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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중 복합금융방식인 투융자

복합금융을 기존 융자방식과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inducement)가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투융자복합

금융은 투자와 융자의 복합적 요소가 되는 자본공여 방식이며, 중소기업

자본조달시 중요하고도 활발하게 활용되는 메자닌금융(성장공유형자금,

mezzanine finance)과 구조화채권(이익공유형대출, structured notes)을

의미한다.

메자닌금융과 구조화채권은 모두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성장성에 집중하여 규모를 확대한 후, 성과가 발생할 때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한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메자닌금융은 전환권 행사를 통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되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여러 인센티브가 존재함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유인효과가 발생한다. 구조화채권은 기업의 성과가 없을 때 대출이자를

감면받고, 성과가 있을 때 이익에 연동해서 성과배분이자를 납입하도록

설계된 자금으로, 대출초기에는 기존 융자대비 재무성과가 낮을 수 있지만,

대출기간 동안 축적한 기한의 이익을 향후 기업이 성장하는 데 활용하여

융자상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메자닌금융과 구조화채권이 수혜기업의 동기부여로 인해 각각 융자방식

대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더욱 긍정적

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단기(4개년)와

장기(6개년)로 구분하여 재무성과중 성장성과 수익성을 이중차분석법

(DID)으로 실증분석 해보았다.



분석결과 정책자금 지원 전·후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 전체 재무성과(성장성과

수익성)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메자닌금융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성장성은 융자방식 대비 높았으나, 수익성은 융자방식 대비 단기적으로는

낮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메자닌금융의 경우 지원

자금이 모두 기업규모 확장을 위한 자산과 매출액 증가에 투자되어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를 토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융자방식보다 수익성의

증가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화채권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융자방식 대비 단기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메자닌금융은 전환권 행사를 통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유인효과로 인해 수혜기업에서 지속적인 기업성과 향상을

노력하는 반면에, 구조화채권은 지원대상이 창업기업(7년미만)에 국한함에

따라 융자방식 대비 유인효과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정책금융은 단순 양적팽창만으로 정책효과가 단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민간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부분에서 이를 리드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에서 정책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조합·변화시키는 것만

으로도 그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메자닌 금융방식은 기존 융자방식과는 차별화된 성격을

보유하여, 기업의 다양한 자본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유인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 이는 정책수단론에서 설명한 직접유인

(dirct incentives)인 정부 직접대출을 통해, 간접유인(indirect incentives)의

특징을 활용한 효율적 수단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성과 향상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정책자금, 정책혼합, 투융자복합금융, 메자닌금융, 구조화채권, 유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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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경제개발과 금융발전 과정에서 경제여건의 변화와

금융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 및 지원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중, 정책금융 역할에 대한 수정 요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확대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재차

강조되었다.1)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 진입, 기업구조조정, 바젤III의

단계적 강화 등에 따른 은행의 신용 공급여력 축소 우려로, 시장실패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향후 금융·경제환경은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민간금융과의 시장마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윤석헌(2016)은 정책금융이 일정한 정책금융

과제를 충족시키면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충족시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에서 민간금융을 보정하되, 시장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민간금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금융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정책금융 수요가 변화하고, 기존의

융자, 보증지원 중심의 정책금융 방식보다 정보와 금융 노하우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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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상엽·이창민(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개선과 지배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과도한 대출(보증) 위주의 정책금융보다 투자 위주로의

전환, ② 투자대상 선정과 같은 정책금융의 심사단계에서의 경쟁원칙

마련 필요, ③ 정책금융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④ 정책

금융 지원대상 기업선별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및 제도 도입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투자계약방식의 다양성 부족, 자7금지원 이후 사

후관리 부실, 자금 회수 방법의 다양성 부족 등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협조를 통한 투자방식의 활성화와 투자후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책금융의 지배구조 강화 측면에서 투자 계약방식 및 자금회수

방법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민관협조를 통한 투자방식의 활성화 측면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복합금융(메자닌금융/구조화채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 융자방식과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inducement)가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확인

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조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아래, 궁극적으로는 정책금융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정책도구로써 활용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과이다.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높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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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자본시장의 투자대상으로써 한계가 존재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본식장 접근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관계형 금융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금융공급이 가능하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정부 부처마다 부처의 목적에 맞춰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특화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다양하며,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투융자복합금융 방식의 정책자금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일

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한하여, 기존 융자방식과 투융자복합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재무성과를 비교ž분석하려 한다.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효과성 여부에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긍정하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과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방법, 분석대상,

연구시점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장·단기 효과를 검토하되, 차별화된 지원방식 설계의 대표적인 예로, 투융자

복합금융 내역사업인 메자닌 금융(성장공유형자금)과 구조화채권(이익공

유형대출) 방식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자금인 융자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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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둘러싼 연구들의 쟁점 및 한계

점을 보완 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인센티브(전환권 행사, 금리변화)를

통한 유도(inducement)에 의한 기업 성과향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에서 2015년을 대상으로 하되, 분석 단위는 개별

기업이다. 정책자금 효과는 특정 시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기업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를 지칭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현황분석

제 1 절 정책수단론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or

tools)의 개념을 확인해보면 공통적 특성이 있다. 정책도구는 첫째,

의도적으로 고안된 기법이나 수단이고, 둘째 정부 혹은 유사한 공적

행위자에 의해 활용되며, 마지막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목적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적 특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정책도구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4)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다양한 가치들을 염두해야 하며,

정책수단의 설계와 관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한다.5) 표2-1 에서 제시된

정책도구의 분류모형은 강제성과 직접성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4가지의

분석적 범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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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강제성과 직접성에 따른 정책도구 4가지 유형>

직접성

(directness)

강제성(coerciveness)

높음 낮음

높음
직접규제

(direct regulation)
직접유인

(direct incentives)

낮음
간접규제

(indirect regulation)
간접유인

(indirect incentives)

강제성이 낮은 경우 직접유인과 간접유인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유인은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가 낮고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강제성은 낮지만 정부조직 및 공무원에 의해 직접 운용되는 정책도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세무당국이 운영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 tures),

각종 보조금 및 부담금 (subsidies), 정부 직접대출 (direct loans) 및 지급

보증(loan guarantees), 정부기관에 의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정부에

의한 민간인 교육, 훈련, 기술지원 등이 대표적 직접유인 도구들이다.

이와는 달리 간접유인(indirect incentives)은 정책대상집단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가 낮으며 정부조직 및 공무원이 아닌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표적인 도구들로는 바우처(voucher), 시중

은행을 매개로한 금융지원(government loans), 위탁계약 (contracting

out)에 의한 각종 공공서비스 혹은 정보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직접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직접수단이 획일적인 기준지시를 명령

하는 반면, 간접수단은 정책대상 집단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제공하여

정책이 의도하는 순응을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접수단은 정책대상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정책집행 기관은 정책대상 집단 개개인의 구체적인 순응함수를 모르더라도

최적의 정책순응을 유도할 수 있어 직접수단에 비해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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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유인의 정부 직접대출을, 간접유인의 특징을 활용한 효율적

인 수단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성과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Bressers and O’Toole(2005)은 이러한 수단 조합의 퍼즐을 풀기위하여

하향식(top-down)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책현장의 관점

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분석할 것을 권고한다. 실제로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은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일한 정

책대상 집단에 대해 이미 작동중인 정책수단에 덧붙여져서 도입된다.

따라서 정책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정책수단의 효과는 동일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기존의 정책수단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단조합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책현장에 존재하는

수단조합의 존재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단일 정책수단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많은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의 상업적 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를 자금의 접근성, 가용성, 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주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항상 발생하는데 비해,

상업금융은 목표수익률 달성이라는 이윤 동기에 기초하고 있어서 모든

시장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즉 상업적 금융은 물리적 제약 또는 정보의

부족 때문에 고객의 자금 접근성이 제약되고, 비대칭적 정보와 외부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자금 가용성에도 제약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시장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는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공적 성격의 정책금융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7)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소극적 형태의 시장기능 보완,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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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기능을

담당하며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농업금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해당되며

중장기설비금융, 기술개발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지방정부금융,

자원개발금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은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금융위기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안정화 기능으로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면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동성을 대신 공급하여 공백을

메우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해당된다.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직접대출은 위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데,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항상 시장안전판 역할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

급해왔다.

국내 정책금융은 표2-2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총 13개의 기관으로 구

분되며, 기관성격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7개),

기타공공기관(5개)으로 구분되며, 주무기관에 따라 금융위원회(8개),

기획재정부(2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뉜다.

<표 2-2. 정책금융 공공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성격 주무기관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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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준시장형) 국토교통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정예슬(2017)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15년 기준 사업체수 3,604,733개(99.9%), 종사자수

16,744,948명(90.2%)으로,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금번 정부에서는 중소ž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중소ž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한 정책은 매우 많은데 그중 금융지원이 2014년 기준 56.8조원

(보증지원액 41.9%, 보험지원액 31.0%, 융자 지원액이 27.1%)9)으로 국가

예산 357.7조의 15.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예산중

산업ž중소기업ž에너지 부문예산이 약 15조원 가량되므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중앙정부의 정부부처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업종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되며 지원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국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단은 표2-3 에서와 같이

자체조달 재원을 통해 정책성금융을 취급하는 은행과, 정책금융 취급

방식에 따라 대출, 보증, 투자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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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책금융의 분류>

출처 : 윤석헌·박래수·정재만(2014)

정책금융은 정책성 금융과 협의의 정책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정책성

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여 주어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운용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지만, 지급

보증을 받으며,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에서 자체적

으로 조달하면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까닭에 공공성과 시장성의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으로 인해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시장의 경쟁 및

평가에 시장의 경쟁 및 평가에 노출되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다음 협의의 정책금융은 한은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성과를 높이는

구분 세분 공급기관

정책

금융

(광의)

정책성

금융
자체조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정책

금융

(협의)

금융중개
지원자금

한국은행

정책자금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 정부부처

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재단

투자 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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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이 될 것이다. 투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책적 지향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생태계 발전

및 기업의 역량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다. 생태계는

신규기업의 진입 및 실패기업의 퇴출과 실패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역량강화 및

전문화 활동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시적

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의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신뢰는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시장실패영역을

지원하여 제고하여야 한다.

현행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현행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

출처 : 강형구·빈기범·한병석(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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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투자 지원현황

모험자본은 일반적으로 ‘배당과 자본이득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위험이

따르지만 큰 댓가를 바라고 투자되는 자금‘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에

투자되는 자금과 관련이 있다.

특수한 투자의 한 유형으로써 모험자본투자는 몇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본투자와 다르다. 첫재, 모험자본은 보통 운영의 역사가 거의

없는 새로운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경우에서처럼 과거의 수행자료에 근거하여 투자할 수 없다(Tyebjee.

T.T.&Bruno, A.V., 1984), 둘째, 모험자본투자는 비공개기업의 지분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본시장이 없어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고 대가를 얻기 위하여 적어도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투자이다

(Haslett, B. 1984), 셋째, 모험자본투자는 다른 기존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투자이고(Liles, P. 1974), 넷째,

성장지향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소수의‘ 주식을 획득하여 지주

회사의 형태를 벗어나며 성장을 위하여 주입되는 새로운 자본이다

(Coutarelli, S. 1977), 다섯째, 배당보다 소유주식의 매각에서 얻는 주식

양도소득에 주된 목적을 두고 애초부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이다(Dominguez. J. R.

1974)12)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에 의한 투자실적이 저조한 반면, 간접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주로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금융의 투자 환경 조성 및 투자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투자중심 정책기조는 최근까지 지속·확대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벤처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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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해 주업무인 보증과 융자에 투자적인 요소를 가미한 금융

상품을 공급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가능성이 큰 창업ž 성장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자본과 협력하여 직접투자하는 ’보증연계 투자‘와

보증금액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술

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및 창업초기ž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옵션부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VC(Venture capital),

엔젤머니 등과 협력화하여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연계보증을 지원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성장가능성이 큰 창업초기 중소ž벤처기업에 지분투자하는

방식으로 Start-up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

자금 공급, 회수단계투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성장단계의 벤처ž중견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주)(KVIC)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벤처투자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임받아 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있다.

모태펀드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개별투자펀드인 ’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이다. 즉, 직접투자 하면 기업·

프로젝트의 실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투자자로서는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감소는 투자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인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2005년 ’한국모태펀드‘가 처음으로

결성되었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 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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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조성하는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17년 기준 신규 결성된 펀드수는 164개(‘13

년 대비 303%),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 4조

4,430억원(267%)을 기록하였으며, 지원 중소기업은 1,266개사(168%), 투

자금액 2조3,803억원 (172%)으로 성장하였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18.8억

원을 기록했다.

<그림 2-2. 모태펀드 운용구조>

출처 : 한국벤처투자(주)

<표 2-4. 최근 5년간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펀 드 수 54 82 108 120 164

조 성 현 황 16,649 26,195 26,346 34,625 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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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최근 5년간 펀드 투자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업 체 수 755 901 1,045 1,191 1,266

투 자 금 액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기업 투자 및 관리를 위해 위험을

함께 부담하며, 기업이 성장한 후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

하고, 얻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재투자하여 선순환하는 기관이다.

벤처캐피탈은 국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로

분류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한 자로서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에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진행, 해외투자, 중소

벤처기업부가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하는 투자회사로 등록되어야

한다. 창업투자회사는 상업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 원 이상

이어야 하며, 적법한 임원 구성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그리고 유한회사(LLC)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7년 12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20개, LLC는 20개의 회사가

활동중이다.

제4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목적성이 높은 고용 창출, 창업, 수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전략산업 영위 중소ž벤처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

하고 있으며, 기술ž사업성 및 정책목적성 평가를 기반으로 시장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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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1)하고 금융관행을 선도2)하여 경제위기에 대응3) 하는 등의 주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시장소외(고위험, 저수익)

영역을 집중 지원하여 보증, 투자 등과 차별화 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2-3. 정책자금 positioning>

1) 창업, 소기업, 재도전, 지방기업 등 정책목적을 수행하여 시장실패를 보완
2) 기술ž사업성 평가, 장기 시설자금 융자, 직접ž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3) 글로벌금융위기(‘08), 메르스(’15), 조선ž해운산업 구조조정(‘16), 일자리창출(’17),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조정(‘18)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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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 분 지원사업

성장판

창업
▪창업기업지원
▪투융자복합금융

도약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안전판
▪긴급경영안정
▪재도약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자금으로 구분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공공성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목표하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판(창업

→도약) 및 안전판 역할을 위해 창업, 소기업, 재도전, 지방기업 등에

대한 선제지원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민간금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사업성 평가, 장기 시설자금 융자, 직접·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조기 도입 등 금융관행을 선도하는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표 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사업 현황>

사업명 세부자금명 사업목적

창업기업지원
ž 일반창업기업지원

ž 청년전용창업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ž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투융자복합금융

ž 성장공유형자금

(메자닌금융)

ž 이익공유형대출

(구조화채권)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신시장진출
ž 개발기술사업화

ž 글로벌진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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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표 2-8. 2017년 정책자금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신성장기반

ž 신성장유망

ž 협동화

ž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ž 기초제조기업성장

ž 고성장기업육성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재도약지원

ž 사업전환

ž 재창업

ž 구조개선 전용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긴급경영안정

ž 일반경영안정

ž 일시적 애로ž재해

ž 수출금융지원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요소를 지원하여 중소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구   분 17년도 예산
○ 창업기업지원자금 2,050,000
   - 일반창업 1,910,000
   - 청년전용 140,000
○ 투융자복합금융 150,000
   - 이익공유형대출(구조화채권)

150,000
   - 성장공유형자금(메자닌금융)
○ 신성장기반자금 1,230,000
   - 신성장 850,000
   - 기술사업성우수 50,000
   - 고성장(가젤형) 330,0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0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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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 연구에서 다룰 예정인 실험집단인 투융자복합금융은 17년 기준으로

1,50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714건중 ‘메자닌금융’으로 69건에 56,510백

만원(37.7%), ‘구조화채권’으로 645건에 93,490백만원(62.3%)이 각각 집행

되었다. 비교집단인 창업기업지원자금은 20,500억원, 13,172건이 집행되었

으며, 하위계정인 ‘일반창업’으로 19,100억원에 11,423건, ‘청년 전용’으로

1,400억원에 1,749건이 집행되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에 R&D를 통해

개발완료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인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수출

지원자금인 ‘글로벌진출지원자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3,500억원에 1,864건이 집행되었다.

<표 2-9. 연도별 정책자금>

(단위 : 건, 억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7,699 10,236 14,439 13,931 17,796 21,224 22,836

대여금액 29,565 31,493 37,152 32,700 39,017 45,512 46,661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00
○ 긴급경영안정 375,000
   - 일시적경영애로

135,000
   - 재해자금
   - 일반경영안정 240,000
○ 재도약지원 255,000
   - 사업전환 125,000
   - 재창업 100,000
   - 구조개선전용 30,000

합   계 4,6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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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도별 정책자금 지원추이>

제5절 투융자복합금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한 신용대출 등의 지원방식으로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을 집행·지원하고 있다. 투융자복합금융은 ‘메자닌금융

(성장공유형자금)’과 ‘구조화채권(이익공유형대출)’로 구성되며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2-10. 투융자복합금융>

자금종류
성장공유형자금

(메자닌금융)

이익공유형대출

(구조화채권)

대출방식 전환사채 인수 구조화 채권

대출금리

·표면금리 : 0.5%

·만기보장금리 : 3%

* 업력 3년미만:

·고정이자 : 0.5%

·성과배분이자 : 대출일 이후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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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융자복합금융’이란 투자와 융자의 단순한 합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복합적 요소가 되는 중진공의 자본공여 방식을 의미하며,

이미 금융선진국에서 특히 중소기업 자본조달시 중요하고도 활발하게

활용되는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e, 하이브리드 금융)과 구조화

채권(Structured Notes)을 의미한다.

메자닌 금융은 대표적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 또는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 상환

전환우선주(redeemable preferred equity)가 메자닌 증권에 해당하며,

구조화 채권은 일반채권(원금+고정이자)와 타 객관적인 지표(GDP 성장률,

주가, 물가, 금리, 재난, 기온, 강수량 등)에 연동되어 파생상품(금리연계

추가변동이자)적 성격을 지니는 채권을 말한다

*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발행은 채권으로 발행

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원할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대로 전환

권리가 붙은 회사채다. 이렇듯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권 행사라

하는데, 전환권 행사를 해서 주식을 받은 후에는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소멸한다. 물론 채권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는 돈으로 상환받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므로, 전환사채는 확정이자부 채권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주식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채권이다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결산결과영업손실또는당기순손실

발생시 영업이익 0으로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

* 업력 7년미만 : 7년 이내

5년 이내

* 업력 3년미만 : 6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45억원 이내

* 운전자금 20억원 이내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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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복합금융이란 용어는 1) 투융자는 메자닌

금융(성장공유형자금)을 의미하고, 2) 복합이 구조화 채권(이익공유형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메자닌 금융과 구조화 채권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메자닌금융은 일반적으로 ‘선순위 부채(senior debt)와 자본(equity)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형태의 금융’을 통칭하며 자본과 부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자금을 의미한다. 메자닌 금융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금 수요자(중소기업)는 메자닌 금융의 부채부분을 통해 만기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부채에 상응하는 현금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부분을 통해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금융기관)는 부채부분을 통해

기본적인 기대수익을 보장받고, 자본부분을 통해 초과 기대수익(upside

potentioal)을 향유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리스크에 훨씬 못 미치는 선순위

대출채권의 이자만을 수취하기 때문에 메자닌 금융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기업의 영업실적에 연동된다 할 수 있다.

구조화채권은 채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품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금리, 주식, 통화 등의 기초자산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채권자의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잠재적인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특성을 반영한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창업 및 초기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

하고 수익 창출도 저조하여 부채 형태의 자금 조달이 제한된다. 벤처

캐피탈과 같은 지분 형태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나 이용가능 범위가

소수의 기술기업에 한정되며, 창업자의 지배력 희석을 초래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대출에서는 기술력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

받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확장 단계(expansion stage)에서 대규모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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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구조조정, 경영권 이전 등을 모색 중인 중소

기업의 경우에도 은행 융자 취득, 회사채 발행, 공개시장 상장 등의 자금

조달이 있을 수 있으나, 재무구조 악화, 발행 조건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투융자복합

금융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안수단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단계는 정책금융이, 중기단계는 메자닌금융이, 후기단계는

벤처캐피탈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담당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자본확보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민간 벤처캐피탈의 자본 유치가 확대

되는 결과를 유발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목적인 시장실패영역의 보완과

자본시장의 정부-민간의 선순환구조의 정착에 보다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정책자금 지원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정부에서는 재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신용할당

문제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사업중에서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채광기·윤병섭·하규수(2011)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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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중복 지원이

아닌 오직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 재무성과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이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

에,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

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

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 변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 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

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선호·임응순·황진영(2014)은 1998년∼2012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보증지원，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총액한도 대출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성

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질 1인당 GDP와 산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정상성 변수와 비정상성 변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ARDL 한계검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실질 1인당 GDP를 종

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보증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과 실질 1인당 GDP간에 공적분 관계가 관측되었으며, 산업생

산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보증지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직접대출만이 산업생산 지수와 공적분 관계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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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분 관계가 관측된 경우에 대해 장·단기 모형을 설정하여 장·단기

계수를 도출하였으며，그 결과 보증지원 총보증 공급액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직접 대출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반면，단기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 관점 에서 이루어질 때 경제

성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남주하(2011)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

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 분

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 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 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general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

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

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에 직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 효과를 검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토빈Q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

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정수(2016)는 호혜적 인센티브 정책의 집행에 있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집단이 있는 경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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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자금의 반복적인 수혜는

복지, 보조, 융자 등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또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고, 실제 데이터 상에서 반복적인

지원을 받는 수혜자에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반복의 실증사례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받은 2001-2011년도 정책

자금 대출 실적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에서 제공받은 중소기업 재무

제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탈락

자와 비교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보기 위해 이중차분을, 기업의 경영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실시했다. 먼저 이중차분의 분석

결과 대체로 최초 대출 신청 기업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규모

지표가 제고됨을 밝혔다. 그리고 1∼2회 수준의 낮은 수준의 반복을 보이는

기업 역시 자산과 재고를 확충하는 행태가 있었지만, 탈락 기업과 비교

시에는 특히 두드러지는 효과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높은 수준의

반복을 이미 한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활동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성향점수 매칭을 적용한 상황에서는, 최초 대출의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는 반면 높은 수준의 누적 반복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한 기업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부분 없어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최초 대출 기업에 대한 신청 효과가 뚜렷이 관찰된 점, 반복 대출이 누적

됨에 따라 그 효과가 기업 규모에서 관찰되는 것이 점차 활동성 등의 지표로

변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발견점이다.

위의 연구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자금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말하면, 정부의 정책목적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 중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요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에 긍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부정적인 시각과 연구 결과도 존재

하는데, 이동해(2017))는 정책금융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과다로

인한 상업금융 구축 및 시장마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음을

언급하며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책금융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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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양적팽창만이 아닌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민간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부분에서 이를 리드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제2절 투자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투자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벤처캐피탈 수가 많은수록,

공동투자할수록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조기에 IPO를 하도록 유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지원 정책의 변경이

필요함을 역설한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발견되는데,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신규상장기업은 장기 주가수익률과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열등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지지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정부가 출자한 조합일 경우 조합의 성과가 좋지 않아

정부 출자지원의 유효성이 낮음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에 위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윤준 외(2012) 자본의 투입보다는 기업가 정신 고취가 중요하므로, 융

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

하였다.

임은천·김도현(2017)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특히 벤처캐피탈을 중심

으로 한 투자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벤처캐피

탈이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성과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수가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것은, 벤처캐피탈이 아닌 상대에게

서 받은 투자자수는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자원 하에서 성장을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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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양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정훈·박성환(2013)은 창업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벤처

자금투자가 향후 IPO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코스닥의 시장조성제도나 풋백옵션 제도가 없어진 2007년 6월 이후 6개월

시점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코스닥에 상장된 IPO 기업 135개

회사를 대상으로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

기업에 비해 IPO까지의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해 IPO 직전년도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PO 시점에서의 자본조달

금액(IPO Valuation)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넷째, 상장일의 초과수익률과

상장일 이후(5영업일, 20영업일, 60영업일, 90영업일)의 누적초과 수익률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

시장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IPO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벤처캐피탈 투자여부에 따라 초과수익률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풋백옵션제도 같은 인위적인 저평가요인이 제거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풋백옵션제도 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희우·정희석(2012)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조기에

IPO하도록 유도하며, 이런 현상은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투자 했을

경우보다 공동으로 투자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도 있는데,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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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2017)은 IPO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벤처캐피탈이 보증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그 결과 저가발행 현상이 완화됨을 보고

하고 있다. 만약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적절히 수행되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맞는 공모가격이 결정된다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장기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신규상장 기업은

상대적으로 장기 주가수익률과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열등했다.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의 절대 수준이 높거나 최대주주 대비 벤처캐피탈의

상대 지분율이 높은 신규 상장 기업일수록 주가와 영업실적 측면에서 열등

현상이 더 강했다. 의무보호예수기간 이후 벤처캐피탈 잔여지분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벤처캐피탈은 경영지원 활동을 위해 잔여지분을 보

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IPO 투자 손실을 확정하지 않기 위해 잔

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기적

측면에서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지지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형철(2008)은 국내 벤처캐피탈 조합의 수익성 성과와 조합 성과의

지속성 및 조합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였다. 조합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KOSPI지수보다 약간 하회하고, KOSDAQ지수 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벤처캐피탈 조합 성과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는 분석되지 않았으며,

조합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출자한 조합일 경우 조합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하혁(2013)은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정부 출자지원의 유효성을 분석하

였다. 투자대상 선택적 측면에서는 민간재원과 정부를 포함한 재원의

투자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정부의 투자는 투자

대상의 선택 과정부터 정책적 목적을 크게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효성 분석을 위해서 정부자금이 포함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과 민간자금으로만 이루어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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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도,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

관련지표에서 전체적으로 큰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민간벤처

캐피탈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에 정부가 일정비율의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

운용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융자보다 투자가 효과적이며,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는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벤처캐피탈의 수익성 추구로 인하여 IPO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은 부정적이며,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정부

출자지원에 의한 성과 유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민간 벤처캐피탈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장실패영역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융자보다는 투자가 효과적이나,

민간 벤처캐피탈에 의한 운영방식이 아니라, 정책금융에 의한 투자방식을

통해 직접금융 시장에서의 시장실패영역을 보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절 투융자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그간의 정책자금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투융자방식의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투융자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 전체를 하나의 회귀식에 넣어 비교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다.

빈기범·박재성(2017)은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금융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효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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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개개의 사업효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이중차분 추정치를 하나의 회귀분석 틀에서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지표에서는 분석 대상 사업 중 약 1/3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고용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지표에

서도 다수 사업에서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 향상 효과를 확인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부진하였다. 셋째, 자기자본이익률

(ROE)로 측정한 수익성 지표에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사업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효과

분석 결과,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촉진되었으나 수익성 향상은 빈약하다.

이 외, 강형구·빈기범·한병석(2017)은 투융자방식의 실증분석은 아니지만,

'투자형 대출(VDL, Venture Debt Lending)'을 새로운 형태의 정책자금

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제언한 바 있다. 특히, 정책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완전 계약이론 (incomplete

contract)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공급자 (집행기관)가 가질 수

있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 설정과 이의 행사를 위한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 먼저 중소기업과 정책금융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자금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i)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과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iii) 자금 공급자의 권한 행사에 따른 지배구조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

하였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기존의 융자방식과 투융자복합금융의

성과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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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수단 혼합(Policy mix)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최근 몇 년 동안 정책 입안자, 정책 분석가 및 학자들이 정책수단 혼합

(Policy mix)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이 개념은 정책 합리성의 새로운

조합과 혁신 정책의 확대 및 심화의 결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Flanagan, et al(2011)은 의도된 정책결과가 달성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 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

였다. 그러나 그 용어의 의미는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혁신 정책 연구 분야

에서 '정책수단 혼합(Policy mix)' 개념을 공통 용어로 등장시킴으로써,

지저분하고 복잡한, 다단계, 다중 요인 현실을 더 잘 다루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이고 종종 숨겨진 가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이 아닌 정책효과 제고 차원에서 정책 수단간 혼합이

적절하고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책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투융자복합금융

(메자닌금융/성장공유형자금, 구조화채권/이익공유형대출) 지원기업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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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단계중 창업기 영역을 지원하는 일반 융자방식의 창업기업지원자금

과 투융자복합금융의 구조화채권(이익공유형)을, 성장기 영역에서는 일반

융자방식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투융자복합금융의 메자닌금융(성장공유

형) 지원기업간의 재무적 성과를 비교하여 지원방식의 다양한 조합과 변화

(메자닌 금융, 구조화 채권)가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투융자복합금융의 ‘메자닌금융’은 신용으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업력

7년 미만은 7년)이며 지원대상은 법인이고, 민간창투사(VC)의 투자를 받지

아니한 기업에 한정’하며, ‘구조화채권’은 신용으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며 지원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이다. 비교집단인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신용지원에 대출기간 5년이 동일하고, 창업기업 지원자금중 신용

및 운전자금 지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구조화채권과 동일하므로, 개발

기술사업화자금과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기업은 각각 구조화채권(이익공유형

대출)과 메자닌금융(성장공유형자금) 지원기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좋은 비교집단이다.

투융자복합금융은 일반 융자와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유형이 다르다.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메자닌금융은 ‘신청·접수 → 자금심사 → 회계실사

및 가치평가 → 전환가치 협상 → 투융자복합금융 심의위원회 → 승인 →

대출’, 구조화채권은 일반융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접수 → 자금심사 →

승인 → 대출’로 진행된다. 사후관리에서는 메자닌금융은 ‘년간 이자납입 →

3년이후 원금 및 만기보장이자 납입 → (전환권 검토 및 사후관리) →

상환완료’로 이루어지며, 전환권 검토는 대출이후 매년 성장가능성 검토를

통해, 전환권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상된 전환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통해 상환이

완료된다. 구조화채권은 ‘년간 고정이자납입 → 년간 재무제표 결산이후

성과배분이자 납입 → (사후관리) → 원금분할상환 및 상환완료’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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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자닌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전환권 행사를 통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되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부채상환의 부담이 없어지고,

정책금융기관의 지분참여로 대외적으로 상징성을 갖게 되며, 투자 시점

에서의 간접적인 기업가치가 공개되고, 투자를 받기위한 기업의 정관 변경,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의 절차를 통해 민간 투자

기관의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

환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인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유인효과로 인해 정책지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설 1> 메자닌 금융(성장공유형자금)은 융자 방식(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1) 메자닌 금융은 융자 방식보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메자닌 금융은 융자 방식보다 중장기적으로도 중소기업

경영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구조화채권은 기업의 성과가 없을 때 대출이자를 감면받고, 성과가 있

을 때 이익에 연동해서 성과배분이자를 납입하도록 설계된 자금으로, 금

리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

나고 성장성에 집중하여 규모를 확대한 후, 이익이 발생할 때 낼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출초기에는

기존 융자대비 재무성과가 낮을 수 있지만, 대출기간 동안 축적한 기한의

이익을 향후 기업이 성장하는 데 활용하여 융자상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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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구조화 채권(이익공유형대출)은 융자 방식(창업기업지원자금)

대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

일 것이다.

(가설 1-1) 구조화채권은 융자 방식보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구조화채권은 융자 방식보다 중장기적으로도 중소기업

경영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림 4-1. 연구절차>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효과성 분석

표본구성

·실험집단 :

성장공유형자금 지원기업

·실험집단 :

이익공유형대출 지원기업

·비교집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

·비교집단 :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

연구가설 및 변수 설정

분석모형

·경영성과 : DID(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분석결과

·분석모형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하에서는 본 연구절차에 적용될 분석방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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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fference method)에 대한 이론적 개요를 검토한 후 연구절차별

세부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제 2 절 분석방법 및 연구설계

1.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과 이익공유형대출 지원이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은 자연실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다른 처리효과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의 계량경제학

및 계량 연구의 실험적인 연구설계에 관찰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통계

기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집단의 평균변화와 통제집단의 평균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즉, 반응변수 또는 종속변수)에 대한 정책(즉, 설명

변수 또는 독립변수) 효과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외부요인과 선택편향

(selection bias)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책처방 집단 선택

방법에 따라 특정 편향(예: 평균 회귀, 역가인성 및 생략된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대상에 대한 정책 효과의

시계열 추정치 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정책

효과의 횡단 추정치와 달리, 이중차분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변수의 변화의 차이를 측정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다.

DID는 특히 ‘정책집행 전’ 최소 1회 기간과 ‘정책집행 후’ 최소 1회

기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한다. 그림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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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의 결과는 P 라인으로 표현되고 통제집단의 결과는 S 라인으로

표현된다. 두 집단의 결과는 각 집단이 P1 및 S1 지점으로 표현되는

정책집행(즉, 독립 또는 설명변수) 전 Time 1에 측정된다. 그런 다음

실험집단은 정책을 받거나 경험하고, 두 집단은 Time 2에 다시 측정

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모든 차이(즉, P2와 S2의 차이)가

정책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4-2. DID분석 도해>

이는 Time 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두 집단 간의 일반적인 결과값의 차이는 점선 Q로 표현된다. 따

라서 관측된 결과와 일반적인 결과의 차이(P2와 Q의 차이)가 정책효과

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순수한 정책효과 또는 처리효과(treatment

effect)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식 4-1. DID 모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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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통제집단의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음의 회귀분석 모델의

 계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집단구분 더미, 는

시점구분 더미, ×는 교호항,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각각의

계수의 의미는 이하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식 4-2. 연구의 분석모형식>

        ×    

위 식에서 종속변수인  는  기업의  시점에서의 경영성과이며, 는

상수항, 는 처리 더미(본 연구에서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기업

여부), 는 지원전·후 시점 더미, 는 기업 및 대출특성, 는

오차항이다.

위 모형식의 계수가 가지는 의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 DID 모형식에서의 계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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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0)   +  

After(=1)  +   +  +  +   + 

차이(Difference)   +  

여기서 상수항인 는 정책자금 지원이전 시점에서 융자 지원기업(비교

집단)의 경영성과를 의미하며, 는 정책자금 지원이전 시점(T-1년)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경영성과 차이를 의미한다. 는 융자 지원기업(비교

집단)의 정책자금 지원 전·후의 기업성과 차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여부와 연도와의 교호항을 나타내며, 이 값은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융자 지원기업인 경우와 비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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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 시점(T-1년)과 지원후(T+2년 또는 T+4년)시점에서의 기업성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을 나타낸다면

이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정책의 ‘순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는 기업 및 대출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2. 경영성과분석을 위한 원천데이터

정책자금 지원의 경영성과 개선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원천자료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내부 DB를 입수하고 활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대출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일반정보, 재무정보, 지원정보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투융자복합금융 내 메자닌금융 지원기업을 실험

집단, 기존 융자방식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구조화채권 지원기업을 실험집단,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각각 분석한다. 종속변수 측정을 위한 재무정보는 지원년도

(T년)을 기준으로 단기(T-1년부터 T+2년까지, 4개년)와 중장기(T-1년부터

T+4년까지, 6개년)의 정보를 활용하고, 기업일반정보 및 지원정보에는 통제

변수 설정에 필요한 업력, 업종, 사업영위 지역, 기업형태, 종업원수, 대출

형태, 자금종류, 대출금액을 포함하였다. 특히 대출금액은 메자닌금융의

경우 10억원 단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통제변수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중복지원에 따른 효과 측정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이들은 모두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의 지원을 한 번 이상 받고, 다른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표본을

통해 투융자복합금융사업만의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특성차이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개

반대적 사실(counter factual)에 근거한 인과관계분석이며, 국내외 정책자금

분석 연구들 역시 분석 평가틀을 따르고 있다. 임의화(Randomi- 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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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4)에 따른 표본추출을 통해 양집단간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본추출로 인해 결과해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추출 없이 원천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되, 아래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결과해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표 4-2. 분석에 사용된 변수>
(단위 : %, 명, 원)

구분 변수명 비고

정책변수 지원방식 투융자복합금융과 융자 방식의 비교

분석단위 융자사업

① 성장공유형자금(실험집단) vs.

개발기술사업화자금(비교집단)

② 이익공유형대출(실험집단) vs.

창업기업지원자금(비교집단)

종속

변수

성장성 총자산, 매출액 ln(원)

수익성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ln(원)

4) 평균 처리효과(ATE : Average Treatment Effect)는         로 표현

하며, 하첨자로서 t는 처리집단을, c는 통제집단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의 처리효
과란 동일 개체 i 에 대해서 동일 시점에 측정된 처리집단 반응 Yi,t 와 통제집단 반응
Yi,c 의 차이가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경제 주체가 처리를 받는 경우와 그렇
지 못한 경우를 결코 동시에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처리효과는 추정할 수 없으
므로, 평균처리효과나 조건부평균처리효과를 통계·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처
리여부의 무작위화(random- ization)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평가틀은 통계적으로 처리
하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결과 값이 간결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성과분석 선행연구에 있어
서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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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업력 7년 이하(0), 7년 초과(1)

업종 비제조업(0), 제조업(1)

지역 비수도권(0), 수도권(1)

기업형태 개인(0), 법인(1)

종업원수 50명 이하(0), 50명 초과(1)

대출형태 대리대출(0), 직접대출(1)

자금종류 시설자금(0), 운전자금(1)

대출금액 ln(원)

연구변수

지원여부(treat) 일반융자(0), 투융자복합금융(1)

연도더미(after) T-1년(0), T+2년 또는 T+4년(1)

효과더미 지원여부와 연도더미의 교호항

본 연구에서는 DID 분석을 통해 투융자복합금융과 융자방식간 중소기업

경영성과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지원전·후의 경영성과 차

이를 통해 두 방식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총자산’과 ‘매출액’,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활용

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업력, 영위업종, 사업영위지역, 기업형태,

종업원수, 대출형태, 자금종류, 대출금액을 활용하여 사업방식간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출기간에 관한 차이와 지원대상에 대한 차이는

가장 유사한 사업을 각각 비교·분석함으로써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각 통제변수는 더미(dummy)변수로 활용하며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업력(사업기간)은 지원시점 기준에서의

업력이며, 대출일에서 설립연도를 뺀 수치를 ‘7년미만’, ‘7년이상’으로 구분

하여 활용하였다. 업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코드 ‘10～33’을 ‘제조업’, 이외 대분류코드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

하였으며, 기업유형은 법인번호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으로 구분하였다. 종업원수는 지원결정일을 기준으로 ‘50인 이하’,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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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대출형태는 은행이 선순위권을 설정하여

잔여담보의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금액과 금리는 중진공에서 설정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대리대출’과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직접대출을 취급하는 ‘직접대출’로

구분하였다. 자금종류는 자금 활용목적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대출금액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단위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64,101개 업체중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37,112개 업체 가운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무제표를 단기(T-1년부터 T+2년까지, 4개년)와 중장기(T-1년부터

T+4년까지, 6개년)로 보유한 업체는 아래와 같다.

<표 4-3. 분석에 사용된 업체수>
(단위 : 개사)

구  분 성장공유 이익공유 개발기술 창업기업 합  계
단  기
(4개년) 173 1,419 3,703 7,064 12,359

중장기
(6개년) 90 673 1,297 2,084 4,144

전체 업체 가운데 재무제표를 연속적으로 4개년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실험 및 비교집단 전체 업체중 약 3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1～2년

사이 짧은 기간의 재무제표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만 자금지원 전후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기(3년차 말)와 중·

장기(5년차 말)로 성과를 나누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데이터 정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소프트웨어가,

분석에는 STATA 14.2 통계패키지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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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대상의 기술적 통계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에 사용된 업체의 지원전(T-1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자닌금융은 173개사, 구조화채권은 1,419개사,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3,703개사, 창업기업지원자금 7,064개사를 각각 분석해 보았다.

<표 5-1. 메자닌금융 지원기업의 통계적 특성>

구분 메자닌 금융

일반특성
(평균값)

법인(%) 100.0% 수도권(%) 51.5%
제조업(%) 82.7% 자금종류(%) 93.1%

직대(%) 100.0% 대출금액(백만원) 847
업력(년) 8.9 종업원수(명) 55

기술적 통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재무특성
총자산(백만원) 10,400 10,600 8,200
총자본(백만원) 3,400 3,520 2,640

경영성과

매출액(백만원) 10,800 11,000 8,160
영업이익(백만원) 748 973 573
순이익(백만원) 526 724 417

부채비율(%) 242.6 284.4 202.7
영업이익율(%) -44.7 265.3 6.3

자산순이익율(%) -2.8 50.1 5.1
자본순이익율(%) 17.5 92.0 16.5

메자닌금융의 경우, 전환사채 인수의 특징에 따라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한다. 향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 등의 자본 시장에

기업공개(IPO)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크기가 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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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다 수도권 소재 비율이 높은 편(51.5%)이

다. 전환사채 인수 이후,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상품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권 행

사를 통해 향후 기업의 지분변화로 대표이사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지

만, 사업의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 요구하는 금

액이 다른 상품들보다 높다(847백만원). 재무특성과 경영성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업력이 8.9년, 평균 종업원수 55명, 평균 매출액 108억원

으로 기업생태계에서 도약기에 접어든 기업으로 수익성과 영업 이익율

(중앙값 6.3%)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5-2. 구조화채권 지원기업의 통계적 특성>

구분 구조화채권

일반특성
(평균값)

법인(%) 83.1% 수도권(%) 30.4%
제조업(%) 76.9% 자금종류(%) 97.5%

직대(%) 100.0% 대출금액(백만원) 215
업력(년) 4.9 종업원수(명) 14.7

기술적 통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재무특성
총자산(백만원) 2,070 2,940 1,000
총자본(백만원) 589 972 300

경영성과

매출액(백만원) 2,620 3,370 1,000
영업이익(백만원) 107 268 80
순이익(백만원) 71.6 231 60

부채비율(%) 591.5 10,768.3 215.2
영업이익율(%) -245.1 8,343.3 4.7

자산순이익율(%) 2.6 52.3 4.8
자본순이익율(%) -0.1 1,607.9 18.2

구조화채권의 경우, 구조화 채권의 특수성(성과배분이자 수취)으로 전액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로 운영한다. 기업형태, 지방소재 비율, 영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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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7년 이내), 종업원수 등의 일반특성과, 재무 및 경영성과가 창업기

업지원자금(이하 창업자금) 지원업체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구

조화채권의 고정이자(0.5%)는 창업자금의 신용대출 평균금리(3～4%) 보

다 낮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성과배분이자5)가 발생할 경우

창업자금 보다 높을 수도 있으나, 전액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금(3년) 보다 대출기간(5년)이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정적

이고 향후 경영성과가 뚜렷한 기업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

인 운영을 추진하는 창업단계의 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까닭에 창업자금

지원업체와 그 특징이 유사하다. 그리고 평균 부채비율이 높고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는 까닭은, 구조화 채권의 특수성(성과배분

이자 수취)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은 사업영역의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징에 기인한다.

<표 5-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의 통계적 특성>

구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일반특성
(평균값)

법인(%) 93.6% 수도권(%) 41.1%
제조업(%) 87.0% 자금종류(%) 92.0%

직대(%) 38.5% 대출금액(백만원) 247
업력(년) 10.7 종업원수(명) 28.8

기술적 통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재무특성
총자산(백만원) 5,790 6,880 3,660
총자본(백만원) 2,030 2,510 1,250

5) 대출일 이후 3년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4%를 수취하며, 만약 해당 결산일에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성과배분이자 부과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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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매출액(백만원) 6,480 7,900 3,700
영업이익(백만원) 356 600 205
순이익(백만원) 252 496 145

부채비율(%) 241 774.9 183.9
영업이익율(%) -28.9 873.4 5.6

자산순이익율(%) 5.5 56.7 4.4
자본순이익율(%) 13.9 147.3 12.9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R&D를 통해 개발완료된 기술(특허, 이노비즈,

기술평가된 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며, 금리는 창업자금과 유사하게 가장 저렴하다. 이에 따라 창업 이후

R&D를 거쳐 신규기술을 개발완료하거나 기존 사업영역의 기술에서

업그레이드 된 기술일 경우가 해당되어 평균업력이 10.7명, 평균 종업원

수가 28.8명으로 높다.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특징으로 인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다(87.0%). 기업규모(총자산, 매출액)과 수익성(영업이익, 순이익,

이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창업단계를

거쳐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에 해당된다.

<표 5-4.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의 통계적 특성>

구분 창업기업지원자금

일반특성
(평균값)

법인(%) 84.4% 수도권(%) 39.3%
제조업(%) 72.1% 자금종류(%) 76.5%

직대(%) 39.3% 대출금액(백만원) 334
업력(년) 3.1 종업원수(명) 15.4

기술적 통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재무특성
총자산(백만원) 1,940 3,080 1,000
총자본(백만원) 508 1,01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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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매출액(백만원) 2,940 4,600 2,000
영업이익(백만원) 132 306 70
순이익(백만원) 98 2,580 60

부채비율(%) 2,095.7 136,756.4 229.1
영업이익율(%) -50.8 144.3 4.6

자산순이익율(%) 5.7 66.3 6.0
자본순이익율(%) -8.8 3,797.3 24.4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이익공유형 대출과 지원대상이 같다. 다만, 이익공유형 대출은 전액 신용

대출을 취급하지만, 창업자금은 창업의 특성상 생산시설 투자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장 매입 목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이로인한 담보부 대출이 높아 직접대출 비중이 낮고,

시설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다(자금종류 76.5% : 시설자금 비중 23.5%).

창업후 7년이내 기업으로 정책자금 지원전 재무특성과 경영성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부채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운영 리스크가 큰 특징을

보인다.

투융자복합금융의 메자닌금융과 구조화채권은 지원 대상과 상품의 특징이

매우 다르므로, 투융자복합금융자금으로 묶어서 융자와 비교하기 어렵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한 결과, 메자닌금융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구조화채권은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지원 대상기업의 일반특성, 재무특성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투융자복합금융과 기존 융자

와의 비교를 통해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메자닌금융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구조화채권은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야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 47 -

제 2 절 투융자복합금융과 융자간 정책자금 지원효과 비교·

분석 결과

1. 단기간의 지원효과 비교

1-1 메자닌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간의 비교

메자닌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간의 단기간(T-1년부터 T+2년

까지)의 정책자금 지원 전·후를 DID분석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아래 분석

결과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순효과항은 지원더비와 연도더미의 교호항

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과의 총자산에서 증가하는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순효과항의 계수가 양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메자닌

금융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보다 총자산 증가에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유의확율 5%)에서 순효과항의

계수가 양의 부호이다. 지원효과는 메자닌금융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비해 0.248%p 수준의 총자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상수항은 정책자금 지원이전 시점에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의

총자산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유의확율 1%)에서

5.379%p 증가를 나타냈다. 지원여부는 지원이전 시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총자산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유의확율

1%)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0.6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시기는 비교집단의 지원 전·후의 총자산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유의확율 1%)에서 비교집단의 총자산이

0.4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의 단기간 지원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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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유의

확율 1%)에서 총자산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업영위지역

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는 비수도권일수록 총자산증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5. 메자닌 vs. 개발간 단기간 총자산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5.379*** 0.353 0.000

지원여부 -0.664*** 0.075 0.000

시기 0.486*** 0.019 0.000

순효과 0.248** 0.098 0.012

업력 0.728*** 0.021 0.000

제조업 0.479*** 0.029 0.000

지역 -0.066*** 0.020 0.001

기업형태 0.711*** 0.040 0.000

종업원 0.852*** 0.029 0.000

대출종류 0.109*** 0.037 0.004

대출형태 0.083*** 0.020 0.000

대출금액 0.768*** 0.018 0.000

관측수 = 7,708, Adj R-squared = 0.5455
F = 841.8,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메자닌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메자닌금융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유의확율 1%)에서 순효과항이 0.357%p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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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유의확율 1%)에서, 상수항은 2.833%p 증가, 지원여부는 1.175%p 감소,

지원시기는 0.227%p 증가가 나타났다. 통제변수 역시 총자산과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출액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업영위지역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6. 성장 vs. 개발간 단기간 매출액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2.833*** 0.431 0.000

지원여부 -1.175*** 0.091 0.000

시기 0.227*** 0.024 0.000

순효과 0.357*** 0.119 0.003

업력 0.699*** 0.025 0.000

제조업 0.370*** 0.036 0.000

지역 -0.047* 0.024 0.053

기업형태 0.485*** 0.049 0.000

종업원 1.005*** 0.035 0.000

대출종류 0.190*** 0.046 0.000

대출형태 0.120*** 0.025 0.000

대출금액 0.914*** 0.022 0.000

관측수 = 7,682, Adj R-squared = 0.4683
F = 616.1,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유의확율 10%)에서 순효과항의 계수가 음의

부호로 0.250%p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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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집단의 자금 지원

전·후의 기업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시기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의확율 1%) 영업이익은 0.201%p 증가, 순이익은 0.085%p를 나타내므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의 수익성은 정책자금 지원에 의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에서 순효과항의 계수가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은 메자닌금융이 단기간

에서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보다 수익성에서 효과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 통제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업형태를 제외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장공유형자금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조건(법인등기)과 전환권

행사시 주식지분으로 전환을 행사해야 하는 특성상 전액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한 점을 비추어볼 때 기업형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7. 메자닌 vs. 개발간 단기간 영업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2.722*** 0.497 0.000

지원여부 -0.365*** 0.107 0.001

시기 0.201*** 0.027 0.000

순효과 -0.250* 0.146 0.086

업력 0.413*** 0.029 0.000

제조업 0.421*** 0.042 0.000

지역 0.046* 0.027 0.094

기업형태 0.081 0.053 0.129

종업원 0.931*** 0.03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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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0.242*** 0.051 0.000

대출형태 0.145*** 0.028 0.000

대출금액 0.797*** 0.026 0.000

관측수 = 6,738, Adj R-squared = 0.3441
F = 322.4,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표 5-8. 메자닌 vs. 개발간 단기간 순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1.337** 0.538 0.013

지원여부 -0.544*** 0.117 0.000

시기 0.085*** 0.029 0.004

순효과 -0.138 0.162 0.395

업력 0.321*** 0.031 0.000

제조업 0.283*** 0.045 0.000

지역 0.060** 0.030 0.044

기업형태 0.012 0.059 0.845

종업원 0.875*** 0.043 0.000

대출종류 0.201*** 0.056 0.000

대출형태 0.195*** 0.030 0.000

대출금액 0.865*** 0.028 0.000

관측수 = 6,934, Adj R-squared = 0.2940
F = 263.5,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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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화채권과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간의 비교

이번에는 구조화채권과 창업기업지원자금간 기업규모의 성장(총자산,

매출액)에 미치는 순효과항을 살펴보면, 구조화채권이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에서 0.099%p 수준(유의확율 5%)의

총자산 감소와 0.094%p 수준(유의확율 10%)의 매출액 감소를 가져왔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의 지원 전·후 성과를 나타내는 시기항에서는

0.933%p의 총자산 증가와 0.608%p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앞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약 0.2%p 수준)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이는

바, 창업이후 단시간내 기업규모의 성장을 보이는 창업 기업의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 따라서 순효과항에서 나타내는 바는, 정책자금이 부의

효과가 아니라, 구조화채권이 창업기업지원자금 대비 기업규모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대출형태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유의

확율 1%)에서 총자산 및 매출액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출

형태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구조화 채권은 특수성(성과배분이자 수취)

으로 100%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로 운영하는데 비해,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의 특성상 생산시설 투자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장 매입 목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담보부 대출이 높아 직접대출 비중이 낮은 차이가 있다. 사업영위지역

에서는 메자닌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간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는 비수도권일수록 총자산증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 53 -

<표 5-9. 구조화 vs. 창업간 단기간 총자산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7.096*** 0.243 0.000

지원여부 -0.157*** 0.033 0.000

시기 0.933*** 0.017 0.000

순효과 -0.099** 0.041 0.015

업력 0.752*** 0.045 0.000

제조업 0.452*** 0.018 0.000

지역 -0.243*** 0.016 0.000

기업형태 0.831*** 0.021 0.000

종업원 0.890*** 0.037 0.000

대출종류 0.504*** 0.026 0.000

대출형태 0.019 0.019 0.318

대출금액 0.638*** 0.012 0.000

관측수 = 16,960, Adj R-squared = 0.4290
F = 115932,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표 5-10. 구조화 vs. 창업간 단기간 매출액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7.094*** 0.300 0.000

지원여부 -0.340*** 0.041 0.000

시기 0.608*** 0.020 0.000

순효과 -0.094* 0.05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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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0.711*** 0.055 0.000

제조업 -0.134*** 0.022 0.000

지역 -0.091*** 0.020 0.000

기업형태 0.436*** 0.026 0.000

종업원 0.902*** 0.045 0.000

대출종류 0.771*** 0.031 0.000

대출형태 0.006 0.023 0.809

대출금액 0.687*** 0.015 0.000

관측수 = 16,594, Adj R-squared = 0.2334
F = 460.2,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순효과항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태에서 영업이익에서 0.089%p 감소(유의확율 10%), 당기

순이익은 0.102%p 감소(유의확율 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자금 지원 전·후의 기업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시기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유의확율 1%) 영업이익에서 0.577%p 증가, 당기순이익에서

0.422%p 증가를 나타내므로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의 수익성은 정

책자금 지원효과에 의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기업규모의 성장성 측면과 마찬가지로 구조화채권은 이용 대상이

업력 7년미만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이용대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에서 기업의 수익성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 보다 효과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성 측면에서 통제변수는 소재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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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구조화 vs. 창업간 단기간 영업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6.229*** 0.302 0.000

지원여부 -0.208*** 0.042 0.000

시기 0.577*** 0.020 0.000

순효과 -0.089* 0.051 0.079

업력 0.485*** 0.055 0.000

제조업 0.227*** 0.022 0.000

지역 -0.046** 0.020 0.019

기업형태 0.284*** 0.025 0.000

종업원 0.879*** 0.046 0.000

대출종류 0.531*** 0.031 0.000

대출형태 0.043** 0.023 0.061

대출금액 0.587*** 0.015 0.000

관측수 = 14,654, Adj R-squared = 0.2173
F = 370.8,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표 5-12. 구조화 vs. 창업간 단기간 순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6.867*** 0.328 0.000

지원여부 -0.280*** 0.046 0.000

시기 0.422*** 0.022 0.000

순효과 -0.102** 0.055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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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0.413*** 0.060 0.000

제조업 0.122*** 0.024 0.000

지역 0.016 0.021 0.458

기업형태 0.142*** 0.028 0.000

종업원 0.866*** 0.050 0.000

대출종류 0.515*** 0.034 0.000

대출형태 0.078*** 0.025 0.002

대출금액 0.548*** 0.016 0.000

관측수 = 14,878, Adj R-squared = 0.1422
F = 225.3,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2. 중장기간의 지원효과 비교

2-1 메자닌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간의 비교

앞에서의 단기간의 비교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장기간(T-1년부터 T+4년

까지)의 정책자금 지원 전·후를 DID분석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아래 분석

결과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메자닌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기업간의 기업규모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총자산과 매출액에서 순효과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에서 총자산은 0.277%p 증가, 매출액은

0.425%p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지원여부는 지원이전 시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경영성과 차이를

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총자산

에서는 0.577%p, 매출액에서는 1.122%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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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금융 지원대상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기업보다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하며, 순효과항에서의 증가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기업규모의 성장성이 단기와 중장기에서 메자닌금융이

모두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기업형태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사업영위지역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형태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사업영위지역은 단기간의 비교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총자산 증가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3. 메자닌 vs. 개발간 중장기간 총자산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7.770*** 0.604 0.000

지원여부 -0.577*** 0.102 0.000

시기 0.632*** 0.033 0.000

순효과 0.277** 0.129 0.031

업력 0.647*** 0.077 0.000

제조업 0.672*** 0.035 0.000

지역 0.466*** 0.052 0.000

기업형태 -0.094*** 0.033 0.004

종업원 0.806*** 0.044 0.000

대출종류 0.653*** 0.031 0.000

대출형태 0.089 0.056 0.110

대출금액 0.039 0.035 0.264

관측수 = 2,772, Adj R-squared = 0.5223
F = 274.4,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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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메자닌 vs. 개발간 중장기간 매출액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5.623*** 0.749 0.000

지원여부 -1.122*** 0.128 0.000

시기 0.330*** 0.040 0.000

순효과 0.425*** 0.160 0.008

업력 0.375*** 0.096 0.000

제조업 0.663*** 0.043 0.000

지역 0.313*** 0.064 0.000

기업형태 -0.111*** 0.041 0.006

종업원 0.985*** 0.054 0.000

대출종류 0.788*** 0.038 0.000

대출형태 0.082 0.070 0.238

대출금액 0.015 0.043 0.728

관측수 = 2,759, Adj R-squared = 0.4325
F = 192.1,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순효과항의 계수가 양의 부호를 보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기순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유의확율

10%)하게 0.367%p 증가하였다.

종합해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메자닌금융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보다 효과가 낮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종업원, 대출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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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지역에서는 성장성(총자산, 매출액)은 음의

상관관계(수도권>비수도권), 수익성(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양의 상관

관계(수도권<비수도권)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전통제조업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성장성이 높고, IT 및 서비스업이 많이 분포한 수도권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15. 메자닌 vs. 개발간 중장기간 영업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5.483*** 0.864 0.000

지원여부 -0.119 0.153 0.436

시기 0.218*** 0.046 0.000

순효과 0.158 0.199 0.428

업력 -0.043 0.104 0.679

제조업 0.425*** 0.049 0.000

지역 0.211*** 0.075 0.005

기업형태 -0.007 0.046 0.884

종업원 0.958*** 0.061 0.000

대출종류 0.683*** 0.044 0.000

대출형태 0.088 0.078 0.258

대출금액 -0.003 0.049 0.954

관측수 = 2,420, Adj R-squared = 0.3259
F = 107.3,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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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메자닌 vs. 개발간 중장기간 순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4.581*** 0.910 0.000

지원여부 -0.184 0.160 0.248

시기 0.119** 0.048 0.014

순효과 0.367* 0.214 0.086

업력 -0.082 0.110 0.455

제조업 0.357*** 0.052 0.000

지역 0.090 0.079 0.253

기업형태 0.037 0.049 0.452

종업원 0.837*** 0.066 0.000

대출종류 0.722*** 0.047 0.000

대출형태 0.024 0.083 0.771

대출금액 0.105** 0.052 0.043

관측수 = 2,458, Adj R-squared = 0.2818
F = 88.6,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2-2 구조화채권과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간의 비교

다시 구조화채권과 창업기업지원자금간 기업규모의 성장(총자산, 매출

액)에 미치는 순효과항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 구조화채권이 창업기

업지원자금 지원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유의확율 1%)에서

0.258%p 수준의 총자산 감소와 0.291%p 수준의 매출액 감소를 가져왔

다. 이는 단기적인 순효과항에서 총자산(-0.099%p)과 매출액(-0.094%p)

의 감소와 비교해볼 때 더 큰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창업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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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금이 구조화채권 보다 기업규모의 성장 측면에서는 효과가 높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효과 차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통제변수는 총자산에서는 지역, 매출액에서는 지역과 제조업을 제외하

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총자산 및 매출액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17. 이익 vs. 창업간 중장기간 총자산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8.382*** 0.402 0.000

지원여부 -0.017 0.0478 0.714

시기 1.248*** 0.030 0.000

순효과 -0.258*** 0.061 0.000

업력 0.619*** 0.061 0.000

제조업 0.403*** 0.034 0.000

지역 -0.261*** 0.029 0.000

기업형태 0.761*** 0.041 0.000

종업원 0.929*** 0.050 0.000

대출종류 0.428*** 0.041 0.000

대출형태 0.104*** 0.031 0.001

대출금액 0.572*** 0.020 0.000

관측수 = 5,514, Adj R-squared = 0.4690
F = 443.7,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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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이익 vs. 창업간 중장기간 매출액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8.217*** 0.503 0.000

지원여부 -0.124** 0.060 0.041

시기 0.867*** 0.038 0.000

순효과 -0.291*** 0.076 0.000

업력 0.564*** 0.076 0.000

제조업 -0.117*** 0.042 0.005

지역 -0.078** 0.036 0.029

기업형태 0.408*** 0.051 0.000

종업원 1.004*** 0.063 0.000

대출종류 0.614*** 0.051 0.000

대출형태 0.082** 0.039 0.035

대출금액 0.626*** 0.025 0.000

관측수 = 5,349, Adj R-squared = 0.2717
F = 182.4,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순

효과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유의확율 1%)에서 영업이익

0.286%p 감소, 당기순이익 0.2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순효과항에서 영업이익(-0.089%p)과 순이익(-0.102%p)의 감소와

비교해볼 때 더 큰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창업기업지원자금이

구조화채권 보다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높으며, 시간이 경과할

수록 효과 차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기업규모의 성장 측면과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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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측면에서 통제변수는 영업이익은 지역, 당기순이익은 제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그 외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9. 구조화 vs. 창업간 중장기간 영업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6.304*** 0.519 0.000

지원여부 -0.068 0.063 0.283

시기 0.807*** 0.039 0.000

순효과 -0.286*** 0.079 0.000

업력 0.384*** 0.077 0.000

제조업 0.156*** 0.043 0.000

지역 0.020 0.037 0.592

기업형태 0.261*** 0.051 0.000

종업원 0.941*** 0.065 0.000

대출종류 0.527*** 0.052 0.000

대출형태 0.137*** 0.040 0.001

대출금액 0.577*** 0.026 0.000

관측수 = 4,642, Adj R-squared = 0.2495
F = 141.3,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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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구조화 vs. 창업간 중장기간 순이익 비교결과>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t|

상수항 6.890*** 0.566 0.000

지원여부 -0.126* 0.068 0.064

시기 0.636*** 0.042 0.000

순효과 -0.248*** 0.085 0.004

업력 0.365*** 0.084 0.000

제조업 0.052 0.047 0.268

지역 0.090** 0.040 0.025

기업형태 0.155*** 0.055 0.005

종업원 1.003*** 0.071 0.000

대출종류 0.468*** 0.057 0.000

대출형태 0.141*** 0.043 0.001

대출금액 0.542*** 0.028 0.000

관측수 = 4,710, Adj R-squared = 0.1813
F = 95.8, Prob>F = 0.0000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제 6 장 결론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정책자금의 성과를 기존의 연구와 같이 지원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분석한 내용이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기업중 융자방식과 투융자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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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방식으로 지원한 기업을 비교·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DID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각 항목의 시기항(지원 전,후 비교)에서 양의

값이 나타난 것처럼 정책자금의 성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융자방식과 투융자복합금융방식의 메자닌금융과 구조화채권으로

지원한 기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5-21. 경영성과 분석결과 요약>

메자닌금융 vs. 융자 방식

구분
단기 중장기

계수 유의확율 순효과 계수 유의확율 순효과

성장성
총자산 0.248 5% 긍정적 0.277 5% 긍정적

매출액 0.357 1% 긍정적 0.425 1% 긍정적

수익성
영업이익 -0.250 10% 부정적 0.158 없음 긍정적

당기순이익 -0.138 없음 부정적 0.367 10% 긍정적

구조화 채권 vs. 융자 방식

구분
단기 중장기

계수 유의확율 순효과 계수 유의확율 순효과

성장성
총자산 -0.099 5% 부정적 -0.258 1% 부정적

매출액 -0.094 10% 부정적 -0.291 1% 부정적

수익성
영업이익 -0.089 10% 부정적 -0.286 1% 부정적

당기순이익 -0.102 5% 부정적 -0.248 1% 부정적

⌜가설 1. 메자닌금융(성장공유형자금)은 융자 방식(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에서는
가설의 일부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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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1-1 메자닌금융은 융자 방식보다 단기적

으로 중소기업 경영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에서는 가설의
일부만 지지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성은 성과

증대에 기여하나 수익성은 융자방식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 메자닌금융은 융자 방식보다 중장기적으로도 중소기업 경영

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에서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메자닌금융이 융자방식 보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경영성과 증가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종합해보면, 순효과항에서의 증가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업규모의

성장성이 단기와 중장기에서 메자닌금융이 모두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메자닌금융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보다 효과가 낮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메자닌금융의 경우 지원자금이 모두 기업규모 확장을 위한

자산과 매출액 증가에 투자되어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를 토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융자방식보다 수익성의 증가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가설 2. 구조화 채권(이익공유형대출)은 융자 방식(창업기업지원
자금) 대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에서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시간에 관계없이 구조화 채권 보다 기업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가 높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효과 차이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설에서 논의한 것처럼 메자닌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전환권

행사를 통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되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부채상환의

부담이 없어지고, 정책금융기관의 지분참여로 대외적으로 상징성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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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투자 시점에서의 간접적인 기업가치가 공개되고, 투자를 받기위한

기업의 정관 변경,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의 절차를

통해 민간 투자기관의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유인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유인

효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정책지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구조화 채권은 기업의 성과가 없을 때 대출이자를 감면받고,

성과가 있을 때 이익에 연동해서 성과배분이자를 납입하도록 설계된

자금으로, 금리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성장성에 집중하여 규모를 확대한 후, 이익이 발생할 때

낼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출초기

에는 기존 융자대비 재무성과가 낮을 수 있지만, 대출 기간동안 축적한

기한의 이익을 향후 기업이 성장하는 데 활용하여 융자상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 하였으나,

융자방식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

구조화채권 방식에서의 유인효과가 기존의 융자방식보다 영향력이 낮은

이유는 지원대상이 창업기업에 국한한데서 오는 한계라 생각된다.

창업기업은 업력이 높은 기업 대비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대신 생존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구조화채권의 유인효과인 대출이자는 창업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유인효과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 향상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업력이 높은 기업은 기존의 누적된 수익으로 점증적 확대를 선택할 지,

아니면 부채 및 자본 조달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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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큰 성장을 도모할 지를 판단해야 하며, 정책자금의 지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정책자금중 큰 규모의 자금을 공

급하고 안정적인 대출기간을 보장하는 시설자금은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

게 하지만, 담보제공의 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이 필요없는 메자닌 금융을 통해서는 이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 지급 이후 나타나는데, 메자닌 금융에서는

인센티브인 전환권 행사를 통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되어도, 수혜

기업에서 후속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공개(IPO)와 같은 성과를 가시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업성과 향상을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가

적인 유인효과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융자보다

투자가 효과적이고,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수가 많을수록, 공동투자

할수록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조기에 기업공개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제 2 절 정책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금융은 시장실패영역의 중소

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시말하면, 정부의 정책목적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 중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요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단순 양적팽창만으로 정책효과가 단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민간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부분에서 이를 리드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에서

정책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조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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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메자닌금융방식은 기존 융자방식과는

차별화된 성격을 보유하여, 기업의 다양한 자본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유인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 이는 정책수단론에서

설명한 직접유인(dirct incentives)인 정부 직접대출을 통해, 간접유인

(indirect incentives)의 특징을 활용한 효율적 수단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성과 향상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구조화채권은 유인효과가 기존의 융자방식보다 정책효과가

낮은 이유는 지원대상이 창업기업에 국한한 점이라 생각되며, 지원대상을

성장기에서 정체된 기업으로 변경한다면, 대출초기에는 기존 융자대비

재무성과가 낮을 수 있지만, 대출기간동안 축적한 기한의 이익을 향후

기업이 성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현 융자제도 대비 정책성과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자금은 금융시장 실패영역의 자금공급으로 효과를 분석하려면 그

영역에 속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책자금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비교를 하여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과 정책

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으나, 이 경우 정책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은 시장실패 영역에 있지 않은 기업이거나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의 기업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 지원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때도 신용등급이 같아서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기업끼리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에 유사한 대상을 지원하는 자금간의 지원기업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투융자복합금융과 융자간의 차이점을 밝혀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만을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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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을 지원받거나,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지역자치단체의 대출이차

보전 등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다양하고 많은 기관이 존재

하여 정책자금만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혀내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정책금융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그 대상이 집중되고, 대상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 ‘집중’ 육성시키는 정책보다는 ‘분배’의 개념에 충실

해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고성장기업이나, 성장에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우량기업의 경우, 과거의 대기업 육성정책과 유사

하지만 민간자금과 연계한 정책금융의 설계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의 변화는 기술변화 영역의 확대이며 이는 시장

실패영역의 확대로 귀결되므로, 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장 실패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은

추가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존의 은행

등의 간접금융의 형태가 아닌 직접금융중 하나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모험자본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고성장

기업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원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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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y Funding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 loan compound finance and

loan in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

Bumsoo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policy effect of inducement through incenti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enterprises was to be checked by comparing the policy funds of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which is a Investment & Loan 
Compound Financing method with the existing loan method. 
Investment & Loan Compound Financing means Mezzanine 
Financing and Structured Notes that are important and actively 
utilized in the capital procur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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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zzanine Finance and Structured Notes are both systems that 
encourage companies to generate performance through a 
structure in which profits are shared when performance occurs, 
after eliminating the burden of profitability through financial 
support and focusing on growth. As a result, the Mezzanine 
Finance has many incentives, such as the conversion from debt 
to equity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version, and the 
debt-to-equity ratio is reduced, which has the incentive to strive 
to improve their corporate performance so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nversion can take place. In the absence of 
performance of a company is Structured Notes, exempted interest 
on a loan, and performance benefits when there is to work and, 
as a fund designed to pay interest payment by the results.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low financial performance relative to 
existing loans accumulated during the term loan, but can utilize 
to the interests of future businesses grow. Therefore, it may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entity to continue to grow even 
after the loan repayment.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effect of Mezzanine 
Finance and structured notes on the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over the loan method will be more positive in the 
short and long term due to the motivation of the beneficiary 
companies, we analyzed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using DID method by dividing them into 
short and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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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policy funds by comparing them 
before and after the policy funding support. In the case of 
Mezzanine Finance, the profitability was lower in the short term 
than the loan method, but it was higher in the long term.

 This means that, for Mezzanine Finance, all of the funding is 
invested in increasing assets and sales to expand the size of the 
enterprise, resulting in a relatively higher growth rate, and, as 
time goes by, a greater increase in profitability than in the 
lending method. In the case of structured notes, both growth and 
profitability showed a short-term decrease compared to the loan 
method, and the difference tended to increase further over time.

 In sum, Mezzanine Finance is striv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i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recipient company 
due to the inducement effect of switching from debt to equity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nversion, whereas the 
Structured Notes has a lower impact on the incentive effect 
compared to the loan method as the target is limited to the 
start-up company.

 Policy financing does not simply increase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quantitative expansion, but through efficient design of 
support systems, it can find an important role in policy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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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ad and fill gaps in areas where the role of private financing 
is limited and ineffective. Thus, it is not only important to 
introduce new policy tools, but it is also shown that the various 
combinations and changes of existing support methods can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Mezzanine Finance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a 
distinct nature from the existing lending method, meeting various 
capital procurement needs of enterprises, and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inducement effects. This is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direct loan, which is the direct incentives descrived 
in the Policy Methodology, which sought to improve policy 
performance by transforming it into an efficient means using 
indirect incentives.

keywords : Policy funds, Policy mix, Investment & loan compound 
finance. Mezzanine finance, Structured notes, Attra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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