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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직접대출, 간접대출, 신용보증 등의 양적 위주의 금융지원에

형태로 집중함에 따라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부족으로

직접금융이 필요하나 그동안 정부정책이 간접금융 중심으로 이뤄져 직접

금융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금융 형태의 정책금융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정책금융의 한 형태로써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

는 직접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에 대한 효과적인 직접투자 수단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갖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기술력과 차

별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초기 혁신형 벤처기업의 경우 융

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자본조달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업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포함하는 최적의 자본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직접금융의 자금조달 방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

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직접투자 방식으로서 도입한 보증연계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성 또는 투자성과 요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새롭게 도입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자기선택에 의한 편의 요소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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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추출하였고 이중차이분석

(DID)과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특성과

관찰이 불가능한 여러 특성들을 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 기업은 비투자

기업에 비교하여 투자 1년 전 대비 투자 1년 후에 수익성 지표 중 매출

액영업이익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무적 성과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도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투자 2년 후에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서 양(+)의 효

과를 나타냈으나 성장성 지표 중 총자산증가율은 부(-)의 효과를 나타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보증연계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초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효과적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를 통한 재무적 안정성은 기업이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연계투자가 기업의 효율적인 성과

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기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갖춘 기업으로써 장기

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심사자의 역량 강

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학 번 : 2018-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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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금융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금융자원 배분구조와 금융권의 중소

기업 대출 기피 현상 등이 맞물려 중소기업은 금융 애로 및 만성적인 자

금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는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정책금융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손상호

(2013)는 정책금융은 시간과 공간상 발생하는 금융시장에서의 다양한 시

장실패로 인해 시장의 상업적인 원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자

금의 가용성 측면·만기·금융비용 등에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경

제주체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입된 금융

의 한 형태이다. 특히 한국은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1)을 단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대전환」을 비전으

로 하여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

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은 각 산업부문의 격차해소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경제 정책적 목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기반조성에 불가결한

중산층의 확대와 고용기회의 창출 및 소득발생 등을 위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존재가치는 매우 크다(김종민 외, 2003).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금융으로는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하여 공적 집행

기관이 공급하는 형태의 신용보증, 융자자금, 출자형태의 지원 등이 있

1) 정부조직법 개정(2017. 7.26)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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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은행 대출을 제도적으로 촊진하는 제도로

써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금

융공사를 통한 On-lending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이기영,

2011). 특히 신생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이 성공할 경우에 경제성장에 크

게 기여할 수 있으나 신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 대출, 투자 등 다양한 형

태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이상엽 외,

2014).

기업은 간접금융 뿐만 아니라 직접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엔젤펀드,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금융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투자유치는 기업의 생

존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엽 외(2014)

는 기업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대출 또는

보증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보다는 직접투자(Equity) 위주로 전환해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는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을 추구해야

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직접투자가 대출보다 보다 적절한 지원형태이고

이러한 지원방식의 효과는 선진 금융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

다. 한편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벤처캐피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공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

해 직접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벤처캐피탈이 대

기업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하거나 투자 전후에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등

이 유출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금융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가진 여러

가지 자금의 특성상 당초 의도된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책

금융 지원단계에서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되고 있는지의 문

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반드시 분리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최

현정 외, 2015). 또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 다수의 선

행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연구자와 연구방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한다. 이는 연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론 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정책금융 지원의 올바른 효과성 평가를 위

해서는 지원받은 집단과 이에 대응하는 비교집단의 올바른 정의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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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형태의 정책금융은 다른 정책금융 보다 상

대적으로 도입 기간이 짧고 지원대상 기업 숫자도 적은 편으로써 연구

실적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직접투자 형태

의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금융의 한 형태로써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직접

투자가 중소기업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확

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직접투자를 지원 받은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보다 정교한 통제집단

의 선정을 위해 선택편의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데이터 표본의 선정과

분석방법론까지 정책금융 지원 효과성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금융공기업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중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직접투자

상품인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신용보증기금

「투자규정」제2조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는 신보가 신용보증관계가 성

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

원 이후 직접 투자를 받은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자료를 수집하되, 투자

업무가 재계된 2014년 이후 데이터를 사용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연계투자 지원시점에 따라 투

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차이를 확인함

으로써 직접투자의 순수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직접투자 지원의 효과

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방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 편의

(sample selection bias)2)를 줄이기 위해 분석대상의 특성을 상당히 동일

2) 정책금융 정책효과 평가에 있어 표본선택편의는 정책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관

측 불가능한 요인과 정책효과 간에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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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작하여 선별하였다. 즉 직접투자를 지원받은 투자기업 집단의 개

체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비투자기업 집단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3)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투자기업 집단과 비투자기업 집단 간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차이에 대해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선정된 대상을 이중차이분법(DID :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선

택편의에 따른 결과값의 왜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집단 선정

및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직접투자 효과성 분석에 앞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정책금융 지원 효과성

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다. 최현정 외(2015)는 정책금융 지

원에 대한 효과성에 관해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 실태와 사후적인 성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정책금융의 하

나인 직접투자는 아직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검증은 미흡한 편이며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지원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직접투자 지원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책당국의 정책금융 포트폴리오 의사결정 등에 기

여하고자 한다.

3)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은 Rosenbaum & Rubin(1983)에 의

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직접투자 지원을 받은 집단의 기업 특성이 주어졌을 때,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을 나타냄. 따라서 성향점수를 산출하여

매칭된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은 동일한 성향적 분포를 갖게 되어 무작위 실험

과 같은 표본선택편의 최소화 효과가 나타남.



- 5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

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 및 정책금융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개념적 의미는 대기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정규모 이상

의 기업을 의미하며(류지수, 2014) 대한민국은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

5항 4)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관계법5)을 제정하여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표 2-1>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2-1> 중소기업의 범위

4)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 자율적 활

동을 보장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1966),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1994),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2006),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 중소기업은행법(1961), 신용보

증기금법(1974),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2015), 중소기업사업전환에관한특

별조치법(200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

별조치법(1993), 유통산업발전법(1997),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1999),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200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3),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

한특별법(200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200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관한특별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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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

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제외.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법인격이 없

는 사업단은 제외) 및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

기업자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

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제3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편입 및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업집단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또한 중소기업 적용대상 및 요건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여 운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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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 목적으로 사업 영위하는 법인(상법 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

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

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 적용대상의 요건

- 업종별로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

- 총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관계기업 적용 요건 기준을 충족(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이 높고 특히 기업체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에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90.3%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표 2-2> 중소기업 기업체수 및 종사자 수 현황6)

(단위 : 개,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
체수

전체 3,234,687 3,354,320 3,418,993 3,545,473 3,604,773 3,676,499

중소기업
비 중

3,231,634
(99.9)

3,351,404
(99.9)

3,415,863
(99.9)

3,542,350
(99.9)

3,600,882
(99.9)

3,672,327
(99.9)

대기업
비 중

3,053
(0.1)

2,916
(0.1)

3,130
(0.1)

3,123
(0.1)

3,891
(0.1)

4,172
(0.1)

종사
자수

전체 14,534,230 14,891,162 15,344,860 15,962,745 16,774,948 17,051,453

중소기업
비 중

12,626,746
(86.9)

13,059,372
(87.7)

13,421,594
(87.5)

14,027,636
(87.9)

151,27,047
(90.2)

15,392,246
(90.3)

대기업
비 중

1,907,484
(13.1)

1,831,790
(12.3)

1,923,266
(12.5)

1,935,109
(12.1)

16,47,901
(9.8)

1,659,207
(9.7)

6)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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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 대비 낮은 편이다. 우선 중소기업

의 경영성과를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생산성(총자산순

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성장성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

나 수익성과 생산성 등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먼저 성장성 측면에서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17년

11.0%로 대기업(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이 2014년부

터 2016년까지 역성장 후 2017년부터 턴어라운드 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대기업 및 중소기업 성장성 지표(매출액 증가율)

(단위 :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

기업
5.0 0.3 -0.4 -4.1 -1.3 7.9

중소

기업
5.3 5.6 4.4 7.6 8.6 11.0

다음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17년 2.9%로 대기업(4.6%)에 비해 약 64%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이 2012년부 2017년까지 5년간 2%

중후반대 박스권에 갖혀 있는 반면 대기업의 총사잔 순이익률은 2013년

일시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4.6%를 기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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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성 지표(총자산 순이익률)

생산성(총자산 순이익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

기업
2.5 1.5 2.1 3.0 3.2 4.6

중소

기업
2.6 2.7 2.7 2.6 2.8 2.9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17년 4.0%로 대기업(7.6%)에 비해 약 52%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2014년 이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

이고 있긴 하지만 매년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중

소기업간 수익성 차이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익성 지표(매출액 영업이익률)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

기업
4.7 4.7 4.4 5.5 6.5 7.6

중소

기업
3.1 3.2 3.1 3.6 3.9 4.0

2) 정책금융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지만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기업 대비 자원보유 열세 등의

이유로 인해 대내외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

고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가경

제의 근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

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잉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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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요자 사이에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음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호규(2017)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대출시장에서, 가격이

라고 지칭할 수 있는 금리와 적정 대출량이 최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위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민간 시장에서의

금융 공급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정부소유의 금융기관

을 만들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금융은 국가경제 내 경제주체들의 금융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 시

장에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을 말하며(윤석헌, 2016), 금융의 성격을

기준으로 대출, 투자, 보증, 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무역 및 해외진출(투자 포함), 사회기반시

설(SOC)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창일 외, 2015). 한편 정책금융

을 공급하는 정부소유의 금융기관의 형태는 개발은행(development), 정

책은행(policy bank),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공

공은행(public bank), 공공금융기관(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등 다양

한 모습으로 존재한다(손상호, 2013).

또한 윤석헌(2016)은 정책금융을 정책성금융과 협의의 정책금융으로 구

분하고 정책성금융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 등의 정

책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여 기관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운

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

(舊.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와 출연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성자금 및 기금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구분한다.

<표 2-6> 정책자금의 분류7)

구분 공급기관 주요 내용

협의의

정책금융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舊 총액한도대출)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부처

정책자금·기금

모태펀드·투자

정책성금융
산은, 수은, 기은 직접대출, 산은의 간접대출

신보, 기보, 지역재단 보증

7) 윤석헌(2016),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금융 추진방향 중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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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 및 시장안정화 수단 등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시

중 상업금융을 구축하거나 정치적인 개입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과도

한 대리인비용 발생 등 정부실패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본력․보유자원․마케팅 능력

등 열악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리스크가 높으며,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시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중소

기업은 보유자원과 역량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위하기 때문에 도산 위험

이 높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출 건당 일정한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액인 중소기업 대출은 관리비용이 대기업에 훨씬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꺼리게 된다(김현욱, 2004, 한국개발연구

원). 실제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

년 7월 기준으로 27.8%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보증 및 담보부 대출의

신용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그 비중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7> 담보종류별 중소기업 대출비중8)

(단위: 조원,%)

구 분 ‘10.12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7

보증
대출

잔액 59.5 59.1 60.7 65.3 68.3 73.6 78.1 84.6 86.7

(비중) 13.5 13.0 13.2 13.4 13.1 12.8 12.8 12.9 12.8

담보
대출

잔액 169.8 184.8 198.4 217.6 271.9 311.0 340.0 380.6 404.4

(비중) 38.5 40.6 43.0 44.5 52.0 53.9 55.7 58.1 59.5

신용
대출*
*

잔액 211.8 211.0 202.2 206.1 182.2 192.1 192.5 190.3 188.9

(비중) 48.0 46.4 43.8 42.1 34.9 33.3 31.5 29.0 27.8

중기
대출

잔액
(계)

441.1 454.9 461.3 488.9 522.5 576.7 610.6 655.4 680.0

주1) 작성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담보별 대출금 합산금액과 중기대출 잔

액은 일부 차이 있음

주2) 보증·담보부 대출의 신용부분 포함

8)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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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금융 환경을 극복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

해 정부는 한국은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정

책금융을 통해 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체계는 그림과 같다.

<그림 2-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 주) 금융기관은 산은·수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포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2), 윤석헌(2016) 재인용)

한편 금융위원회를 콘트롤타워로 하여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주요 자금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소상공

인, 중견기업 지원 등에 산․기은 및 신보를 통해 총 170.1조원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연도별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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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도별 정책금융 공급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1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8월

산은
주1)

대출 24.7 25.3 35.7 39.3 46.3 57.6 55.5 58.6 38.9

보증
주2)

- - - - - -　 -　 -　 -

투자 9.0 10.8 7.0 7.6 6.2 10.0 6.2 5.8 3.7

총계 33.7 36.1 42.7 46.9 52.5 67.6 61.7 64.4 42.6

정금공
주1)

대출 6.0 8.8 11.1 12.5 10.9 -　 - - -

보증 - - - - - -　 - - -

투자 2.2 2.7 2.3 1.6 1.0 -　 - - -

총계 8.2 11.5 13.4 14.1 11.9 - - - -

기은

대출 44.7 49.6 51.4 53.7 58.9 67.8 59.0 61.8 46.3

보증주2) - - - - - -　 - -

투자주3) 0.2 0.2 0.2 0.3 0.2 0.3 0.350 0.314 0.199

총계 44.9 49.8 51.6 54.0 59.1 68.1 59.4 62.1 46.5

수은

대출 38.8 42.8 49.7 53.4 57.9 60.2 55.8 51.4 33.9

보증 25.6 24.4 21.9 22.4 21.8 21.7 12.4 9.6 6.3

투자 - - - 0.0059 0.0074 0.033 1.039 0.07 0.06

총계 64.3 67.3 71.6 75.8 79.7 81.9 69.2 61.0 40.3

신보

대출 - - - - - -　 - - -

보증주4) 44.7 43.5 42.5 44.7 45.3 45.9 46.1 47.4 32.8

투자 0.0067 - - - 0.024 0.025 0.035 0.04 0.02

총계 44.7 43.5 42.5 44.7 45.4 45.9 46.1 47.4 32.82

기보

대출 - - - - - - - - -

보증 16.9 16.9 18.1 19.7 20.1 21.0 21.6 22.3 -

투자 0.0095 0.0055 0.0035 0.0432 0.0367 0.0406 0.0385 0.04 -

총계 16.9 16.9 18.1 19.7 20.1 21.0 21.4 22.3 -

합계

대출 114.2 126.5 147.9 158.9 174.0 185.6 170.3 171.8 119.1

보증 87.2 84.8 82.5 86.8 87.2 88.6 79.9 79.3 39.1

투자 11.4 13.7 9.5 9.5 7.5 10.4 7.66 6.3 3.98

총계 212.8 225.0 239.9 255.2 268.7 284.6 257.8 257.4 162.2

주1) ’15년부터 통계는 통합산은(산은 및 정금공) 기준, 정금공은 대출에

온렌딩 실적 포함

주2) 산은, 기은은 공식 업무계획상 자금공급 범위에 보증이 미포함되므

로 통계작성시 제외

주3) 직접투자, 간접투자 및 PEF 공급실적 포함

주4) 유동화보증(P-CBO) 실적 포함

주5) 기보는 중기부 이관에 따라 2018년부터 집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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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재

검토가 시작되어 ’98년 중기특위 산하에 설치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

혁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

편안」이 제안되었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00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추진되지 않아 원

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말았으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영역에서 정부의 역

할을 시장기능이 미흡한 영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은 직접대출, 간접대출, 메자닌(mezzanine)금융,
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기업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융복합 지원
하는 것이 지원의 신축성을 높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정
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융자보다 투자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민간은행은 역할이 제한되
므로 금융공기업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

금융 추진방향, 윤석헌, 2016).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 방식의 정책금융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00년에 중소기업 자산

유동화 증권이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이는 일정한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

도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이나 중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매입 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로 불린다.(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경제주체들 간 자금 거래방식에 따라 간접금
융과 직접금융으로 나누고,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의 공급
과 수요 사이에 개입하여 거래를 매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예금과 대
출이 있다. 반면에 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시장에서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에 해당된다.
서병철 외(2011)은 벤처캐피탈에서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받지 않은 기

업에 비해 매출액증가율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성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투자시점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해서도 창업초기 투자기업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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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투자기업보다 성장성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이익률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에는 상환부담이 없고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

과가 있으며 대출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직접금융 방

식의 자금조달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외부 자금조
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자금에 의한 간접금융 의존도가 매우 높
고, 회사채 또는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
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액 중 72.6%가 
은행자금, 정책자금 23.4%인 반면, 회사채 및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
융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외부자금 조달 형태

(단위 : %)

구 분
은행

자금

정책

자금
회사채

비은행

금융기관

자금

주식
사채

(私債)

전 체 72.6 23.4 14.0 0.8 0.8 1.1

2016년 81.1 10.6 7.5 0.0 0.5 0.2

기업

규모

소기업 74.3 23.7 0.5 0.0 0.3 1.1

중기업 68.8 22.7 3.2 2.7 1.7 1.0

판매

형태

내수기업 75.1 22.2 0.5 0.0 1.1 1.1

수출기업 67.1 26.1 3.2 2.7 0.0 1.0

기업

유형

벤처․이노기업 67.3 27.1 1.2 2.4 1.0 1.0

일반기업 74.9 21.8 1.4 0.1 0.7 1.1

지역
수도권 83.0 15.0 0.0 0.0 1.2 0.8

비수도권 66.2 28.5 2.2 1.3 0.5 1.2

대기업
하도급 70.0 26.5 0.0 2.8 0.8 0.0

비하도급 73.7 22.1 2.0 0.0 0.8 1.5

출처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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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융의 성과 평가 모형9)

1) Heckman 모형

김준기 외(2006)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Heckman 모형을 수정하여 2단계의 선택과정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순

차적 선택모형(Sequential SelectionModel)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중

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이

익률을 중심으로 분석한 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등 지표는 정책자금 지원 이후 각각 9.9%, 3.4%, 0.4%의 긍

정적인 양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2) Ashenfelter 분석 모형

김현욱(2005)은 Ashenfelter(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소

기업 정책자금 지원 성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정

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기존 중소기업에 주로 지원되었으며, 정책

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지원받지 않은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3) 산업연관분석 모형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의 생상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간의 상호관

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산업연관분석은 보증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초창기에 주로 사용된 모형으

로서, 권영택(1985, 1987)이 1980년도와 1983년도, 전구중⋅경성배(1991)

는 1985년도와 1987년도에 산업연관분석 활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생산

9) 이하 성과평가 모형은 박창일 외(2015)의 내용을 활용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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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가가치, 수입, 고용유발효과와 수입대체효과, 수출확대효과 등을 검

증하였다. 또한 홍범교⋅박기백⋅전택승(2003)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홍순영⋅이종욱(2005)도 2000

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표 2-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업연관분석은 신용보증이 없을

경우 중소기업이 양호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

으며, 한국(중앙은행)의 산출계수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이후 신용보

증 부문을 외생변수화하여 분석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내의 개별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생산, 수요, 부가가치 등 파급효과

를 추정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 부문을 외생부문으로 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새로운 산업연관표에서는 ‘금융 및 보험’

에 속한 행과 열을 모두 ‘0’으로 대체하여 만들고,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도 이를 통해 산출하게 된다(송을호 외, 2009).

<표 2-10> 산업연관표 형식

내생부분

10)

중 간 적 수 요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액

1 2 ․ ․ ․ n

투

입

(중

간)

1 x11 x12 ․ ․ ․ x1n Y1 M1 X1
2 x21 x22 ․ ․ ․ x2n Y2 M2 X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xn1 xn2 ․ ․ ․ xnn Yn Mn Xn
부가가치 V1 V2 ․ ․ ․ Vn

외생부문11)
총투입액 X1 X2 ․ ․ ․ Xn

주) 1. 자료 : 송을호 외(2009). 2008년 신용보증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코딧 리포트(2009-2호, p. 19)

2. 총투입금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투입구조>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배분구조>

총투입액 = 총산출액

3. (세로방향) 각 산업부분이 해당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생산비용

10) 여기에서 말하는 내생부문은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부문을 의미함.

11) 여기에서 말하는 외생부문은 최종수요와 생산요소를 위한 부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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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말하며, 즉 투입구조를 말함

(가로방향)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

요 형태로 얼마나 판매되었는가 하는 배분구조를 의미

4) 비용편익분석 모형

비용편익분석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인지 또는 여러 대안들 중에 최선의 선택인지를 평가하는 유용

한 접근법이다(Fuguitt & Wilcox, 1999).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

정하여 비교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Sassone & Schaffer, 1978).

비용편익분석은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여러번 활용되었으

며 조덕희 외(2001)가 맨 처음으로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운영성과를 측

정하는데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를 ‘정책

성과 - 운용비용’으로 규정하고 운용비용을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

출하였다.

- 운영비용 = (대위변제금액 + 인건비 & 경비 + 기타 운영 경비)

- (수입보증료 + 여유금 운영수익 + 기타 운영 수익) ------- 식(1)

- 운영비용1 = (대위변제금액 - 구상권회수) + 인건비 & 경비 - (수입보증료 - 위

탁수수료) - 여유금운영수익 ------------------- 식(2)

- 운영비용2 = 운영비용1 + 출연금 × 기대수익율 ------------------ 식(3)

- 정책성과 = (1 - ) × s × VOIC. +  × (gr - cr) × s ------------- 식(4)

◦  : 담보능력에 있어 여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비율

◦ s : 총보증공급금액

◦ VOIC : 중소기업 경영자산투자수익율(부가가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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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 : 보증부 대출에 대한 자본조달비용(보증료 포함)

◦ cr : 담보 대출의 대한 자본조달비용

◦ gr - cr : 1.30%로 가정

5)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모형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시계열 자료가 갖고 있는 통계적 정보를 통해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방정식을 추정하는 데에 적용함으로써, 이용 변수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Sims(1980)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

책당국은 주로 관심이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있어 외부 및 내부 충격이

어떻게 파급되는가에 있다고 본다면 이 VAR모형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11).

VAR모형은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이 결합된 형태로 I(0)를 따르는 외

생변수가 2개인 VAR 모형에 대한 일반식은 아래와 같다.

  
  



   
  



      ----------- 식(5)

    
  



    
  



      ----------- 식(6)

6)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모형

처리효과모형은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간 성과차이를 측정하여 이를 정

책의 순효과로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Rubin(1974)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

어 정책효과의 추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Wooldridge, 2001).

처리효과 분석은 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변수를 찾아 내기

위해 1단계로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고, 이 로짓분석에서 추출된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를 매칭(Matching)을 통해 2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노용환 외, 2010). 즉 특정한 정책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가정한다면

특정 개체가 동시에 2가지 배타적인 상태(지원과 비지원)를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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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대로 제거하기 위해 로짓분석

및 회귀분석의 2가지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1단계의 로짓분석

절차는 다음의 식(6)과 같이 설정 한다.

      --------- 식(7)

단,    : 보증기업일 가능성(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 업력, 자산, 자산에 대한 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 유동자

산 대비 유동부채비율, 매출액, 업종더미, 상시종업원 1인당 부

가가치액 등

 : 보증기업 1, 비보증 기업은 0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

2단계에서 보증 공급효과가 나타나는 특정시점(t+1)에서의 재무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분석(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회귀분석식은 식

(7)과 같이 설정한다.

       업더미 연도더미 ---식(8)

단,     : t+1기 주요 재무변수

 : 보증기업 1,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

 : 보증을 받을 가능성(성향점수)의 추정치

7)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모형

이중차이분석 모형은 Ashenfelter(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비교집단

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어져 왔다. DID 모형의

기본적인 논리는 특정한 사업의 지원대상이 된 처리군(Treatment

group)의 성과지표에 대해 정책지원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측정한 후,

이를 통제군(Control group)의 성과지표 변화와 비교한다는 것이다(안종

범 외, 2011). 신용보증의 효과 측정을 예로 들면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

간의 차이효과와 시점 간의 차이효과를 모두 감안한 것인데, <표 2-11>

는 쌍대 t-검정의 적용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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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쌍대 t-검정의 적용 사례

보증전 시점1(  ) 보증후 시점2(  ) 차이(        )

비보증기업 10% 14% 4%

보증기업 20% 30% 10%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간 DID는 보증

지원의 효과가 보증기업의 시점차이 10%에서 비보증기업 시점차이 4%

를 차감한 6%가 보증의 순효과라는 것이다.

3.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1) 신용보증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12)에 근거하여 미래성장성은 높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채무를 보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

통을 지원하고 특히 경제위기시 즉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시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용보증 규모는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GDP증가율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경기변동의

진폭을 다소 완화시키고 경제발전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그림 2-2> 경제성장률과 신용보증 증가율

12) 신용보증기금의 설립·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74.12.21에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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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용보증기금 2017년 존치보고서)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는 1976년 6월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

로 정책금융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도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국의 정책보증은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시기(’96~’98년)에

142.0%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07~’09년)에 53% 각각 증가하는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서호준, 2015).

한편 한국의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

단13) 3원화되어 있으며 중복 지원 등 정책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용보증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등 국가적인 경제 위기시 양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유동

성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적 경제 재난을 조기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확대된 보증규모는 여러 문제점을 양산함으로써 끊임없이

축소논란에 휩싸였으며, 과도하게 확대된 신용보증 규모가 시장의 자율적

인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심사능

력을 더디게 발전시키게 한다고 믿어졌던 것이다(박창일 외, 2015).

신용보증제도는 이처럼 정책적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

어 여러 학자들로부터 신용보증 확대론과 무용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13)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증기관으로 전국 16개 신용보증

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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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각각의 실증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 있는데, 연구의 대상이나 표본, 방법론, 해석상 차이 등으로 결과가

상당히 상이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보증 제도의 효용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박창일 외,

2015).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신용보

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의 보증지원 실적과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은 다음 <표

2-12> 및 <표 2-13>과 같다.

<표 2-12> 4대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신보, 무보) 보증지원 실적14)

(단위: 조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8월

신규

발급

신보 9.3 9.9 11.4 10.9 10.8 11.8 11.8 7.7

기보 3.8 5.0 5.7 5.0 5.8 5.3 5.3 3.2

지신보 3.7 3.8 5.1 5.5 7.2 6.7 6.8 5.1

무보 1.9 2.9 3.8 5.3 4.4 3.1 1.5 0.8

계 18.7 21.6 26.0 26.7 28.2 26.9 25.4 16.8

만기

연장

신보 30.4 29.5 30.2 31.5 31.7 32.3 33.4 23.9

기보 12.8 12.9 13.7 14.6 15.1 16.1 16.7 11.9

지신보 2.4 2.6 2.7 3.0 3.0 4.5 4.8 3.5

무보 4.0 3.2 3.0 1.2 1.2 1.7 1.6 1.0

계 49.6 48.2 49.6 50.3 51.0 54.6 56.5 40.3

합 계 68.3 69.8 75.6 77.0 79.2 81.5 81.9 57.1

14)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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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4대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신보, 무보)별 보증잔액15)

(조원,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월

신보 29.6 28.9 31.7 42.3 43.0 42.4 43.2 44.0 43.8 42.8 44.6 48.6 49.9

기보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20.2 20.7 21.2 21.9 22.1

지신

보
4.0 4.6 6.0 11.2 13.2 13.6 13.5 14.3 14.5 16.2 18.0 19.2 20.2

무보 1.0 0.9 1.1 4.8 3.5 3.0 3.2 3.7 3.5 3.1 2.4 2.0 1.9

합계 45.8 45.7 51.5 75.5 77.1 76.3 78.1 81.7 82.0 82.8 86.2 91.7 94.1

GDP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3 1,485.1 1,564.1 1,637.4 - -

비중 4.7 4.4 4.7 6.6 6.1 5.7 5.7 5.7 5.5 5.3 5.3 - -

*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은 일반보증과 유동화보증에 한함

2)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성과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equity)함으로써 다양한 자금 조달기

회를 제공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증과 투자

가 연계된 융복합 금융상품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접

근성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투자 시장은 수익성 중심의 투자운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

피 성향이 높아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과 연계된 보증연계투자 상품을 도입하여 총 투자금액

의 50% 이상을 창업초기기업(설립 후 5년 이하)에 투자하도록 내규에 정하

고, 민간의 선투자가 없는 유망한 창업기업 선발하여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소외영역을 보완하고 있다.

신보와 민간 VC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아래 <표 2-14>와 같다.

15)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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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신보와 민간VC의 창업기업 투자비중

(단위: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신보(A)

7년 이하 76.3 73.8 68.6 74.5 73.0

5년

이하
53.8 51.4 50.0 69.5 57.3

민간VC

(B)

7년 이하 55.6 59.0 65.4 66.8 61.3

5년

이하
45.3 48.2 53.7 52.8 49.9

차이

(A-B)

7년 이하 20.7 14.8 3.2 7.7 11.7

5년

이하
8.5 3.2 -3.7 16.7 6.2

주1) 민간VC는 ‘17.6월말기준 통계적용

주2) 민간VC의 창업초기기업(5년 이하) 실질투자비중은 35%내외로 추정

보증연계투자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증연계투자로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보에서 주식 또는 사채를 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인수하는 상품과 둘째, 투자옵션부보증 상품으로 창업단계에서 보

증부대출을 통해 저리의 Seed Money를 제공하고 도약단계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상품이 있다.

보증연계투자의 효과로는 경영권 간섭 최소화(지분 취득 한도 20% 설정)으

로 민간 VC 등과 비교시 경영권을 보장하고 공신력 있는 신보의 투자로 대외

신인도 상승 및 후속투자 유인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투자

(equity)로 부채로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자본 확충에 기인한 재무건전성 향

상 효과가 크다.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운용근거는 ’04.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업무취급근거 마련 후 ’05. 1월 재경부 지침에 의거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1. 7월 업무취급의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대외 지적 및 “공공

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지침 폐지 후 신규투자가 중단되었다. 이후 ’13.

5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및 ’13. 8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후 ’14년부터 업무가 상시화되었다. 또한 기금법16) 상 보증연

16)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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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투자 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100 이내로 한정하

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사업예산 항목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승인에 의해

매년 운용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예산 규모는 아래 <표 2-15>와

같다.

<표 2-15>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 규모 250 250 350 400 400

투자대상은 신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며 미래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향후에 IPO(기업공개) 가능성 등 Exit(투자금 회수) 가능한 기업을 주요 대상

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의 특성상 제규정에 총투자금액의 50%이상을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 기업에 지원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종류는 주식(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인수로 구분되며 세부 운영사항은 아래 <표 2-16>과 같다.

<표 2-16> 보증연계투자 투자종류

투자종류
상환청구
가능여부

전환청구
가능여부

배당(이자)
수령여부

투자기간*

보통주 부 부 주총 결의 시 3년∼10년

상환전환우선주** 여 여 주총 결의 시 3년∼10년

전환사채 여 여 매 3개월 5년이내

신주인수권부사채 여 부 매 3개월 5년이내

주) 상환청구권, 보통주 전환권, 배당우선권의 옵션이 부여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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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의 보증연계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 업무가 상시화된 ’14년부터 꾸준히 투자 규모 및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현황은 아래 <표 2-17>

<표 2-18> <표 2-19> <표 2-20>과 같다.

<표 2-17> 보증연계투자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5
~’07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9월
합계

투자금액 265 100 100 67 - - - 240 250 350 400 228 2,000

업체수 27 9 11 8 - - - 27 30 45 62 33 252

원금회수 12 23 43 78 73 48 6 28 33 37 37 29 447

투자수익 11 8 28 16 39 21 2 16 32 36 61 8 278

투자손실 - 37 10 10 10 52 7 - 11 18 51 - 206

투자손익 11
△2

9
18 6 29

△3

1
△5 16 21 18 10 8 72

투자잔액 254 299 346 325 237 127 114 326 542 837
1,14

8

1,34

6
1,346

연간
수익률

5.6
△1

1.5
5.9 1.8 9.1

△1

3.2

△4.

0
14.4 6.4 3.3 1.2 1.0

누적
수익률

4.1
△5.

0

△0.

1
1.0 6.6

△0.

7

△0.

3
1.9 3.5 3.9 3.6 3.6 3.6

주1) 연간수익률 = 당해 연도 투자손익 / 기초 투자잔액

주2) 누적수익률 = 누적 투자손익 / 누적 투자금액

업력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제규정 상 총투자금액의 50%이상을 창업

기업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투자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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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보증연계투자 업력별 투자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창 업(설립후 5년이내) 일 반(설립후 5년초과)

합계
3년
이하

5년
이하

소계 7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소계

‘05년

∼

‘10년

업체수 7 12 19 5 10 21 36 55

(비중) (12.7) (21.8) (34.5) (9.1) (18.2) (38.2) (65.5) (100)

금액 63 108 171 32 102 227 361 532

(비중) (11.8) (20.3) (32.2) (5.9) (19.2) (42.7) (67.8) (100)

‘14년

이후

업체수 72 57 129 24 21 23 68 197

(비중) (36.5) (28.9) (65.5) (12.2) (10.7) (11.7) (34.6) (100)

금액 454 429 883 205 185 196 585 1,468

(비중) (30.9) (29.2) (60.1) (14.0) (12.6) (13.3) (39.9) (100)

합계

업체수 79 69 148 29 31 44 104 252

(비중) (31.3) (27.4) (58.7) (11.5) (12.3) (17.5) (41.3) (100)

금액 517 537 1,054 237 287 423 946 2,000

(비중) (25.9) (26.8) (52.7) (11.8) (14.3) (21.2) (47.3) (100)

주) 평균업력 : (‘05년∼’10년) 8.9년 / (‘14년 이후) 4.9년

<표 2-19> 투자종류별 보증연계투자 현황(‘14년 ~ ’18.9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9월 계

우선주

(전환

상환)

금액 240 220 213 334 198 1,205

(비중) (100.0) (88.0) (60.9) (83.5) (86.9) (80.3)

금액 - 30 137 66 30 263전환

사채 (비중) (0.0) (12.0) (39.1) (16.5) (13.1) (19.7)

주) 업무상시화 이전 투자실적 감안 시 보통주(129억원), 우선주(1,558억원),

전환사채(313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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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업종별 보증연계투자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제조 비제조

계ICT

제조

전기/

기계/

장비

화학/

소재

바이오

/의료/

음식료

등

소계

도소매

/서비스

/기타

ICT

서비스
소계

‘05년

∼

‘10년

업체수 12 13 12 11 48 4 3 7 55

(비중) (21.8) (23.6) (21.8) (20.0) (87.3) (7.3) (5.5) (12.7) (100.0)

금액 114 126 120 112 472 35 25 60 532

(비중) (21.5) (23.6) (22.5) (21.1) (88.7) (6.6) (4.7) (11.3) (100.0)

‘14년

이후

업체수 19 42 41 28 130 25 42 67 197

(비중) (9.6) (21.3) (20.8) (14.2) (66.0) (12.7) (21.3) (34.0) (100.0)

금액 152 336 336 213 1,036 180 252 432 1,468

(비중) (10.4) (22.9) (22.9) (14.5) (70.6) (12.2) (17.2) (29.4) (100.0)

합계

업체수 31 55 53 39 178 29 45 74 252

(비중) (12.3) (21.8) (21.0) (15.5) (70.6) (11.5) (17.9) (29.4) (100.0)

금액 267 462 455 325 1,508 215 277 492 2,000

(비중) (13.3) (23.1) (22.7) (16.2) (75.4) (10.7) (13.8) (24.6) (100.0)

한편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2/4분

기중 국내 벤처캐피탈 자금모집과 신규결성 조합수 모두 감소세를 지속

하고 있으며 2/4분기 벤처캐피탈 자금모집은 전분기대비 57.6% 감소한

4,21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상반기 약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며 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금액 및 기업수 모두 사

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창업ㆍ벤처 지원정책이 이어

지며 벤처투자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2/4분기 신규투자 금액은 전분기 대비하여 54.4%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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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억원을 기록하며 큰폭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바이오 및 의료 분야

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전체의 25.6%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ICT서비스 21.9%, 유통서비스 16.9% 순을 보이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면서 중

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큰폭 확대하며 36.0%(금액 기준)을 차지하였고 후

기기업은 34.1%, 초기의 기업은 29.9%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분기 신규

투자 기업수는 전분기대비 7.0% 증가한 366개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투자잔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881개의 기업에 잔액은 약

8.4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2-3> 국내 벤처캐피탈 결성규모 및 신규투자 추이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 2 절 선행 연구

1.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시작된 초기에는 정책금융 지원에 대

한 효과성의 개념이 정책금융 지원사업에서 의도했던 대상군에 대해 최대

한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지원사업의 효과성

을 실제로 정책금융 집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집행 관점에 평가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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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비효율성, 집행 과정

에서 나타나는 부패 등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정책금융 지원이 실제 수혜기업의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비교

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rner, 1999; Felsenstein et al, 1998; Hatch et

al, 2001).

한국의 경우도 정책금융 지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정책적 중

요도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의 효

과성 평가와 관련한 정책적인 검증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다수의

정책금융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

융 지원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연구들은 분석 초

점 및 방법 등에 따라 몇 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책금융 지원의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이

며, 실제로 정책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운영 체계와 절차 등에 대해 평가한다(한정화 외, 2006). 주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 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원 이후에 기업의 생산성 증대 또는 고용 증가 등에 대한 효과성 분석

을 일부 포함하기는 하지만 실제 관심 분야는 정책자금의 신청 및 선정,

지원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이를 개선이라는 점에

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본질적인 효과성 평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두 번째는 정책금융의 지원 집단과 비지원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정책금

융의 효과성 분석 연구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본래적 의미

에서 정책금융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연구로 볼 수 있다(곽수

근 외, 2003; 김현욱, 2005; 송혁준 외, 2006; 김준기 외, 2006). 특히 최근

들어 지원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가 양적․질적으로 축적되고 지원사

업이 갖는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 연구들이 발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석 대상 집단이 연구자별로 상이함하고 분석 방법 등의 차이

로 인해 각각의 연구들 간에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의 해석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앞에서 기술한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정책금융의 지원 집

단과 비지원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지만, 정확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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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증적으로 지원 집단과 비지원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강종구 외, 2006; 권선주 외, 2006). 일

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은 민간 자본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큰 대출규모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 조건상 강점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등 지원 효과가

우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자율과 대출

규모 에서의 특성이 정책금융의 지원 여부를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및 결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은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지원 효과에 대한 발

생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방법인데 지원 방식 및 지원 대상의

특성들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황인표 외, 2003;

유관희 외, 2005; 이영범, 2006).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지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효과성 분

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정책금융 지원에 따른 차별적 효과성에 주목하고

향후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고 있다.

2. 선행연구 사례

1) 직접투자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서병철 외(2011)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캐피탈 비투자

기업 보다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지표에 있어 월

등히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투자자금의 규모별로도 투자의 규모가 클수

록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하였다.

서병철 외(2011)는 투자시점에 따른 투자의 성과 분석결과 성장성 지표

에서 초기에 투자한 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비교적 높은 기업성과를 나

타냈고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총자산이익률에서 초기투자기업이 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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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대비 보다 높은 기업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투자성과에서는 보통주 투자와 주식연계형채권 투자 간에 투

자 이후 성장성과 수익성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확인하였다.

외국인소유지분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는 외국인소유지분이 많을수록 수

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소유 특유의

요소로서는 기업의 마케팅 노하우와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성과와 유의

한 결과가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이상철 외(2018)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 가

운데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독립성

과 감시자로써의 유인을 겸비한 외부 대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

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기업의 가치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

자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감시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기업가치가 상

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

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간 관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감시유인을 겸비한 외부 대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인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김재진(2014)은 벤처캐피탈 투자와 투자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관한 회

귀분석을 통해 첫째,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지분률이 높을수록 특허

의 증가 등 기술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둘째,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거나 지분율이 월등히

높은 한두개의 리딩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기술적인 성

과에 긍정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

기술인력, 업력과 기술적 성과 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넷째, 연구개발(R&D) 집중도가 기술적 성과 측면에 미치는 영

향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크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와 투자 이후 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가 매출액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후 1차년도(T+1) 매출액증가율은 유

의미한 결과치를 얻지 못하였으나 2차년도(T+2) 매출액증가율에서는 부

(-)의 관계를 발견하였고, 기업의 규모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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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집중도가 매출액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후 1차년도(T+1)에서 부(-)의 관계를, 2차년도(T+2)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셋째, 수익성 측면에서 벤처캐피탈 지분율이

영업이익률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1차년도(T+1)는 부(-)의 관계가 발견되

었으나 2차년도(T+2)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R&D) 집중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통제변수와 영업이익률 증가

에 관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음으로는 CEO의 연령이 R&D투자지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즉 나이가 적을수록 R&D지출을 상대적

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치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나이

가 적은 CEO의 R&D투자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EO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R&D투

자 정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은 CEO에 의한 R&D투자가 주가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 셋째, CEO의 전공이 해당 사업분야와 일

치 할수록 R&D투자 정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 관련

성에 있어서도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넷째,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CEO의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R&D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기업가치 관련성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재직기간이 긴

CEO의 R&D투자와 기업가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실증 분석을 통해 벤처기업의 R&D투자와 기업가치에 CEO의 특성

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의 재무정보나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평가에 CEO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Branch(1974)는 화학, 전자기계, 의약 등 7개 산업군의 기업 대상으로

R&D활동의 성과로 취득한 특허권 보유 건수와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어

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특허권 갯수로 대체된

R&D활동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정책금융 지원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이석원 외(2004, 2008)은 정책자금의 거시적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부문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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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업력이 짧은 기업

일수록 지원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강종구 외(2006)는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

서 성과의 제고 효과가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

다고 밝혔다. 강동수 외(2012)는 정책금융과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정책금융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는 오히려 반감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유관희 외(2005)는 중소기업 규모와 경영성과 차이 간의 요인 분석을

통해 지원 전 기업의 자산총액이 클수록 외형의 성장과 관련된 경영성과

가 크게 나타나고 지원 전 생산시설가동률이 낮을수록 외형성장성과 성장

의 내실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

다. 또 부채비율은 지원 전(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해당)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외형성장이 높게 나타나며 대규모 기업은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장동환(2018)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재무성과와 유의미한 통계적 영

향이 나타나지 않아 신용등급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 일부 지표

에서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신용평가

모형의 평가 요소가 정책금융 지원 당시의 과거 회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재무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과 심사의 초점이 단

기적 부실 예측에 방점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현욱(2005)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 학계에 뜨거

운 논쟁거리를 제시하였다. 김현욱(2005)의 주된 연구 가설은 수익성을 측

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나

타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추정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도

출하였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책금융 지원기업과 비지원 기업들

간에 영업이익율 개선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

나는 일부의 경우 오히려 정책금융 지원이 영업이익율의 개선을 저해한다

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정책금융 효과성 연

구에 반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용환(2010)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이후 연도별 지원효과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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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 분석하였는데 매출영업이익율 등 수익성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이 일반은

행의 대리대출에 비해 수익성 효과 측면에서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성장성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창업기업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벤처창

업자금의 경우 자금지원 이후 첫 해에만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외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의 한계성

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된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지원실태와 이에 따른 사후적인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지원

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았

다. 특히 각각의 정책금융의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정책금융 효과성에 대한 연구방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결정과정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이 미리 제시되고 반영되었는지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결정요인 분석, 최현

정․하봉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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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측정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정책자금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

책자금의 지원효과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에 대한 지원효과에 대해 지원기업과 비지

원기업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보증연계투자 지원기업을 실험집단으

로, 비투자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두 기업군간에 재무비율 개선효과

및 비재무부문 중 고용증가율 개선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투자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에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랜덤 방

식으로 임의로 정해져 집단 간 기본적인 성향이 유사하게 조작되는 것과는

다르게 정책금융 지원 효과 분석과 같은 비실험적 연구(non-experimental

study)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집단과 비지원집단이 지원여부 심사를 통해 결

정되므로 집단들 간의 기본적인 성향에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금융 지원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집단과 비

지원집단 간의 기본적 성향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활용

하여 정책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

과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항목 중 매출

액 증가율(성장성), 부채비율(안정성), 영업이익 증가율(수익성)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비재무적 성과로써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고용

증가율)을 활용한다. 설명변수로는 기업 자체 특성요인과 투자자의 의사

결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 업종, 기업 규모, 업력, 보증규모, 당기순

이익 규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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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절차

<그림 3-1> 연구 절차도

보증연계투자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성과 비교분석

표본 구성

․ 대상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보로부터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 및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군으로 분류

․ 자료수집 :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부 자료를 활용

․ 통제집단 :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으로 선별한 비투자기업

가설 및 변수 설정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와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

․재무자료 등 연구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설정 및 설명

분석모형 검토

․도구변수 측정 ․통제함수 모형 ․성향점수매칭(PSM) 모형

․이중차이(DID) 분석 ․회귀분석

분석실시 및 결과 도출

․통계프로그램 등을 통한 실증적 분석 및 가설 검증 결과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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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앞서 연구문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공기업의

중소기업 직접투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상품을 중심으로)의 재

무적 및 비재무적 지원효과가 나타나는 지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다른 외생적 변수, 즉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정책자금 추가 지원 여부,

자기자본 투입 여부, 경기 변동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정책

금융의 효과측정이 왜곡 될 수 있으므로, 재무성과 및 비재무적 효과에

대한 측정기간은 지원 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지원 후 1～2년간을 지원

후 경과 연도별로 각각 T+1, T+2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재무적 성과에 대해 각각 성

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 부문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에 따른 기업

의 재무적 비율 개선효과를 살펴보고 비재무적 효과 측면에서는 최근 화

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 투자를 받은 기업이 투

자를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 보증연계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의 재무성과보다 성장성

측면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 보증연계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의 재무성과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 : 보증연계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의 재무성과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4 : 보증연계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의 비재무성과보다 고용증

가 측면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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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1.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

정책금융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 선택 편의의 발생이다.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

를 E(Y1)라고 하고 동일 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경영성과를

E(Y
0
)라 한다면 두 경영성과의 차이 △=E(Y

1
) - E(Y

0
)이 보증연계투자를

지원받아 발생하게 되는 성과가 되며, 투자기업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

태에서 투자 여부만 변화되어 얻게 되는 결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한 처리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

이외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처리의 효과를 관측한다. 그러한 요인이 특

정 정책일 경우의 처리는 정책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처리효과는 정책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얻게 되는

성과(Factual)와 동일한 대상이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

었을 성과(Counterfactual)의 차이(Difference)로 나타낼 수 있다(윤윤규

외, 2012). 하지만 정책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는 성과는 측정

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체하여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 및 요인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을 선별하여 비교집

단으로 구성하게 된다.

Heckman et al.(1998)은 표본 선택 편의의 발생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실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변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두

번째는 특성변수의 분포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마지

막으로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공통적 특성들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로 정

의하였다. 즉, 표본 선택 편의는 자료의 원천, 분석대상, 방법론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편의에 대한 정의와 발생원인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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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표본 선택 편의의 정의

구 분 주요 내용

편의 1

-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규

모 차이에 따라 발생

- 집단 간의 특성이 상호 이질적인 경우 발생

편의 2

- 처리집단과 통제집단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형태 차

이로 인해 발생

- 자료의 원천이 이질적인 경우 발생

편의 3
- 관찰할 수 없는 분석대상에서 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

-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 등에 의해 발생

일반적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배정 방식을 통해 처치

이외의 기타 요인의 영향력이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

지원과 같이 특정 집단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지원여부를 무작위

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보증연계투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무작위로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주무부서에서 소

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선택편의가 필연적

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에 두 집단의 경영성과 차이가

보증연계투자의 정책지원으로 인한 결과인지 기존의 기업간 특성에 의하

여 발생한 결과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증연계투자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표본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를 보다 엄격히 선정하여 처

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범위를 동일하게 구성하려고 하였다. 즉, 총자산 5억

원 이하 및 500억원 이상, 매출액 600억원 이상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선택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Rosenbaum

and Rubin(1983)이 처음 제시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여 서로 동질적인 비교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적용하여 보증연계투자의

순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성향점수매칭 방법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결

합하여 정책적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선택 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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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투자 지원에 따른 ATT(Average effect of treatment on the treated)

추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2.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보증연계투자 지원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 집단의 지원 이

후 성과와 투자기업 집단이 지원받지 않은 경우의 지원 이후에 대한 성과

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기업 집단이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

으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보증연계투자기업 집단의 개체와 유사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는 개체를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보증연계투자 지원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성향 점수 매칭(PSM)은 Rosenbaum and Rubin(1983)이 처음올 제시한

방법론으로, 처리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처리집단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를 활용하여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을 구성하

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일 차원

으로 축소하여 점수화하는 것이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이며 이를

활용하여 가장 가까운 성향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비교대상을 추출해 낸

다(Rosenbaum and Rubin, 1983)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는 경우 두 집단

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은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갖게 되며, 무작위 배정

과 같은 선택 편의의 통제 효과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 점수는

관찰 가능한 특성만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을 지원 받게 될 조건부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성향 점수 매칭으로는 관측 가능한 특성에 대한 통제

만 가능하며 관측할 수 없는 특성의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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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이중차분법(DID)은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며 정책을 지원받은 집단과 지원받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여 정책

지원 이후에 일정시점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즉 이중차분법은 외생변수를 통제함으로 비교적 손쉽게 정책 효과를 추

정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을 통해 표본 선택 편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Moffitt, 1991). 이중차분법은 정책금융 지원시점 이후 보증연계투자기업

집단과 비투자기업 집단의 경영성과 차이를 측정하고 지원시점 이전의 두

집단간 경영성과 차이를 다시 차감하는 것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식(9)

 : 보증연계투자 효과

 : 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의 더미변수(투자=1, 비투자=0)

 : 보증연계투자 지원 전과 후의 시점에 대한 더미변수(전=0, 후=1)

여기서 는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재무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로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에 대한 성과변수와 고용증가율 등의 비

재무적 성과변수가 사용될 것이다. 는 보증연계투자 지원 유무를 의미

하는 더미변수로 계수인 은 지원 전과 후의 모든 시점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변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는 보증연계투

자 지원 전과 후의 시점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로 계수인 2는 보증연계투

자 및 비투자 기업 모두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전과 후의 시점에 따른 성

과변수 차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는 두 변수의 교호작용을 나타내

는 것으로 계수인 는 지원 전에 비해 지원 후의 보증연계투자기업과 비

투자기업 간의 경영성과 차이를 의미한다. 즉 교호작용을 통해 보증연계

투자 지원에 대한 순수 효과만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중차분법은 보증연계투자기업 집단의 투자 전후 성과를

차감한 값과 비투자기업 집단의 투자 전후 성과를 차감한 값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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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보증연계투자 여부와 전후 시점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아래 표와 같이 정의할 수 잇다.

<표 3-2> 이중차분법의 보증연계투자 효과 측정

구 분 투자 전 투자 후 차이

보증집단        

비보증집단    

차 이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가

높아지는 경우, 즉 시점에 대한 효과가 양(+)인 경우의 이중차이분법 모

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 회귀분석 모형에서의 DID분석 그래프

경영
성과

+2+3
A

+2 C

2 B





시점 1
(투자 전)

시점 2
(투자 후)

시점

DID를 통해 나타낸

투자효과(3)

시점 변화로 나타낸

연도효과(2)

집단간차이로나타난

표본선택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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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직선 A는 보증연계투자기업 집단, 직선 B는 비투자기업

집단, 직선 C는 보증연계투지기업 집단이 투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나

타내는 것이다. 직선 B와 직선 C의 기울기가 일치하다는 가정을 통해 직

선 A의 시점2(투자 후)에서 직선 A의 시점1(투자 전)을 차감하여 도출한

값과 직선 B의 시점2(투자 후)에서 직선 B의 시점1(투자 전)을 차감한 값

을 재차 차감한 것으로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를 도출해 냄으

로써 투자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하나인 보증연계투자의 효

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보증연계투자가 개별 중소기업의 재무적

인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성향 점수

매칭(PSM)과 이중차이분석(DID)의 결합모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보

증연계투자 지원 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종 재

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자산, 업력, 업종, 보증잔액, 투자년도 등 요인을 통제변수(공변

량)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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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분석 틀

독립변수(처리변수) 종속변수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특성변수(공변량)

수익성 지표

log총자산

업력

업종

log보증잔액

투자년도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총자본영업이익률(ROA)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비재무적 지표

고용증가율

본 연구에서는 보증연계투자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중차이분석(DID) 모형을 통해 투자시점 전후로 투자기업 집단과 비투자

기업 집단의 재무적 비율과 비재무적 성과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보증연

계투자의 순효과로 추정한다. 즉 투자 이후 시점인 T+1, T+2기의 투자기

업과 비투자기업으로 구분된 집단 간 종속변수를 투자이전 시점인 T-1기

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림 3-4> 이중차이분석(DID) 체계도

투자 전

(T-1) 투자 지원

(treatment)

투자 후

(T+1～2)
→

Difference

투자기업 T1 T2 T2 - T1

비투자기업 C1 C2 C2 - C1

↓ ↓

Diference T1 - C1 T2 - C2 T, C : 재무․비재무지표

DID
(T2 – C2) - (T1 – C1)

(T2 – T1) - (C2 – C1)

제 5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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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투자기업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산정하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모두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이길원 외(2016)는 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등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고 재무제표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로 성

과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투

자기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종속변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관련 지표를 나누어 기업의 재무

적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지표 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

용성과(일자리 창출)를 비재무적 성과로서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분석했다. 우

선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로써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및 안정성 지표를 각각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

익률과 총자본영업이익률(ROA), 마지막으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및 이

자보상배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비재무적 성과로써 기업의 고용인원수

증가율은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는 기업별 고용인원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감 인원수를 파악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보증연계투자의 정책적 효과를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변수는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이며, 보증연계

투자 기업과 비투자 기업을 더미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변수는

프로빗 분석시에는 종속변수로써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되었으

며, 이중차이분석(DID)에 의한 평균처리효과를 추정 시에 독립변수로 활용

하였다.

3.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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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한 연구결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표본 선택 편의를 얼마나 최소화시

키느냐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택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처리집

단과 유사한 특성분포를 가진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

만 매칭 과정에 활용되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가능한 조합의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매칭이 어려워져 차원의 문제(dimensionality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하승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칭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를 4

개로 함으로써 가능한 조합은 24=16개가 되며 이를 통해 처리집단과 통제

집단을 매칭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향 점수 매칭은 대상의 사전적 특징들을 바탕

으로 일종의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매칭하는 방법

이다. 이는 사전적 특징들을 지수변수로 변환함으로써 1차원으로 축소하게

되므로 성향점수에 기반한 매칭은 비교적 수월하다(Stata 기초적 이해와 활

용, 민인식․최필선 공저). 따라서 성향 점수를 산출할 때 적절한 공변량을

선택하는 것은 편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 매칭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Heckman et al, 1997).

이러한 이유로 유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 즉, 기업

규모(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등), 업종, 업력,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

특성 중에서 3~ 5개 수준의 공변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위한 심사과정과 기업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 4가지를 공변량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는데 기업

의 총자산, 업력, 업종, 보증잔액 규모가 그것이다. 이중 보증잔액 규모는

보증연계투자 상품 특성상 보증금액의 2배 이내에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고

보증금액이 기업의 신용등급과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서 기업 특성을 나타내는 공변량으로써 적합도가 비교적 높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3> 주요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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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출액 
매출액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총자산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본

영업이익률(ROA)
총자본
영업이익



안정성

부채비율 총자산
부채총계



이자보상배율 이자비용
영업이익

비재무적 고용증가율  고용인원수 
고용인원수

 

독립변수

(처리변수)
보증연계투자 여부 투자 1, 비투자 0의 더미

통제변수

(특성변수)

업력 기준일자 - 설립일자
log총자산 기업의 총자산 규모

log매출액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기업의 상시종업원 규모

당기순이익 기업의 순이익 규모

log보증금액 기업의 보증지원 금액

업종
제조업 0, 지식산업 1,

기타 2의 더미

지원년도 투자년도(2014 ~ 2016)

제 4 장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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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료수집 및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연계투자가 재개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을 선정

하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PSM)으로 최종 분석집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의 투자

이후 T+1년, T+2년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비투자기업과 비교

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4년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보증연계투자가 재개되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6년까

지 각 년도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 기업을 처리집단으로, 비투자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목

록과 일반현황, 재무자료 등을 추출하였다. 투자 전후 시점별 재무적 성과

비교를 위해 해당 기업들의 투자년도(T)를 기준으로 하여 T-1기부터

T+0, T+1, T+2기까지 최소 4개년치 이상의 재무자료를 보유한 기업들만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재무제표의 신뢰의 문제로 총자산 5억원 이하와 실

질적으로 보증연계투자의 대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총자산 500억 이상, 매

출액 600억 이상의 기업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수

는 연도별로 일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전체 표본 현황은 다음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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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도별 표본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합 계

보증연계투자기업 20 27 40 87

비투자기업 23,056 26,846 34,754 84,656

합 계 23,076 26,873 34,794 84,743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업력,

보증잔액, 총자산, 제조업 여부 등 매칭 이전의 기업 일반적 특성은 <표

4-2>와 같다.

<표 4-2> 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보증연계투자 기업

(n=87)

비투자기업

(n=84,656)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업 력 5.17 3.32 11.23 8.32

log보증잔액 9.09 0.29 8.73 0.36

log총자산 3.93 0.35 3.63 0.47

제조업 여부 0.82 0.39 0.46 0.50

먼저 보증연계투자기업의 평균 업력은 5.17년인데 반해 비투자기업의

평균 업력은 11.23년으로 보증연계투자기업의 평균 업력이 다소 낮은 편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의 50% 이상

을 창업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적 특성

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업종별 특성으로는 보증연계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보다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의 특성상 향후 투자금의 회수전

략(Exit)을 염두해 성장성과 경제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og보증잔액과 log총자산의 경우에도 보증연계투자기업이 각 9.09

와 3.93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투자기업의 경우 8.73과 3.63을 나타내고

있어 보증연계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 대비 보증잔액과 총자산 규모가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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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향 점수를 이용한 매칭

1. 성향 점수의 추정

정책금융 지원 효과에 대한 신뢰성은 표본 선택 편의를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성향 점수는 비교적 편하게 비교집단을 추

출할 수 있지만 성향점수가 0과 1사이의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

칭을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매칭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최근접(nearest neighbor)에 있는 관측치

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는 일정 거리(caliper)를 미리 정해

놓고 그 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대상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

째 방법은 모든 관측치를 사용은 하되, 측정된 성향 점수의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가중치는 주로 커널함수(kernel

function)을 이용한다. 세 번째 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E[Yoj | Tj = 0, P(Xj) = P(Xi)]를 직접 추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인데 가중치를 이용함으로써 매칭 알고리즘 없이 바

로 성향 점수 매칭 추정치를 얻을 수 있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STATA 기초적 이해와 활용, 민인식․최필선 공저).

성향 점수 매칭을 위해서는 보증연계투자 기업집단과 비투자 기업집단간

의 특성변수들의 분포가 유사해야 하며, 매칭을 위해 활용되는 변수가 많

은 경우 데이터 손실이 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한 변수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선택 편

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성향 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비교집단군을 추

출하고 성향 점수 산출을 위한 변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상의 중소

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사용되는 변수인 산업구분, 총자산, 업력 값

을 사용하고 보증연계투자가 신용보증 잔액이 존재해야 지원가능한 상품

이며 보증잔액에 따라 한도가 결정됨에 따라 보증잔액을 변수로 활용하여

성향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분석을 통해 성향 점수를 우선 산출하고 산출된

성향 점수 산출된 성향 점수에 가장 근접한 7개 기업을 비투자 기업집단

(통제집단)의 개체로 보증연계투자 기업집단(처리집단)과 매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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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 산출식은 다음와 같다.

------------------- 식(10)

X1 : 산업구분

X2 : log총자산

X3 : 업력

X4 : log보증잔액

ℇi : 오차항

성향점수가 가장 가까운 것을 매칭하는 최근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r)의 방법을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분석대상은 보증연계투자기업 집단과 비투자기업 집단

각각 541개 이며 매칭 이후 투자기업 집단과 비투자기업 집단의 성향점수

분포는 상당히 유사하게 분포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매칭 및 매칭의 질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러 매칭 방법 중 1:7 Neighbor 매칭

법을 사용하였다. Nearest Neighbor 매칭은 처치집단과 성향 점수가 가장

근접한 기업을 매칭하는 것으로 처치집단의 한 기업당 비교집단의 매칭되

는 기업의 수 k는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보

통 1:1 대응부터 최대 1:10까지 다양한 매칭을 나타내고 있으며 k값에 상

관없이 추정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Debaere et al, 2010). 본 연구에

서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의 수가 충분하여 일정 규모의 비교

집단을 추출하고자 k를 7로 선택하였다. 또한 보증연계투자가 이뤄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증연계투자 후보기업이 되는 모집단 즉, 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연도별

로 보증연계투자기업과 매칭되는 비교집단을 추출하였으며 매칭 전후 집

단간 비교값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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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매칭 전후 집단 간 비교

Independent

variables

매칭 전 매칭 후

처리
집단

비교
집단

t-stat p
처리
집단

비교
집단

t-stat p

2014년

업력 6.45 10.99 -2.77 0.0057 6.45 6.71 -0.22 0.8228

(로그)자산 9.41 8.12 6.18 0.0000 9.41 9.48 -0.28 0.7782

(로그)잔액 20.75 19.86 4.35 0.0000 20.75 20.59 0.78 0.4359

업종(제조) 0.80 0.39 3.76 0.0002 0.80 0.75 0.44 0.6603

Pseudo R
2
0.2609 0.0241

2015년

업력 5.05 9.99 -3.88 0.0001 4.91 4.67 0.27 0.7860

(로그)자산 8.98 8.11 4.04 0.0001 8.98 9.00 -0.09 0.9273

(로그)잔액 20.97 19.82 6.01 0.0000 20.98 20.94 0.24 0.8141

업종(제조) 0.57 0.40 2.03 0.0425 0.57 0.55 0.11 0.9126

Pseudo R
2
0.1868 0.0024

2016년

업력 5.58 11.01 -4.58 0.0000 5.58 5.34 0.37 0.7103

(로그)자산 8.93 8.19 4.90 0.0000 8.93 8.96 -0.20 0.8391

(로그)잔액 20.83 19.89 6.41 0.0000 20.82 20.75 0.57 0.5674

업종(제조) 0.75 0.41 4.41 0.0000 0.75 0.77 -0.21 0.8335

Pseudo R2 0.2464 0.0051

성향 점수 매칭 이후 보증연계투자기업 그룹과 비투자기업 그룹 간에는

유사한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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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곧 매칭의 질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간 변수별 통계량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표 4-3>은 두 집단의 네 가지 변수별 평

균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통해 매칭 전후에 집

단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값이 줄어든 정도를 측정함으로서 편의의 감소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매칭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칭 전에는 2014년에서부터 2016년에 보증

연계투자가 지원된 기업군과 비투자기업군 간 모든 변수에 대하여 평균값

의 차이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매칭 전 두 그룹간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군이 업력이 짧고 총자산과 보증잔액이 크며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선택편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향 점수 매

칭(PSM)을 통해 선택편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매칭 이후 두 그룹간 변수들에 대해 t-test 결과 모든 공변량에 대해 평

균값이 미세하게 차이는 존재하나 상당히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각 공변량이 아닌 전반적인 매칭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매칭 전후

Pseudo-R2 17) 값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매칭 이후 두 집단간 공변

량 분포가 유사하다면 매칭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Pseudo-R2 값은 매추 작게 나타날 것이다. 위 표에서 매칭 전후의

Pseudo-R2 값을 비교해 보면 매칭 전에는 약 0.18 ~ 0.26 정도의 값을 보

였지만, 매칭 이후에는 0에 아주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변

량 매칭이 비교적 잘 이뤄졌고 선택 편의가 양호하게 해소되었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선택 편의 최소화는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역

할을 하므로 매칭의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7) Pseudo-R
2
값은 프로빗 모형을 통해 정책 지원을 받을 확률을 얼마나 잘 성

명하는가와 연관된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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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4년 보증연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성향 점수 매칭 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보증연계투자가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채비율18)을 성과지표(outcome variable)로 하고 보증연

계투자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간 비교(2014년)

구 분 부채비율 log총자산 log보증잔액 업력 제조업

비투자기업
0.47 8.29 20.11 10.19 0,46

11.36 0.94 0.79 7.44 0.50

투자기업

(14년)

5.45 9.41 20.93 5.88 0.80

10.94 0.68 0.82 3.24 0.41

전 체
0.47 8.29 20.11 10.19 0.46

11.36 0.94 0.79 7.43 0.50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집단(14년)의 성과지표가 5.45인데 비해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의 성과지표는 0.47로 낮았다. 또한 4가지 개체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업력이 낮고 총자산이 많고 보증잔액이 크며 제조업일수록 투자

를 받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 표준편차가 나타나 있지만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에 따라서 부

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통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다. <표 4-5> 회귀분석 결과에 따

르면 보증연계투자 여부에 따라서 개별기업의 특성 4가지 즉, 업력, log자

산, log보증금액, 업종을 통제한 후에도 0.42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표준

오차는 0.17, t-값은 2.54, P-value값이 0.011로 정책효과가 없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할 수 있다.

<표 4-5> 회귀분석 결과(2014년)

18) 부채비율의 계산식은 자산
부채총계

으로서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확충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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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7,823
F(6, 17816) = 7.86
Prob > F = 0.0000
R-spuared = 0.0026
Adj R-squared = 0.0023
Root MSE = 10.407

Model 5110.58846 6 851.764744

Residual 1929553.24 17,816 108.304515

Total 1934663.83 17,822 108.554811

부채비율
개선도

coef. Std.Err. t P>|t| [95% conf. Interval]

invest .4233635 .166686 2.54 0.011 0.0966427 0.7500843

log총자산 -.2729046 .1215414 -2.25 0.025 -.5111376 -.0346716

log보증 -.1363801 .1245866 -1.09 0.274 -.380582 .1078218

업력 .0130708 .0121346 1.08 0.281 -.0107141 .0368557

제조 -.6404459 .1633231 -3.92 0.000 -.960575 -.3203168

_cons 5.557128 2.087417 2.66 0.008 1.465588 9.648667

다음으로 성향 점수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가장 근방에 있

는 기업 7개와 매칭하여 추정한 정책적 효과는 아래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4이다. 또한 P-value 값이 0.004로 신뢰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성향점수매칭(PSM) 결과(2014년)

Treatment-effects estimation

Estimator : Propensity-score matching

Outcome mode l : matching

Treatment model : probit

Number of obs = 17,823

Matches requested = 7

min = 7

max = 7

부채비율

개선도
Coef.

AI Roubs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투자여부

(14년도)
5.941484 2.039363 2.91 0.004 1.94406 9.938562

두 그룹 사이의 성향 점수가 차이가 났던 것이 매칭 이후에는 성향 점수

가 차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그림 4-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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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4-1> 매칭 전후의 성향 점수의 분포(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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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 따르면 매칭 전에 처리기업군인 보증연계투자기업 그룹의 성

향 점수의 분포와 통제기업군인 비투자기업 그룹의 성향 점수의 분포 간

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왼쪽 Raw). 반면 매칭 이

후에는 처리기업군의 성향 점수 분포와 통제기업군의 성향 점수의 분포가

상당히 비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른쪽 matched).

다음으로 2015년 보증연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성향 점수 매칭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을 성과지표(outcome

variable)로 하고 보증연계투자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

음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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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간 비교(2015년)

구 분 부채비율 log총자산 log보증잔액 업력 제조업

비투자기업
0.42 8.31 20.14 10.66 0.45

11.13 0.94 0.78 7.63 0.50

투자기업

(15년)

4.90 8.87 20.90 4.79 0.59

11.32 1.03 0.76 3.92 0.50

전 체
0.42 8.31 20.14 10.65 0.45

11.13 0.95 0.78 7.63 0.50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집단(15년)의 성과지표가 4.90인데 비해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의 성과지표는 0.42로 낮았다. 또한 4가지 개체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업력이 낮고 총자산이 많고 보증잔액이

크며 제조업일수록 투자를 받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4-8>과 같다. 회귀분석에 따르면 업력, log자산, log보증금액, 업종을 통제

한 후에도 0.31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오차는 0.16, t-값은

1.97이며 P-value값이 0.049로 정책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표 4-8> 회귀분석 결과(2015년)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20,648
F(6, 17816) = 25.91
Prob > F = 0.0000
R-spuared = 0.0062
Adj R-squared = 0.0060
Root MSE = 11.135

Model 16063.6191 5 3212.72381

Residual 2559407.12 20,642 123.990268

Total 2575470.74 20,647 124.738254

부채비율
개선도

coef. Std.Err. t P>|t| [95% conf. Interval]

invest .3056143 .1550892 1.97 0.049 0.0016273 0.6096013

log총자산 -.9729683 .0939664 -10.35 0.000 -1.15715 -.7887868

log보증 .8058141 .1082516 7.44 0.000 .5936324 1.017996

업력 .0302857 .0112614 2.69 0.007 .0082125 .0523589

제조 .22918 .1590146 1.44 0.150 -.0825012 .5408612

_cons -8.077563 2.021737 -4.00 0.000 -12.04033 -4.114799

다음으로 성향 점수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가장 근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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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 7개와 매칭하여 추정한 정책적 효과는 아래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8이고 P-value 값은 0.014로 신뢰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표 4-9> 성향점수매칭(PSM) 결과(2015년)

Treatment-effects estimation

Estimator : Propensity-score matching

Outcome mode l : matching

Treatment model : probit

Number of obs = 20,648

Matches requested = 7

min = 7

max = 7

부채비율

개선도
Coef.

AI Roubs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투자여부

(15년도)
4.683372 1.896705 2.47 0.014 .9658978 8.400846

또한 두 그룹 사이의 성향 점수가 차이가 났던 것이 매칭 이후에는 성향

점수가 차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그림 4-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매칭 전후의 성향 점수의 분포(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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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 따르면 매칭 전에 처리기업군 그룹의 성향 점수 분포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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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군 그룹의 성향 점수 분포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왼쪽 Raw)

매칭 이후에는 처리기업군과 통제기업군의 성향 점수의 분포가 상당히 유

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른쪽 matched).

마지막으로 2016년 보증연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성향 점수 매칭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같은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성과지표(outcome

variable)로 하고 보증연계투자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

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기업간 비교(2016년)

구 분 부채비율 log총자산 log보증잔액 업력 제조업

비투자기업
0.40 8.40 20.09 11.93 0.46

17.70 1.17 0.84 8.81 0.50

투자기업

(16년)

4.75 8.99 20.94 5.07 0.82

9.22 0.63 0.50 2.92 0.38

전 체
0.41 8.40 20.09 11.93 0.46

17.70 1.17 0.84 8.81 0.50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집단(16년)의 성과지표가 4.75인데 비해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의 성과지표는 0.40으로 낮았다. 또한 4가지 개체의 특성별

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업력이 낮고 총자산과 보증잔액이 많고

제조업일수록 투자를 받은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에 따라 부채비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 4-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업력, log총자산, log보증금액, 업종을 통제한 후에도 0.33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오차는 0.13, t-값은 2.64이며 P-value

값이 0.008로 정책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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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회귀분석 결과(2016년)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24,111
F(6, 17816) = 7.16
Prob > F = 0.0000
R-spuared = 0.0018
Adj R-squared = 0.0015
Root MSE = 12.663

Model 6885.8452 6 1147.64087

Residual 3865251.09 24,104 160.357247

Total 3872136.94 24,110 160.602942

부채비율
개선도

coef. Std.Err. t P>|t| [95% conf. Interval]

invest .3320769 .1255577 2.64 0.008 .085976 .5781777

log총자산 .2727688 .114739 2.38 0.017 .0478732 .4976644

log보증 -.6268791 .1327387 -4.72 0.000 -.8870553 -.366703

업력 .0199364 .0120241 1.66 0.097 -.0036316 .0435044

제조 -.1317365 .1699983 -0.77 0.438 -2.668361 -.5552163

_cons 10.32277 2.243658 4.60 0.000 5.925059 14.72048

다음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성향 점수를 추정하여 가장 가까운 값

을 보이는 기업 7개와 매칭하여 추정한 정책적 효과는 <표 4-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5.54이고 P-value 값은 0.000으로 신뢰구간에 포함되어 있

다.

<표 4-12> 성향점수매칭(PSM) 결과(2016년)

Treatment-effects estimation

Estimator : Propensity-score matching

Outcome mode l : matching

Treatment model : probit

Number of obs = 24,111

Matches requested = 7

min = 7

max = 7

부채비율

개선도
Coef.

AI Roubs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투자여부

(16년도)
5.539807 1.302867 4.25 0.000 2.986233 8.09338

또한 두 그룹 사이의 성향 점수 차이가 매칭 이후 점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tebalance box를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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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매칭 전후의 성향 점수의 분포(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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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칭 전의 처리기업군 성향 점수 분포와

통제기업군 성향 점수 분포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왼쪽 Raw) 매

칭이 된 이후에는 처리기업군과 통제기업군의 성향 점수의 분포 형태가

매우 비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른쪽 m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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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증연계투자 효과 분석

2절에서 추정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보증연계투자 기업집단과 비교집단

을 매칭하고, 매칭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두 집단간 처

리 전후 시점을 고려하여 이중차이분석(DID)을 검증함으로써 보증연계투

자에 따른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

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지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원효과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른 요인에 의

해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통제변수를 사용하였

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통제변수에는 업력과 상시종업원수, 업

종, 기업규모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력, log총자산, log매출액, 고용

인원, 당기순이익, 업종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

업의 외적 및 내적 조건을 통제하고 보증연계투자의 순수 효과를 검증하

도록 한다.

1. 성장성 지표

본 연구에서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성 평가를 위해 앞서기

술한 것처럼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매출액증

가율은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경쟁기업 대비 높은 매출

액 증가율은 기업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나타내

며, 이를 통해 당해 기업의 경쟁력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또,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에 투입된 총자산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적극적인 영업 및 투자활동이 발

생해 당해 기업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각 지표의 이중차이분석(DID)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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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증가율

<표 4-13>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 측

면 중 매출액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 결과이다. 각

년도의 ATT는 매칭 후 처리집단(보증연계투자 지원기업)과 비교집단(비

투자기업) 간 투자 이전 시점(T-1) 대비 투자 당해연도(T+0) 및 투자

이후 시점(T+1기, T+2기) 간에 서로 이중차분된 매출액증가율 지표의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처리효과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호가 양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처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매출액증

가율 지표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3> PSM-DID 분석결과 : 매출액증가율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5.12 17.76 0.29 9.85 18.07 0.54

2015 14.38 167.14 0.09 292.44 166.38 1.76*

2016 8.36 10.74 0.78

전체 100.4526 141.8719 0.71 89.88988 197.81 0.45

업력 -15.54 4.89 -3.18***

log총자산 -1.35 34.03 -0.04

log매출액 107.15 28.66 3.74***

고용인원 0.47 .36 1.29

당기순이익 -.01 .01 -0.53

업종 -5.66 55.25 -0.10

주) ***p<0.01, **p<0.05, *p<0.1

위 표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은 비투자기업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

어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연계

투자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분석대상 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

든 기간에 걸쳐 T+1기 및 T+2기 모두 비투자기업 대비 양(+)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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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효과를 나타내었다. T+1기의 경우 2014년 5.12, 2015년 14.38, 2016

년 8.36의 수준만큼 증가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T+1기

의 DID결과가 다른 년도와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정책적인 이유로 2005년 이후 약 10년간 직접투자 업무

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새롭게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을 개시함

에 따른 시행착오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그 방향성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T+2기의 경우에는 2014년 9.85, 2015년 292.44의 수준만큼 비투자

기업 대비 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지표에서 양(+)의 결과 값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2015년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

다.

매출액증가율은 2015년 T+2기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결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값을 고려해볼 때 성과의 방향성 관점

에서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방향의 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제한적인

추정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모두 T+1기에

비해 T+2기의 순효과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의 효과가 투자시점 이후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단기적인 매출액증가를 기대하고 실행하

기 보다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보고 직접투자 대상을 선별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총자산증가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결과는 <표 4-14>에 나타

나 있다. 각 연도의 ATT는 매칭 후 처리집단(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

교집단(비투자기업) 간 투자 이전 시점(T-1) 대비 투자 이후 시점(T+1

기, T+2기) 간에 이중차분된 총자산증가율의 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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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PSM-DID 분석결과 : 총자산증가율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9.60 11.67 0.41 5.82 12.03 0.48

2015 -12.22 26.48 -0.46 -26.94 26.54 -1.01

2016 -3.29 10.42 -0.32

전체 24.15 37.61 0.64 -6.30 52.91 -0.12

업력 -5.13 1.31 -3.93***

log총자산 127.61 9.09 14.05***

log매출액 -26.745 7.58 -3.53***

고용인원 .2428 .10 2.50**

당기순이익 .00 .00 0.73

업종 -14.60 14.77 -0.99

주) ***p<0.01, **p<0.05, *p<0.1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는 총자산증가율 측면에서 T+1기에는 다

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T+2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1기의 경우 2014년 9.60, 2015년 -12.22,

2016년 -3.29의 수준만큼 증가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T+2기에는

2014년 5.82, 2015년 -26.94의 처리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간의 투

자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도 T+1기는 24.15 만큼의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T+2기에는 -6.30만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

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중차이분석은 투자 이전과 이후의 시점간

차이가 고려된 투자의 순효과로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지원년도를 통제

하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T+1기에는 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T+2기에

는 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단기간에는 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외형적 규모 확대에는 긍정적인 효

과가 있으나 추가적인 투자 유치 등으로 연계되지 않아 오히려 총자산

규모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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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기업이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은 비투

자기업에 비해 투자 이전 시점(T-1기) 대비 투자 1년 후 재무지표에 긍

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보증연

계투자가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판단되며, 보증연

계투자가 비투자기업 보다 성장성 측면에서 경영성과가 양호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일부 성장성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수익성 지표

수익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출액영업이익률

과 총자본영업이익률(ROA)를 지표로 활용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

규모에 대비해 기업이 실현한 영업이익의 정도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총자본영업이익률은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의 운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익성 지표로

흔히 사용된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본영업이익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영업이익률

<표 4-15>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지

표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 결과이다.

각 년도의 ATT는 매칭 후 처리집단(보증연계투자 기업)과 비교집단(비

투자기업) 간 투지 이전 시점(T-1) 대비 투자 이후 시점(T+1기, T+2기)

간에 이중차분된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순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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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PSM-DID 분석결과 : 매출액영업이익률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0.16 2.92 0.05 0.93 3.02 0.31

2015 -0.86 1.99 -0.43 2.39 2.06 1.16

2016 -1.70 4.99 -0.34

전체 4.20 16.61 0.25 24.14 22.95 1.05

업력 .10 .57 0.18

log총자산 -28.81 4.06 -7.10***

log매출액 55.07 3.56 15.46***

고용인원 -.10 .042 -2.24**

당기순이익 .00 .00 0.90

업종 7.42 6.48 2.69**

주) ***p<0.01, **p<0.05, *p<0.1

보증연계투자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 시기별로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 후 1차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

체적으로 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0.16,

2015년 -2.73, 2016년 -1.70의 수준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통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직전 년도에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율 제고

에 집중하고 투자 또는 IPO 직후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향

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재진(2014)의 선행연구

에서도 벤처캐피탈 투자가 영업이익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1차년도에는

부(-)의 관계가 있고 2차년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선행연

구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은 2차년도에 직전 년도에 비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

적으로 2014년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2015년도에는 부(-)의 관

계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직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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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자본영업이익률

<표 4-16>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지

표 중 총자본영업이익률(ROA)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 결과

이다.

<표 4-16> PSM-DID 분석결과 : 총자본영업이익률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3.36 27.00 0.12 8.50 27.68 0.31

2015 7.94 34.04 0.23 26.90 34.67 0.78

2016 12.13 20.15 0.60

전체 25.55 22.80 1.12 13.59 31.73 0.43

업력 -.71 .79 -0.90

log총자산 -18.16 5.50 -3.30**

log매출액 24.60 4.59 5.36***

고용인원 -.04 .06 -0.66

당기순이익 .01 .00 3.52***

업종 -1.01 8.93 -0.11

주) ***p<0.01, **p<0.05, *p<0.1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자본영업이익률은 보증연계투자 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개선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총자본영업이익률은 본석

대상 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T+1기와 T+2기 모두

비투자기업과 비교해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T+1기의 경우 2014년

3.36, 2015년 7.94, 2016년 12.13의 비율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T+2기에는

2014년 8.50, 2015년 26.90의 비율차이로 나타나 방향성 관점에서 긍정적

인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모든 시기에 통계적 유의

성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화시키기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증연계투자가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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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과 총자본영업이익률(ROA)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점에 따른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

액영업이익률은 투자 직후년도인 T+1기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점차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총자본영업이익률은 T+1기

및 T+2기 모두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하지 않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3. 안정성 지표

마지막으로 보증연계투자가 안정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안정성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부채 수준이 적정한지를 나타낸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

하는 대표 지표로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이자

보상배율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비용을 얼만

큼 충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안정성 측면

에서 기업의 부채 수준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지표로

구성하게 되고, 안정성은 대출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다. 본 연구에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채비율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가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17>와 같다. 부채비율은 그 비율이 낮아질수

록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음수로

나타난 결과값이 긍정적인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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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PSM-DID 분석결과 : 부채비율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1.84 4.28 -0.43 -3.76 4.43 -0.85

2015 -5.98 5,99 -1.00 -10.88 6.18 -1.76*

2016 -5.15 3.96 -1.3

전체 -1.96 3.58 -0.55 -8.66 5.06 -1.71*

업력 -0.76 0.12 -6.17***

log총자산 2.17 0.86 2.53**

log매출액 -1.12 0.74 -1.50

고용인원 0.003 0.01 0.28

당기순이익 -0.004 0.00 -6.97***

업종 0.511 1.38 2.55**

주) ***p<0.01, **p<0.05, *p<0.1

일반적으로 직접투자는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입증된 결과를 보이

고 있는데,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증연계투자 이후 기업의 부채

비율은 T+1기 및 T+2기에 모두 일관되게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2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T+1기 부채비율의 경우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비투자기업

대비 순효과는 2014년 -1.84, 2015년 -5.98, 2016년 -5.15로 나타났으며,

T+2기에는 2014년 -3.76, 2015년 -10.88의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T+1기 -1.96, T+2기 -8.66으로 나타나 보증연계투자가 부채비율

감축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T+2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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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보상배율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가 안정성 지표 중 이자보상배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4-18>와 같다.

<표 4-18> PSM-DID 분석결과 : 이자보상배율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80.08 204.40 0.39 119.41 214.30 0.56

2015 110.98 102.14 1.09 96.76 105.89 0.91

2016 101.62 88.44 1.15

전체 425.38 537.53 0.79 255.38 844.68 0.30

업력 -11.72 18.43 -0.64

log총자산 -933.92 130.33 -7.17***

log매출액 993.67 113.27 8.77***

고용인원 -2.20 1.36 -1.62*

당기순이익 .163 .05 3.27**

업종 .58 209.93 0.00

주) ***p<0.01, **p<0.05, *p<0.1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1기에는 2014년 80.08, 2015년 110.98,

2016년 101.62로 양(+)의 순효과를 보였으며, T+2기에는 2014년 119.41,

2015년 96.76의 양(+)의 순효과를 나타내었다.

각 년도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에 대한 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1년 425.38, T+2년 255.38의 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찾아볼 수 없어 일반화시키기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채비율과 이

자보상배율 모두 대체적으로 양(+)의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채비율은 T+2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 보증연계투자 기업이 비투자 기업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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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재무적 안정성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일부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비재무적 지표(고용증가율)

다음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증가에 보증연계투자가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증가율은 매년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를 바탕으로 고용인원을 산출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용증가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증가율

보증연계투자 지원 여부가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19>와 같다.

<표 4-19> PSM-DID 분석결과 : 고용증가율

년도
T+1 T+2

DID S.E. T-stat DID S.E. T-stat

2014 5.20 16.17 0.32 -12.01 16.83 -0.71

2015 37.51 24.67 1.52 0.98 25.86 0.04

2016 6.89 6.39 1.08

전체 5.35 20.57 0.26 15.50 30.35 0.51

업력 -1.69 .75 -2.26**

log총자산 9.39 5.37 1.75*

log매출액 -.63 4.25 -0.15

고용인원 1.23 .09 12.90***

당기순이익 .00 .00 1.01

업종 -16.19 8.35 -1.94

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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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의 보증연계투자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다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투자 이후 T+1기에는 대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

으나 T+2기에는 다소 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T+1기에는 2014년 5.20, 2015년 37.51, 2016년 6.89의 순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T+2기에는 2014년 -12.01, 2015년 0.98의 다소 상

반된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T+1기 및 T+2기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5. 분석결과 요약

이상으로 분석한 각 연도별 보증연계투자에 따른 효과를 요약해보면 아

래 <표 4-10>와 같다.

<표 4-20. 연도별 분석결과 요약>

지 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T+1 T+2 T+1 T+2 T+1

매출액

증가율

방 향 + + + + +

유의성 × × × * ×

총자산

증가율

방 향 + + - - -

유의성 × ×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방 향 + + - + -

유의성 × × × × ×

총자본

영업이익률

방 향 + + + + +

유의성 × × × × ×

부채비율
방 향 + + + + +

유의성 × × × * ×

이자보상

배율

방 향 + + + + +

유의성 × × × × ×

고용증가율
방 향 + - + + +

유의성 × × × × ×

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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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와 비재무적성과(고용증가율)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 전 시점

과 지원 후 1년, 2년 뒤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군과 비투자 기업군의 성과에 대한 시점별 차이를 확인

하여 볼 수 있었다. 7개 성과항목에 대해 3개년도 동안 T+1, T+2년의

총 42개 결과값을 얻었으며, 이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보다 그

렇지 않은 결과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연도별 결과치를 제시한 이유는 이를 통해 보증연계투자가 중

소기업에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PSM매칭을 위한 공변량, 매칭

되는 비교집단의 개체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본 결과 효과의 크기는 일

부 차이는 있었지만 결과의 경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일

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증연계투자는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비교적 장기간의 운영자금을 자본

금 형태로 조달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영방식을 변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전체 기간 동안 처리기업

군과 비교기업군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4-21>에 제시하였다. 전체

비교집단을 하나의 샘플로 통합하여 각 투자년도 효과를 통제하여 성과

지표별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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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전체기간(2014~2016) 분석결과 요약

구 분 재무지표
T+1기 T+2기

방향 유의성 방향 유의성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 + ×

총자산증가율 + × - ×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 × + ×

총자본

영업이익률
+ × + ×

안정성
부채비율 + × + *

이자보상배율 + × + ×

비재무적 고용증가율 + × + ×

주) ***p<0.01, **p<0.05, *p<0.1

분석 결과 보증연계투자 기업은 비투자기업과 비교하여 투자 1년 전 대

비 투자 1년 후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측면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1년 전에 비해 투자 2년 후에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서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성장성 지표 중 총자산증가율은 부(-)의 효

과를 나타냈으며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재무적 지표 중 고용증가율은 투자 1년 전에 비

해 투자 2년 후의 결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연계투자는 기업이 재무적 안

정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여타 재무적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장성 항목 중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시기별로 일부 부

(-)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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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정책자

금의 하나로 새롭게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직접투자(보증연계투자) 사

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

재무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특성상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과 비

투자 기업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기업으로 향후 투자금 회수

를 위한 출구전략(Exit)을 고려하여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표본편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이

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

(PSM) 및 이중차이분석(DID) 두가지 모형을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1:7로 매칭하고,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관측이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를 통제함으

로써 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본적으로 재무자

료를 활용하였고 비재무적 성과인 고용증가율은 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

함으로써 결과값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성장성 측면(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과 수익성 측면(매출액영업

이익률, 총자본영업이익률(ROA)), 안정성 측면(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비재무적 성과는 고용증가율을 활용하여 살펴보았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다룬 효과들은 성향점수를 산출하여 매칭 후 처

리집단(보증연계투자 기업군)과 비교집단(비투자기업군) 간 투자 이전 시

점(T-1기) 대비 투자 이후 시점(T+1, T+2기) 간에 이중차분된 비율의 순

효과로 나타나게 되며,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보증연계투자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보증연계투자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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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결과, 비록 많은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빈도로 확인되긴

했지만 보증연계투자의 효과에 대한 방향성 측면을 고려해보면 기업이 신

보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재무적․비재무적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 중 성장성 측면에서 매

출액증가율은 시기에 관계없이 정(+)의 방향으로 지원의 순효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총자산증가율은 시기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

과가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시기별로

T+1기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기간의 경우에는 정(+)

의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며 T+2기에는 혼조세로 나타났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는 총자산영업이익률(ROA)는 시기에 관계없이 정(+)의 효

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안정성 지표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비투자기업 대비 낮아지는 방

향으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자

보생배율의 경우에도 역시 정(+)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는 시점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T+1기에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T+2기

에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증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는 비록 보증

연계투자 기업과 비투자 기업과 투자 이전 시점과 투자 이후 시점의 경영

성과 차이가 대부분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

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5년도 투자기업

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새

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직접투자가 기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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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

계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을 유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보증연계투자가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50% 이상 지원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른바 데스밸리(death-valley)19) 구간

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은 비투자 기업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

다. 창업기업의 열악한 대내외 환경과 대표자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신보가 제공하고 있는 다

양한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기업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

에서 보증연계투자가 효과적인 정책금융의 한 형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정책금융은 대부분이 자금의 융통위주

로 운영되어 단기적으로 자금상환에 대한 압박과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감

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직접투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자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기업입장에서 안

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보와 같이 오랜 기간 중소

기업 종합지원을 담당해 온 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정책금융의 새로운 패러다

임 전환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 제도라고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투자 사업의 지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신보의 보증연계투자를 중심으로 우선 산출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보증

연계투자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집단을 매칭하여 구성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중차이분석(DID)을 실시하여 순효과를 측정하

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2014년 제도 정비후 재개된 사업

으로 연간 투자지원 기업수가 40개 내외에 불과하여 이중 부실기업 및 극

단값을 제외하고 난 후 실제 분석에는 매년 30개 내외 기업만이 활용되었

19) 창업한 지 3년부터 7년 사이에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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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 도입 후 연구시점까지 경과 연수가 T+2년에 불

과하여 장기간에 걸친 기업 성과분석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대상기업 수에 따른 문제로 모델의 유의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각 연도별로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 매칭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공변량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처리집단이 탈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

한 조치였다. 중소기업의 직접투자 대상 선정 과정에는 본 연구에서 선택

한 공변량 이외에도 관찰 가능한 특성들이 다양하게 작용할 것이나 이러

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채택하여 선

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선택편의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실제로 보증연계투자 실무현장에서 투자기업

을 선정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우 오히려

투자를 기피하거나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기를 희망하여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

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는 또 다른 선택편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직접투자의 효과가 1년 이후에 비교적 단기에 나

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

자 시점 대비 1년 후, 2년 후로 각각 나누어 시점별로 순효과를 추정하였

다. 하지만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다년간의 시기 차이를 두고 중장기적

인 효과를 추적한다면 좀 더 높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기업에 중장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단기적인 이자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직접투자는 중장기적

인 효과 개선이 나타날 여지가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직접투

자 사업의 업력이 짧아 T+2기 이상의 중장기 분석이 불가하였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최소 4기 이상의 재무자료를 보유한 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국한하게 되었다. 이 또한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 향후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직접투자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직접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

책금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자료만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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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있다면,

여타 정책금융 기관의 유사한 사업을 다 같이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타

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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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SME

Direct Investment Policy of

Financial Public Enterprises

Moon hyung cha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SMEs in various ways through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to support smooth financing of SMEs, but

many SMEs still face considerable difficulty in raising fund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been question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for SMEs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such as

direct loans, indirect loans, and credit guarantees.

In particular, innovative venture start-ups have technological and

growth potential, but lack of collateral necessitates direct financing.

However, since the government policy is focused on indirect financing,

access to direct financing is limited. In order to alleviate this

imbalance in the market,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supported

policy finance in the form of direc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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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ed with the empathy with the necessity of direct

investment, which is newly introduced and operated as a form of

policy finance.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as an effective means of direct

investment for SMEs. In the case of innovative venture firms that

have excellent growth potential, excellent technology, and differentiated

business models, it is desirable to raise capital based on investment

rather than loans. These firms need to have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including equity capital and other capital, but it is a fact that

the reality is that the funding method of direct financing is absolutely

lacking. From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which was recently introduced

as a direct investment method, b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one of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ught to fi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irms that have

received guaranteed bond investment b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To this end, we analyzed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that

have invested in credit guarantee fund from 2014 to 2016, which newly

introduced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As is well known, in

the case of the policy financial support program,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convenience factors by self selection ar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o support.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 of selection convenience, we used PSM to

extract the control group and use the model combined with the

difference analysis (DID). Through this, we tried to control the

observable and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firm has a positive effect on

mos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excluding the sales profit margin, .

Also positive (+) effect was observed in the employment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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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fter two years of investment, positive (+) effect was

observed in growth, profitability, and stability, but the growth rate of

total assets was negative.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plays an effective role as a means of raising financial stability and

providing stable funding at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In addition,

financial stability through investment can be seen as contributing to

the company's long-term performanc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various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the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can creat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auditors to determine whether an investment company can produce

long-term performance as a company with superior technology and

original business model.

keywords : Credit guarantee,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growth potential, profitability, stability, employment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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