지점이 존재하고 

정책의 수혜를 입은 기업과 그렇지 않고 자진철회한 기업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형이 DID 모형이다. 본 연구는 2009년도 긴급유동성자금지

원에 있어서 지원한 업체와 지원을 했다가 자진철회한 기업군간의 효율

적인 비교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던 2009년에 지원시기별 특

성은 두 기업군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명제와 기업군별이나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들이 지원 전후에도 같이 있었을 것이라는 명제를 

가정하면, DID 모형이 긴급유동성자금지원의 효과를 추측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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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이중차이분석 효과측정 표

구분

기업군1 : 
FTP 지원기업 
실험집단
Treatment Group

기업군2 : 
자진철회기업 
통제집단(비교집단)
Control Group

금융지원 전(Before) 재무 비율 T1 재무 비율 C1

금융지원 후(After) 재무 비율 T2 재무 비율 C2

  위의 표를 이용하여 횡단면자료를 사용한 단순비교방법, 시계열자료

를 활용한 전후비교방법(Before & After Method) 등의 단순비교를 통해

서 지원 효과를 알아보게 되면, 각각의 T2-C2, T2-T1가 측정되어 정책

자금 지원효과 뿐만 아니라 기업군 특성, 시기에 따른 특성, 사회적·경

제적 상황에서 오는 특성들의 차이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연

구를 위한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으로서 단순비교를 통해서

는 통제되지 않게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DID를 이용하면, 

(T2-C2)-(T1-C1), 즉 (긴급유동성자금지원 효과 + 고유의 기업군 특성)  

- (고유의 기업군 특성) = 긴급유동성자금지원 효과 또는 (T2-T1)-(C2-C1), 

즉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지원 효과 + 시기별 특성) - (시기별 특성) = 보증지

원 효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관찰 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중차이분석에 맞는 회귀분석모형도 설계할 수 있어 효율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회귀모형 확인을 해보면,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지원 효과 =

β0+β1*지원시기 더미+β2*기업군더미+β3*(기업군더미*지원시기더미)+ε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기업군과 시기더미의 곱인 상호작용항에 대

한 추정회귀계수 β3가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효과이다. 다른 변인

의 영향을 추가하여 통제하는 경우에는 β3의 값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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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Y’라고 한다면,  

Y =

β0+β1*시기더미+β2*기업군더미+β3*(기업군 더미*시기 더미)+ε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DID에 따른 긴급유동성자금지원 효과는 (T2-C2)-(T1-C1) 이고, 이를 

위 박스안의 회귀식에 대입하면, 

{(β0+β1+β2+β3) - (β0+β1)} - {(β0+β2) - β0} = β3 가 된다. 이는 앞서 

회귀식에서의 상호작용항인 β3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강호

규, 2017).

[그림 3-3] 회귀모형의 DID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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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변수의 정의

 

  1. 자료의 수집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집중적 공급 시기는 2008년도에 시작되기

는 하였으나 공급 업체수의 경우 2009년도의 자금공급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009년에 FTP 금융지원을 받

은  대상 업체와 신청한 기업 중 자진철회한 업체들6)을 비교하였다. 긴

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으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기본 표본에서 결측치가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FTP 지원기업은 804

개의 모수와 자진철회업체 52개의 모수를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원 

533개의 모수와 자진철회 33개 기업의 모수를 이용해 장·단기 분석을 

하였다.  

  2. 독립 변수

  본 연구는 FTP금융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으로, 기본적으로 

독립변수는 FTP금융지원 여부로 설정하였다. 효과분석을 위한 비교집단

(통제집단)으로 FTP 지원을 했다가 자진철회한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지원업체와 자진철회업체간의 비교분석을 위한 지표로 더미변수가 사용

되고, 장기와 단기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틀을 단기와 장기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6) 신청은 했으나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 철회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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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구성

구 분 변 수 내 용 비 고

독립

변수

지원

여부

- 2009년도에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더미변수

(지원 : 1)  

  3. 통제 변수

  본 연구는 FTP금융지원의 효과를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나타내주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타변인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 현상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통제변수를 사용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기업의 규모와 일반적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를 포함하다. 기업 규모의 일반적인 특성인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에 로그(Log)값을 취해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 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업체의 업력, 업종, 신용등급을 사용하였다. 

[표 3-5] 분석에 사용되는 통제변수 목록과 구성

구 분 변 수 내 용 비 고

통제

변수

매출액 로그(Log)값, 지원 전년도의 매출액
기업규모의 

특성
총자산 로그(Log)값, 지원 전년도의 총자산

자기자본 로그(Log)값, 지원 전년도의 자기자본

신용등급 - 신용등급별(1~5등급)

기업의 

일반적 

특성 

업종 - 제조업(1)과 그 외(2)

업력

- 지원시점의업력(1~4)

지원시점의 업력
1 7년 이하
2 7년 ~ 15년 이하
3 15년 ~ 25년 이하
4 2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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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속 변수 

  종속변수로 사용될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은행에서 거래 기업에 지원한 

여신의 건전성과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인 신용분석과 신용평가 

시에도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각 지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안정성 지표는 타인자본의 사용에 따른 기업의 채무불능 위험의 정도를 

나태는 것이고, 수익성 지표는 기업의 경영성과 및 이익창출능력을 나

타내는 것이다. 활동성 지표는 기업이 조달한 자본 또는 투하한 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생산성 지표는 기업 활동의 성과배분

의 합리성여부 및 개별생산요소의 영향을 성과·효율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성 지표는 일정기간 중에 기업의 경영규모 및 

기업 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변화 하였는가를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는 안정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율은 어떠한가를 

나타낸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세전이익률은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

으로 운용하였는가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영업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성 지표로 총자산회전율은 

총자산이 1년간 몇 회전하였는가를,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이 1년

간 몇 회전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

은 총자본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부가가치율은 매

출액 중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성장성 지표인 총자

본증가율은 총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매출액증가율은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어 준다.

  각 지표들의 내용을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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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분석에 사용되는 종속변수 목록과 구성 

구분 변 수 내 용 비 고

종속
변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 × 100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총자산세전
이익률(ROA)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평균자산총계) × 100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평균 자산총계
활동성
지표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평균 재고자산

총자본투자효율 (EBITDA/평균 자본총계) × 100
생산성 
지표

부가가치율 (EBITDA/매출액) × 100

총자본증가율 (당기 총자본 / 전기 총자본) × 100
성장성
지표

매출액증가율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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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대상자료 및 기술통계

 

  1. 분석 대상 및 표본구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로 전 세계는 유동성의 위기를 맞이하

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는 위기를 벗어날 방책이 필요했고, 긴급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이라는 정책결정을 하였다. 2008년부터 각 보증기관, 

국책은행 등을 시작으로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그 정부 정책이 전달되기

를 기대하였다. 2008년부터 시작은 하였지만 대상자 선정 및 실제 필요

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자금공급은 2009년으로 봐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공급의 주체가 되었던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국책

은행을 통해 공급된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정하였다. 2009년 지원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단기적 관점

의 지원 후 2년(T+2), 장기적 관점의 지원 후 7년(T+7)에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에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경

제적 상황들이 변화하는 바를 따라가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고, 대조

군과의 차이와 시기적 포인트를 설정하여, 기타 변화에 의한 오류를 최

소화하려 하였다. 대조군은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비슷한 기업환경(규

모, 상황, 재무적 특성 등)을 이루는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긴급유동

성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집단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철

회한 자진철회 집단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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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통계량 및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2-1.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1] 통제변수 기술통계

통제 변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매출액(Log) 6.631 0.500 5.250 8.372

총자산(Log) 6.587 0.482 4.918 8.049

자기자본(Log) 5.971 0.539 3.631 7.596

  2-2. 단기적 관점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단기와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연구하였기에 두 시점으

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였다. 먼저 단기적 관점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

업의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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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단기적 관점에서의 종속변수 기술통계(금융지원기업) 

(단위 %)

2008(T-1) 2011(T+2) 대비증감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자기자본
비율

25.2 8.9 8.2 44.7 34.6 13.4 5.6 61.7 9.4 4.4 -2.5 17.0 

부채비율 316.5 155.8 98.5 827.3 218.6 118.8 50.6 631.4 -97.8 -37.0 -47.9 -195.9 

총자산세전
이익률

3.5 3.0 -4.1 11.0 4.6 3.2 -1.2 12.8 1.1 0.3 2.9 1.7 

매출액영업
이익률

6.3 2.8 1.2 12.6 7.9 3.8 1.1 16.0 1.6 0.9 -0.1 3.4 

총자산
회전율

1.3 0.6 0.6 3.0 1.6 0.7 0.7 3.2 0.3 0.1 0.1 0.3 

재고자산회
전율

30.5 44.5 3.9 311.5 23.4 37.2 2.5 290.4 -7.1 -7.3 -1.3 -21.1 

총자본
투자효율

45.1 24.6 7.9 113.0 48.1 30.3 -1.3 133.2 3.1 5.7 -9.2 20.2 

부가가치율 9.0 4.2 2.1 18.6 11.1 5.4 2.1 23.0 2.0 1.2 0.0 4.4 

총자본
증가율

18.3 30.5 -49.7 104.1 12.8 25.2 -61.2 75.9 -5.5 -5.2 -11.6 -28.2 

매출액
증가율

13.2 19.9 -21.6 65.6 6.1 14.0 -21.7 39.3 -7.1 -5.9 -0.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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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관점의 금융지원을 받지 않고 자진 철회한 기업의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3] 단기적 관점에서의 종속변수 기술통계(자진철회) 

(단위 %)

2008(T-1) 2011(T+2) 대비증감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자기자본
비율

27.5 8.5 9.2 43.3 28.8 10.0 10.0 53.0 1.3 1.5 0.9 9.7 

부채비율 278.2 125.6 101.7 590.6 261.6 115.0 88.5 617.4 -16.6 -10.6 -13.2 26.8 

총자산세전
이익률

3.2 2.9 -3.9 9.2 4.0 2.9 -1.1 11.9 0.8 0.0 2.8 2.7 

매출액영업
이익률

5.9 3.2 1.4 12.0 5.4 3.6 1.2 15.5 -0.5 0.3 -0.2 3.5 

총자산회
전율

1.4 0.6 0.6 2.9 1.5 0.6 0.7 3.0 0.0 0.0 0.1 0.1 

재고자산회
전율

21.6 23.6 4.0 131.9 17.0 20.5 2.5 101.1 -4.6 -3.2 -1.5 -30.7 

총자본
투자효율

40.2 23.8 9.4 98.4 32.6 21.3 5.3 124.8 -7.6 -2.5 -4.0 26.3 

부가가치율 8.2 4.4 2.1 17.8 8.0 5.1 2.1 22.2 -0.2 0.7 0.0 4.4 

총자본
증가율

24.9 33.9 -40.3 103.8 8.7 24.3 -61.0 64.3 -16.2 -9.5 -20.8 -39.5 

매출액
증가율

10.5 21.1 -20.9 51.3 7.7 14.7 -20.2 38.2 -2.8 -6.4 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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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관점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과 자진 철회한 기업 전체의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4] 단기적 관점에서의 종속변수 기술통계(전체)

(단위 %)

2008(T-1) 2011(T+2) 대비증감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자기자본
비율

25.4 8.9 8.2 44.7 34.2 13.2 5.6 61.7 8.8 4.3 -2.5 17.0 

부채비율 314.0 154.2 98.5 827.3 221.4 119.0 50.6 631.4 -92.6 -35.2 -47.9 -195.9 

총자산세전
이익률

3.4 3.0 -4.1 11.0 4.5 3.2 -1.2 12.8 1.1 0.3 2.9 1.7 

매출액영업
이익률

6.3 2.9 1.2 12.6 7.7 3.8 1.1 16.0 1.5 1.0 -0.1 3.4 

총자산회
전율

1.3 0.6 0.6 3.0 1.6 0.7 0.7 3.2 0.3 0.1 0.1 0.3 

재고자산회
전율

30.0 43.6 3.9 311.5 23.0 36.5 2.5 290.4 -7.0 -7.1 -1.3 -21.1 

총자본
투자효율

44.8 24.6 7.9 113.0 47.1 30.0 -1.3 133.2 2.3 5.4 -9.2 20.2 

부가가치율 9.0 4.2 2.1 18.6 10.9 5.4 2.1 23.0 1.9 1.2 0.0 4.4 

총자본
증가율

18.8 30.7 -49.7 104.1 12.6 25.2 -61.2 75.9 -6.2 -5.6 -11.6 -28.2 

매출액
증가율

13.1 20.0 -21.6 65.6 6.2 14.1 -21.7 39.3 -6.9 -5.9 -0.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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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장기적 관점의 기술통계량

  장기적 관점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은 다음

과 같다.  

[표 4-5]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속변수 기술통계(금융지원기업) 

(단위 %)

2008(T-1) 2016(T+7) 대비증감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자기자본
비율

25.7 9.1 8.5 45.8 38.3 16.3 4.6 69.9 12.6 7.2 -3.9 24.1

부채비율 303.9 146.6 90.9 773.8 242.2 148.1 30.4 690.5 -61.7 1.5 -60.5 -83.3

총자산세전
이익률

3.2 3.0 -4.5 10.5 4.3 4.4 -5.7 16.3 1.1 1.4 -1.2 5.8

매출액영업
이익률

6.2 2.9 1.0 12.7 6.1 4.4 -5.4 16.6 -0.1 1.4 -6.4 3.9

총자산회
전율

1.3 0.6 0.6 2.9 1.2 0.5 0.4 2.5 -0.1 0.0 -0.1 -0.4

재고자산회
전율

32.9 50.2 3.6 331.3 49.4 105.8 2.9 997.2 16.6 55.6 -0.7 665.9

총자본
투자효율

42.9 23.7 4.5 110.4 27.0 21.1 -18.2 89.8 -15.9 -2.5 -22.8 -20.6

부가가치율 9.0 4.1 2.2 18.4 10.0 5.6 0.4 23.6 1.0 1.5 -1.8 5.2

총자본
증가율

17.3 29.6 -52.3 96.5 6.5 19.0 -52.0 50.4 -10.8 -10.7 0.3 -46.0

매출액
증가율

13.0 19.4 -22.1 65.3 -2.3 16.0 -36.3 32.3 -15.4 -3.5 -14.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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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의 금융지원을 받지 않고 자진철회한 기업의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6]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속변수 기술통계(자진철회)

(단위 %)

2008(T-1) 2016(T+7) 대비증감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자기자본
비율

27.6 9.2 9.6 44.9 39.2 13.7 19.3 69.6 11.6 4.5 9.6 24.7

부채비율 286.4 151.7 101.7 743.3 187.5 103.2 43.7 419.3 -98.9 -48.5 -58.0 -324.
0

총자산세전
이익률

3.2 3.3 -4.6 9.2 3.3 3.2 -2.9 10.4 0.2 -0.1 1.7 1.1

매출액영업
이익률

6.4 3.0 1.4 12.0 4.4 3.6 -3.5 13.8 -2.0 0.6 -4.9 1.9

총자산회
전율

1.4 0.6 0.6 2.5 1.0 0.6 0.5 2.5 -0.4 -0.1 -0.1 0.0

재고자산회
전율

19.9 25.3 3.6 107.1 25.8 51.0 3.8 260.4 5.9 25.7 0.1 153.4

총자본
투자효율

40.7 22.0 7.3 98.4 16.1 15.6 -10.5 53.4 -24.6 -6.5 -17.8 -45.0

부가가치율 9.1 4.6 3.4 17.8 6.7 5.0 0.4 18.4 -2.5 0.4 -3.0 0.6

총자본
증가율

19.6 32.9 -49.8 95.4 3.1 15.2 -42.0 27.6 -16.5 -17.7 7.8 -67.9

매출액
증가율

10.9 19.8 -22.0 51.3 -0.2 17.0 -33.8 31.9 -11.1 -2.8 -11.7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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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과 자진철회한 기업 전체의 종속

변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7]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속변수 기술통계(전체)

(단위 %)

2008(T-1) 2016(T+7) 대비증감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자기자본
비율

25.8 9.1 8.5 45.8 38.4 16.1 4.6 69.9 12.6 7.0 -3.9 24.1

부채비율 302.8 146.9 90.9 773.8 238.7 146.2 30.4 690.5 -64.1 -0.6 -60.5 -83.3

총자산세전
이익률

3.2 3.0 -4.6 10.5 4.3 4.3 -5.7 16.3 1.0 1.3 -1.1 5.8

매출액영업
이익률

6.2 2.9 1.0 12.7 6.0 4.3 -5.4 16.6 -0.2 1.4 -6.4 3.9

총자산회
전율

1.3 0.6 0.6 2.9 1.2 0.5 0.4 2.5 -0.1 0.0 -0.1 -0.4

재고자산회
전율

32.1 49.2 3.6 331.3 48.3 103.8 2.9 997.2 16.2 54.7 -0.7 665.9

총자본
투자효율

42.8 23.5 4.5 110.4 26.3 21.0 -18.2 89.8 -16.5 -2.6 -22.8 -20.6

부가가치율 9.0 4.1 2.2 18.4 9.8 5.6 0.4 23.6 0.8 1.5 -1.8 5.2

총자본
증가율

17.5 29.8 -52.3 96.5 6.3 18.7 -52.0 50.4 -11.1 -11.1 0.3 -46.0

매출액
증가율

12.9 19.4 -22.1 65.3 -2.2 16.0 -36.3 32.3 -15.1 -3.4 -14.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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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표 4-8]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단기)

(단위 %)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총자
산세
전이
익율

매출
액영
업이
익율

총자
산회
전율

재고
자산
회전
율

총자
본

투자
효율

부가
가치
율

총자
본

증가
율

매출
액

증가
율

자기
자본
비율

1 0.000
0.984

0.285
0.000

0.093
0.000

-0.037
0.089

0.037
0.090

0.002
0.942

0.077
0.000

0.041
0.060

0.005
0.824

부채
비율

0.000
0.984

1 0.027
0.219

-0.004
0.851

0.002
0.932

0.000
0.992

0.063
0.004

-0.015
0.498

0.009
0.685

0.001
0.981

총자산
세전

이익률

0.285
0.000

0.027
0.219

1 0.437
0.000

0.303
0.000

0.035
0.109

0.027
0.220

0.394
0.000

-0.014
0.524

0.007
0.753

매출액
영업

이익률

0.093
0.000

-0.004
0.851

0.437
0.000

1 -0.015
0.484

0.025
0.250

0.062
0.004

0.946
0.000

-0.040
0.065

-0.032
0.145

총자산
회전율

-0.037
0.089

0.002
0.932

0.303
0.000

-0.015
0.484

1 0.010
0.661

0.024
0.267

-0.106
0.000

-0.030
0.162

0.066
0.002

재고
자산

회전율

0.037
0.090

0.000
0.992

0.035
0.109

0.025
0.250

0.010
0.661

1 0.037
0.085

0.062
0.004

-0.010
0.634

-0.004
0.869

총자본
투자
효율

0.002
0.942

0.063
0.004

0.027
0.220

0.062
0.004

0.024
0.267

0.037
0.085

1 0.084
0.000

0.042
0.052

-0.007
0.764

부가
가치율

0.077
0.000

-0.015
0.498

0.394
0.000

0.946
0.000

-0.106
0.000

0.062
0.004

0.084
0.000

1 -0.031
0.152

-0.035
0.101

총자본
증가율

0.041
0.060

0.009
0.685

-0.014
0.524

-0.040
0.065

-0.030
0.162

-0.010
0.634

0.042
0.052

-0.031
0.152

1 0.010
0.645

매출액
증가율

0.005
0.824

0.001
0.981

0.007
0.753

-0.032
0.145

0.066
0.002

-0.004
0.869

-0.007
0.764

-0.035
0.101

0.010
0.6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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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장기)

(단위 %)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총자
산세
전이
익률

매출
액영
업이
익률

총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총자본
투자
효율

부가가
치율

총자본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자기
자본
비율

1 0.019
0.470

0.027
0.319

0.017
0.522

-0.142
0.000

-0.010
0.714

0.012
0.649

-0.021
0.432

0.020
0.444

0.035
0.195

부채
비율

0.019
0.470

1 0.039
0.144

0.025
0.357

0.009
0.742

-0.004
0.868

0.010
0.710

0.011
0.667

-0.001
0.971

0.023
0.393

총자산
세전

이익률

0.027
0.319

0.039
0.144

1 0.250
0.000

0.366
0.000

0.014
0.607

0.030
0.258

0.239
0.000

0.009
0.745

0.149
0.000

매출액
영업

이익률

0.017
0.522

0.025
0.357

0.250
0.000

1 0.038
0.156

0.009
0.744

0.045
0.095

0.720
0.000

0.021
0.440

0.071
0.008

총자산
회전율

-0.142
0.000

0.009
0.742

0.366
0.000

0.038
0.156

1 -0.005
0.853

0.054
0.041

-0.079
0.003

-0.051
0.056

0.218
0.000

재고
자산

회전율

-0.010
0.714

-0.004
0.868

0.014
0.607

0.009
0.744

-0.005
0.853

1 0.003
0.903

0.023
0.395

-0.001
0.985

-0.001
0.980

총자본
투자
효율

0.012
0.649

0.010
0.710

0.030
0.258

0.045
0.095

0.054
0.041

0.003
0.903

1 0.053
0.046

-0.037
0.169

0.028
0.285

부가
가치율

-0.021
0.432

0.011
0.667

0.239
0.000

0.720
0.000

-0.079
0.003

0.023
0.395

0.053
0.046

1 0.017
0.528

0.032
0.230

총자본
증가율

0.020
0.444

-0.001
0.971

0.009
0.745

0.021
0.440

-0.051
0.056

-0.001
0.985

-0.037
0.169

0.017
0.528

1 0.031
0.238

매출액
증가율

0.035
0.195

0.023
0.393

0.149
0.000

0.071
0.008

0.218
0.000

-0.001
0.980

0.028
0.285

0.032
0.230

0.031
0.2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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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긴급유동성프로그램 지원 효과분석

 

  1.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단기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1)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2)

  가설 H1.1.1, H1.1.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0] 안정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2.540  -1.940  0.052  42.733 2.290  0.022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0.132 0.070 0.941 -14.282  -0.560 0.578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334 0.730 0.467 -81.888**  -3.090 0.002 

신용등급 -1.404 -7.650 0.000 16.681  6.290 0.000

업종 2.723 5.370 0.000 -37.008  -5.200 0.000

업력 0.511 0.710 0.478 -6.347  -0.610 0.541 

R-Squared 0.0549 0.1392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 44 -

[표 4-11] 안정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통제변수 추가)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1.170 -1.140  0.254  23.753 1.650  0.098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0.607  0.440 0.660 -18.801  -0.960 0.337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683  1.180 0.238 -87.403

***  
-4.320 0.000 

매출액 -0.123  -0.170 0.864 -6.016  -0.600 0.547 
총자산 -27.191  -24.270 0.000 441.593  27.020 0.000 

자기자본 27.495  32.570 0.000 -438.874  -34.840 0.000 
신용등급 -0.957  -6.610 0.000 9.775  4.770 0.000 

업종 1.284  2.910 0.004 -10.414  -1.730 0.085 
업력 -0.878  -1.500 0.133 9.335  1.130 0.259 

R-Squared 0.4219 0.500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가 현저히 좋아지는 모습과 유의성의 정

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에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채비율에서는 유의미한(p<0.001) 부(-)의 영향(부채비율은 낮을수

록 긍정적 효과)을 미쳐 정책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FTP 금융지

원이 직후 연도에는 FTP 금융지원 역시 부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올라갔을지라도, 단기간(T+2)에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1.1은 기각되고, H1.1.2는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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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안정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단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1.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H1.1.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2)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2)

  가설 H1.2.1, H1.2.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3] 수익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267 0.600  0.546  0.287 0.630  0.530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0.663  1.110 0.265 -0.452  -0.730 0.464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417  0.680 0.497 2.045***  3.210 0.001 

신용등급 -0.316  -5.200 0.000 0.004  0.060 0.951 
업종 0.288  1.780 0.076 -2.051  -12.120 0.000 
업력 -0.857  -3.480 0.001 -0.086  -0.350 0.727 

R-Squared 0.0534 0.1360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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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수익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통제변수 추가)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051 0.120  0.903  -0.284 -0.670  0.503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0.715  1.290 0.199 -0.448  -0.790 0.429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298  0.520 0.604 1.970*** 3.370 0.001 

매출액 3.187  11.230 0.000 -5.029  -16.160 0.000 

총자산 -5.111  -12.450 0.000 3.752  8.840 0.000 

자기자본 0.299  1.100 0.270 -0.415  -1.450 0.146 

신용등급 -0.290  -4.960 0.000 -0.070  -1.180 0.240 

업종 -0.722  -4.250 0.000 -1.171  -6.720 0.000 

업력 -0.136  -0.570 0.571 0.007  0.030 0.978 

R-Squared 0.1735 0.2730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가 현저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총자산세전이익률에서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유의미한(p<0.0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FTP 금융지원

이 평균자산에 대비한 계속영업이익인 총자산세전이익률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매출액에 대비한 영업이

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듯이 단기간(T+2)에

는 신속한 지원으로 인해 매출액영업이익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수익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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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라는 가설 H1.2.1은 기각되고, H1.2.2는 채택된다. 

[표 4-15] 수익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단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1.2.1
FTP 금융지원을지원받은기업은단기적으로

총자산세전이익률지표가긍정적인효과를보일것이다.
기각

H1.2.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3) 활동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2)

  가설 H1.3.1, H1.3.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활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6] 활동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095 -1.060  0.288  8.991 1.550  0.121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0.006  -0.050 0.963 -4.499  -0.570 0.567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284**  2.200 0.028 -2.784  -0.340 0.732 

신용등급 -0.052  -4.350 0.000 -1.911  -2.460 0.014 
업종 0.303  9.080 0.000 3.695  1.720 0.086 
업력 -0.120  -2.390 0.017 -3.206  -1.020 0.306 

R-Squared 0.1013 0.0153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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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활동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통제변수 추가)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041 -0.660  0.507  3.820 0.670  0.503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0.087  -1.010 0.314 -4.268  -0.560 0.577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383***  4.290 0.000 -2.507  -0.320 0.751 

매출액 2.142  41.110 0.000 -0.329  -0.090 0.932 

총자산 -1.958  -29.970 0.000 -3.789  -0.710 0.479 

자기자본 -0.166  -4.190 0.000 -8.200  -2.290 0.022 

신용등급 -0.048  -5.610 0.000 -2.266  -2.890 0.004 

업종 0.010  0.380 0.700 1.192  0.500 0.617 

업력 -0.025  -0.700 0.482 1.701  0.530 0.598 

R-Squared 0.5645 0.0361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현저히 좋

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총자산회전율에서 유의미한(p<0.001)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평균자산 대비 매출액을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급격하게 줄어둘지 않는 자산 대비 매출액의 상승을 가져왔

다는 의미로 단기간(T+2)에서는 신속한 금융지원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가져와 정

책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활동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H1.3.1은 기각되고, H1.3.2는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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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활동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단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1.3.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1.3.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4)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2)

  가설 H1.4.1, H1.4.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9] 생산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5.300 1.410  0.158  0.682 1.010  0.314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7.361  -1.460 0.144 -0.171  -0.190 0.851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0.374**  1.990 0.047 2.228**  2.370 0.018 

신용등급 -0.150  -0.290 0.772 -0.080  -0.900 0.371 

업종 -10.621  -7.640 0.000 -3.401  -14.000 0.000 

업력 -11.060  -5.370 0.000 -0.125  -0.360 0.720 

R-Squared 0.0586 0.1474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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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생산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통제변수 추가)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1.710 0.510  0.613 0.045 0.070  0.941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8.503  -1.890 0.059 -0.199  -0.250 0.805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0.518**  2.260 0.024 2.234***  2.690 0.007 

매출액 13.272  5.800 0.000 -8.647  -20.420 0.000 

총자산 29.897  8.830 0.000 8.382  14.670 0.000 

자기자본 -48.073  -19.190 0.000 -1.327  -3.460 0.001 

신용등급 -1.461  -3.100 0.002 -0.251  -3.080 0.002 

업종 -11.452  -8.260 0.000 -1.744  -7.350 0.000 

업력 -5.939  -3.090 0.002 -0.486  -1.490 0.135 

R-Squared 0.2390 0.329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현저히 좋

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총자본투자효율에서 유의미한(p<0.05)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있다. 이는 금융지원이 

단기간(T+2)으로는 투여된 자본대비 수익창출 능력을 나타내주는 

EBITDA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 대비 

EBITDA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에서 유의미한(p<0.01) 정(+)의 영향를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있다. 이는 단기간(T+2)에서는 신속한 

금융지원이 기업의 부가가치율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생산성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단기

적 관점에서 금융지원이 수익창출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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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4.1과 H1.4.2는 채택된다. 

[표 4-21] 생산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단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1.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1.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5)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2)

  가설 H1.5.1, H1.5.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성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2] 성장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6.211 -1.610  0.108  2.602 0.980  0.325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16.319  -3.150 0.002 -2.815  -0.800 0.423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0.573**  1.970 0.049 -4.349  -1.200 0.229 

신용등급 -1.675  -3.100 0.002 -1.097  -3.260 0.001 
업종 -1.870  -1.300 0.193 -1.226  -1.330 0.183 
업력 -13.159  -6.080 0.000 -1.493  -1.020 0.307 

R-Squared 0.0398 0.04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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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성장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단기/통제변수 추가)

생산성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3.487 -0.910  0.362  5.704 1.830  0.067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15.962  -3.150 0.002 -0.905  -0.210 0.834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0.328**  1.960 0.050 -6.159  -1.380 0.168 

매출액 10.194  3.920 0.000 12.979  6.000 0.000 

총자산 -12.820  -3.340 0.001 -7.610  -2.570 0.010 

자기자본 8.853  3.190 0.001 -1.516  -0.760 0.446 

신용등급 -1.173  -2.170 0.030 -1.039  -2.390 0.017 

업종 -3.516  -2.240 0.025 -4.298  -3.360 0.001 

업력 -15.025  -6.820 0.000 -4.344  -2.330 0.020 

R-Squared 0.0613 0.0521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총자본증가율에서 유의미한(p<0.05) 정(+)

의 영향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있다. 이는 금융지원이 단

기간(T+2)으로는 전년대비 총자본 증가를 나타내주는 총자본증가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의 증

가를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성장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H1.5.1은 채택되고, H1.5.2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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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성장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단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1.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총자본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1.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2.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장기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1)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7)

  가설 H2.1.1, H2.1.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5] 안정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1.479 -0.650  0.519  19.019 0.760  0.450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11.886  3.850 0.000 -98.821  -2.890 0.004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668  0.210 0.834 39.224  1.110 0.267 

신용등급 -1.832  -4.630 0.000 21.817  4.930 0.000 
업종 2.919  3.420 0.001 -32.641  -3.500 0.000 
업력 -1.396  -1.050 0.294 27.876  1.870 0.062 

R-Squared 0.2112 0.081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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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안정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통제변수 추가)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530 -0.260  0.797  15.364 0.710  0.478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11.782  4.280 0.000 -103.432  -3.560 0.000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1.817  0.640 0.523 28.594  0.950 0.341 

매출액 -1.497  -1.040 0.299 16.096  1.060 0.288 
총자산 -23.493  -10.690 0.000 331.955  13.820 0.000 

자기자본 26.161  16.270 0.000 -355.889  -20.080 0.000 
신용등급 -0.975  -2.650 0.008 10.023  2.570 0.010 

업종 1.879  2.200 0.028 -13.114  -1.480 0.140 
업력 -2.961  -2.390 0.017 40.661  3.090 0.002 

R-Squared 0.3760 0.3321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T+7)으로 자기자본비율에

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에서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재무성과의 안정성을 나타내어주는 자기자본비율과 부

채비율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1.1과 H2.1.2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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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안정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장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H2.1.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2)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7)

  가설 H2.2.1, H2.2.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8] 수익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032 0.050  0.963  -0.209 -0.320  0.750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0.154  0.160 0.871 -2.039  -2.270 0.023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920  0.950 0.343 1.909**  2.060 0.039 

신용등급 -0.331  -2.890 0.004 0.053  0.460 0.648 

업종 0.150  0.620 0.539 -1.299  -5.590 0.000 

업력 -0.537  -1.320 0.188 -0.410  -1.100 0.270 
R-Squared 0.0295 0.0343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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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수익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통제변수 추가)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3.034 1.740  0.082  -0.454 -0.670  0.500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1.708  0.730 0.466 0.209  0.230 0.819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231  0.100 0.924 0.803  0.860 0.392 

매출액 6.622  5.430 0.000 2.362  5.280 0.000 

총자산 -8.231  -4.260 0.000 -4.070  -6.200 0.000 

자기자본 -1.387  -0.970 0.331 0.187  0.430 0.664 

신용등급 -0.681  -2.170 0.030 -0.257  -2.220 0.027 

업종 -1.494  -2.090 0.037 -0.623  -2.380 0.018 

업력 -1.461  -1.380 0.169 -0.030  -0.070 0.942 

R-Squared 0.0824 0.0894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는 개선이 되나, 유의한 정도는 떨어지

는 모습을 보였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총자산세전이익률에서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통제변수를 추가로 

넣지 않을 때는 유의미한(p<0.05) 정(+)의 영향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를 추가로 선정했을 때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P 금융

지원이 장기적으로 수익성 지표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2.1은 기각되고, H2.2.2는 채택된다. 



- 57 -

[표 4-30] 수익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장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2.2.1
FTP 금융지원을지원받은기업은장기적으로

총자산세전이익률지표가긍정적인효과를보일것이다.
기각

H2.2.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3) 활동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7)

  가설 H2.3.1, H2.3.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활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31] 활동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115 -1.220  0.222  12.998 0.890  0.373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0.381  -2.810 0.005 6.049  0.290 0.772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318**  2.280 0.023 10.324  0.480 0.630 

신용등급 -0.054  -3.250 0.001 -2.369  -0.960 0.336 

업종 0.248  7.000 0.000 7.625  1.420 0.156 

업력 -0.093  -1.640 0.100 -6.477  -0.760 0.446 

R-Squared 0.0598 0.0155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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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2] 활동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통제변수 추가)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091 -1.160  0.247  1.216 0.080  0.933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0.402  -3.580 0.000 5.642  0.270 0.783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0.338***  2.920 0.004 11.391  0.540 0.590 

매출액 1.354  21.280 0.000 -20.499  -2.030 0.042 

총자산 -1.196  -14.430 0.000 16.980  1.180 0.238 

자기자본 -0.118  -2.270 0.023 -18.742  -2.000 0.046 

신용등급 -0.024  -1.630 0.103 -4.647  -1.820 0.069 

업종 0.087  2.740 0.006 6.707  1.120 0.263 

업력 -0.043  -0.890 0.372 -2.008  -0.230 0.821 

R-Squared 0.3480 0.036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현저히 좋

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T+7)에서 총자산회전율에

서 유의미한(p<0.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책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평균자산 대비 매출액을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 환경에서 급격하게 줄어둘지 않는 자산 대

비 매출액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의미로 장기간(T+7)에서는 신속한 금융

지원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재고

자산회전율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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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활동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H2.3.1은 채택되고, H2.3.2는 기각된다. 

[표 4-33] 활동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장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2.3.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2.3.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제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4)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7)   

  가설 H2.4.1, H2.4.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34] 생산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1.607 0.430  0.667  -0.159 -0.180  0.855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24.623  -4.830 0.000 -2.534  -2.180 0.030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8.573  1.620 0.105 3.585***  2.990 0.003 

신용등급 -0.123  -0.180 0.855 -0.022  -0.150 0.880 
업종 -6.417  -4.570 0.000 -2.581  -8.490 0.000 
업력 -8.385  -3.660 0.000 -0.236  -0.480 0.631 

R-Squared 0.1518 0.078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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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5] 생산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통제변수 추가)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1.441 0.410  0.683  -1.268 -1.530  0.126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2)

-23.879  -5.020 0.000 -2.740  -2.500 0.013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7.634  1.550 0.121 3.808***  3.370 0.001 

매출액 14.739  5.850 0.000 -6.054  -10.470 0.000 

총자산 13.624  3.620 0.000 5.419  6.680 0.000 

자기자본 -30.797  -11.440 0.000 -1.299  -2.430 0.015 

신용등급 -0.742  -1.140 0.256 -0.341  -2.320 0.020 

업종 -7.695  -5.280 0.000 -1.664  -5.270 0.000 

업력 -6.826  -3.050 0.002 -0.452  -0.920 0.356 

R-Squared 0.2639 0.1800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현저히 좋

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적 관점(T+7)에서 총자본투자효율에

서 정(+)의 영향를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

아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율에서는 유의

미한(p<0.01) 정(+)의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지원이 기업의 부가가치율 재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H2.4.1은 기간되고, H2.4.2는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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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생산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장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2.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H2.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5)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분석(T+7) 

  가설 H2.5.1, H2.5.2를 검증하기 위해 FTP 금융지원이 기업의 성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37] 성장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2.558 -0.580  0.562  2.525 0.780  0.436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16.401  -2.790 0.005 -10.876  -2.470 0.014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5.441  0.900 0.370 -4.560  -1.000 0.316 

신용등급 -0.830  -1.110 0.269 -1.703  -3.100 0.002 

업종 -0.355  -0.220 0.823 -0.147  -0.130 0.899 

업력 -5.298  -2.050 0.040 0.243  0.120 0.902 

R-Squared 0.0398 0.04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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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8] 성장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장기/통제변수 추가)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Coef. t P>t Coef. t P>t

FTP  
금융지원여부

0.191 0.040  0.966  1.898 0.490  0.622  

FTP 
금융지원전후
(T-1) vs (T+7)

-15.611  -2.690 0.007 -11.981  -2.230 0.026 

FTP금융지원여부
#

FTP금융지원전후
4.611  0.770 0.442 -2.630  -0.470 0.635 

매출액 6.687  2.220 0.027 14.638  5.300 0.000 

총자산 -17.840  -3.860 0.000 -7.428  -1.950 0.052 

자기자본 16.059  4.810 0.000 -4.456  -1.750 0.081 

신용등급 0.333  0.430 0.667 -0.724  -1.040 0.301 

업종 -2.109  -1.210 0.227 -3.861  -2.460 0.014 

업력 -7.243  -2.720 0.007 -3.228  -1.290 0.196 

R-Squared 0.0828 0.1204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을 추가로 통제변수

로 선정 시 모형의 적합도(R-Squared)가 일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FTP 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T+7)에서 총자산증가율에

서 정(+)의 영향를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 또한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를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

은 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아 정책효과가 없다. 성장성 지표에는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중차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FTP 금융지원｣이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5.1과 H2.5.2는 두 가지 다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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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성장성 지표의 가설검증 결과(장기)

구분 가설 검증결과

H2.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총자산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H2.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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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0] 단기적 관점(T+2)의 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 설 결과

FTP 

금융

지원 

여부

(T+2)

안

정

성

자기자본
비율

H1.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부채
비율

H1.1.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수

익

성

총자산세전
이익률

H1.2.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세전이익률 지표가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매출액영업
이익률

H1.2.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활

동

성

총자산
회전율

H1.3.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재고자산
회전율

H1.3.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재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생

산

성

총자산
투자효율

H1.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부가가치율 H1.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성

장

성

총자본
증가율

H1.5.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매출액
증가율

H1.5.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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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장기적 관점(T+7)의 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결과

FTP 

금융

지원 

여부

(T+7)

안

정

성

자기자본
비율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부채
비율

H2.1.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수

익

성

총자산세전
이익률

H2.2.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세전이익률 지표가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매출액영업
이익률

H2.2.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활

동

성

총자산
회전율

H2.3.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재고자산
회전율

H2.3.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재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생

산

성

총자산
투자효율

H2.4.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부가가치율 H2.4.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성

장

성

총자본
증가율

H2.5.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매출액
증가율

H2.5.2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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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적 분석 

[표 4-42] 장․단기 관점에서 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결과

(T+2) (T+7)

FTP 

금융

지원 

여부

(T+2)

(T+7)

안

정

성

자기자본비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기각

부채비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부채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기각

수

익

성

총자산세전이익률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세전이익률 지표가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기각

매출액영업이익률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가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기각

활

동

성

총자산회전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채택

재고자산회전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재고자산회전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기각

생

산

성

총자산투자효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투자효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기각

부가가치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부가가치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
를 보일 것이다.

채택 채택

성

장

성

총자본증가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자산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기각

매출액증가율
H1.1.1
H2.1.1

FTP 금융지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일 것이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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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안정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장․단기)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Coef. t P>t Coef. t P>t

FTP금융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2)

1.683  1.180 0.238 -87.403***  -4.320 0.000 

FTP금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7)

1.817  0.640 0.523 28.594  0.950 0.341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안정성 지표는 자기자본비율과 부

채비율을 들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개념으로 자산에서 자본의 비

중을 보아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안정성이 충분

한 가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방향성을 띄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개념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방향성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

권자의 입장에서는 비율이 낮을수록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이 커진다고 볼 수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 자

본의 비중이 높아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여 높은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만을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단기간의 부

채비율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음(-)을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해 연도에는 1차적으

로는 금융의 지원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만, FTP 금융지원의 특성

상 긴급한 유동성 해결을 위한 지원이고, 지원 시 각 기업의 자구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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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한 상태에서 지원이 나가는 방식으로 단기간 3년의 기간 동안 자구

책의 일환으로 부채를 줄였을 꺼라 설명해 볼 수 있다. 또한 분모의 총

자본 측면에서 FTP 금융지원에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 활발한 영업을 통

해 기업의 이익을 내고 이익잉여금의 상승을 가져왔다면 자자기자본이 

강화되어 총자본이 증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양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것은 

FTP의 금융지원이 긴급한 단기적 정책효과로써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44] 수익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장․단기)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Coef. t P>t Coef. t P>t

FTP금융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2)

0.298  0.520 0.604 1.970*** 3.370 0.001 

FTP금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7)

0.231  0.100 0.924 0.803  0.860 0.392 

 수익성 지표에는 총자산세전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들 수 있다.  

  총자산세전이익률은 평균자산 대비 매출액영업이익을 나태는 지표로 기

업의 투자자금 단위당 수익의 창출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실제 경영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활용된다(조용대, 2011).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의 방향성을 띄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로 제조 및 판매활동에 의해 창출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p<0.001) 정(+)의 영향을 미

쳤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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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기적으로는 FTP 금융지원이 긴급한 유동성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도 해결하고, 단순히 영업활동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긍정적인 시

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지표들이 더 좋은 성과를 같이 이룬

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금융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서 다른 기업의 재

무지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효과가 이어지지 않아 정책자금의 효

과성이 단기에만 그치는 아쉬운 점을 드러내고 있다. 

[표4-45] 활동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장․단기)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Coef. t P>t Coef. t P>t

FTP금융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2)

0.383***  4.290 0.000 -2.507  -0.320 0.751 

FTP금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7)

0.338***  2.920 0.004 11.391  0.540 0.590 

  활동성 지표로는 총자산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총자산회전율은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

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로 

매출액을 평균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이 높은 기

업도 자세히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FTP 금융지원을 통해서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p<0.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금융자금을 투입하였을 때 긍정

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유동성을 해



- 70 -

결해 줌으로써 분모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파른 

매출액의 증가를 가져와 총자산회전율이 정(+)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눠서 산출이 된다. 재고자

산의 보유 수준은 과부족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하

는 표준비율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

소되면, 상품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하게 높은 경우 원재료 및 제품 등 부족으로 계속적

인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는 장·단기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

다. 

[표 4-46] 생산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장․단기)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Coef. t P>t Coef. t P>t

FTP금융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2)

10.518**  2.260 0.024 2.234***  2.690 0.007 

FTP금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7)

7.634  1.550 0.121 3.808***  3.370 0.001 

 중소기업의 생산성 지료는 기업의 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총자본투자효율과 부가가치율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총자본투자효율이란 기업에 투자한 총자본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본생산성’이라고도 한

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는 데, EBITDA를 자본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의미한(p<0.05) 정(+)의 영

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FTP 금융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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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를 빼기전의 영업이익(EBITDA)이 증가하였음

을 보여주는데, 이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볼 때 수익창출 능력이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이 실제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

우는 상품을 팔았지만, 실제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회수를 못했을 경우

나 최악의 경우이긴 하나 상품 등의 실제 판매량이 떨어졌을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는 유동성 해결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창출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란 외부에서 원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여기에 생산 

작업이나 가공 과정 등을 거쳐 기업 내부적으로 창조된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율은 EBITDA를 매출액으로 나눠서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단기적으로 유의미한(p<0.01) 정(+)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도 

유의미한(p<0.01) 정(+)의 영향을 나태내주고 있다. 이는 FTP 금융지원이 

기업 내부적으로 창조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

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도 유동성을 해결해주고,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해결해

주면서 원부재료를 구입할 여유를 확보해주어 기업의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표 4-47] 성장성 지표의 이중차이 분석(장․단기)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Coef. t P>t Coef. t P>t

FTP금융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2)

10.328**  1.960 0.050 -6.159  -1.380 0.168 

FTP금지원여부#
FTP금융지원전후
(T-1) vs (T+7)

4.611  0.770 0.442 -2.630  -0.47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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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등이 전년보다 얼마만큼 증가 혹은 감소했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미래 기업의 잠재력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

무비율이다. 본 연구에는 총자본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연구하였다.

  총자본증가율은 전년대비 총자본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기업전

체의 성장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FTP 금융지원이 단

기적으로는 유의미한(p<0.05)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장

기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총자본의 증가 역시 단기적으로 유의하여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단기적이고 신속하게 효과를 일

으키나 장기적으로는 미비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매출액증가율은 경영성과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산업 전

체의 매출액증가율보다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높으면 시장점유율이 확

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많은 곳에 이용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는 장․단기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2017년에 이루진 FTP 특별보증 지원이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는 대상의 차이는 본 연구와 있으나, 유동성을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는 유사한 정

책이었다. 하지만 표본의 차이 및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대상을 더욱 명확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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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정책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정책자금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자금 출자 등의 방법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

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자는 일상적인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적으

로 긴급한 상황에 이루어지는 정책집행이 과연 단기적인 해결을 가져오

는지, 더 멀리 나가 장기적으로 기업이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

기라는 특수한 이벤트를 선정하였고, 효율적이고 잘 정제된 정책집행으

로써 그 이벤트를 잘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선행연구

들 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접목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이

들 중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그 정책자금 집행과정이 보증기관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이에 민간은행과 경쟁을 하면서도 국책은행으로써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했

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그 파급력을 

바탕으로 민간이 공동대응으로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했다. 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위기 대응 방안으로 내놓았다.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기업을 선별하였고, 필

요시에는 보증기관의 담보보완의 도움을 받아 유동성 애로를 극복해 나

가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의 자구계획을 통해 상환 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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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집중적 공급 시기는 2008년도에 시작되기

는 하였으나 공급 업체수의 경우 2009년도의 자금공급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009년에 FTP 금융지원을 받

은 대상 업체와 신청한 기업 중 자진철회한 업체들을 비교하였다. 긴급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으로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정책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전후를 비교하는 것보다 수혜자(실험집단)와 비수혜자(비교집단)을 

나누어서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시간에 따른 일반적인 변

화의 영향을 제거한 후 순수한 정책 수혜의 영향만을 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책의 효과분석에 적

절한 방법인 이중차이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

다. 독립변수는 FTP금융지원 여부로 설정하고 ,효과분석을 위한 비교집

단(통제집단)으로 FTP 지원을 했다가 자진 철회한 기업으로 설정하고, 

연구 분석틀은 단기적인 관점(T+2)과 장기적인 관점(T+7)을 나누어 분석

하였다. 기타변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 현상을 왜곡하는 것을 방

지하고자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기업 규모의 일반적인 특성인 매

출액, 총자산, 자기자본에 로그(Log)값을 취해 편차를 줄이고자 했고, 기

업의 일반적 특성인 업력, 업종, 신용등급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

성 지표, 생산성 지표, 성장성 지표의 대표적인 비율 2가지씩을 선정하

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FTP) 금융지원

이 기업의 장·단기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

으로, 기업의 재무성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여 지표들

이 대표하는 각각의 재무비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지를 연구 가설

로 선정하였다. 

  FTP 금융지원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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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FTP 금융지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설
결과

(T+2) (T+7)

FTP 

금융지원 여부

(T+2)(T+7)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기각 기각

부채비율 채택 기각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기각 기각

매출액영업이익률 채택 기각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채택 채택

재고자산회전율 기각 기각

생산성
총자산투자효율 채택 기각

부가가치율 채택 채택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채택 기각

매출액증가율 기각 기각

 

 FTP 금융지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기

업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재무비율이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활동성 

지표와 생산성 지표만이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글로벌 금유

위기에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을 하기 위해 투입한 해결책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부채비율, 매출액영업

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투자효율, 부가가치율, 총자본증가율에서 

정책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고, 장기적으로 활동성 지표의 총자산회전율

과 생산성 지표의 부가가치율만이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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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으로나마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시장의 실패에 규모

가 크진 않지만 단편적으로나마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해 줬다고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한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도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점들이 있다.

  우선은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내용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장기적인 효

과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직면

한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

지고, 계획을 세워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당시

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책인데,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 역시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였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중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열어줌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

지만,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다른 평가들도 충분히 첨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책자금 등의 집행과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

점에서의 시각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 시급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에 

정비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

론 정부 개입에 의한 국책은행과 보증기관들의 관리와 민간은행들의 관

리가 부실했다는 바가 아니라, 제한적인 연구의 결과이지만 연구의 결

과에서 “단기는 효과가 있었고, 장기는 단기보단 미흡했다”라고 말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진행이 되고, 각 채권은행들이 신용평

가 및 신용분석, 자구책 관리 등 많은 관리들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내

적인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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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었다. 자료 수집에 

대한 한계와 분석기법에 의해 생기는 한계가 그것이다. 

  우선 자료 수집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라 모수에 대한 아쉬움

이 남는다. 다만, 자료의 희소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에 임했다. FTP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여 2009년에 9천개 이상의 

기업들이 신규 및 연장 등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나 보증기관을 통해 다

른 은행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아쉬웠다. 또한 지원 금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 했다면 금액의 규모에 

따른 차이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정확도면에는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분석 기법으로 인한 한계이다. 이중차이분석(DID)은 실험군

과 대조군 개념을 이용하여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여부를 분석하는 기법

으로 두 집단의 시점사이의 차이를 도출하는 연구 기법인데, 정책전후

와 정책여부에 대한 일정시점 이후의 결과 값을 가지고 차이분석을 하

다 보니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

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원을 받을 당시에도 그 원래

의 특성이 나타내어질 수도 있지만, 숨겨져 있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적 특성까지 잡아내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 후의 자료를 함께 연구함으로

써 나타나는 외생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적인 면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여러 기관들의 사례들을 접목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남겨놓은 자료수집의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광범위한 연구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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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how policy funding would
affect a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The reality is that general
policy funds continue to be provided through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funds, even if they are not in an urgent situation.
Rather than ordinary policies, the researchers wondered whether
policy implementation when society is in an urgent situation would
lead to a short-term solution or, further and longer-term, a driving
force for companies to continue their operations. Thus, a special event
call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selected and it wa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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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event was well overcome through efficient and
reasonable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d liquidity problems, and the government implemented
an emergency liquidity support program(Fast-Track Program, a.k.a
’FTP’) to encourage banks to extend loans to small businesses by
linking them with government support while expanding the supply of
credit guarantees to small businesses, including extending the
maturity of credit guarantees, raising the credit guarantee ratio and
stopping the reduction of long-term and high-value guarantees, in
order to help them.
FTP was introduced to prevent black-and-white porcelain
production by supplying funds to viable companies. It also provided
support to companies that suffered losses from KIKO through the
FTP. FTP consisted of 18 domestic banks and guarantee agencies
(Credit Guarantee Fund and Technology Guarantee Fund). It was a
temporary program that runs through 2009.6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but due to unstable economic conditions, the operating
period was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through a number of
revisions.
Over the years, this program suppor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ut the most intensively supported 2009 was for groups
executed by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nd groups to withdraw
applications. It was studied through hypothesis setting for
improvement of long-term and short-term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TP, financial data for long-term and short-term,
and explained and selected control and continuous variables.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ID) was used before and after
the benefit of the FTP as an analysis model for this empirical
analysis.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theorem through statistical programs. Further, the limitations
of the analysis were discusse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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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FTP financial institution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FTP financial support status. The
government wanted to reduce the deviation by taking log values in
sales, total assets and equity capital, a common characteristic of a
company's size. A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an entity, the entity's
performance, industry and credit ratings were used. 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nd implemented based on indicators
commonly used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credit analysis or credit
evaluation. As a measure of stability, the total pre-tax return rate,
the ratio of equity capital, the ratio of debt to profitability, the ratio
of gross pre-asset income, the rate of return on sales, the percentage
of total assets rotated, the percentage of inventory rotated, and the
rate of capital investment as a productivity indicator were used.
As shown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FTP financial support, the
indicators of a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short term
indicate that at least one financial ratio was policy effective.
However, in the long run, only the indicators of activity and
productivity were analyzed to have had policy effects. Therefore, a
long-term perspective is also needed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and planning of policy funds.
Even if it was done urgently by a short-term plan, areas that
could be supplemented later on will have to be done as much as
possible. Of course, this is not to say that the management of
state-run banks and guarantee agencies by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ivate banks were poorly managed. However, while policies are
implemented and each creditor bank has many officials, including
credit rating, credit analysis and self-rescue measures, it will need to
understand and correct the internal differences of companies.

Key words: Global financial crisis,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financial performance, Fast-Track Program, FT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nanci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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