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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에 따라 상 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지원자금이다. 본 연

구는 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 중 유상증자나 사채발행을 통한 일반적 자금조달방법이 아닌 정책자금

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특성과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해당기업들의 경 성과

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에 한 성과를 평가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

채비율이 높을 수록, 자산규모는 작을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이 일반기업에 비해 정책자금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 성과측면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 성과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으며, 또한 예상과 달리 정책자금지원과 경 성과가 유의적인 양

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고유한 특성과 코스닥기업이 처한

시장상황의 악화라는 거시적인 환경변화에서 기인될 수도 있으나, 정책자금을 운 하는 정부와 금융기관

의 정책자금지원 상기업에 한 선별작업이나 사후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인되

었을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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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 중 유상증자나 사채발행을 통한 일반적

자금조달방법이 아닌 정책자금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특

성과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경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한 정책자금지원의 정책적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신기술과 신지식의 발원지이며,

광범위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기업조직으로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재

와 미래의 성정과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인식되어 왔다.1)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 등 금융지원 노력과 함께 기업경 환경 개선, 창업 인프라에 한 투자확

등 다양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

원 및 수혜에 힙입어 중소벤처기업은 1999년에는 인터넷 관련 IT산업을 중심으로 중

소벤쳐기업에 한 투자 및 창업 열기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두되

었고, 코스닥시장도 이러한 기 가 반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상승을 보 다. 하지만

2000년 4월 이후 미국에서 IT산업을 중심으로한 벤처기업에 한 기 와 거품이 무

너지면서 급속하게 침체국면에 빠져든 코스닥시장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막 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비리와 특혜에 따른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의 성과에 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중

소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한 사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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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경 의 위험성은 매

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 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벤처기업, 신기

술기업,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하이테크기업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즉, 중소벤처기

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모험적인 기업을 말하며 소규모자본과 기술집약형

사업으로 틈새시장을 개척,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는 기업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 중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

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일반

출자금에 비해 금리, 담보, 상환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 적으로 혜택이 있는

유리한 자금이다. 따라서 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은 이러한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

해 부단한 수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분의 정책자금은 만기에 상환

되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해당기업의 노력보다

는 중소벤처기업에 한 엄격한 선별작업을 거쳐서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

에 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중소벤처기

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현황 및 정책자금지원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한 정책자금이 과연 효과적으

로 정책적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동기에서 비

롯되었다. 

중소기업에 한 정책자금지원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위한 기업의 수혜노력을‘정책자금의

존도’로 측정하고, 기업특성(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 총자산, 특수관계자단기

여금/총자산, 매출액규모, 연구개발지출/매출액, 정책자금지원회수)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 다. 또한 중소기업에 한 정책자금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경 성과를 평가하 다. 이를

위해서 정책자금지원의 수혜를 받은 중소벤쳐기업의 수익성의 증가와 정책자금의존

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에 의한 긍정적인 경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벤쳐기업의 경우 정책자

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높을 수록, 자산규모는 작을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쳐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정책자금의존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경 성과측면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 성과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으며, 또한 정책자금지원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해

당 기업의 고유한 특성과 코스닥기업이 처한 시장상황의 악화라는 거시적인 환경변

화에서 기인될 수도 있으나, 정책자금을 운 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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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업에 한 선별작업이나 사후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

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에 한 정책자금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선도적인 연구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공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 중 특히 정책자금지원에 초

점을 두고, 정책자금지원의 현황과 이러한 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파

악하 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이 해당 기업의 경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는 가에 한 실증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한 간접적인 평가를 시도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중소벤

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지원에 관한 정책수립에 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정책자금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설명하고 일반적 지원절차 및 현황에 해 기술하 으

며,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Ⅳ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

구모형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에 한 측정 및 정의, 그리고 표본기업의 선정

과정을 설명하 다. 제Ⅴ장은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제

Ⅵ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 다. 

Ⅱ. 정책자금에 한 이해

1. 정책자금의 중요성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는 필요한 기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과는 달리 담보제공능력이 낮기 때문에 금

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 적으로 어렵고, 또한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최

근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소벤처기업에

한 정부차원에서의 자금지원은 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인 기업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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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과거에 시설,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기술개발 위주로 투자패턴이 바뀜에 따

라 전통적인 물적담보제도 하에 신용을 공여 받는 자금조달방식으로는 기술기반 지

식기업이라는 특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

냐하면 중소벤처기업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보다는 기민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기

술이나 신제품개발능력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지만, 기업에 비해 상

적으로 경 상태가 불안정하고 신용도와 기술력에 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어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

업은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법인 유상증자, 사채발행, 간접금융을 체하는 수단으로

정책자금 외에는 다른 유용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책자금의 정의

정책자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 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 예산, 공공기금차입, 채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 하

는 중소기업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에

서 산업 및 분야별로 지원하는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망라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

책자금과 유사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정책자금을 정책자금

으로 정의한다.

3.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출자금에 비해 금리, 담보,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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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유리한 자금이다. 정책자금별로 지원조건 절차가 다르지만 현재 2003년 기준

으로 금리는 5~8% 정도이다. 지원절차는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거쳐 금융기관이

출하는 방식을 취하나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

접 출을 취급한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되어

부분 상환되어야 하는 자금이며, 자금 지원 시에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물적담보

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자금은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직접 출을 제외하고는 부분 정부

기관의 추천으로 일반금융기관에서 출하는 방법으로 운 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에서는 자금회수를 위하여 신용도에 따라 물적 담보 또는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담보가 필요한 정책자금의 부분은 신용보증서 등으로 신할 수 있으

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출은 지원 상, 방법, 금리 등 출조건이 여타 일반

출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정책자금 지원절차는 자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부분 ① 출상담, 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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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반적인 정책성 자금 지원절차

∙기금의 조성

∙지원계획확정

∙서류접수∙심사

∙지원 상자 선정

∙자금관리

∙서류접수

∙ 출심사∙취급

∙서류접수

∙ 출심사∙취급

∙기술평가

∙보증심사∙발급

③ 사업자 선정통지

⑦ 자금 여

보증

④ 사업자 선정통보

① 사업신청

⑥ 자금 여신청

자금관리주체

(정부부처)

자금관리주체

(정부부처)

기술신보

자금사용자

(기 업)

자금 집행자

(은행)

보증지권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

상

추천

③

사업

자

선정

통보

⑤

출

신청

⑧

자금

출



신청∙접수, ③ 신용(실태)조사 및 지원결정(추천), ④ 담보제공 및 신용보증신청,

⑤ 출실행(은행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 2-1]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 정책자금의 종류 및 지원현황

중소벤처기업 정책성 자금 규모는 2002년도에 2조 8천억원이며 2003년도에는 3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조달한 정책자금을 조사한

결과 2001년도와 2002년도 기준으로 정부는 12개 부처에서 약 80여 종의 정책자금지

원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총 지원금액은 3조 4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지원기관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약 25.9%를 차지하고, 금융기

관이 74%,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0.1%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정

책자금은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 출)방식과 갚을 필요가

없는 출자 출연 보조방식으로 나누어지나 현재까지는 부분 융자( 출)방식이다.

또한 정책자금에 한 자금용도별로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R&D) 및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01년과 2002년도에 정책성 자금을 지원 받은 코스닥

기업은 총 748개 기업 중 504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7%에 해당한다. 또한 코

스닥 기업을 벤처와 일반으로 구분하여 정책자금의 지원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

기업이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4%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조사되

었다. 업종별 정책자금의 지원금액 순위는 건설업종,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IT부품,

유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연구가설

1. 정책자금의 역할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일반 출자금에 비해 금리, 담보, 상환기간 등에서 유리한

자금이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있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담보제공 능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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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속적

인 구조개선 및 경 안정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 정책자금의 본질

적인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첨단기

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거나 제품화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개발투

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정부로 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로 인해 업측면과 투자측면에

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

되었다면 이를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 성과가 개선

되며 아울러 우수할 것으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책자금의 지원여부는

추가적인 다른 방식에 의한 자본유치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인정받은 기

업으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다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한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역

할로 인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 투명성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경 성과

가 개선되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코스닥에 등록된 일반 및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유상

증자나 사채발행을 통하는 일반적 원천이 아닌 정책자금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특성과 경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 다.

정책자금의 성격으로 볼 때 유리한 정책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수혜노력과 정부

의 벤처중소기업에 한 정책적 지원결정과정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혜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결정이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

구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보다 많이 유치하 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 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자금을 많이 수혜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경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 다. 

1) 정책자금의존도와 기업특성

정책성자금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측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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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책성 자금의존도와 기업특성(정책성 자금 제외한 부채비율, 총자산,

특수관계자단기 여금/총자산, 매출액규모, 연구개발지출/매출액, 정책자금지원회

수) 사이에 유의적인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검증할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부채비율이 높을 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H2: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낮을 것이다. 

H3: 특수관계자단기 여금비중이 높을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낮을 것이다.

H4: 연구개발비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H5: 종업원수가 많을 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H6: 정책자금의 지원회수가 많을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기업이 정책성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부채비율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의존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책성 자금은 일반적인 차입금에 비해 조달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채를 자기자본에 비해 많이 조달하는 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

해 수혜노력을 더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정책성 자금도 더 많이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상 기업의 외형을 중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규모

가 정책성 자금의존도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성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규모나 매출액규모가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책성 자금

지원에 있어서 외형 위주의 심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다른 자

금의존수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자금의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유망한 산업군의 창업과 성장 여건을 개선하

기 위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데 이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

성정책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한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정책자

금이 더욱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단기 여금을 포함시켰다. 특수관계자간의 단기

여금은 외부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한 자금이지만 정

책자금이 표이사 및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에 한 가지급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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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이 정책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단기 여금의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조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단기 여금이 많을 수록 정책자금의존

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성자금을 중복적으로 지원 받는 회수도 정책성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의미를 가

진다고 판단되어 가설에 포함하 다. 정부 부처마다 유사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기 때

문에 정책성 자금 지원회수가 많은 기업이 정책성 자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

다. 

2) 정책자금의존도와 경 성과

정책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경 성과를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H7: 정책자금지원이나 정책자금의존도는 경 성과와 양의 관련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한 육성책의 일환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책자금의 지

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경 성과는 정책자금의 역할이나 중요성 견지에서 판단하

건데 효과적인 자금지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수혜받은 중소벤처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금조달이나 자본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경

성과(수익성)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연구 설계

1. 연구모형ㆍ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1)식과 (2)식이다. 식 (1)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종

속변수는 정책자금의존도(DOPF)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자기자본으로 측정하

다.2) 독립변수들로는 정책성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ODR), 총자산(TSIZE),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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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단기 여금비중(RPSR), 매출액(SSIZE), 연구개발비중(RDR), 종업원수

(NEMP), 정책자금지원회수(NPF)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각 독립변수의 변화가 미

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한 더미변수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식(2)의 회귀분석모형에서 경 성과(FPR)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들로는 총자

산수익율(CROA),자기자본수익율(CROE),총자산 업이익율(COROA),총자산경상

이익율(CCROA)이 사용되었으며, 독립변수로는 정책자금지원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정책자금의존도(DOPF) 및 정책자금지원회수(NPF)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실증분석에서는 다수의 독립변수들 중 본 연구모형에 적합한 독립변수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계별회귀법(stepwise method)을 사용하 다. 연구모형 (1)과 같은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독립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 경우 연구모형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단계별 회귀법을 사용하 다.3)

DOPF = β0 +  β1DODR + β2 ODR+ β3DASIZE + β4ASIZE + β5DRPR + β6RPR

+ β7DSSIZE + β8SSIZE + β9DNEMP + β10NEMP (1)

+ β11RDR + β12NPF + εi

FPR = b0 +  b1DDOPF + b2 DOPF+ b3NPF + ei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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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크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성 자금이 자기자본에 차지하는 비중을 정책성 자금의존도로 설정하 다. 정

책성 자금의존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책자금/총자산, 정책자금/부채비율 등 고려할 수 있

는 여러 변수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에 한 이론적 모형이나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자기자본으로 먼저 설정하여 분석하 으며, 기타 고려된 정책자금측정

의존도에 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본 연구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3) 단계별 회귀법(stepwise method)란 회귀모형의 R2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를 추가 시키거나,

일단 모형에 추가되었어도 모형의 적합하지 않은 변수는 삭제하는 여러 번의 단계를 통해 최

적의 독립변수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DOPF: 정책자금의존도(= 정책자금/자본)

ODR: 부채비율 (= 부채/자본)

ASIZE: 기업규모로 총자산의 자연 수

RPR: 특수관계자 여금비중(= 특수관계자 여금연구개발비용/매출액)

SSIZE: 매출액

NEMP: 종업원수

RDR:연구개발비중(=연구개발비/매출)

NPF: 정책자금지원회수

CROA: 총자산수익율

CROE: 자기자본수익율

COROA: 총자산 업이익율

CCROA: 총자산경상이익율

FPR: 경 성과지표로 CROA, CROE, COROA, CCROA로 측정

DDOR: 정책성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한 경우‘1’, 아니면‘0’

DASSET: 기업 총자산이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RPR: 특수관계자단기 여금이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SSIZE: 매출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NEMP: 종업원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DOF: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면‘1’아니면‘0’

ε: 잔차항

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정책성 자금 지원현황을 2002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집하 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을 선정하 다.

우선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799개사 중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분석 상

기업에서 제외하 다. 사업보고서미제출(9개), 감사의견 비적정(17개), 결산기 변경

(5개), 기업분할로 신규등록(3개), 관리종목(15개) 등 36개사(중복 고려)와 금융업

15개사를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음의 값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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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기업들을 제외한 결과 최종 표본기업으로 742개 기업을 선정하 다. 본 연구

에서 이용한 정책성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 총자산, 특수관계자단기 여금/총자산,

매출액규모, 연구개발지출/매출액, 업종구분에 관한 자료는 와이즈넷코리아의 데이

터베이스(Wisenet)에서 입수하 다.

Ⅴ. 실증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우선 단계별회귀법에 의해 사용될 변수들에 한 통계치를 <표 5-1>에서 제시하

다. 정책의존도의 코스닥 전체기업에 한 평균값은 0.23으로 자본의 23%에 해당한

다. 하지만 표준편차가 0.7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코스닥기업의 경우에

정책자금의존도가 기업마다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1.14로 낮으나 표준편차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기업마다 부채비율이 매우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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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업특성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DOPF ODR ASIZE RPR SSIZE NMEP RDR NPF

평균 0.23 1.14 7.57 0.008 74,012 207 0.0014 2.401
표준편차 0.7 9.48 0.385 0.032 261,396 380 0.0017 2.216

N 742 742 742 742 742 742 742 742

여기서, DOPF: 정책자금의존도(= 정책자금/자본)

ODR: 부채비율 (= 부채/자본)

ASIZE: 기업규모로 총자산의 자연 수

RPR: 특수관계자 여금비중(=특수관계자 여금/매출액)

SSIZE: 매출액

NEMP: 종업원수

RDR: 연구개발비중(= 연구개발비/매출)

NPF: 정책자금지원회수



2. 정책의존도와 기업특성에 따른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정책의존도와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에 한 연구모형 (1)에 따른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는 <표 5-2>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중소벤처기업에 한 정책의존

도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이지만 비교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기업과 일반기업에

한 회귀분석결과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5-2>의 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5% 수준의 유의도를 적용한 단계분석법(stepwise method)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선택된 독립변수는 DODR(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에 한

더미변수)과 NEMP(종업원수)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의 연속감소에 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정책의존도와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의존도가 감소한다고 해석할 있

다. 또한 정책자금지원회수(NPF)에 한 회귀계수추정치가 정책자금의존도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책자금지원회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크다는 가설(H6)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단계분석법에 의한 결과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연속감소에 한 더미변수와 총자산의 연속증가에 한 더미변수,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회수(NPF)가 유의적인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부채비율의 연속감소에 한 더

미변수의 추정계수는 1%의 유의수준에서 정책의존도와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경우에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기

업일수록 정책자금의 의존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총자산의 연속증가에

한 더미변수의 계수도 1%의 유의수준에서 정책자금의존도와 유의적인 음(–)의 관

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일반기업은 정책자금의존도

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중소벤쳐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단계분석법에 따라 정책

성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의 연속감소에 한 더미변수,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

율(ODR), 그리고 정책자금지원회수(NPF)가 유의적인 설명변수로 선택되었다. 각

설명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의 감소에 한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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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수준에서 정책자금의존도와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인다. 이는 중소벤

처기업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은 정

책자금의존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과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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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정책의존도와 기업특성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연구모형 (1): 
DOPF = β0 +β1DODR + β2ODR+ β3DASIZE + β4ASIZE+ β5DRPR + β6RPR 

+ β7DSSIZE + β8SSIZE + β9DNEMP + β10NEMP + β11RDR + β12NPF + εi

선택된 계수(변수) 예측부호 전체기업 일반기업 중소벤처기업

β1(DODR) – –1.252*** –1.346*** –1.359***
(–7.79) (–10.43) (–4.59)

β2(ODR) + 0.173***
(3.15)

β3(DASIZE) – –0.173***
(8.86)

β12(NPF) + 0.151*** 0.140*** 0.140***
(6.72) (8.86) (3.76)

Adj R2 0.1672 0.3993 0.1273

표본수 742 375 367

DODF: 정책자금의존도(= 정책자금/자본)

ODR: 부채비율(= 부채/자본)

ASIZE: 기업규모는 총자산의 자연 수

RPR: 특수관계자 여금 비중(= 특수관계자 여금/매출액)

SSIZE: 매출액 NEMP: 종업원수

RDR:연구개발비중(= 연구개발비/매출) NPF: 정책자금지원회수

DDOR: 정책성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한 경우‘1’, 아니면‘0’
DASIZET: 기업 총자산이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RPR: 특수관계자단기 여금이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SSIZE: 매출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DNEMP: 종업원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경우‘1’, 아니면‘0’
ε: 잔차항

주 1) 유의적인 독립변수의 선정은 단계분석법을 사용하 음

주 2) 괄호안은 t 값임

주 3)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양측 검증) 



금의존도 간에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일수록 정책자금의존도가 높다는 가설

1(H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3. 정책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경 성과에 한 회귀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경 성과(FPR)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자산수익변화율(CROA), 자기자본수익변화

율(CROE), 총자산 업이익변화율(COROA) 및 총자산경상이익변화율(CCROA)에

한 기술통계량이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표본집단의 자기자

본수익변화율과 총자산수익변화율이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반

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쳐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양호하지 않음을 시

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경 성과에 한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기업에 한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경 성과 분석결과는 <표 5-4>에 요약

되어 있다. 경 성과의 측정치인 CROE, CROA는 정책자금의존도와 연구가설(H7)

과는 달리 오히려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지원 여부에 한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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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경 성과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CROE CROA COROA CCROA

평균 –0.038178 –0.03145 0.0234 –0.000168
표준편차 0.1259364 0.05371 0.0002343 0.1556417
최소값 –0.76745 –0.27037 –0.0001142 –0.6169
최 값 0.16483 0.0923 0.000382 0.36596

N 367 367 367 367

CROA: 총자산수익율 CROE: 자기자본수익율

COROA: 총자산 업이익율 CCROA: 총자산경상이익율



의 경 성과가 한 정책자금에 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경 성과

측정치인 CROE, CROA과 정책자금의존도가 음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들 기

업의 수익률이 오히려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총자산 업이익률과 총자산

경상이익률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정책자금지원여부 및 정책자금지원도 그리

고 정책자금지원회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값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지원이 경 성과에 뚜렷

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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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경 성과에 한 실증분석결과

연구모형(2): FPR =  b0 + b1DDOPF + b2DOPF + b3NPF + ei

독립변수 종속변수

ROE(+) ROA(+) COROA(+) CCROA(+)

DOPF –4.922*** 4.3521*** –0.00105 –8.199**
(–4.98) (–3.00) (–1.47) (–1.97)

DPODF –0.02324 –0.01398 –0.000214 –0.00909
(–1.25) (–1.02) (0.50) (–0.37)

NPF –0.000203 -0.000496 –0.0003 -0.0009
(–0.57) (–0.30) (–0.48) (–0.21)

표본수 367 367 367 367

Adj R2 0.084 0.0561 0.007 0.0068

DOPF: 정책자금의존도(= 정책자금/자본)

NPF: 정책자금지원회수

CROA: 총자산수익변화율

CROE: 자기자본수익변화율

COROA: 총자산 업이익변화율

CCROA: 총자산경상이익변화율

FPR: 경 성과지표로 CROA, CROE, COROA, CCROA 로 측정

DDOF: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면 1 아니면 0
ε: 잔차항

주 1) 괄호안은 t 값임

주 2)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양측 검증)



Ⅵ.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 중에서도 특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

석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자금지원분야의 실질적인 현황과 이러한 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과연 정책자금이 경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

로 정책자금에 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중장기적인 중소벤

처기업 활성화에 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해 주는 근간으로 인식되

어온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업별 특성이 존재하는지

를 정책자금의존도에 한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 고, 정책자금지원의 실효

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조달한 중소벤처기업의 경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성 자금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

산규모가 클수록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성 자

금을 조달한 기업의 경 성과에 한 분석결과 중소벤처기업에 한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경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자금을 운

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지원 상기업에 한 선별작업이나 사후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에서 이에 한 선행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따른 분석 및 실증 결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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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과연 ROE, ROA, 총자산 업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 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정책성 자금의존도와 경 성과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더

미변수로 포함하여 보았다. 즉 ROE, ROA, 총자산 업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로이 상승한

경우를‘1’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0’으로 하여 기업성과를 ROE 변화율, ROA 변화율, 총

자산 업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그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결

과들과 별 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경 성과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

들도 마찬가지로 ROE와 ROA변화는 정책성자금의존도와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화시키기 보다는 잠정적이고 실험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향

후 정책성 자금 조달이 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향에 해서 보다 상세

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

을 고려하여 정책성 자금 의존도와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자금지원 성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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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Kosdaq Small Companies that have Raised Debt from

Government 

Kwak, Su-Keun***
Song, Hyuck Jun***

Uhm, Chul Hyun***

ABSTRACT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paper are twofold: firs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companies that have borrowed from government and second, evaluating financial

performance of those companies receiving the financial support. We have reviewed

KOSDAQ listed companies to evaluate the firm characteristics and their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firms

are classified into ventures and SMEs (small-medium-size) enterprises, both firms with

declining trend in debt-to-equity ratio excluding government loan show a relatively high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loan. On the other hand, the both firms that are in the

upward trend in terms of asset size show that they are les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loan. Lastly, when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venture firms and SMEs are empirically

investigated,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loans do not reflect positive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in terms of ROE and ROA. This result is not in line with our expectation that

government agency and financial institution’s role in selecting and monitoring investmen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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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enforced so that these tremendous amounts of public money invested into venture

firms are not wasted.

Key Words: Small business, government loan,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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