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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숙제이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소

벤처기업부의 전체 예산 10조 2,664억원 중 창업벤처 분야 예산으

로 전년 대비 38.3% 증가된 8,811억원을 배정하며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또한 동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70%인 8,733억원을 창업·벤처 활성화 예산으로 배정하였으며 지원

분야 중 가장 큰 금액인 3,000억원을 경영·기술혁신 중소기업에 시

설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사업’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렇게 막대한 규모의 창업기업 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시설자금 지원이 경영성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전체의 7.1%(44.6조)로

직접 지원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적인 정책

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 중 시설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효과

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시설자금 규모에 따른 재무적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013년 창업기업대출을 수

혜한 기업중 6,65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운전자금만 지원받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이중

차분분석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다시 시설자금비중 50%이하와 초과로 분류하고

다시 이중차분분석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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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성장성 측면에서 시설자금 지원이 매출액증가율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설자금 비중에 따

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자산증가율에 있어서는 상관관계는

확인되었으나 지원당해(t)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t+1기와 t+2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수익성 측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

지만 매출액차입금 비율에서 시설자금 지원당해(t) 매출액차입금

비율이 증가하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2기에는

운전자금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차입금 비율이 감소하

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었다.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면 부채비율과 매출액차입금비율 모두에서 시설자금비중이

50% 이하인 그룹이 긍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범위를 확대

하여야 한다. 정책자금이 창업기업 시설자금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이용기업이 적은 이유를 재고하여야한다. 둘째, 시설자금과 운전자

금의 적정 지원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한다.

운전자금 중 시설자금처럼 사용처가 분명한 자금에 대한 지원방안

을 강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계

한 정책적 지원이 개발되어야한다. 금융지원이 수익성과 상관관계

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성장성과 수익

성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창업기업, 시설자금, 재무성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학 번 : 2018-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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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

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모든 정

부의 숙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5일 “경제구조의 상생기반 마

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

였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의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

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김성환, 2017) 이는

국가 생산과 고용의 중차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컨

트롤 센터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에 있다.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6,500여

응답 창업기업 중 45.6%가 ‘창업초기단계 금융지원’을 필요 창업지원 정

책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사에 따르면 창업시 소요자금의

일부라도 은행, 비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한 기업은 전체의 30.1%에 불과

하다. 즉 70%에 가까운 기업이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자기자금 또

는 개인간 차용으로 메꾸고 있으며 이는 창업 장애요인 설문에 67.4%가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택한 이유가 되었다.

그간 대기업 위주의 급속한 경제 개발 추진 과정에서 창업기업에 대

한 지원정책은 다소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

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체 예산 10조 2,664억원 중 창업벤처 분야 예산

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된 8,811억원을 배정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또한 동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천제 예산의 70%인

8,733억원을 창업·벤처 활성화 예산으로 배정하였으며 지원분야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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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인 3,000억원을 경영·기술혁신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사업’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창업

기업 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시설

자금 지원이 경영 성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창업기업 시설자금지원 효과성 의문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말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전체의

7.1%(44.6조)로 직접 지원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

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 중 시설자금 지원을 받은 창

업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효

과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시설자금 규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자금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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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창업기업의 정의

슘페터(1984)는 창업을 “점진적인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다.”고 정의하

고 있다. 드러커(1985)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창업이란 수반되는

재정적·심리적,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여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여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

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전통적 경제성장이론은 생산요소의 양적인 투입증가를 통해 경제성장

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는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한계를 보이므로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

장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질적인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

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창업활동도 그러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최돈승, 2014)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이 거시경제의 성장 및 고용에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일찍부터 발표되어 왔었다.(이윤재, 2005) 또

한 영국의 런던경영대학원과 미국의 Babson College, Kauffman재단 연

구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

과를 1999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이윤재, 2003, 2005)

Ahmad와 Seymour(2008)은 기업가적인(창업)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새로운 제품, 공정 또는 시장을 만들고 탐구하면서 경제적

활동이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적인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하며, 구성요소로 인간 활동의 기업화(Enterprising

Human Activity), 창의의 추진, 혁신 및 기회의 인식(Lever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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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Innovation and Identifying Opportunities), 가치 창조(The

Creation of Value)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세종, 홍성철(2010)은 중소기업의 성장경로(growth path)을 통해 기

업의 생산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창업기를 창업 후 약 5년 내외, 성장

기를 약 9년, 정체기는 약 10 ～ 20년까지로, 재도약기는 그 이후로 각각

정의하였다.

창업이란 사전적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다”

라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

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

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

한다.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5년 이

내의 창업기업에는 재산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

의한다.

제 2 절 정책자금으로서 시설자금의 의의

김준기(2008)는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시설자

금과 운전자금에 따른 차이는 엄격히 말해 지원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원

대상의 차이 혹은 지원 조건의 차이로 보았다. 동일한 정책자금을 지원

하더라도 대상 기업의 자금 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각 유형에 따

른 정책자금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 규

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중을 어떻게 조

정할 것 인가의 문제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며, 각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

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우선 시설 자금은 기

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도입자금과 사업영위를 위한 사

업장 확보자금을 말하며, 예를 들어 ⅰ) 생산설비, 시험 연구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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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스템 구입자금, ⅱ) 시설재(기계, 장치 및 기타설비와 운영시스템)

구입자금, ⅲ) 사업장 확보자금(매입자금, 건축자금), ⅳ) 인수 합병자금

등을 의미한다. 반면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활용과 관련한 사업 자금을

말하며, 예를 들어, ⅰ) 설비 도입시 초기 가동에 소요되는 자금, ⅱ) 위

탁개발비, 시험평가비 등 연구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등

을 포함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시설자금 대출이 운전자금

대출에 비해 보다 장기화된 지원 기간과 대규모의 지원 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되는 투자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

며 투자를 통한 기업 수익의 발생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 조건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차이와 관련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운전자금 지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운전자금의 속성상 원

재료 조달 및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지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

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설자금

은 공장 부지나 기계 구입 등 순수 자금으로 대부분 실사를 거쳐 용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자금 지원의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정

부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에 대한 정부 감독 및 부패 통제의 요구가 높

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 은행에 비해 시설 자금의 대출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의 대출은 공장 및 기계 설비 구입 등을 통

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가 8년에서

10년까지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중소기

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운전자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금 지

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주목한다. 물론 장기

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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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에

따른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설

자금 대출의 경우 사용 내역이 명확하고 그만큼 지원 내역에 대해 투명

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있어

서는 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자금의 운영

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지원 대상에 따른 시설자금과 운전자

금의 차이는 단순한 자금의 사용 내역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 및

한도 등의 지원 조건에 대한 차이와 함께 지원 자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가능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창업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

창업자금의 조달방법은 자본의 귀속형태에 따라서 자기자본과 타인자

본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자기자본이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하며, 타인자본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만 이용하고 채권자에게 상환되는 자본을 말

한다. 자본조달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 자금부족이다. 자금부족이

창업자로 하여금 주어진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인할 수도 있

지만, 지나친 자금부족은 창업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창업과정을 저해하고 사업체의 운영과 성과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정성한·김해룡, 2001) 그러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지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창업 중소기

업의 경우 거래실적의 부진과 신용도가 취약하여 개인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에서 융자신청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용자가 가능하다.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제1

금융권을 통한 융자지원,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

증지원,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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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

내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원규모는 창업 자금(최대 7천만원 한

도) 및 교육 지원(주관기관을 통한 지원)을 한다. 지원내용은 자금 지원

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용(지재권 확보, 시험분석, 제품인증 등),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있고, 교육 지원으로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 기본교육 및 사업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한 사업 지원이 있다. 연구원 예비기술창업지원의 지원대상은 예비

기술창업자(연구원) 또는 예비기술창업팀(연구원1/2이상 포함)으로 직접

개발 또는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선정된 창업팀별 시제품 제작 완료 시기 기준으로

단계별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의 신청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1

년 이내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총 75억원이며

85개 창업팀 내외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창업준비공간,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및 기술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등이다. 사업비 지원은 9

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이다.

정부의 창업기업지원제도자금(대출)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의 창

업기업지원자금을 살펴보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모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대상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으로 구분 지원 (1인 창조기업 포함)한다. 창업기원지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 ·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가 그 대상이다. 신용보증제도에는 금융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경

제수준 및 구조, 국민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내의 경제 상황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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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취급하는 보증의 종류에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

여보증, 사채보증, 어음 보증, 납세보증 둥이 있다. 보증기금의 제원은 주

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혁신형 창업기업보증은 경쟁

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지식창업기업 및 전문자격 창

업기업 등 혁신형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보증상품이다. 사업개

시 후 5년 이내인 기술, 지식창업기업인 다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전

문자격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 기능,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사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둥 3년이상 근무

자, 과거 10년 이내 제조업·기술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청년층

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대상자금은 개인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이며 기업으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 사업을 개시하

는 업종에서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보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 ·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은행의 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은행의 IBK 청년전용창업대출Ⅱ는 우

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창업자금과 창업컨

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

한 창업컨설턴트가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며, 세

무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컨설턴트 등의 8명의 전문인력이 창업기업의

기반마련에서부터 인정적인 기업으로의 성장까지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절 중소기업은행의 역할과 비중

정부는 이렇듯 정책금융을 통한 시장개입을 실시하여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이렇듯, 기업의 생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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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발생의 방지 또는 고용의 창출, 매출 및 소비의 증가 등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정책금융의 타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종욱, 2009)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 주도의 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2-1>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 체계도(2016년도 말 기준)

<표2-1>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규모(금융위원회)
(단위 : 조원)

기 관 ’14년 ’15년 ’16년 연평균
한국은행 15.0 20.0 29.0 21.3

국책은행
기업은행 42.8 49.0 44.6 45.5
산업은행 13.3 18.4 18.5 16.7
수출입은행 7.6 7.5 8.3 7.8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45.3 45.9 46.1 45.8
기술보증기금 20.1 21.0 21.4 20.8
지역보증재단 8.2 10.2 11.2 9.9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4.4 3.0 4.5 4.0
지방자치단체 6.7 7.0 7.9 7.2

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2.8 1.5 1.8 2.0
창투조합 등 4.6 5.6 6.5 5.6
신기술조합 2.2 2.3 3.0 2.5

합계 187.0 206.4 218.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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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과 <표2-1>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의 16년말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전체의 7.1%(44.6조)로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직접 지원기관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표본의 객관성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1. 차입금의 효과

기업의 차입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자금조달행태 또는 자본구조 결정요인의 분석

을 실시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Fosberg & Ghosh(2006)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있는

1,022개의 기업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44개의 기업을 대

상으로 자본구조와 ROA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본구조와 기업의 수익

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Houang & Song(2006)는 중국의 1,2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부채가 ROA와 성장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기업 성과와 성장기회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yers(1984)는 기업의 수익성과 부채수준이 음(-)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내부 유보자금이 많

으므로 자금조달을 할 때 차입보다는 내부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낮은 부채비율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Long and Malitz(1985)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총

매출영업이익률이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성장성은 부채

비율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Rajan and Zingales(1995)는 선진국인 G-7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고정자산 대비

총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높을수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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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율이 낮음을 실증분석하였다.

강경모⋅전인오(2007)는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6개의 가설

을 설정하여 자본조달방식(단기차입, 장기차입, 사채발행, 주식발행)이 성

장성에는 양(+)의 영향을, 수익성과 유동성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김병기(2010)는 기업가치와 부채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

율이 증가하면 기업가치도 증가하지만 선형관계가 아니며 역 U자형을

나타냄으로써 적절한 부채 사용이 기업가치에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강종구와 함준호(2005)에서는 혁신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은

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은행차입이 중소기업의 주가, 수익성, 회

사채 발행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차입금의 증대가 차기년도 주가 변화율 및 수익성 증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을 통한 재원배분이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손정호(2001)는 기업의 사채와 장기차입금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장기차입금과 사채가 총자본에서 차

지하는 비율과 경영성과(당기순이익, 경상이익, 주당순이익, 영업현금흐

름)의 관계에 대해서 IMF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사채와 장기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이 경상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 음(-)의 관계를 가졌으

나 IMF 구제금융 전, 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장효미와 전봉걸(2015)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입금 의존도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나아가 차입금을 은행차입과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으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차입을 단순히 부채비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차입과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으로 구분지음으로써 ‘은행 차입과 비은행 금융기

관 차입 중 어느 것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

한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당기의 차입으로 분석했을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에 비해 은행 차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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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 이는 차입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으

며,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리스크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론한다.

둘째, 1기전 차입으로 분석했을 경우 비은행은행 금융기관의 차입보다

은행 차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행 차입

의 경우 안정성면에서 기업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추

론하였다.

2. 창업기업 금융지원의 효과성

김현욱(2005)은 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1998~2003년간의 중기청DB

및 D&B Korea의 기업DB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 기업

간에 영업이익률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정책자금 지원사

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업력

이 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의 평균 종업원 수가 75.5명으로 주

로 중기업 표본에 치우쳐 있어 중소기업 전체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책자금

성과는 규모에 따른 자본의 한계수익이 체감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실

제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배

제할 수 없다.

산업연구원(2007)은 정책자금 수혜기업 설문조사(417개) 및 재무자료

(4,000여 기업)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차별성 및 유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자금의 효과를 ‘보조금 효과’(1차 효과)와 ‘경영성과

개선 효과’(2차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종업원의 규모가 작을수

록, 창업 초기 중소기업일수록 정책자금의 단위당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용환(2010)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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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였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

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동 기간 중 정책자금

지원 1회 채택기업(직접대출 기업과 은행 대리대출 기업 20,186개)을 모

집단으로 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기업 속성 및 재무자료를

추출한 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금융접근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자금은 단기에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 경영성과를 개선시키

는 수준제고(level-up)효과를 나타냈으나, 중소기업의 민간금융시장 접근

성 제고와 같은 장기효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창업의 초기 기업일수록 그리고 종업원수가 작을

수록 정책자금의 성장성 효과가 강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

책금융기관의 직접대출이 일반은행 대리대출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 수익성 성과가 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조준희와 김찬중(2010)의 소상공인 창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자금조달 형태중 정부지원자금이나 금융기관

지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은 자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지도까지 포함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시설자금 지원의 효과성

김준기(2008)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따르면

지원방식과 연계한 분석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차별적 효과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운전자금 지원의 경우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시설자금 지원의 효과가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자금 지

원의 투명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있는 운전자금의 지원이 높은 개선 효

과를 나타낸 것은 개별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시설자금이 요구되는 경우보다는 단기적으

로 기업 운영과 관련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일 것이고 개별 기업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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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자금지원의 절박함은 결국 자금지원에 따른 효과성 개선 수준의 차

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채광기(2011)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사이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직전년도 말과 지원 4년차 말 이후 재무

제표를 보유한 489개 업체 2,417개 재무제표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한 후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 재무성과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지 4

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원

한 정책자금이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순이

익률), 안정성(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활동성(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정책자금지원은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자금의 지원내용이 시설자

금일 때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에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영범(2005)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

성 추이를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하여 분석하며 자금의 종류를 시설자

금 100%, 시설자금 50%이상, 운전자금 50%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이 보다

높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다시 효율성과 기술변화로 구분하여 검토하여도 시설자금 위주의

지원이 보다 높은 생산성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

면 상대적 효율성 분석에 있어서는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 및 구조조정자금의 지원이라는 정책자금의 목적을 생각하면 시설자

금 위주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게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증분석결과 정책자금이 지원된 기업이 시설투자보

다는 운영투자를 통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높

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볼 때 상대적 효

율성은 운전자금이 생산성은 시설자금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았다.



- 15 -

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절차

<그림3-1> 연구절차도

창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의 효과성 분석

표본구성

· 실험군 : 2013년 창업기업대출 시설자금 수혜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재무정보 보유기업

· 대조군 : 동일 조건의 운전자금 수혜기업

· 자료수집 : 중소기업은행 내부자료 활용

연구가설 및 변수설정

· 창업기업 시설자금과 기업 재무성과 개선에 대한 가설 설정

· 재무자료 등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 변수 설명 및 설정

분석모형

· 이중차이분석(DID)

분석실시 및 결과 도출

·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실증분석 및 가설 검증결과 정리

·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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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을 받은 창업기업 중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의 재

무적 성과를 비교하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총차입금 대비 시설

자금비중 차이에 따른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성이 높은 지원대

상 그룹을 찾는데 있다. 다른 외생변수, 즉 여타 자금의 추가 지원 여부,

자기자금 투입 여부, 타금융기관의 추가대출 여부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측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재무성과 측정기간은 지원

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지원연도부터 2년간을 지원 후 경과 연도별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부분에 대하여 창업기업 금융지원에 따른 기업의 재무비

율 개선효과 측면에서 시설자금 지원기업이 시설자금 미지원 기업에 비

하여 모든 재무성과에서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이에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시설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

무성과 개선이 클 것이다.

창업기업의 경우 성숙기업에 비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이므로 김준기(2008)에서 추측한 ‘절박함’이 자금지원에 따른 효과성

개선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시설자금의 지원은 생산의

증대로 이어지고 생산의 증대는 성장성과 수익성의 개선으로 나아가 장

기적 안정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설 2: 시설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재무효과는 시설자금 비율

(전체 차입금 중 시설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창업기업에 시설자금 지원이 효과성이 있다면 시설자금 자원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와 적정 시설자금 지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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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설정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창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가설1에서는 독립변수로 시설자금 지원기업 및 미지원기업, 지원

전 및 지원 후 등으로 더미변수를 활용할 것이다. 가설2에서는 시설자금

비중 50%를 기준으로 50%이하와 초과를 더비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2. 종속변수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종속변수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성장기회를 이용하는 정도 또는

경쟁능력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성장성 비율(growth ratios), 기업 활

동의 경제적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s),

기업이 부담하는 재무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안정성 비율

(safetyratios), 기업의 수익실현 과정에서 투입된 노동, 자본, 임대료 등

과 같은 모든 요소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생산성 비

율(productivity ratios) 등으로 요약된다.(조용대, 2011) 이중 노동, 자본,

임대료 등의 측정과 수집이 어려운 생산성 비율(productivity ratios)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성장성 비율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을 수익성 지

표로는 총자산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영업이익률을 안

정성 지표로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현금흐름보상율

등이 각각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성 지표로 매출

액 증가율 및 총자산 증가율,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자

기자본영업이익률,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비율과 매출액차입금비율을 각

각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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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효과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른 요인으

로 인한 연구결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장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통제변수에는 사업기간과 상시종업원수, 기업규모,

업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으로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기업규모를 가늠하는 2012년도의 매출액, 총자산, 업종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외적 조건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분석

을 통하여 설명 및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변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표3-1> 주요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매출액  
총자산증가율 총자산 총자산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자기자본영업이익률 자본금영업이익

안정성
부채비율 총자산부채총계

매출액차입금비율 매출액차입금

독립

변수

시설자금여부,

시설자금지원비중

시설자금 지원 1, 비지원 0

시설자금 50초과 1, 이하 0
지원전후 지원 이후 1, 지원이전 0
시설자금*지원전후 시설자금과 지원전후의 상호작용항

통제

변수

업종 1:제조, 2:건설 3:도소매 4:기타
매출액 지원 전년도(2012년)의 매출액
총자산 지원 전년도(2012년)의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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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DID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

이를 본 연구모형에 적용하면 다음의 체계도와 같다.

<그림3-2> DID분석 체계도

다시점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서 사업 전후로 1시

점 씩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고 사업에 참여한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

인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패널 데이터에 대하여 1차 차분을 취한 고정효

과 모형이 DID 모형이다. 이번 연구는 창업기업대출을 지원을 받은 기

업중 시설자금의 유무, 시설비중의 고저에 따른 효율성 비교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창업초기의 특성이 있다면 두 기업군에 모두 있었을 것이

라는 명제, 기업군별 특성은 동일하다는 명제, 시기적인 시장특성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명제를 가정할 경우, DID 모형이 금융

지원 효과를 추정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위의 표를 활용하여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단순비교방법

(Yardstick Method),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전후비교방법(Before &

After Method) 등의 단순비교를 통한 사업 효과 분석을 하게 되면, 각각

T2-C2, T1-T1가 측정되어 시설자금 지원 효과뿐 아니라 기업군별 특성

창업기업
금융지원 전

(2012년)

영향요인

(2013년=t)

금융지원 후

(t, t+1, t+2)

→

Difference

시설자금無

시설비중低
T1

금융지원

T2 T2-T1

시설자금有

시설비중高
C1 C2 C2-C1

↓ ↓
T, C : 재무지표

Difference T1-C1 T2-C2

DID
(T2-C2)-(T1-C1)

(T2-T1)-(C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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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기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업군별

/시기별 특성은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으로서 단순비교를 통해서는 통제(control)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DID를 활용하게 되면, (T2-C2)-(T1-C1), 즉 (시설자금 지원

효과+ 기업군 특성)-(기업군 특성) = 보증지원 효과 또는

(T2-T1)-(C2-C1), 즉 (시설자금 지원 효과+시기별 특성)-(시기별 특성)

= 시설자금 지원 효과를 얻게 되어 미관찰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중차분방법에 상응하는

회귀분석모형도 설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회귀모형으로 변형하면, 회귀식은 ‘시설자금 지원효과 = β0 + β

1*시기 더미 + β2*기업군 더미 + β3*(기업군 더미*시기 더미) + ε’로 표

현할 수 있고, 기업군 더미와 시기 더미의 곱인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에 대한 추정계수 β3가 시설자금 지원효과에 해당된다. 한편, 기타

변인의 영향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통제할 경우 β3의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시설자금 지원효과를 ‘Y’라고 한다면, ‘Y =β0 + β1*시기더미 + β2*기

업군 더미 + β3*(기업군 더미*시기 더미) + ε’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시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DID에 따른 시설

자금 지원 효과는 (T2-C2)-(T1-C1)이고, 이를 위 회귀방정식에 대입하

면, {(β0+β1+β2+β3) - (β0+β1)} - {(β0+β2) - β0} = β3 가 된다. 이는 앞

서 회귀식에서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인 β3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이다.

<그림3-3> 개념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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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구성 및 기술통계량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013년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기

업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 창업기업대출을 수혜한 32,326개 기업중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결

여된 자료와 결측치 보유한 기업을 제외한 6,65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

정하였다. 표본 중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891개, 운전자금만 지

원받은 기업은 4,763개 기업이었으며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1,891개 기업

중 시설자금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1,144개, 50%이하인 기업은

747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된 2012년도 매출액과 총자산

에 대하여는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할 것이다.

2. 기술통계량

지원 이후 T ～ T+2기의 시설자금 지원효과를 각각 측정하기 때문에

T-1(2012년), T(2013년), T+1(2014년), T+2(2015년) 각각의 기초통계량

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재무비율에서도 극단적인 값이

나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제변수와 마찬가지로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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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전체표본(6,654개) 기술통계량

구분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매출액
증가율

2012 -99.85 186,879,000.00 29,007.28 2,291,200.18

2013 -100.00 263,302.86 74.76 3,246.36

2014 -99.67 91,717,300.00 13,864.33 1,124,383.51

2015 -100.00 4,436.93 9.38 88.89

총자산
증가율

2012 -94.31 261,606.17 134.53 3,729.94

2013 -94.63 5,583.24 56.33 170.72

2014 -96.23 3,726.97 26.09 85.37

2015 -98.09 1,966.34 17.92 68.30

매출액
영업
이익률

2012 -43,576.06 92.09 -2.87 535.93

2013 -8,497,800.00 92.81 -1,273.95 104,175.46

2014 -3,367.31 94.20 3.27 67.17

2015 -4,416,000.00 98.97 -663.62 54,136.35

자기
자본
영업
이익률

2012 -17,965.62 403,440.00 96.18 4,971.55

2013 -1,624,647.83 517,790.66 -126.72 20,910.36

2014 -15,598.73 57,428.85 57.99 1,142.91

2015 -29,382.54 25,362.91 33.06 719.79

부채
비율

2012 .00 4,141.81 70.62 69.76

2013 .00 10,375.92 77.30 143.08

2014 .00 2,889.78 75.45 80.53

2015 .00 8,447.33 79.66 159.17

매출액
차입금
비율

2012 .00 47,848.45 60.77 641.76

2013 .00 127,000,000.00 19,165.72 1,556,905.00

2014 .00 23,203.29 70.68 339.59

2015 .00 151,100,000.00 22,801.47 1,852,349.00



- 23 -

<그림4-1> 시설자금여부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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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시설자금여부에 따른 연도별 총자산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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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시설자금여부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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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시설자금여부에 따른 연도별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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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시설자금여부에 따른 연도별 부채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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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시설자금여부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차입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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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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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연도별 총자산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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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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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연도별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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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연도별 부채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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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차입금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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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t기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업종더미 매출액
2012

총자산
2012

GRS
로그

GRA
로그

ROS
로그

ROE
로그

DedtR
로그

매출액
2012 -0.0281* 1

총자산
2012 -0.1334*** 0.7127*** 1

매출액
증가율
(GRS)

0.0074 -0.2863*** -0.1738*** 1

총자산
증가율
(GRA)

0.0587*** -0.1425*** -0.3573*** 0.2677*** 1

매출액
영업
이익률
(ROS)

-0.1550*** -0.2998*** -0.0026 0.0167 0.0357* 1

자기자본
영업
이익률
(ROE)

-0.0387** -0.0580*** -0.2031*** 0.0914*** 0.1332*** 0.5011*** 1

부채비율
(DedtR) -0.0122 -0.0758*** -0.0709*** -0.0081 0.0584*** -0.0291* 0.2762*** 1

매출액
차입금
비율
(DROS)

-0.1419*** -0.2497*** 0.2245*** -0.0953*** -0.0300* 0.3162*** -0.0817*** 0.4412***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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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t+1기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업종더미 매출액
2012

총자산
2012

GRS
로그

GRA
로그

ROS
로그

ROE
로그

DedtR
로그

매출액
2012 -0.0281* 1

총자산
2012 -0.1334*** 0.7127* 1

매출액
증가율
(GRS)

-0.0283 -0.2001*** -0.1340*** 1

총자산
증가율
(GRA)

0.0116 -0.1006*** -0.2529*** 0.2186*** 1

매출액
영업
이익률
(ROS)

-0.1302*** -0.3399*** -0.0588*** 0.0358* 0.0371* 1

자기자본
영업
이익률
(ROE)

-0.0121 -0.1261*** -0.2436*** 0.1022*** 0.1609*** 0.5221*** 1

부채비율
(DedtR) -0.0163 -0.0607*** -0.0689*** 0.0262 0.0468* -0.0124 0.2661*** 1

매출액
차입금
비율
(DROS)

-0.1554*** -0.2249*** 0.1937*** -0.0471** -0.0872*** 0.3162*** -0.0394** 0.4642***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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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t+2기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업종더미 매출액
2012

총자산
2012

GRS
로그

GRA
로그

ROS
로그

ROE
로그

DedtR
로그

매출액
2012 -0.0281* 1

총자산
2012 -0.1334*** 0.7127*** 1

매출액
증가율
(GRS)

-0.0287 -0.1512*** -0.1195*** 1

총자산
증가율
(GRA)

0.0388** -0.0949*** -0.2327*** 0.1807*** 1

매출액
영업
이익률
(ROS)

-0.1244*** -0.3564*** -0.0968*** 0.0353** 0.0497** 1

자기자본
영업
이익률
(ROE)

-0.0232 -0.1348*** -0.2558*** 0.0890*** 0.1584*** 0.5344*** 1

부채비율
(DedtR) -0.0053 -0.1026*** -0.1105*** -0.0342** 0.0456** 0.0175 0.2876*** 1

매출액
차입금
비율
(DROS)

-0.1420*** -0.2302*** 0.1465*** -0.0969*** -0.0825*** 0.2986*** -0.0527** 0.4882***

* p<.05, **p<.01, ***p<.001

상관관계 분석 (t), (t+1), (t+2)를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인 업종, 2012

년 매출액, 2012 총자산과 종속변수인 재무비율 상호간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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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설자금보유 여부 효과분석

1.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매출액증가율

<표4-5> 매출액증가율(LgGRS)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286 0.017 -16.58 0.000*** -0.403 0.018 -22.05 0.000*** -0.434 0.019 -23.43 0.000***

시설자금 여부 -0.112 0.023 -4.79 0.000*** -0.109 0.024 -4.55 0.000*** -0.106 0.024 -4.43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77 0.032 2.40 0.016* 0.110 0.034 3.27 0.001** 0.073 0.035 2.09 0.037*

매출액_로그 -0.193 0.021 -9.07 0.000*** -0.101 0.022 -4.52 0.000*** -0.048 0.023 -2.08 0.038*

총자산_로그 -0.020 0.021 -0.95 0.340 -0.075 0.022 -3.45 0.001** -0.101 0.022 -4.51 0.000***

업
종

건설 0.217 0.034 6.39 0.000*** 0.162 0.036 4.49 0.000*** 0.174 0.036 4.83 0.000***

도소매 -0.006 0.018 -0.32 0.747 -0.051 0.019 -2.69 0.007** -0.072 0.020 -3.69 0.000***

기타 -0.005 0.022 -0.25 0.804 -0.009 0.023 -0.41 0.684 0.000 0.023 0.00 0.999

상수 3.003 0.091 33.02 0.000*** 2.764 0.096 28.78 0.000*** 2.585 0.098 26.42 0.000***

Adj-R2 0.0653 0.0962 0.0962

F 78.67 108.79 108.79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시설자금 수혜 여부가 매출액증가율(LgGR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전자금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하

여 매출액 증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운전자금만 지

원받은 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도에 비하여 지원연도 당해

7.7%p, 1년 후 11%p, 2년 후 7.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자금

지원 후 매출액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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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자금의 지원이 직접적인 사업장, 기계장치 등의 생산시설의 증대

로 이어져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고 이 부분이 매출액의 증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원 후 2개

년에 걸쳐 꾸준한 증대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자금의 여부에

서 음(-)의 회귀계수가 확인되는 것은 시설자금이 매출액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운전자금만큼 단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귀계수

의 음(-)의 값이 t+2기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출전후의

음(-)의 값은 창업기업이 창업 2～3년 차부터 직면하게 되는 이른바

Death-valley의 효과로 보여진다. 과거 많은 미서부 개척민이 험준한 계

속을 넘지 못했던 것처럼 창업기업이 해당 시기를 넘기기 힘들다는 의미

로 사용되는 Death-valley는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제품양산, 판매 등

창업 후, 사업화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창

영, 2016)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과 총자산은 전기에 걸쳐 매

출액증가율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있다. 이 역시도 Death-valley의

효과로 보여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은 전기에 걸쳐 양

(+)효과를 도소매는 t+1기 이후 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2) 총자산증가율

시설자금 수혜 여부가 총자산증가율(LgGR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전자금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하

여 총자산 증가율에 있어서 장기적인 음(-)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지원연도 당해 8.5%p의 양(+)의 차이는 1년 후 –19.2%p, 2년 후 –

18.0%p의 차이로 확인된다. 장기적 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t기의

대출금의 지원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모두에서 총자산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해당연도의 총자산증가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 이후 추가적

인 자금지원 기업을 배제하였으므로 증가율에 있어서 음(-)의 효과는 당

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설자금 지원기업에서 총자산증가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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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미한 음(-)의 효과로 나타난 것은 시설자금의 특성 때문으로 판

단된다. 운전자금과 달리 시설자금의 경우 처음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상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할부금이라는 분할상환

구조를 통하여 자산과 부채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총자산증가율

에 양(+)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업종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4-6> 총자산증가율(LgGRA)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113 0.015 -7.64 0.000*** -0.211 0.015 -13.93 0.000*** -0.306 0.015 -19.73 0.000***

시설자금 여부 0.088 0.020 4.35 0.000*** 0.023 0.020 1.16 0.247 0.022 0.020 1.06 0.289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85 0.027 3.12 0.002** -0.192 0.028 -6.83 0.000*** -0.180 0.029 -6.20 0.000***

매출액_로그 0.248 0.019 13.19 0.000*** 0.137 0.019 7.12 0.000*** 0.129 0.020 6.48 0.000***

총자산_로그 -0.479 0.019 -25.78 0.000*** -0.285 0.019 -14.90 0.000*** -0.265 0.020 -13.40 0.000***

업
종

건설 -0.013 0.028 -0.44 0.659 -0.069 0.030 -2.33 0.020* -0.037 0.030 -1.23 0.217

도소매 -0.011 0.016 -0.68 0.498 -0.020 0.016 -1.23 0.217 -0.013 0.016 -0.80 0.425

기타 0.074 0.019 3.85 0.000*** 0.008 0.020 0.43 0.664 0.043 0.020 2.18 0.029*

상수 2.829 0.080 35.47 0.000*** 2.395 0.082 29.24 0.000*** 2.322 0.084 27.58 0.000***

Adj-R2 0.0760 0.0791 0.1018

F 105.99 104.92 133.09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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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매출액영업이익률

<표4-7> 매출액영업이익율(LgROS)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007 0.008 0.89 0.375 0.025 0.008 3.18 0.001** 0.049 0.008 6.19 0.000***

시설자금 여부 0.063 0.011 5.92 0.000*** 0.072 0.011 6.69 0.000*** 0.078 0.011 7.24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05 0.014 0.34 0.731 0.005 0.015 0.34 0.735 -0.013 0.015 -0.85 0.394

매출액_로그 -0.425 0.010 -42.75 0.000*** -0.432 0.010 -42.82 0.000*** -0.422 0.010 -41.65 0.000***

총자산_로그 0.267 0.009 28.29 0.000*** 0.250 0.010 26.05 0.000*** 0.231 0.010 24.01 0.000***

업
종

건설 -0.083 0.015 -5.58 0.000*** -0.096 0.015 -6.28 0.000*** -0.099 0.015 -6.52 0.000***

도소매 -0.163 0.008 -20.11 0.000*** -0.146 0.008 -17.74 0.000*** -0.148 0.008 -17.78 0.000***

기타 -0.021 0.010 -2.08 0.038* -0.017 0.010 -1.67 0.095 -0.019 0.010 -1.89 0.058

상수 1.793 0.042 42.88 0.000*** 1.935 0.042 45.54 0.000*** 1.986 0.043 46.62 0.000***

Adj-R2 0.2310 0.2274 0.2241

F 458.52 446.46 433.46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시설자금 수혜 여부가 매출액영업이익율(LgROS)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보면 전기에 걸쳐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설자금의

여부는 전기에 걸쳐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확인된 매출액

증가율의 효과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출전후 비교에 있어

서는 t+1기부터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t+2기에서

4.9%p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출액영업이율에 은행 차입금

이 미치는 영향이 당기가 아닌 후기에 나타나며 일정 기간 후 효과가 더

큼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매출액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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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음(-)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

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업종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2) 자기자본영업이익률

<표4-8> 자기자본영업이익율(LgROE)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037 0.010 -3.70 0.000*** -0.082 0.010 -8.09 0.000*** -0.117 0.010 -11.29 0.000***

시설자금 여부 0.059 0.013 4.39 0.000*** 0.063 0.014 4.55 0.000*** 0.065 0.014 4.62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07 0.018 -0.38 0.703 -0.005 0.019 -0.25 0.799 -0.017 0.019 -0.87 0.387

매출액_로그 0.298 0.013 23.67 0.000*** 0.256 0.013 19.91 0.000*** 0.262 0.013 19.84 0.000***

총자산_로그 -0.402 0.012 -32.33 0.000*** -0.393 0.013 -30.95 0.000*** -0.406 0.013 -31.22 0.000***

업
종

건설 -0.288 0.019 -15.26 0.000*** -0.290 0.019 -14.86 0.000*** -0.298 0.020 -15.13 0.000***

도소매 -0.107 0.010 -10.33 0.000*** -0.087 0.011 -8.18 0.000*** -0.096 0.011 -8.85 0.000***

기타 -0.061 0.013 -4.72 0.000*** -0.053 0.013 -3.98 0.000*** -0.060 0.014 -4.42 0.000***

상수 2.087 0.054 38.63 0.000*** 2.287 0.055 41.38 0.000*** 2.332 0.057 41.25 0.000***

Adj-R2 0.0983 0.0986 0.1094

F 160.88 160.47 177.73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자기자본영업이익율(LgROE)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시설자금 여부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같은 부채의 증가에 의한 영업이익률의

증가에서도 시설자금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가설

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출전후 비교에 있어서도 음(-)의 상관관

계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Death-valle 효

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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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자기자본영업

이율에 양(+)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전기에 걸쳐 유의미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마찬가지로 업

종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3.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부채비율

<표4-9> 부채비율(LgDedtR)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039 0.005 7.89 0.000*** 0.028 0.005 5.42 0.000*** 0.031 0.005 5.75 0.000***

시설자금 여부 0.025 0.007 3.61 0.000*** 0.025 0.007 3.50 0.000*** 0.028 0.007 3.75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16 0.009 1.76 0.078 0.010 0.010 1.06 0.287 -0.001 0.010 -0.08 0.937

매출액_로그 -0.009 0.006 -1.51 0.131 -0.001 0.006 -0.16 0.876 -0.008 0.006 -1.26 0.207

총자산_로그 0.018 0.006 3.11 0.002** 0.011 0.006 1.82 0.069 0.007 0.006 1.15 0.251

업
종

건설 -0.195 0.010 -20.16 0.000*** -0.194 0.010 -18.98 0.000*** -0.198 0.010 -19.07 0.000***

도소매 -0.004 0.005 -0.76 0.450 -0.013 0.006 -2.29 0.022* -0.011 0.006 -1.99 0.047*

기타 -0.012 0.006 -1.98 0.048* -0.010 0.007 -1.45 0.147 -0.009 0.007 -1.28 0.202

상수 1.735 0.026 66.30 0.000*** 1.728 0.028 62.47 0.000*** 1.797 0.028 63.82 0.000***

Adj-R2 0.0462 0.0364 0.0343

F 81.42 63.68 60.06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부채비율(LgDedtR)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년도에

걸쳐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시설자금

지원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에 있어서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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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시설자금 지원기업의 안정성이 악화되었

다는 해석보다는 시설자금 보유기업이 운전자금만 보유한 기업에 비하여

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채비

율의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기업의 공격적 경영을 가정할 때 안정

성에 대한 단독지표로 선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매출액차입금비율과 함께 고려하여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부채비율에

유의미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매출액과 자금조달능력은 별개라

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2012년도의 총자산이 t기에만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다른 부채의 조달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중소기업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 총자산이 많은 기업을 선호한다고 합리적 추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에서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초반 토지매

입, 장비구입 등을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업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여진다.

2) 매출액차입금비율

매출액차입금비율(LgDROS)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원연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원 후 2년 뒤에는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인다. 이는 앞서본 총자산증가율의 t+2기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

를 고려할 때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 후 1년이 경과하면 상환을 통하여

차입금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설자금 여부에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시설자금의 경우 운전자금에 비하여 지원규모

가 큰 경우가 많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금의 경우 자본의 투자

가 매출로 이어지는 1회전 기간을 감안하여 소요운전자금을 산정하는 반

면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 건물,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영업이익 감안

한 상환계획에 따라 시설자금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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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매출액차입금

비율에 음(-)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업종별

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에서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하여

추가 차입 여력이 있는 기업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4-10> 매출액차입금비율(LgDROS)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186 0.010 19.36 0.000*** 0.264 0.010 26.38 0.000*** 0.334 0.010 31.97 0.000***

시설자금 여부 0.199 0.013 14.91 0.000*** 0.209 0.014 15.10 0.000*** 0.219 0.014 15.11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64 0.018 3.54 0.000*** -0.006 0.019 -0.30 0.765 -0.055 0.020 -2.82 0.005**

매출액_로그 -1.002 0.012 -85.62 0.000*** -0.936 0.012 -76.93 0.000*** -0.919 0.013 -72.23 0.000***

총자산_로그 0.965 0.011 84.38 0.000*** 0.904 0.012 76.07 0.000*** 0.873 0.012 70.22 0.000***

업
종

건설 -0.312 0.019 -16.60 0.000*** -0.329 0.020 -16.85 0.000*** -0.348 0.020 -17.02 0.000***

도소매 -0.043 0.010 -4.25 0.000*** -0.075 0.011 -7.11 0.000*** -0.074 0.011 -6.71 0.000***

기타 -0.047 0.012 -3.81 0.000*** -0.055 0.013 -4.33 0.000*** -0.059 0.013 -4.43 0.000***

상수 1.663 0.051 32.70 0.000*** 1.618 0.053 30.61 0.000*** 1.698 0.055 30.72 0.000***

Adj-R2 0.5088 0.4708 0.4450

F 1724.16 1481.08 1334.81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제 3 절 시설자금비중에 따른 효과분석

앞서 2절에서는 시설자금의 여부에 따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성과 안정성, 구체적으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차입금 비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

인하였다. 그렇다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중 그 지원비중을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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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이하와 초과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함

으로써 <가설1>의 연구를 심화하고자한다. 50%의 기준은 시설자금 수

혜기업 1,891개의 시설자금비율 평균이 56.6%인 점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1.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매출액증가율

<표4-11> 매출액증가율(LgGRS)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146 0.043 -3.40 0.001** -0.267 0.045 -5.90 0.000** -0.316 0.047 -6.66 0.000***

시설비중 더미 0.133 0.038 3.45 0.001** 0.135 0.039 3.45 0.001** 0.140 0.040 3.54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103 0.055 -1.88 0.060* -0.044 0.057 -0.76 0.448 -0.076 0.060 -1.26 0.207

매출액_로그 -0.201 0.037 -5.46 0.000*** -0.171 0.038 -4.52 0.000*** -0.088 0.040 -2.19 0.029*

총자산_로그 0.023 0.037 0.62 0.536 -0.002 0.038 -0.04 0.964 -0.072 0.040 -1.77 0.076

업
종

건설 0.183 0.091 2.01 0.044* 0.170 0.100 1.69 0.091 0.037 0.099 0.38 0.707

도소매 0.014 0.038 0.37 0.715 -0.013 0.040 -0.33 0.744 -0.054 0.041 -1.32 0.187

기타 -0.105 0.044 -2.39 0.017* -0.105 0.045 -2.35 0.019* -0.055 0.047 -1.18 0.239

상수 2.598 0.180 14.43 0.000*** 2.564 0.188 13.62 0.000*** 2.474 0.197 12.59 0.000***

Adj-R2 0.0462 0.0647 0.0778

F 16.49 22.04 25.18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시설자금 비중이 매출액증가율(LgGR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면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설비중 더

미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시설자금의 지원 규모에

따른 매출액증가에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Death-valle의 효과로 시설자금대출 전후의 효과에서 유의미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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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매출액증가율

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총자산은 전기에 걸쳐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도 Death-valley의 효과로 보여진다. 업종별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총자산증가율

<표4-12> 총자산증가율(LgGRA)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115 0.039 -2.95 0.003** -0.313 0.040 -7.89 0.000*** -0.349 0.041 -8.57 0.000***

시설비중 더미 0.137 0.036 3.80 0.000*** 0.145 0.035 4.11 0.000*** 0.149 0.036 4.17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133 0.050 2.67 0.008** -0.146 0.051 -2.87 0.004** -0.224 0.053 -4.26 0.000***

매출액_로그 0.307 0.035 8.90 0.000*** 0.154 0.036 4.34 0.000*** 0.141 0.037 3.81 0.000***

총자산_로그 -0.630 0.035 -18.07 0.000*** -0.277 0.036 -7.75 0.000*** -0.209 0.038 -5.48 0.000***

업
종

건설 0.084 0.080 1.05 0.294 0.027 0.083 0.33 0.745 0.009 0.083 0.11 0.916

도소매 0.063 0.034 1.83 0.067 0.079 0.035 2.26 0.024 0.022 0.036 0.60 0.552

기타 0.055 0.042 1.30 0.195 0.011 0.043 0.25 0.800 0.040 0.044 0.91 0.364

상수 3.396 0.170 19.96 0.000*** 2.156 0.174 12.36 0.000*** 1.813 0.183 9.93 0.000***

Adj-R2 0.1407 0.1097 0.1301

F 62.24 43.99 50.55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시설자금 비중이 총자산증가율(LgGR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면 50%초과 기업이 이하 기업에 비해 지원당해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

관관계를 지원후 1년과 2년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이 확

인된다. 지원연도 당해 13.3%p의 양(+)의 차이는 1년 후 –14.2%p, 2년

후 –22.4%p의 차이로 확인되며 이는 <가설1>의 검증에서 확인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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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과 운전자금의 차이보다 크다. 이는 시설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

원금액이 커 지원연도와 이후의 총자산증가율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총자산증가율

에 양(+)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업종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매출액영업이익률

<표4-13> 매출액영업이익률(LgROS)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006 0.018 0.32 0.751 0.002 0.018 0.10 0.921 0.028 0.019 1.51 0.130

시설비중 더미 0.060 0.016 3.70 0.000*** 0.057 0.016 3.50 0.000*** 0.054 0.017 3.26 0.001**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10 0.023 0.43 0.667 0.046 0.023 2.01 0.044* 0.013 0.024 0.55 0.582

매출액_로그 -0.401 0.016 -25.00 0.000*** -0.395 0.016 -24.78 0.000*** -0.396 0.017 -23.70 0.000***

총자산_로그 0.286 0.016 17.91 0.000*** 0.248 0.016 15.60 0.000*** 0.230 0.017 13.91 0.000***

업
종

건설 -0.044 0.037 -1.19 0.234 -0.083 0.037 -2.22 0.026* -0.115 0.038 -3.01 0.003**

도소매 -0.114 0.016 -7.16 0.000*** -0.115 0.016 -7.20 0.000*** -0.114 0.017 -6.84 0.000***

기타 0.095 0.019 5.00 0.000*** 0.095 0.019 4.97 0.000*** 0.099 0.020 5.03 0.000***

상수 1.533 0.077 19.93 0.000*** 1.734 0.077 22.52 0.000*** 1.851 0.080 23.01 0.000***

Adj-R2 0.2366 0.2435 0.2312

F 136.15 141.36 130.17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시설자금 비중이 매출액영업이익율(LgRO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원 후 1년차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나 2년차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설자금 비중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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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매출액영업이율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게 되나 곧 그 효과는 사라지

게 되며 그 원인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매출액영업기

익률에 음(-)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소매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2) 자기자본영업이익률

<표4-14> 자기자본영업이익률(LgROE)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051 0.023 -2.17 0.030* -0.107 0.024 -4.49 0.000*** -0.124 0.025 -5.06 0.000***

시설비중 더미 0.054 0.021 2.54 0.011* 0.045 0.022 2.10 0.035* 0.044 0.022 1.98 0.048*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12 0.030 0.40 0.689 0.033 0.031 1.08 0.279 -0.015 0.032 -0.48 0.630

매출액_로그 0.335 0.021 15.83 0.000*** 0.281 0.021 13.23 0.000*** 0.274 0.022 12.31 0.000***

총자산_로그 -0.363 0.021 -17.02 0.000*** -0.360 0.021 -16.84 0.000*** -0.367 0.022 -16.38 0.000***

업
종

건설 -0.181 0.049 -3.73 0.000*** -0.225 0.049 -4.57 0.000*** -0.296 0.050 -5.88 0.000***

도소매 -0.085 0.021 -4.04 0.000*** -0.084 0.021 -3.97 0.000*** -0.091 0.022 -4.12 0.000***

기타 -0.041 0.025 -1.60 0.110 -0.035 0.026 -1.38 0.168 -0.045 0.027 -1.65 0.099

상수 1.622 0.103 15.69 0.000*** 1.954 0.104 18.71 0.000*** 2.051 0.109 18.75 0.000***

Adj-R2 0.0962 0.0944 0.1033

F 46.35 45.22 48.98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자기자본영업이익율(LgROE)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기에 걸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시설비중이 높은 그룹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가설1>에서 설명한 영업이익

률의 증가에 대한 시설자금의 효과가 추론된다. 대출전후 비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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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의 상관관계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

한 Death-valle 효과로 보여진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전기에 걸쳐 자기자본영업

이율에 양(+)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전기에 걸쳐 유의미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부채비율

<표4-15> 부채비율(LgDedtR)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016 0.010 1.65 0.100 0.000 0.010 -0.04 0.966 -0.010 0.011 -0.94 0.346

시설비중 더미 -0.049 0.009 -5.29 0.000*** -0.048 0.009 -5.06 0.000*** -0.048 0.010 -4.78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064 0.013 5.00 0.000*** 0.065 0.013 4.89 0.000*** 0.066 0.014 4.68 0.000***

매출액_로그 -0.026 0.009 -2.97 0.003** -0.022 0.009 -2.53 0.011* -0.017 0.010 -1.80 0.073

총자산_로그 0.051 0.009 5.88 0.000*** 0.051 0.009 5.69 0.000*** 0.037 0.010 3.87 0.000***

업
종

건설 -0.132 0.021 -6.36 0.000*** -0.137 0.021 -6.39 0.000*** -0.161 0.023 -7.00 0.000***

도소매 -0.021 0.009 -2.30 0.022* -0.025 0.009 -2.73 0.006** -0.031 0.010 -3.13 0.002**

기타 -0.037 0.011 -3.54 0.000*** -0.041 0.011 -3.77 0.000*** -0.037 0.012 -3.13 0.002**

상수 1.693 0.043 39.50 0.000*** 1.675 0.044 37.96 0.000*** 1.729 0.047 36.49 0.000***

Adj-R2 0.0513 0.0418 0.0324

F 26.57 21.61 16.83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부채비율(LgDedtR)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년도에

걸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시설자금 비중이 높은 기업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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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창업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에서 차입금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원

규모가 크고 그 결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지원연도와 익연도까지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전연도에 걸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전기

에 걸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매출액차입금비율

<표4-16> 매출액차입금비율(LgDROS) 회귀분석 결과

변수
t t+1 t+2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Coef. Std. Err. t P>|t|

대출전후 0.104 0.019 5.43 0.000*** 0.114 0.021 5.53 0.000*** 0.143 0.023 6.25 0.000***

시설비중 더미 -0.108 0.017 -6.19 0.000*** -0.102 0.019 -5.40 0.000*** -0.100 0.021 -4.77 0.000***

대출전후 ×
시설자금 여부 0.242 0.025 9.87 0.000*** 0.239 0.026 9.02 0.000*** 0.225 0.029 7.64 0.000***

매출액_로그 -1.001 0.016 -60.91 0.000*** -0.933 0.018 -52.64 0.000*** -0.898 0.020 -45.57 0.000***

총자산_로그 0.968 0.017 58.58 0.000*** 0.911 0.018 51.04 0.000*** 0.865 0.020 43.66 0.000***

업
종

건설 -0.258 0.040 -6.50 0.000*** -0.251 0.043 -5.88 0.000*** -0.302 0.048 -6.35 0.000***

도소매 -0.042 0.017 -2.43 0.015* -0.061 0.019 -3.31 0.001** -0.078 0.021 -3.77 0.000***

기타 -0.044 0.020 -2.21 0.027* -0.054 0.022 -2.49 0.013* -0.062 0.024 -2.58 0.010*

상수 1.892 0.082 23.16 0.000*** 1.826 0.088 20.71 0.000*** 1.886 0.098 19.26 0.000***

Adj-R2 0.5888 0.5251 0.4596

F 677.69 523.67 402.99

Pr > F 0.0000 0.0000 0.0000

* p<.05, **p<.01, ***p<.001

매출액차입금비율(LgDROS)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연도에 걸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설1>에서 결

과에서 확인된 지원 후 1년과 2년에서의 매출액차입금비율의 개선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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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중 그 비중이 50%이하로 지원받은 기업

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매출액차입금비율에 영향을

주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적정한 비율이 존재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의 매출액은 지원연도와 익연도까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총자산은 전연도에 걸쳐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전

기에 걸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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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3년도 중소기업은행의 창업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중

2012~2015년도 사이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보유한 6,654개 기업을 최

종표본으로 선정한 뒤 2013년도 창업기업대출 지원시 시설자금 지원유무

와 시설자금비중(50%이하, 초과)에 따른 재무성과를 지원 전인 2012년도

의 재무비율과 지원당해(t), 익년도(t+1), 익익년도(t+2)와 회귀분석을 통

하여 비교하였다.

<표5-1> 시설자금 지원여부에 대한 가설 채택 여부

구 분 t t+1 t+2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채택(+) 채택(+) 채택(+)
총자산증가율 채택(+) 기각(-) 기각(-)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기각 기각 기각

자기자본영업이익률 기각 기각 기각

안정성
부채비율 기각 기각 기각

매출액차입금비율 기각(-) 기각 채택(+)

<표5-2> 시설자금비중에 대한 가설 채택 여부(50%이하:0, 50%초과:1)

구 분 t t+1 t+2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기각 기각 기각

총자산증가율 채택(1) 채택(0) 채택(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기각 채택(1) 기각
자기자본영업이익률 기각 기각 기각

안정성
부채비율 채택(0) 채택(0) 채택(0)

매출액차입금비율 채택(0) 채택(0) 채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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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는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

익률, 자기자본여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매출액차입금비율)을 활용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성장성 측면에서 시설자금 지원이 매출액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설자금 비중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자산증가율에 있어서는 시설자금의 특성상 차입금(부채)이 토

지, 사업장, 설비 등의 자산의 증가로 즉결되어 지원당해(t)에는 긍정적

인 영향이 나타났으나 t+1기와 t+2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운전자금만 지원하는 경우가 총자산증가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이다. 이는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시점에 상환계획이 수립되고

운전자금에 비하여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설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보다 지원규모가 커 t기의 자

산의 증가폭이 더 크고 향후 증가율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시설자금

비중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t기에는 높은 그룹이 이

후에는 낮은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

다. 수익성 측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모두에서 유의

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시설자금이 매출액 증가에는 긍정적

인 영향을 주지만 영업이익의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한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재무제표

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 시설자금의 투자가 생산량에는 영향을 주지만 보

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상품의 개발이나 원가를 낮출 수 있

는 기술의 발전에 투자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비중

이 높은 기업군에서 t+1기에 유의미한 양(+)의 차이를 보인 것은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매출액차입금 비율에서 주목할만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시설자금 지원당해(t) 매출액차입금 비율이 증가하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2기에는 운전자금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차입금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었

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시설자금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계획적인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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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시설자금비중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채비율과 매출액차입금비율 모두에서 시설자

금비중이 50% 이하인 그룹이 긍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시설자금이 운전자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크다는 사

실을 뒷받침한다.

종합해 볼 때 김준기(2008)의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에서 시설자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전자금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며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

다는 결과와 달리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의 지원이 성장성과 안

정성 지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익성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

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김준기(2008)

에서 언급한 ‘개별 기업이 느끼는 자금지원의 절박함’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초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절실함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본 연구의 부채비율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창업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비용으로 소진되는 경우보다는

자산의 증가(임차보증금, 설비구입, 상품 및 원재재 구입 등)으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원인로 총자산증가율에

있어서도 시설자금이 지원당해(t)에만 유의미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직접적인 시설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창업초기 창업자의 필요

성에 의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

고자한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앞서 언

급된 바와 같이 시설자금의 용도는 토지 구입 및 신축, 사업장 매입, 설

비 투자의 용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초반

사업장 신축이나 매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임차를 통

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는 시

설자금으로 지원받기는 불가능하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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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자금을 통하여 지원하게되면 창업자는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

책자금을 통한 저리의 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둘째,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적정 지원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한다.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에 대한 정부 감독 및 부

패 통제의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지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순수 신용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방식은 상당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가 대규모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은 일방적인 지원확대를 요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반 민간 금융

시장에 접근이 제한된 한계적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목적을 강조

한다면, 이러한 자금 지원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정책이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판단되며 개별 기업의 사전적 배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과 같이 사용처가 분명한 구매자금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매처와 판매처의 계약내용이 확인되고 물품

인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확인 등에 안전장치가 구비된 국가 주도의 플랫

폼 개발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시설자금에 준하는 보증서 등의 신용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기존거

래처 중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만 제공되던 구매자금대출이 창업기업에게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개발

되어야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효과성이 수익성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자금 지원 이후의 사후적 경영

컨설팅의 강화 및 자금지원 이외의 다른 지원 방식과의 연계를 통해 기

업의 원천적인 수익성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보여주기식 운영이 될 가

능성이 높다. 실례로 많은 창업지원사업이 국가 및 금융기관 주도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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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지만 2016년 창업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청한 적이 없는 기

업이 82.5%,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4.4%에 이르

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창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효과연구에는 몇가

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표본선발과 관련된 한계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기업은행의 2013년도 창업기업대출 지원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임에는 분명하나 2016년

도 기준 전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160.3조로

25.86%에 불과하다. 더욱이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실적이 확인

되지 않아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2011연도부터

의 재무정보를 보유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실제 지원받은 2013년도

를 감안할 때 창업 1년차와 2년차 기업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에서도 창업기업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폐업기업에 대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2013년 대출지원 이

후 2015년까지 생존한 기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창업기업 시설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분석이라는 연구의 목적상 폐업한 기업을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창업기업의 생존 또한 정책

금융의 목표임을 감안하면 창업기업 중 폐업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에 금융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

다. 많은 정책금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차도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

과성의 논란이 있다. 창업초기에 기업에 대하여는 그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 정책금융의 효과성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그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그중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효과성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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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연구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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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task of every government to find promising start-ups and

nurture them into smaller ones as a breakthrough to the worldwide

economic downturn, creating new jobs and new growth engines.

Looking at the government's budget for 2019, the importance of the

budget is highlighted by allocating 881.1 billion won out of the

ministry's total budget of 10.26 trillion won for the start-up venture

sector, up 38.3 percent on-year. In addition, 70% of the total budget,

or 873.3 billion won, was earmarked for promoting start-up and

venture businesses, and 300 billion won, the largest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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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was allocated to 'innovative growth projects' that provided

facility funds to small business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despite such a huge project to finance facilities for start-ups, there

has been a lack of effective research on how much funding for

facilities for start-ups is contributing to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As of 2016, this study established the largest SMB bank

among direct support institutions with 7.1% (44.6 Trillion won), and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s facility

fund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with facility funds, and furth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acility funds based on a scale.

In this study, 6,654 of the companies that received loans from

start-up companies were selected as samples in 2013 throug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Bank, classified as those that received

facility funds and those that received only operational funds, and

performed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dual differential analysis

model. In addition, companies that received facility funds were

classified again less than 50% of the facility funds and exceeded,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ual differential

analysis model.

As a result, facility funding in terms of growth has a positive

impact on sales growth. However, differences over the ratio of facility

funds have not been confirmed. In terms of gross asset growth rates,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ut positive effects on the supported (t)

were identified with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t+1 and t+2. No

significant results have been found in both the profitability-side profit

margin and the return on equity. In terms of stability, the debt ratio

has not produced any significant results. However, while the ratio of

sales borrowing to sales borrowing was shown to be less st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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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ratio of sales borrowing to facilities funding, the positive

results of the t+2 period were found to be a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sales borrowing compared to companies that received

only operating funds. If you look at the difference based on the ratio

of facility funds, groups with less than 50 percent of facility funds in

both debt-to-equity ratio and sales-to-sales ratio are showing

positive differe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 propose the following items

for start-up companies: First, the scope of facility funds for start-up

companies should be expanded. The reason for the small number of

use entities should be reconsidered even though the policy funds

support the facility funds of the start-up entity. Second,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set to maintain the proper support ratio for

facility and operation funds.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vide

support for funds that are clearly used, such as facility funds, among

operation funds. Finally, policy support should be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If financial

support does not correlate with profitability, a measure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both growth and profitability in conjunction

with a separate support plan.

keywords : start-up companies, facility funds, financial

performance, growth, profitability,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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