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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
▪ 최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활성화를 위
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중견기업으로 이행 시 기존혜택이 축소되고 새로운 규제가 증가하여 성장하기 어렵다
는 연구결과 보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적인 검토
를 바탕으로 하여 중견기업 정책추진의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
▪ 최근 프랑스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250~5,000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
책도 효율화하는 작업 추진
▪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다수의 지원정책을 통･폐합하는 개혁조치를 도입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분야를 한정하고 지원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이라는 기업성장 패턴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정책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
▪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동인이 무엇이고 또 애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 기업규모 분포의 특징들을 연도별·기업나이별로 분석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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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
▪ 경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성장애로 요인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확인
▪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
의 방향을 제시
▪ 특히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

2. 우리나라 기업규모의 분포
(1)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업규모 분포
 우리나라 기업은 분포상 중견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전산업의 3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0.1%에 불과하고, 광공업 부문의 300인 이상 기
업비율은 0.2%로 나타남.
▪ EU의 경우,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은 중기업 규모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대기업의 비중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현저
히 낮은 0.1% 정도

(2) 기업규모의 분포
 2001-2011년 간 고용자 수를 이용하여 Kernel 핵밀도추정값을 분석해 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작은 기업규모에 몰려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2001~2011년 기간의 불변매출액 및 불변총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분포를
그려보면 정규분포를 하지 않으며 우측왜도가 발생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 2011
년에는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
 업력구간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결과 업력이 증가할수록, 즉 기업나이가 많은
구간으로 옮겨갈수록 왼쪽으로 쏠려 있던 분포가 점차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
는 것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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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측으로 경사된 모양이 개선
▪ 그러나, 기업규모 분포는 30년 이상의 기업나이가 된 경우조차도 정규분포와는 거리
가 먼 것을 알 수 있음.

3.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 성장동인 분석결과
(1) 주요한 분석결과
 기업연령 변수는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
▪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
▪ 이익률이 높아지면 내부유보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해 사용할 가용자원의 양이 늘어나
성장을 촉진

 부채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채비율의 제곱항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만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지나가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중소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

 산업 R&D변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변수
로 나타났음.
▪ R&D비율은 산업변수로서 R&D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
▪ 기업의 규모 이동에 있어서 연구개발투자 정도가 매우 중요

 정부정책자금 수혜여부 변수는 일관성있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음.
▪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으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감소
▪ 정부의 정책자금 수혜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그대로 잔류하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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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인 사례조사
(1) 사례조사 대상기업의 선정 및 질문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관련
회사들을 직접 인터뷰
▪ 사례조사는 2013년 3월 중에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17여 개의 기업을 대
상으로 인터뷰방식으로 조사

 본 연구의 기업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질문이 이루어졌음.
▪ 기업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은 무엇인가를 질문
▪ 자금조달,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 기업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기업성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과제
▪ 기업성장을 위해 수출 등 국제화와 함께 R&D투자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 시장 확대, 즉 해외시장 개척의 애로요인
▪ 기업성장과 관련된 규제 및 행정부담의 문제

(2) 중소기업의 성장 애로요인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입보관행과 꺽기관행이 여전히 부분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보다는 재무제표를 이용한 은행의 대출관행이 여전
한 상태
▪ 기술력 등과 같은 질적 평가보다는 매출액, 이윤 등과 같은 재무제표상의 성과를 보
고 중소기업에 대출

 인력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고급인력, 특히 R&D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러한 인력을 확보·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
다는 의견을 제시

10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전문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가 중소기업의 R&D활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응답
▪ R&D 투자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기간이 매우 길고 투자자금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유익할 것임.
 수출･국제화와 관련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수출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
초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음.
 중소기업의 규제 및 행정부담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행정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정부부처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언급

 중소기업 구분 및 경계선 기업의 행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우 모호하
며 복잡하다고 지적
▪ 경계선상의 기업은 주로 고용조정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회피

(3) 최근 이행기업 및 중견기업
 최근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기업의 건
전한 재무제표 및 투명한 재무관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주요한 동인으로 R&D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R&D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견기업 R&D정책의 미비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혜택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

 수출･국제화의 문제로 KOTRA 등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
났고 영어소통 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애로발생
▪ 중견기업 중에서는 인력의 국제화가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

 규제완화 및 행정부담의 문제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업규모별 의무채용인력의 문제가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
▪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규제 부과 및 또 다른 추가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대기업으로 분류, 대기업과 동일하게 사업확
장 제한이나 시장진입 규제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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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 M&A 시 해당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
되어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 규제를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

 최근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들 중에는 연말 퇴직예정자를 이용한 인력조정, 조세
혜택을 보기 위한 독립법인 형태의 기업쪼개기가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적용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다양한 회피행태

5.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1)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정책
 최근 전통적인 보호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을 추
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
▪ 상당히 오랜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에서도 최근 중소기
업의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제안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주요한 차이점
[표 1]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성장정책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성장정책

기업가 목표

많은 사람이 기업가가 되도록 유인

적당한 사람이 기업가가 되도록 유인

기업관련 목표

신생기업 수의 확대

모든 신구(新舊)기업의 질과 성장촉진

기업환경 관련 목표

소규모 기업경영 환경 개선

기업성장 환경의 개선

자금원

대부분 공적자금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결합

자금원의 형태

정부자금(grants), 보조금,
연화(軟貨)차관(soft loans)

연구개발대출금(R&D loan), 혁신자금,
엔젤금융, 벤처금융, IPO 등

주된 지원서비스

창업･사업계획･소규모기업경영
관련 자문

벤처금융･전략계획･국제화･조직성장 등에
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자문

자원분배원칙

소기업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
자금접근 보장(자원살포)

성장잠재력에 기초하여 유망한
기업선정(자원집중)

정책목표

자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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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성장정책

기업생애 초점

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제거

기업 성장의 장벽 제거

규제순응

소규모 기업의 규제순응비용 감축

성장기업의 규제순응 요건 완화

재정

소기업의 VAT 축소

기업규모의 획기적 변화지원

실패에 대한 태도

기업실패와 기업파산의 회피

기업실패와 기업파산 인정 및 파산의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타정책과의 연계성

산업･사회･노동･교육정책

산업･혁신･노동･교육･재정정책

규제관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08) 참조.

(2) 향후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방향
▶ 중소기업 범위 및 지원혜택의 단계적 축소
가.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
 중소기업청은 2013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
 중소기업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또 기준이 매우 복잡
▪ 중소기업 범위 및 판정 기준이 복잡해 지고 민감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판정이 산업정
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음.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택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택일주의적 범위 설정은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한정된 재원의 효
율적인 활용을 제약할 수도 있음.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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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와 지원의 ‘단계적’ 축소
 중견기업이 되면서 기존의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규제는 증가하는 절벽현상이 발생
▪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혜택의 절벽이 클수록 중소기업이 더 이
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 발생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
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
▪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이 성장유인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부실기업, 좀비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현재의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등 기업성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의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없이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지원제도를 중
견기업에 확장하는 것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
의 효율성마저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최근 프랑스는 경제현대화법 제정 시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
▪ 중소기업 지원분야 한정, 지원기간 제한,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여 창업초기 기업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
하고 일정 범위의 기업규모를 지나면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
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개편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발생
하는 중소기업 혜택의 절벽현상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및 역할재정립
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중진공 등의 정책금융이 지원하는 기업들의 성과
가 다른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의 이윤율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으며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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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높은 비중의 정책자금이 재무등급 취약업체에 지원되고 있고 또 정책자금의
용도 측면에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은 높은 비율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가 그
렇지 않은 업체보다 정책자금이 매출액이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의 지적
▪ 각 지원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간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체제
의 재정비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재조정을 검토할 필요

나.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중소기업 부문에서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모험자본의 형성이 유리한 직접금융
비중을 높일 필요
▪ 신생기업의 경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으나 시
장에서의 신용이 인정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자본시장 및 회사
채 시장의 역할이 중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
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의 자본조달 정책도구를 개발할 필요
▪ 중견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과 회
사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

 회사채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외거래를 지원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비우량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우량 채권형 펀드의 개발
및 비우량 회사채 지급보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기업규제와 중소기업 행정부담 경감
가. 기업규제 및 적합업종제도의 폐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
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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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규제 추가
▪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부채액 보유규모 제한, 자산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시 공정위에 신고의무 추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견기업 수를 줄이고 중소기업 수만 증가시키는 중견기업
성장억제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

나. 중소기업 행정부담의 대폭 경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조사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경험
▪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 비용 비율은 대기업이 0.24%, 중소기업이 1.75%
▪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불편은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서류제출 요구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행정부담 비용 절감을 목표로 소관부처 및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 회수의 축소 등 행정규제에 대
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
▪ 제출서류의 통합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괄 정리 등의 서류 제출방법의 재검토 필요
▪ 정부, 연구기관 등은 개별적 조사를 지양하고, 국세청, 통계청DB 등 기존 통계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중소･중견기업 R&D경쟁력과 기업재생정책 추진
가. 중소기업 부문의 일본식 기업재생정책 추진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낮은 생산성임.
▪ 2001~2010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6%였는 데 비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7.2%로 나타남.

 기술혁신 없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또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때 임금
의 상승도 가능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1인당 자본장비율을 유지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1인당 자본장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체
화된 기계장비로 개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일본 정부는 1999년도에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도입하여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을 주
도하여 장기불황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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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이
체화된 설비로 개체를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
▪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나. 중소기업 부문의 R&D투자 촉진과 상업화 촉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
▪ R&D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기업의 성장률 또한 빨랐음.
▪ 중소기업의 R&D투자 비율은 대기업의 R&D투자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은 R&D를 통해 얻은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경험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자금조달의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
▪ R&D사업화는 성공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기술개발투자에 대해 보수
적인 은행을 통한 융자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R&D에 대한 지원은 투자형식이 바
람직함.

다. 중견기업의 R&D 투자확대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R&D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중견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성숙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중견기업의
R&D투자는 설비투자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
▪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실제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R&D투자 정책
자금을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없는 상태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이나 산학연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의 참여 제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에서 배제, 기술취득 세
액공제에서 배제 등 기술개발 관련 정책지원에서 중견기업은 배제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
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필요

▶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국 기초정보의 제공
가. 국제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고용 성장율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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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그동안 국제화 노력이
미흡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근 그 비중이 현저히
저하하고 있다는 점

 중견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제품･기술개
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수출은 해외진출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넓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는 물론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전환이 필요
▪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해외진출을 꾀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를 확대해 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화에 기여

나. 기업 국제화를 위한 기초 정보제공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국제화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진출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의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임.
 정부가 환경변화에 따른 투자 및 수출관련 정보를 적시에 가공하여 중소･중견기업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
▪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해외마켓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 정부는 수출과 투자와 관련한 기초정보 구축 및 제공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에서 컨설팅업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정부가 수행한다면 시장 내 컨설팅업체의 해
외경쟁력은 증가할 여지가 없을 것임.

 관련국가의 법률 등 관련국 기초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번역･분석･정리하여 중소기
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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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가져오는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였다. 더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진하였다. 최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9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항을
통해 중견기업의 범위 지정 및 중견기업 지원방안 마련하였고, 2012년 9월에는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였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받던 혜택의 연장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산업발전법에도 이같은 내용을 법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발전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 시 중견기업은 기존의 혜택이 축소
되고 새로운 규제가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거나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
을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중견기업 정책추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프랑스는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economie)
제정 시 중견기업의 범위를 250~5,000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은 지
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
어, 다수의 지원정책을 통･폐합하는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즉, 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정책 수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분야를 한정하고 지원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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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정책은 ‘보호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위주의 대기업 정책’으
로 양분되어 왔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이라는 기업성장패턴을 성
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
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동인이 무엇이고 또 애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전체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기업의 분포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적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대
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과 함께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
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과 함께 인터뷰 방식의 사례조사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미 기존 논문 서베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로 5인 이상의 전체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의 규모분포를 분석하는
한편, 이중 기업규모 간 이동을 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을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시도한다는 점이다. 기업성장 요인을 검토할
경우에 기존의 연구는 Evans(1987)모형을 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 자료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로짓모델을 응용하여 기업규모 간의 성장동인을 분석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실증연구가 이제까지 전무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
별화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하는 경계선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의 상향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및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애로요인이 무
엇인가에 대해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하여 그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 → 중견･대기업으로의 규모 확대요인 분석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는 기업인터뷰 분석을 통해서 그 실체 파악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미 해외연구들은
중기업의 성장요인 및 고성장기업의 실태를 인터뷰기법을 이용해서 그 실체를 파악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 부분에 연구가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자 인터뷰를 통해 실태 파악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경계선 근방의 중소기업과
이행기업 3개 기업 및 7개의 경계선 근방의 중견기업 등 17개 기업에 대해 인터뷰방식의
1) 중소기업연구원, ｢프랑스 , 혁신 중소기업 지원정책강화｣, 2008.4.4.
http://db.kosbi.re.kr/doclist/view2.asp?c_code=all&s_code=1&pid=090140&seq=80411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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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실증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과제들을
정리하여 정책과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이
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석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규모 및 성장률 분포
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나이별로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별로 등 산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기업특성 요인, 재무적 요인 및 정책적인 요인
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기업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정책금융 수혜여부 자료가 존재하는 2005~2011년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며, 기업특성,
재무요인 및 정책변수 등 변수를 이용하여 규모성장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데
이터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를 중소･중견･기업집단으로 구분한다. 셋째로 고성장형 기업의
특성을 분석해 보기 위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알려진 World Class 300기업의 특성과
최근의 정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분석과 함께 경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성장애로 요인을 인터뷰 방식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중소
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경영환경적, 제도적, 정책적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중소기업들이 더 큰 규모로의 성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무
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로는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시각이 아니라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에서 향
후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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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규모의 분포
1.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업규모 분포
우리나라 기업은 분포 상 중견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산업의 3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공업 부문의 300인 이상 기업비율은 0.2%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유럽의 대기업 기준이 고용자 수 250인 이상인 기업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종사자 수 규모별 기업 수 비율
산업 대분류

종사자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9인

0.965

0.965

0.966

0.967

0.964

0.964

10~49인

0.029

0.030

0.029

0.028

0.030

0.031

50~299인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300인 이상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9인

0.856

0.851

0.851

0.853

0.845

0.840

10~49인

0.117

0.122

0.123

0.122

0.128

0.132

50~299인

0.025

0.024

0.023

0.023

0.024

0.026

300인 이상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전산업

광공업
[B,C,D]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 조사결과』, 2012.12.

2) 통계청(2012)은 국세청의 약 320만개 기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규모 별 기업분포 자료를 계
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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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주요 EU국가의 최근의 규모별 기업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아주 작은 규모의 소기업(micro－
enterprise) 및 종업원 수 10~49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50~249인의 중기
업(medium－sized enterprise)의 규모분포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덴마
크, 독일,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이 중기업 규모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국가는 대기업의 비중
이 낮은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하면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3)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루투갈 등은 대기업의 비중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0.1%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비중은 슬로바키아 0.9%를 비롯해서 독일
및 룩셈부르크 0.5%를 비롯하여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로마니아는 각각
0.4%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대기
업의 비중이 낮았다.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대기업의 중요성이 있다면 이탈리아
와 스페인의 정책결정자들은 스스로 어떤 요인이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는 것을 막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면 정책입안자들은 성장저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Korta(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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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의 국가별 기업규모의 분포(2008년)
(단위 : %)

기업 수(천)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20,994

92.0

6.7

1.1

0.2

Belgium

426

92.5

6.3

0.9

0.2

Bulgaria

270

88.7

9.2

1.9

0.3

Czech Republic

899

95.1

3.9

0.8

0.2

Denmark

211

85.0

12.2

2.4

0.4

Germany

1,880

83.0

14.1

2.4

0.5

Estonia

46

83.9

13.0

2.7

0.4

Ireland

158

87.8

9.9

1.9

0.3

Spain

2,653

93.1

6.0

0.8

0.1

Italy

3,947

94.3

5.1

0.5

0.1

Cyprus

47

92.3

6.4

1.1

0.2

Latvia

70

84.4

12.9

2.4

0.3

Lithuania

139

88.7

9.2

1.9

0.3

Luxembourg

17

85.8

11.5

2.2

0.5

Hungary

566

94.3

4.7

0.8

0.2

Netherlands

583

90.4

8.0

1.4

0.3

Austria

294

87.2

10.8

1.7

0.4

Poland

1,556

95.5

3.3

1.0

0.2

Portugal

778

94.0

5.1

0.7

0.1

Romania

506

88.9

8.8

1.9

0.4

Slovenia

93

92.4

6.1

1.3

0.3

Slovakia

59

71.2

24.2

3.7

0.9

Finland

202

91.7

6.9

1.1

0.3

Sweden

586

94.7

4.4

0.8

0.2

United Kingdom

1,731

89.3

8.8

1.5

0.4

주 : 영세기업(micro－enterprise) :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기업(small enterprise) : 종업원 수 10~49인,
중기업(medium－sized enterprises) : 종업원 수 50~249인, 대기업(large enterprises) : 종업원 수 250인 이상
자료 : Eurostat, Key Figures on European Business with a Special Feature on SMEs, 2011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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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중견기업의 산업별 분포
(1) 기초자료의 정비
본 보고서의 기업규모별 분포연구는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업데이터베이스
중 중소기업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로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였다. 물론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데이터베이스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
한 데이터도 구비해 놓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중소기업 부문의 데이터 품질은 다소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고용자 수 데이터와 관련
해서 한국기업데이터에 나타나 고용데이터 전부를 받아 처리하였다. 고용자 수 데이터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1년에도 여러 번 조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
서 실제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말로 조사된 근로자 수는 그대로 처리하였고
또 당해 연도 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연도 말 근로자 수와 근접한 고용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계열로 연결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기
업데이터베이스 만큼 중소기업 포괄범위가 넓은 기업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이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제약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이 분석을 위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 판단을 내릴 때에도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1~2011년까지 우리나라 5인 이상의 전체 기업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
졌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관련 기업데이터는 상장기업, 외감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재무･비재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의 기업자료
는 중소기업의 재무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자료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석기간은
2000년도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이후의 분석기간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기간은 2001~2011년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광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하
는 비제조업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기업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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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현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그러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을 포함하는 기업까지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또한 한국기업데이터 베이스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
책금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에 정책적 목
적으로 제공된 정책자금의 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정책금
융 수혜 정보는 받지 않았으면 0 또는 받았으면 1로 하는 더미변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지
만, 그 자체만으로도 정책금융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분석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4) 이들이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및 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중소･중견기업의 정의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중견기업의 법적인 정의는 산
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크게 두 가지, 즉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규모상
예외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2012.1.1시행) 및 3개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상(2012.1.1시행)인 경우5)에는
[부표 1]의 규모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둘째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
성 기준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행 독립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
4)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실제 정책금융 제공액 데이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정책금융수혜 여부를 나타내
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책금융 수혜액 자료는 대외비 자료로 분류되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자기자본과 매출액 상한기준은 2012.1.1부터 최초로 적용되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해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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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6) 등이다.
결국,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들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벗어나
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상이다.7)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7조에
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또한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규모
의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를 2009년 3월 25일에 법령에 반영하고, 1년 9개월 가량의 시행유예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 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다. 다만, 지배 종속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모두 관계기업인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

6)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
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
준히 제기되었다.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년에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해설, 2012.
8) 중견기업 확인제도란, 신청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동 확인제도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9)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
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
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
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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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여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것 또한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기업
에 속하는 기업명단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회사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2011년의 중견기업
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
자금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
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 방향의 재설정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
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서 중소기업
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0)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
기간이 소멸된다.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④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2012.1.1부터 적용) ⑤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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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모든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

주 업종

･ 매출액이 큰 업종

･ 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별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
･
･

･
･
･
･

적용
업종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

유예
기간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자기자본 1,000억 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자기자본 1,000억 원
매출액 1,000억 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예외를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1.1.1부터)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2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 이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 상한 기준 초과(’12.1.1부터)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범위해설, 2012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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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②는 중소기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
다고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즉,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
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
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중견기업에 속하는 경우 중견기업 이행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법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지원의 축소 및 규제의 증가를 최소
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이 작성･발표하는 사업체 기준 통계의 경우 분석단위가 개별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각종통계에
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선정 시 통상적인 종업원 수에 의한 분류기준을 활용함으
로써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수기준 적용에 따른 유형별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자본
금과 자본잉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기초자료 중 산업별 기업체 수의 분포는 [표
5]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원시자료에서 5인 이상의 기업자료를 정리하
여 보면 매년 기업체 수의 증감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모집단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11)

11) 지식경제부(2012.10.) 및 박상문･유영식(2011) 등에 의해 중견기업의 변화추이를 추계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의 변화추이와 함께 분석에 사용된 전체표본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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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기업 기업규모별 분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
기업

91,438

98,799

103,052

88,979

87,979

88,735

68,333

73,157

82,063

69,525

56,530

중견
기업

899

967

973

977

984

989

828

897

1,082

1,044

1,013

기업
집단

393

436

511

577

687

734

612

629

722

661

648

합계

92,730

100,202

104,536

90,533

89,650

90,458

69,773

74,683

83,867

71,230

58,191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원자료 중 5인 이상의 기업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3. 산업별･나이별 기업규모의 분포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금융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5인 이상 종업원 수를 갖는
전산업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금융업은 다른 산업과 재무자료의 처리
기준이 상이하며 공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고 분석하
였다. 또한 매출액, 고용자 수 및 자산총계 자료를 갖지 않는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이들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적인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도별 기업의 규모분포
우리나라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규모분포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Gibrat는 고용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분포를 분석하여 기업규모 분포는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취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는 달리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규모 분포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모양(positively skewed)을 한다는 연구결
과도 있어 실제 어떤 모양을 하는지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기업규모 분포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시간에 따라 기업규모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evolution
of the shape of the distribution over tim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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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이미 논의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2001~2011년도 기준의 우리나라 기업의 기
업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는 Segarra and Teruel(2012)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용자 수, 불변매출액, 불변총자산 등 3개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로그변
환한 값이다. 2001~2011년 기간에 매 3년의 그래프를 그려 보여주고 있고 전체기업을 다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Kernel 핵밀도함수 추정치(kernel density estimates)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규모 분포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비모수확률밀도
추정법인 핵밀도추정을 이용하였다.12) 비모수추정이란 분포의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로부터 직접 추정하여 연속적인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13)
고용자 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핵밀도추정의 값이 나타난 첫 몇 년간
규모가 작은 기업이 몰려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의 경우뿐만 아니라
2001~2010년 기간의 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자료를 이용하여 Kernel 밀도함수를 추정해 보면 고용자 수로 본
기업의 규모분포는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14) 고용규모로 볼 때에는
어떤 연도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규모가 평균보다 작은 기업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하여 기업규모가 조
금씩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2)  개의 관측치를 가진 확률변수  의 분포함수 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경우 분포함수에 어떤 함
수형태를 부여한 후 이를 모수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함수형태가 가지는 제약으로 인해 비모수
적 추정과 같이 정밀한 분포함수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확률분포 또는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비모수적으로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histogram)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
다. 예를 들어 확률변수의 값이 일 확률밀도함수 는 주변의 어떤 구간에 포함되는 실제관측치의
는 기본적으로 이산
상대적인 도수(relative frequency)를 구하여 추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추정된 
적 추정치이기 때문에 연속적이지 못하고 그 값이 점프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Kernel 추정법은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는 추정치로 보통 Epanechinikov Kernel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법은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을 알아내는 데 확률밀도함수의 추정은 중요하다. 예컨대 확률밀도함수
가 꼬리가 긴 분포를 갖는다든지 또는 꼭지점(최빈수)의 빈도가 크다든지 등의 특징을 구하는 것이다. 이
러한 분포에 대한 특징은 그 자료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남준우(2000) 참조.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Kernel은 epanechnikov kernel density estim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14) 정규분포 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각주 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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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기업의 고용규모별 기업분포

[그림 2]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용규모별 기업분포

위의 [그림 1]과 [그림2]에서 나타난 우측으로 경사진 모양의 분포는 성낙일 등(2010)이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그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이들의 연구에서
는 사업체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종업원 수를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여 Kernel 핵밀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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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그린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체 규모
분포는 정규분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 규
모분포에서 평균이 최빈값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분포가 최빈값을 기준으로 왼쪽보
다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우측왜도 또는 양의 왜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
였다. 반면, 이남순(2012)은 NICE 신용평가 정보의 기업자료(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
인)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로 종업원 수를 로그전환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
과는 성낙일 외(2010)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
을 하고 있어 우리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기업
규모분포가 1992년에서 1997년에 뚜렷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흘러
도 기업규모 분포의 모양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기업 규모
분포의 이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업규모 분포는 두 그룹 모두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규모 분포가 오른 쪽으로 기울어 지고 긴 꼬리를
이루는 분포를 이룬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사용한 데이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들의 연구
중 성낙일 외(2010)의 연구는 사업체 조사결과를 사용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는 표본을 사용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이남순(2012)의 연구
는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만을 포함하고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은 배제
된 데서 나오는 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인 이상의 기업체를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낙일 외(2010)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지 않았나 판단된다.
한편 기업규모 변수를 불변매출액의 로그변환값으로 하여 Kernel 핵밀도추정치를 구한
것이 [그림 3]이다. 한국기업데이터(주)가 제공하는 2001~2011년 기간의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려본 것이며 기업규모는 불변매출액의 로그값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로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 기업규모의 분포는 외관상 정규
분포에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
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다음 절에서
정규분포 검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불변매출액 분석결과와 불변총자산에 의해서
도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의 핵밀도추정치나 비제조업의 핵밀도추정치나 매우 비슷
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다만 비제조업의 경우 중간규모의 기업규모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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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기업의 매출액규모별 기업분포

[그림 4]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분포

Ⅱ. 기업규모의 분포

35

[그림 5] 전체기업의 총자산규모별 기업분포

[그림 6]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총자산규모별 기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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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분석에서는 고용, 매출, 자산의 분포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산업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다. 이러한 분포가 정규분포에서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없다. [그림
7]－[그림 9]는 2001년도와 2011년도 각각에 대해 정규분포와 대비시켜 그래프를 그림으로
써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15)
[그림 7]은 2001년과 2011년의 고용규모별 Kernel 핵밀도추정치와 함께 정규분포 추정
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으로 기업규모를 측정한 Kernel 핵밀도추정치는 정규분포
에 비해 우측경사가 크게 나타나며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변매
출액이나 불변총자산의 경우에도 고용의 분포 차이만큼 크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매출액규
모의 Kernel 핵밀도추정치는 정규분포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불변총자산의 경우에도
Kernel 핵밀도추정치는 정규분포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고용규모별 기업분포 : Kernel vs. Normal

15) 고용규모, 매출액, 총자산에 대한 정규성 검증결과(Skewness/Kurtosis tests for nomality) 모든 변수에
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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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불변매출액 별 기업분포 : Kernel vs. Normal

[그림 9] 불변총자산액 별 기업분포 : Kernel vs.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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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연령별 기업규모 분포
위의 분석은 연도별 기업의 규모분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업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적은 기업의 분포와 어떤 분포상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Cabral and Mata(2003)는 통상적으로 지지되어 온 두 가지 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기업의 성장률이 기업규모와 무관하다(Gibrat’s Law)는 것과 기업규모
분포는 안정적이며 거의 로그정규분포(log－normal)를 따른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적인 검증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사실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보다 완전한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해 보면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abral and
Mata(2003)는 두 번째 사실, 즉 기업분포의 정규성 가설도 역시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면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기업규모 분포는 우
측으로 치우친(skewed to the right) 분포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6)
Angelini and Generale(2005)는 Cabral and Mata(2003)가 검증한 것들을 대부분 타당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업규모 분포는 창업시기의 기업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분포
를 한다는 것이며 비스듬한 분포는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추
가적으로 기업규모와 자금제약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다. 자금제약과 기
업규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금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았다. 즉 기업규모 분포가 상대적으로 우측으로 비스듬한 형태
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치우침현상(Skewness)은 지속적으로 자금의 제
약을 받고 있는 기업일수록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자금제약과
기업규모 간의 관계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irillo(2010)는 기업 연령에 따른 밀도 함수를 추정한 결과 연령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기업규모 분포가 달라 기업규모 분포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연령이 아주 많은
기업에서만 로그정규 분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기업연령에 따른 기업규모 분포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기업을 연령별로 나누어 기업연령이 많아
지면서 기업규모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연령별 그룹의 기업규모가
16) 성낙일･신성철･조동혁･오수진(2012) 참조. 이들의 연구에서는 광공･제조업조사의 사업체자료를 활용하
여 고용규모 분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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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Segarra and Teruel(2012)은 2001~2006년까지의 스페인 제조업을 분석하여 기업규모
분포가 우측으로 비스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적은 수의 대기업이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공존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기업의 규모 분포
는 나이가 많은 기업 코호트를 포함하는 경우 로그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용변수와 매출변수를 이용한 핵밀도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들은 로그고용자 수와 로그매
출액을 기업의 규모분포를 분석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로그고용자 수의 기업규
모분포는 정규분포와 거리가 먼 모양을 나타낸 반면에 로그매출액의 모양은 우측으로 약간
편의된 모양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정규분포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었다.
Cabral and Mata(2003), Angelini and Generale(2008)와 Segarra and Teruel(2012)
는 연령별로 기업그룹을 나누어 기업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규모 분포가 어떻게 변
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업규모 분포는 우측으로 비스듬한 모양을 취하며 또한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한쪽으로 경사되는 모양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변수가 고용자 수인지 또는 매출액인지에 따라 기업규모분포상에 차이가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은 2001년과 2011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업력구간
별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것이다. 고용자 수, 불변매출액 및 불변총자산을 규모변수로 하여
2001년과 2011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규모를 그린 것이다. 기업의 업력구간은 분석
의 편의상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하였
다. 각 업력구간 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결과 업력이 증가할수록, 즉 기업나이가 많은
구간으로 옮겨갈수록 왼쪽으로 쏠려 있던 분포가 점차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측으로 경사된 모양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연령
이 많아지면 기업규모 분포는 점차 대칭적인 분포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는
장기적으로 로그정규 분포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abral and Mata(2003)는 기업
연령이 30년 이상이 되면 사업체 수가 적어지지만 기업규모 분포는 로그정규 분포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기업규모 분포는 30년 이상
의 기업나이가 된 경우조차도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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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업나이별 기업분포 : 고용

[그림 11] 기업나이별 기업분포 : 불변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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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업나이별 기업분포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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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 성장
1. 기업규모별 기업의 성과
본 절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성장성･안정성･
수익성 등 기업의 성과를 기간별로 계산한 결과를 분석한다.
우선 기업의 기간별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 [표 6]이다. 이에 따르면 2001~2011년 기간
에 중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약 6.6%를 나타내어 동 기간 중 기업집단 및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9.2%, 7.9%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이 2.8%를 나타낸 반면에 기업집단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업규모별 매출액성장율 및 고용증가율
중소기업

2001~2005
2006~2011
2001~2011

매출액
증가율
7.38
8.11
7.78

중견기업
고용
증가율
2.44
3.20
2.85

매출액
증가율
5.38
7.61
6.60

기업집단
고용
증가율
1.32
4.11
2.84

매출액
증가율
7.96
10.29
9.23

고용
증가율
0.93
3.87
2.53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 계산

[표 7]은 부채비율과 단기차입금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01~2011년 기간에 약 130%를 나타내어 동 기간에 108.5%와 104.9%를 나타낸 중견기업
과 기업집단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차입금 비율은 기업집단이 가장
낮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기업규모별 부채 비율 및 단기차입금 비율

2001~2005
2006~2011
2001~2011

중소기업
부채 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138.52
21.91
123.66
21.68
130.41
21.79

중견기업
부채 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117.75
11.05
100.71
12.25
108.45
11.70

기업집단
부채 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113.08
6.75
98.15
6.02
104.93
6.35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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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나 총
자산업영업이익률 모두 기업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견기업은 5.5%,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6%를 나타내었다. 2001~2011년 기간 중 총자산영업이익율은 중견
기업이 가장 낮았다.
[표 8] 기업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영업이익률
중소기업

2001~2005
2006~2011
2001~2011

매출액
영업이익률
4.47
4.72
4.61

총자산
영업이익률
6.27
5.93
6.08

중견기업
매출액영업
총자산
이익률
영업이익률
5.82
5.74
5.30
5.24
5.54
5.47

기업집단
매출액영업
총자산
이익률
영업이익률
7.96
7.53
10.29
6.11
9.23
6.76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 계산

2. 중소기업의 동태적 성장요인 기존문헌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대기업이 된 기업이 적다는 보고는 이미 2005년도의 김주훈
(2005)의 보고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1993년에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2003년
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는 14,315개로서 생존율이 25.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0인 이
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개
(0.01%)에 불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아 중소기업 성장장애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사업체조사결과를 기초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업체로 이루어진 기업체의 경우 다소의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있으나,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적다는 현실을 처음 지적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2011.7.)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新중견기업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
였다. 건설업･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 분야까지 분석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면 1만 2,036개
업체 중 171곳(1.42%)만이 최근 11년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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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된 관심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동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지금까지 국내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같은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같은 성장제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 기업성장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제시된 바 있다. 우선 이인권(2002)은
1991~2000년 기간 중의 제조업 외감법인 자료를 이용하여 Evans(1987)모형을 분석한 결
과, 기업의 나이가 증가하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성장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즉 Gibrat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Jovanovic법칙은 성립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성효용(2000)은 1993~1997년 기간 중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률과 기업규모 및 나이와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기업성장과 규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서정대(2007)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299인 규모의 기업의 기업규모 하락추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0인 이상 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 경영전략, 장애요인 등을 설문
하였다.
이병기(2009)는 1991~2005년간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성장 요인을 분석하여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발전 등 금융 발전이 기업성장을 가져다주는 중요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나 은행 발전 등 금융 발전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발전은 전통기업에서보다는 첨단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jo(2006)는 공공정책과 금융구조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
토하였다. 일본 제조기업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본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촉진법
(CBPL)과 금융구조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BPL 및 현금흐름은
younger SME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Kumar et al.(1999)는 유럽 15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국가별 평균 기업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효율적
인 법제도가 기업규모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Beck et al.(2003)은 44개국을 표본
으로 기업규모와 금융기관 및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자와 후자 간 양의 관계
가 성립함을 보였다. 반면 투자자 보호가 약한 나라일수록 자본투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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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능을 내재화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도 그만큼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기업규모 성장의 제약요인을 밝히
는 정책적인 함의가 상당히 크다. 아래에서 언급한 몇 안되는 연구결과는 이론 및 실증을
통해서 기업성장과 기업규모 간 이동 및 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시도한
연구들이다.
우선, Navaretti et al(2012)는 2001~2008년 기간의 광범위한 유럽기업 데이터를 사용
하여 기업규모의 축소･확대 등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기업규모 확대과정은 기업의 구조적･경제적･금융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기업규모가 확대되는 기업은 젊고 노동생산성이 높고, 자본집약적이며, 보다 잘
신용에 접근하였고 명확히 국제화되어 있으며, 혁신성향이 높은 기업이었다.
Saemundsson and Dahlstrand(2005)는 신생업체(start－up)에서 사업기회의 참신성
이 기술기반의 young firm의 성장을 가져오고 중견기업(mid－sized firm)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스웨덴의 262개 기술기반 young firm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사업기회와 중견기업이 될 확률을 관련시키는 로짓회귀 모델을 추정
하였다. 새로운 시장지식에 기초해서 사업기회를 찾는 기업은 기존의 시장지식에 기초하여
사업기회를 찾는 기업보다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
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지식에 기초한 기업은 외부자금을 활발하게 찾아서 조달하는 경
우 높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Earle and Lup(2004)은 루마니아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외부자금
의 이용가능성이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고 조세부담 증가가 기업성장을 억제한다는 분석결
과를 얻고 있다.
Lopez－Garcia and Punte(2011)은 스페인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성장
기업을 1로 하고 저성장기업을 0으로 하는 프로빗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성장요인을 분석하
였다. 상대적 임금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고속성장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인간자본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arabi(2005)은 모로코 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면서 매출액 성장률을 3분하여 양의
성장률을 나타낸 경우 3, 성장률이 불변인 경우 2, 음의 성장률을 나타낸 경우 1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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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업나이, 기업위치, 법적형태, 혁신능력, 제품다각
화정도, 시장구조, 시장수요, 규제･정책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양질의 노동자･
경영자가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규제가 있는
경우 기업성장이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Rubini et al(2012)의 연구는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들은 유럽 7개국의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탈리아와 스
페인은 독일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중소기
업의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혁신비용이 높은 데 기인하며 스페인의 경우는 높은 무역비용과 높은 혁신비용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려면 혁신을 촉
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반면 스페인은 무역비용을 낮추고 국제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혁신비용을 낮추면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평균적으로 혁신비용 1%의 감소는 기업성장을 약 1.2% 증가시키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반면 무역비용 1% 감소는 기업성장을 약 0.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이 혁신을 하는 데 따르는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성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 규모성장 요인분석
(1) 로짓분석 모형
본 장에서는 상위 기업규모로 이동하는 경우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기업특성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정부정책 요인 등을 고려하여 어떤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정책 요인은 기업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걸맞는 정량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수혜여부 데이터를 이
용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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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규모군이 상위규모로 이동하
는 것을 이항변수로 구체화하여 로짓모형(logit model)을 추정하였다.17) 로짓모형 추정방
법은 본 분석과 같이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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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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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는 관측되지 않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관찰이 가능한   는
계층이동 여부에 대한 범주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는 일반적으로     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다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식(1)의 표준적인 로짓
회귀분석(logit regression)을 통해  그리고  의 추정치벡터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이때    일 확률은 (3)과 같이 구해진다.18)


   P r      P r    

 

 



 

(3)



       

 





 

F는 오차항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만일 u가 대칭
적(symmetric)이라면, 1－F(－Z)=F(Z)이기 때문에 (3)의 식은 (4)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4)

이때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과 같이 쓸 수 있으
exp  

며,  의 누적분포가 로지스틱분포를 갖는다면,         
이기 때문에
  exp  


다음과 같은 우도함수를 만들 수 있다.
exp   

           



 exp 
 exp  

(5)

이때 구해진 회귀계수가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계수가 된다.
17) Probit Model을 추정한 결과도 Logit Model을 추정한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본 문중에는 Logit
Model추정결과만 보고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Panel Logit Model과 Panel Probit
Model을 추정하여 보았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
18) 다항로짓모형의 이론적인 설명에 대서는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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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추정계수는 기업규모 상태의 변화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를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기업특성변수인 기업나이와 함께
재무변수인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변수 및 부채비율의 제곱항을 고려하였고 자본집
약도 변수와 산업변수로 연구개발투자비율 변수를 고려하였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율 변수가 미싱데이터가 많아 사용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변수는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은
산업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상위기업규모로 이동･성장해 가는 데 어떤 영향을 주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변수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인    는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실증분석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변수는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중소기업
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행한 기업을 1로 보고 그렇지 않고 잔류한 기업을 0으로 하는
변수이다. 두 번째로는 중기업에서 중견･재벌기업으로 성장･이행한 기업을 1로 보고 그렇지
않고 중기업에 잔류한 기업을 0으로 하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는 경계선상의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행한 기업을 1로 하고 경계선상의 중기업에 계속 잔류한 기업으로 0으
로 하는 분석이다.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재벌로 매년 이행한 기업을
분석하는 ‘신규중견기업’ 분석과 중기업에서 한번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은 모두 계속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것으로 ‘계속중견기업’ 분석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같은 시도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표본이
변화할 때 분석결과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는 기업나이,  는 매출액영업이익
률,  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수혜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1이면 수혜기업, 0이면 비수혜기업이다. 그리고  은 부채비율로서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는 위의 부채비율의 제곱을 의미
한다.  는 각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하고  은 자본집약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유형고정자산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19)  은 단기차입금 비
율로서 단기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증 분석과정에서는 산업더
미와 연도더미를 넣어 추정한 모형과 넣지 않고 추정한 모형을 함께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19) 이인권(2002)의 기업성장 동학분석에서도 유형고정자산/매출액 변수를 자본집약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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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본 장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앞 장에서 사용한 전체기업 자료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업분석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변수에
존재하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연속변수로
사용된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단기차입금 변수는 상하1%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20)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수혜 여
부를 나타내는 자료는 2005년부터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의 실증분석에서는
2005~2011년의 7개년간의 분석에 국한하였다. 둘째로 실증분석에서 연속자료로 사용되
는 변수 즉, 총자산이익률, 부채비율 등 변수들은 양측 1%의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행하는 기업을 구체적
인 변수로 만들기 위해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2개의 방식으로 이항변수를
만들었다. 하나는 한번 중견기업이면 영원한 중견기업이라고 하여 만든 표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매년 중견기업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진 중견기업 표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행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성장한 표본, 중기업에
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성장한 표본, 경계선상의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성장한
표본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
한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에 따랐으며21) ‘경계선 상의 중기업’은 정연승 외(2007)
의 정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직 없는 규모
가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게 되어 지나치게 경계선상의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연승 외(2007)는 경계선상의 기업을 “기술과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혹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4개
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그룹별로 협의의 경계선상 기업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

20)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경우, 오염된 자료, 타이포 에러, 비이상적인 재무자료와 흔히 접하
게 되고 이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실무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ulan(2005)의 방
법론을 따라 양측 극단치 1%씩을 제거하고 추정하였다.
21) 중소기업 관련 규모기준은 상당히 복잡하다.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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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룹별로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면, 부동산 및 임대업(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편의상 앞의 숫자는 상시근로자 수, 뒤의 숫자는 매출액으로 표시함)
은 35명 이상, 35억 원 이상, 하수･폐기물처리･교육･수리 등 산업(100명, 100억 원)은 45
명, 45억 원, 농업･임업･전기･가스･도소매･금융･예술 등 산업(200명, 200억 원)은 95명,
95억 원, 출판･영상･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보건업 등 산업(300명, 300억 원)은 107명,
107억 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 광업, 건설업과 일부 운송업은 중간값 이상, 즉 150명이상
및 15억 원 이상을 ‘경계선상의 중기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9]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

79,635

79,837

62,220

66,582

73,525

62,489

5,1084

중기업

14,950

15,425

11,804

12,348

14,940

13,590

1,1476

경계선상의 중기업

5,754

6,074

4,827

4,998

6,365

6,059

5,348

게속중견기업

448

462

429

417

450

444

408

신생중견기업

84

72

60

64

70

97

102

[표 10] 전체기업의 이동성 추이
기업규모 이동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계속중견기업

0.56

0.58

0.69

0.63

0.61

0.71

0.80

중소기업→신생중견기업

0.11

0.09

0.10

0.10

0.10

0.16

0.20

중기업→계속중견기업

3.00

3.00

3.63

3.38

3.01

3.27

3.56

중기업→신규중견기업

0.56

0.47

0.51

0.52

0.47

0.71

0.89

경계선상의 기업→계속중견기업

7.79

7.61

8.89

8.34

7.07

7.33

7.63

경계선상의 기업→신생중견기업

1.46

1.19

1.24

1.28

1.10

1.60

1.91

사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2011년 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한 기업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이동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까지 분석에 포함하
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경계선상의 기업’의 개념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요인을 분석할 때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중소기
업이지만 곧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에 그대로 잔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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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상의 중소기업과 이 기업 중 실제 중소
기업으로 이행한 중소기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중기업에
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하였는지의 여부로 나타내었다. 즉 중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상
향이동한 경우를 1로 하였고 중기업에 그대로 잔류하였으면 0으로 하는 이항변수를 종속변
수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그 이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22)
첫째로 기업나이 변수이다. 성장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나이가 많은 기업은 실질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다. 따라서 통제변수로 기업나이를 넣어 추정하였다. 둘째로
이윤율을 사용하였다. 이윤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윤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유보의 축적을 통해서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로 정책자금 수혜여부를 고려하였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
단의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를 고려하였다.
정책변수는 정부정책의 정도에 따라 기업들이 받는 수혜의 정도에 따라 어떤 성장경로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우선 정책금융 변수를 고려하였
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를 분석하기 위해 신보･기보･중진공의 정책자금 공여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섯
째, 부채비율과 단기차입금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외부차입금 용이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채비율과 은행차입금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확장을 위해 자본조달
이 필요하다. 정보비대칭, 유형의 담보부족, 현금흐름의 문제로 인해 어떤 기업은 성장을
어렵게 하는 자금조달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는 성장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로 산업별 자료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 자료를 추정에 고려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기업별 연구개발투자액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많은 기
업이 연구개발투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너무 많은 미싱값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은 고도기술산업 내
22) Navaretti et al(2012), Saemundsson and Dahlstrand(2005), Brown, Earle and Lup(2004), Lopez－
Garcia and Punte(2011), Harabi(2005), Rubini et al(2012) 등에서 이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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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기술진보율이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률 또한 높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23) 산업별 연구개발 비율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
구개발활동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원시자료에는 개별산업의 연구개발
자료가 세분류별로 제공되고 있어서 현재의 기업자료와 산업분류를 일치시켜 분석하는 것
이 가능하다. R&D정도에 따라 기업규모의 이동･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고R&D산업과 저R&D산업을 구분하여 고R&D산업을 1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정식에 고
려하였다.

4. 추정결과
(1) 전체기업 분석결과
[표 11]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를 보여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기업나이,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부채비율의 제곱, 단기차입금 비율, 자본집약도 및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요인으로 정책자금 수혜여부가 개별기업의 규모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정책자금 수혜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분석은 산업더미 변수와 연도더미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와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상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지만 Pseudo   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
도는 로짓분석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연령 변수는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특
정한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규모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업나이가 증가할수록 기업규모의 이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23) Coad(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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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이 높아지면 내부 유보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해 사용할 가용자원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부채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채비율의 제곱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지나가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중기업이 중견기업
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넷째로 산업 R&D변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될 확률을 더욱 높여주는 변수
로 나타났다. R&D비율은 산업변수로서 R&D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이동하는 기회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업의 규모 이동에 있어서 연구개발투자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로 자본집약도가 높아지면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매
출액 대비 유형고정자산으로 측정한 자본집약도 변수가 증가하면 투자 등이 많이 발생하였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상향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로 단기차입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어 단기차입금이 늘어
나면 날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성장해 가는 데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자금 수혜여부변수는 일관성 있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의 정책자금을 수혜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자금 수혜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그대로 잔류하
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소기
업이 받는 정책자금 혜택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불이
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이행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자 수 300명이 넘거나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으
로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기업쪼개기, 인원조정, 해외진출 등 여러 가지 기업축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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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계속중견기업

age

prof

poloan

dbr

dbr2

rnd

(1)

(2)

(3)

(4)

(5)

(6)

0.5967***

0.5436***

0.5118***

0.5540***

0.5276***

0.4760***

(0.027)

(0.028)

(0.034)

(0.030)

(0.030)

(0.036)

0.0092***

0.0086***

0.0044*

0.0075***

0.0076***

0.0040*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9480***

-0.9309***

-0.8573***

-0.9251***

-0.9260***

-0.8720***

(0.044)

(0.044)

(0.049)

(0.044)

(0.044)

(0.050)

0.0258***

0.0269***

0.0408***

0.0233***

0.0238***

0.0367***

(0.004)

(0.004)

(0.006)

(0.004)

(0.004)

(0.006)

-0.0003***

-0.0003***

-0.0004***

-0.0002***

-0.0002***

-0.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6***

0.0058***

0.0050***

0.0031***

0.0030***

0.003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08***

0.0011***

0.0006***

0.0008***

(0.000)

(0.000)

(0.000)

(0.000)

klr

srdbr

-0.0185***

-0.0162***

(0.002)

(0.002)

산업더미

N

N

N

Y

Y

Y

연도더미

N

N

N

Y

Y

Y

상수

-4.968***

-4.6552***

-4.5530***

-5.8597***

-5.7234***

-5.2193***

(0.124)

(0.131)

(0.195)

(0.311)

(0.312)

(0.344)

1864

1905

1565

3052

3064

24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733

0.0750

0.0846

0.120

0.121

0.130

LR chi2

Pseudo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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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

age

prof

poloan

dbr

dbr2

rnd

(1)

(2)

(3)

(4)

(5)

(6)

0.5183***

0.4819***

0.4375***

0.5193***

0.4954***

0.4327***

(0.062)

(0.064)

(0.075)

(0.066)

(0.068)

(0.079)

0.0232***

0.0219***

0.0190***

0.0209***

0.0204***

0.0169***

(0.005)

(0.005)

(0.006)

(0.005)

(0.005)

(0.006)

-1.0711***

-1.0629***

-1.0443***

-1.0600***

-1.0621***

-1.0718***

(0.101)

(0.101)

(0.112)

(0.102)

(0.102)

(0.113)

0.0312***

0.0317***

0.0355***

0.0317***

0.0320***

0.0359***

(0.009)

(0.009)

(0.014)

(0.009)

(0.009)

(0.014)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63***

0.0061***

0.0058***

0.0033***

0.0033***

0.0039***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5*

0.0007**

0.0005

0.0006*

(0.000)

(0.000)

(0.000)

(0.000)

klr

srdbr

-0.0166***

-0.0138***

(0.004)

(0.004)

산업더미

N

N

N

Y

Y

Y

연도더미

N

N

N

Y

Y

Y

상수

-6.9864***

-6.7612***

-6.4163***

-7.5698***

-7.4448***

-6.7610***

(0.291)

(0.310)

(0.442)

(0.658)

(0.661)

(0.731)

344.4

347.5

293.5

549.4

551.2

449.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515

0.0520

0.0593

0.0823

0.0826

0.0911

LR chi2

Pseudo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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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기업에서 중견･재벌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계속중견기업

age

prof

poloan

dbr

dbr2

rnd

(1)

(2)

(3)

(4)

(5)

(6)

0.5515***

0.4848***

0.4191***

0.4886***

0.4541***

0.3687***

(0.025)

(0.026)

(0.031)

(0.027)

(0.028)

(0.033)

0.0099***

0.0091***

0.0040*

0.0076***

0.0078***

0.003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1.0813***

-1.0586***

-0.9899***

-1.0477***

-1.0487***

-1.0008***

(0.042)

(0.042)

(0.047)

(0.043)

(0.043)

(0.048)

0.0271***

0.0285***

0.0383***

0.0249***

0.0256***

0.0331***

(0.004)

(0.004)

(0.006)

(0.004)

(0.004)

(0.006)

-0.0003***

-0.0003***

-0.0004***

-0.0003***

-0.0003***

-0.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7***

0.0044***

0.0036***

0.0016***

0.0016***

0.001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0***

0.0013***

0.0008***

0.0011***

(0.000)

(0.000)

(0.000)

(0.000)

klr

srdbr

-0.0170***

-0.0143***

(0.002)

(0.002)

산업더미

N

N

N

Y

Y

Y

연도더미

N

N

N

Y

Y

Y

상수

-4.6317***

-4.2429***

-3.9589***

-5.5897***

-5.4169***

-4.7164***

(0.115)

(0.122)

(0.180)

(0.307)

(0.308)

(0.336)

2139

2217

1760

3453

3483

266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763

0.0791

0.0873

0.123

0.124

0.132

LR chi2

Pseudo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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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기업에서 중견･재벌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

age

prof

poloan

dbr

dbr2

rnd

(1)

(2)

(3)

(4)

(5)

(6)

0.4826***

0.4326***

0.3639***

0.4566***

0.4292***

0.3440***

(0.057)

(0.059)

(0.070)

(0.062)

(0.063)

(0.074)

0.0238***

0.0220***

0.0179***

0.0205***

0.0200***

0.0157***

(0.005)

(0.005)

(0.006)

(0.005)

(0.005)

(0.005)

-1.1590***

-1.1464***

-1.1295***

-1.1396***

-1.1416***

-1.1600***

(0.097)

(0.097)

(0.108)

(0.097)

(0.098)

(0.108)

0.0309***

0.0315***

0.0374***

0.0315***

0.0319***

0.0370***

(0.009)

(0.009)

(0.013)

(0.009)

(0.009)

(0.013)

-0.0003***

-0.0003***

-0.0004***

-0.0003***

-0.0003***

-0.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50***

0.0047***

0.0046***

0.0020*

0.0020*

0.002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7***

0.0010***

0.0006**

0.0008**

(0.000)

(0.000)

(0.000)

(0.000)

klr

srdbr

-0.0153***

-0.0120***

(0.004)

(0.004)

산업더미

N

N

N

Y

Y

Y

연도더미

N

N

N

Y

Y

Y

상수

-6.6284***

-6.3205***

-5.9920***

-7.1629***

-7.0203***

-6.3620***

(0.269)

(0.286)

(0.414)

(0.646)

(0.649)

(0.714)

397.4

405.0

327.4

615.8

618.9

488.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534

0.0545

0.0607

0.0829

0.0833

0.0906

LR chi2

Pseudo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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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경계선상의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계속중견기업

age

prof

poloan

dbr

dbr2

rnd

(1)

(2)

(3)

(4)

(5)

(6)

0.2387***

0.1663***

0.1390***

0.2286***

0.2060***

0.1582***

(0.027)

(0.027)

(0.032)

(0.029)

(0.029)

(0.034)

0.0093***

0.0089***

0.0074***

0.0112***

0.0115***

0.011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5813***

-0.5537***

-0.5177***

-0.6080***

-0.6093***

-0.5874***

(0.045)

(0.045)

(0.050)

(0.046)

(0.046)

(0.052)

0.0280***

0.0296***

0.0469***

0.0274***

0.0279***

0.0429***

(0.004)

(0.004)

(0.006)

(0.004)

(0.004)

(0.007)

-0.0003***

-0.0003***

-0.0004***

-0.0003***

-0.0003***

-0.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64***

0.0059***

0.0049***

0.0028***

0.0028***

0.0023***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2***

0.0015***

0.0008***

0.0010***

(0.000)

(0.000)

(0.000)

(0.000)

klr

srdbr

-0.0193***

-0.0208***

(0.002)

(0.002)

산업더미

N

N

N

Y

Y

Y

연도더미

N

N

N

Y

Y

Y

상수

-3.3601***

-2.9144***

-2.9567***

-3.6486***

-3.4843***

-3.2906***

(0.128)

(0.133)

(0.199)

(0.322)

(0.323)

(0.359)

721.6

825.1

784.4

1615

1640

149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74

0.0428

0.0559

0.0838

0.0852

0.107

LR chi2

Pseudo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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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경계선상의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

age

prof

poloan

dbr

dbr2

rnd

(1)

(2)

(3)

(4)

(5)

(6)

0.2330***

0.1718***

0.1498**

0.2363***

0.2111***

0.1669**

(0.060)

(0.062)

(0.071)

(0.064)

(0.065)

(0.074)

0.0255***

0.0235***

0.0235***

0.0262***

0.0256***

0.0249***

(0.005)

(0.005)

(0.006)

(0.005)

(0.005)

(0.006)

-0.7895***

-0.7706***

-0.7780***

-0.7943***

-0.7987***

-0.8300***

(0.101)

(0.101)

(0.112)

(0.102)

(0.102)

(0.113)

0.0332***

0.0341***

0.0411***

0.0332***

0.0334***

0.0398***

(0.009)

(0.009)

(0.014)

(0.009)

(0.009)

(0.014)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63***

0.0059***

0.0057***

0.0028**

0.0029**

0.0034**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9***

0.0011***

0.0007**

0.0008**

(0.000)

(0.000)

(0.000)

(0.000)

klr

srdbr

-0.0162***

-0.0161***

(0.004)

(0.004)

산업더미

N

N

N

Y

Y

Y

연도더미

N

N

N

Y

Y

Y

상수

-5.7329***

-5.3462***

-5.2256***

-5.7799***

-5.6120***

-5.2921***

(0.294)

(0.308)

(0.440)

(0.664)

(0.666)

(0.737)

181.0

194.0

184.2

354.4

359.5

326.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16

0.0339

0.0435

0.0620

0.0629

0.0773

LR chi2

Pseudo



주 :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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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인 사례조사
1. 사례조사 대상기업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상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었다가 최근 중견기업으로 이동한 기
업을 대상으로 그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과 함께 이행에 따른 애로 요인을 인터뷰 방식
으로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 한 분석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업규모이동 결정요인 분석
이었으나 기업규모 간 이동에 있어서는 양적인 실증분석으로 파악이 어려운 여러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성장애로 요인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과 함께, 중견기업으
로 이행한 이후에 어떤 기업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하는가 또 기업성장을 위해 어떤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상의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관련회사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사례
조사는 2013년 3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17여 개의 기업
을 선정하여 인터뷰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졌다.24) 우선 2011년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찾아내었다. 우선 지역별･산업별로 인터뷰 대상 중소기업을 선택하였고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 중인 기업 및 이행하여 이미 중견기업인 기업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중소기업 7개 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 중인
기업 3개 및 7개의 중견기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17개 중소･중견기업의 각 기업의
관련자와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의 규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
로 선정하였지만, 이 이외에도 지역과 산업, 업력 등을 고려하여 규모 이행기의 대표기업들
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인터뷰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전화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24)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업력 등을 고려하여 추출하였지만 소규모기업의 인터뷰 응답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약 3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전화인터뷰 요청을 하였지만 20여 개의 기업만이 인터뷰
에 응했고 인터뷰에 응한 2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인터뷰 내용이 부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인터
뷰에 응해주신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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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에 응한 기업의 주요한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25)
[표 17] 주요 인터뷰 대상기업(2011년 기준)
기업명

종업원
수

매출액
(2011년)

산업구분

지역
(본사주소)

나이

중소/중견

A기업

212

632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기

6

중소

B기업

301

4,353억

1차 금속 제조업

경북

23

중견

C기업

250

937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기

14

중소

D기업

239

3,395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경기

17

중견

E기업

288

505억

출판업

경기

13

중소

F기업

281

1,457억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경기

27

중견

G기업

148

580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서울

12

중소

H기업

303

651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대구

23

중견

I기업

223

889억

식료품 제조업

서울

4

중소

J기업

112

3,242억

1차 금속 제조업

경북

17

중견

K기업

248

418억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경기

2

중소

L기업

247

763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남

36

중소

M기업

284

1,869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충남

16

중견

N기업

251

1,604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인천

26

중견

O기업

308

920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대구

33

중견

P기업

299

2,622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산

44

중견

Q기업

291

2,376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경기

7

중견

25) 필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해 주신 IBK경제연구소의 동학림 본부장님과
조봉현 박사님, 산업은행의 최원 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고성진 선임연구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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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중견기업 경계선상의 기업사례 분석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의 사례연구 중 인터뷰 방식의 조사를 통해 기업의 규모이동･성
장을 분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 일부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분석한 사례가 일부 있다. 특히 North(2011)는 중기업(mid－firm) 성장을 35
개 중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 기업의 성장지향성(growth orientation)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업성장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 성장전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지향하는 기업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성장목표와 달성도, 투자수준과 자금조달, 판매시장과 수출, 기업의 경영능력, 정부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성장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어느
산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수출이 기업성장의 중요요
인이었고 중견기업의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금융은 성장의 장애를 가져오
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 영국의 스코트랜드 지역의 고성장기업을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다. Mason and Brown(2010)은 스코트랜드지역의 고성장기업과 관련한 문헌조사와 함
께 22개 고성장기업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26)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코
틀랜드 고성장기업은 대부분 글로벌기업이었으며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원활하게 잘
하는 기업이었고 고성장기업은 고용자들의 질, 제품의 혁신성 등 다양한 핵심역량을 갖고
있었다. 많은 고성장기업들은 외부자금 조달을 증가시켰고 초기단계의 금융지원이나 해외
시장진입을 위한 지원 등 정부지원이 매우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enrekson and Johansson(2008)은 기업성장이 지식의 생성과 적용에 의해 이루어진
다고 하며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인 제도라고 보았다. 고도성장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들의 특성을 조세, 노동,
상품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높은 조세나 노동시장의 규제는 전문가 집단의 생성과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업성장을 어렵게 하며, 상품시장을 보다 경합적인 상태로 만들
때에 혁신이 상업화되고 고도성장기업의 생성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보았다.

26) 이들의 분석에서 원래는 95개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desk research)을 거친 후 22개 기업의 인터뷰를
대면(face to face) 방식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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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업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인터뷰
시 기업성장동인, 기업의 혁신능력, 기업의 국제화 관련 요인, 기업규모 이동･성장과 관련
된 정책･제도요인 및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첫째, 기업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둘째, 당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성장 요인 중 애로를 겪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자금조달,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정책자금 사용의 문제점과 함께 은행 및 자본시장
을 통한 자금조달상의 애로요인을 질문하였다.
셋째, 기업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넷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다섯째, 기업성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여섯째, 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 등 국제화와 함께 R&D의 현황과 제도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R&D의 측면과 규모의 경제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시장 확대, 즉 해외시장
개척의 애로요인을 질문하였다.
일곱째, 기업성장과 관련된 규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질문하였다.
정부정책･제도 및 기업규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 나타난 제도적･정책적 요인을 구체화하여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
책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 중소기업 및 이행 중인 기업의 행태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우대 등의 정책자금 지원정책, 조
세지원정책, 정부조달정책 등 다수의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중견기업연합회(2012)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3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자회사 설립
및 분사, 임시근로자 고용증대 등 편법 사례가 발생27)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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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외(2007)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추가적 조세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받아 기업재무 측면에서는 물론 기업경영 전반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제조업에 한정하여 혜택
의 크기를 검토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실효세율에서 -0.8-4.1%, 이자율에서 0.1-1.3%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실효세율에서 2.3%, 이자비율에서 1.3%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총자산순수익률이 0.8% 포인트 유리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단순하게 중소기업
과 대기업을 비교하여 나온 이 결과는 범위조정으로 중소기업으로 되거나 대기업으로 되면
이 비율만큼 기업의 경영여건이 변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8)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보호의 정도가 격차가 발생하면서 성장정체를 경
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 간 보호정도의 차이가 기업규모 간 이동을 제약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에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는 순간 고용보호의 수준
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어느 문턱수준(threshold) 이하의
기업 수를 증가시키고 그 수준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고용보호가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넘는 기업의 경우에 더 가
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Schivardi and Torrini(2004)는 고용보호법제 조항이
고용자의 수가 어느 선(threshold)을 넘는 기업규모에서 더 엄격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라 해고비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해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Schivardi and Torrini(2004)는 문턱효과가 기업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
고 있다. 즉 문턱경계상의 기업에서 성장가능성은 문턱이 없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낮아
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Garibaldi et al.(2003)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rule)가 있어야 한다. 판사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는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15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은 불법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상하여야 하고 최소 2.5개월에
서 최대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severance payment)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고한 날부터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또 그 근로자를 재고
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근로자가 재고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는 15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대부분의 해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해결되

27) 대한상공회의소(2009) 참조.
28) 정연승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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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재고용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에게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의 차이와 변화는 기업성장 및 기업규모 간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억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행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나누어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경계선상의 기업의 행태와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중에는 저기술산업도 포함되어 있고 World Class 300기업과 같은 고기술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는 중복되는 진술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표적인 하나의 진술로 통합하
여 정리하였다.

(2) 중소기업의 성장애로 요인
본 연구를 위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애로요인이 있는가에 질문이 집중되었
다. 우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한결같
이 자금과 인력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기업성장 관련 주요 애로요인 :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 구분
경계선기업의 행태

내용
－ 중소기업 기준의 모호성
－ 고용조정
－ 꺾기 존재 및 대표이사 입보관행

자본조달

－ 기술능력보다 재무재표에 의존한 기업평가
－ 중소기업 당 적은 대출금액

정책금융
노동･인력

－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에 의존한 대출
－ PCBO 발행 확대 필요성
－ 고급인력, 특히 R&D 인력 채용의 어려움 호소
－ 우수인력의 확보･유지 어려움
－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필요

R&D투자

－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및 도덕적 해이 발생
－ 중소기업 입장에서 R&D 상업화 자금지원(R&DB) 필요

66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표 18] 계속

구분

내용
－ 중소기업 국제화 위한 기초정보 제공 필요성

수출･국제화

－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
－ 기업성장의 원동력은 R&D를 통한 경쟁력 확보

규제완화･행정부담
대기업성장
정부조달시장
World Class 300

－ 중소기업규제는 일부 존재
－ 정부부처의 행정처리 부담
－ 대기업성장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
－ 정부조달시장 참여 시 독립 중소기업 차별
－ 인지도 상승효과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입보관행과 꺽기관행이 여전히 부분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보다는 재무
제표를 이용한 은행의 대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력 등과 같은 질적 평가
보다는 매출액, 이윤 등과 같은 재무제표상의 성과를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더구나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기술력보다는 재무능력을 보고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모별로 정책자금의 대출액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G기업 “꺾기도 일부 있고요. 보증도 서죠. 대주주라든가 아님 대표이사 보증까지 다 서구요.”
L기업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서는 1차적으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신용으로 대출하는데 신용으로 대출하자면 한도가 있습니다.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를 끊어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1차적으로 보는 건 재무제표를 보고
요. 은행에서는 매출을 최소 100억 원 이상 돼야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더라고요. 100억
원 미만이면 그때부터 색안경 끼고 좀 유심히 보고 범위를 좁히는 거죠.”
C기업 “기보, 신보, 중진공과 같은 기관의 평가기준은 뭐냐면 어느 정도 기업 성장성이나 매출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기술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능력보다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E기업 “사실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많이 지원은 되거든요. 여러 회사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이
가야 되서 그런지 한 회사당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로 보면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한 회사에 한도를 설정하는 게 맞는 것은 같은데 금액 한도가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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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기업 “기술성이라든가 미래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그런데 배점을 좀 높여 주면 좋겠어요. 현재는
재무상태가 안 좋은데 앞으로 저 아이템이 세계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비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좀 더 줘서 대출하는데 유리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기업 “중진공이나 신보나 이런 측면보다도, 금융기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무쪽에서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자금지원이든 차입이든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평가의 문제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재무제표라든지 양적인 평가입니다. … 질적인 평가부분
들에 평가의 비중을 좀 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업성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E기업 “지금 일부는 PCBO라고 해서 자금을 중소기업청이든 아니면 같이 pool로 묶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단일회사로서는 우량한 회사들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열위에 있는 회사도 있고 이렇
게 되면 전체로 pool로 묶어서 P-CBO를 발행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력수급 부문이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고급인력, 특히 R&D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려면 뭔가 세계적인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1･2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하거나 수입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어렵
지만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L기업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기 힘들어요. 특히 고급인력을 뽑기 힘들어요. 첫 번째로 자금이고
두 번째로 인력채용이 힘들어요. 연봉 자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낮고 초임이 대기업은 3,000만 원이
라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C기업 “기업이 크려면 새로 고급 인력이 와서 기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급인력이 안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려면 뭔가 세계적인, 아니면
국내에서 1･2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거나 외국제품이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연구원을 뽑아서 또 몇 년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고급인
력이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더딘 경우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많아지지요.”
I기업 “인력 채용에 있어서 평범한 인력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뽑는 경우
에도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수한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E기업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개발인력, 즉 얼마만큼
우수한 인력을 계속 확보･유지를 하고 개발을 잘 하고 결과물도 잘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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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R&D투자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R&D투자와 관련한 부실투자 및 도덕적 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중소기업의
R&D활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R&D투자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기간이 매우 길고 투자자금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C기업 “저희는 R&D를 꼭 해야 합니다. 세계 일류 상품, 세계 제품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상품이
저희에게는 사실 없어요. 국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가기가 힘든 거죠. 해외
로 나가려면 부품기술도 있어야 해요.”
A기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 과제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했는데 지금 정부과제를 저희 업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KAIST나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곳에서 같이 호흡을 하거든요. 그런 진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관과 같이 기술개발을
하는 게 정말 중소기업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I기업 “최근 진행한 두 건의 연구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연구비는 받되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지원을 받으면 중간에 평가 단계가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영자의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C기업 “정부에서 R&D자금 지원도 있지만,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
거든요. 엄청난 자금과 고급인력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걸 제가
해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개발은 되는데 상품화 과정이 어려워요. R&D를 했다
하더라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원가절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원가절감이 안 되면
시장에 내 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R&DB, 다시 말해 R&D에 끝내지 말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는 것이거든요.”
C기업 “물론 무슨 평가원에서 성능 측정해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써 봤더니 어디가 문제가 있네’ 하고 말해 주면 다시 수정･보완을 해야 해요. 때문에 중소
부품기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개발하는 데도 5년 걸렸는데, 시장 진입하고 인정을 받기까지가 한
4~5년 걸린다는 거죠.”

넷째로 수출･국제화와 관련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수출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Ⅳ.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인 사례조사

69

C기업 “해외 나갈 때도 마케팅이 어려워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대기도 어렵지
요. KOTRA 등이 있긴 한데, 조금 기관화 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기업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해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이 당합니다. 현지
기업정보, 현지 시장정보, 현지 정책정보 같은 정보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K기업 “해외시장 쪽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나 나가기에는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
운 점이 많죠. 저희들이 최근 KOTRA와 연계를 많이 해서 해외시장에 나가는데 나가보면 해외와
미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업체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의 이름도 없는 업체 제품을 갖고 오면
인지도부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시회라
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의 규제 및 행정부담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행정규제는 부분적으로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그렇지만 정부부처 등에서 날아오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언급하였다.
G기업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더 많이 받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전에 대기업 계열사였을
때는 그런 규제들이 많았죠. 대기업 계열사였기 때문에 자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대기업
이면 계속 공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은 대기업 쪽이 중소기업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E기업 “정부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부분이 많지요.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유사한
것들에 대해 현황조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라든가 현황조사라든가 유사한 부분들이
각 행정 부처마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통일해서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기업들이 업무하
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관련, 고용노동, 통계청, 인건비조사 등 내용을 보면 유사하거든
요. 분기, 반기, 연간 등 다양합니다. 중복되는 항목은 빼고 한번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기업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70~80%는 대기업하고 거래를 해요. 저희는 대기업의 매출 성장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납품하는 것들 대기업에 납품하니까요.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
깐 저희는 영향을 많이 받지요.”
29) 조병선(2008)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실태 및 정연승･권선주･박연숙･황성수(2007)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2) 참조.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규제기준의 차등화, 중소기업 규제 행정비
용의 20% 감축 프로그램 시행, 10년 이상 장기규제 일괄재검토, 검사･인증제도 정비를 위한 특별조치,
중소기업 과다 부담금･수수료 등 준조세 정비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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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로 중소기업 구분 및 경계선 기업의 행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경계선상의 기업은 주로 고용조정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피한다고 응답하였다.
K기업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견기업으로써의 혜택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냥 가끔 커트라인을 넘어가면서 중견기업 되면 뭐 혜택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G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마음대로
인력을 쓸 수 없는 문제도 있죠.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연말에는 인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요.”

(3) 최근 이행기업 및 중견기업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 및 중견기업이 성장하면서 애로를 보이는
요인을 정리한 것이 [표 19]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었을 때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
는 대신에 새로운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
한 이상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기업성장을 모색하려는 의중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견기
업으로 이행한 기업이나 중견기업 모두의 경우에 기업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돈, 사람,
기술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경험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제공
받던 많은 지원제도들이 일거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제도 가운데에는 조세지
원제도, 정책금융제도 및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각종 지원제도30) 및 중앙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30) 중앙 행정부처 및 지방행정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잘 정
리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제도 및 운영내용의 불투명성은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들의 제도 인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은 물론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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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업성장 관련 주요 애로요인 : 최근 중견기업 이행기업 및 기 중견기업
구분
경계선기업의 행태
자본조달
정책금융기관

노동･인력

R&D투자

수출･국제화

규제･행정부담

증여세 부담
World Class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연말 퇴직예정자를 활용한 인력조정
조세혜택만보기 위한 독립법인 형태의 기업쪼개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혜택의 차이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재무투명성 확보 선결
동종업 M&A시 세제혜택 부여로 기업규모 확대 지원
중견기업 진입 시 정책자금사용 불가
정책금융기관 일원화 필요성
정책자금 지원대상기업의 부실화
기업성장보다 빠른 인건비 상승률로 인력채용 곤란
지방 중견기업 R&D인력 확보 곤란
R&D기술인력 확보 곤란
R&D투자세액공제 공제혜택의 미비
신용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 능력 문제점
중견기업 R&D정책의 미비
중견기업에 따른 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제한
영어소통능력 갖춘 국제화 인력확보 곤란
KOTRA 등 해외진출 관련 기초 정보제공 미흡
중견기업 진입 시 고용의무 부과 부담
코스닥진입 시 상임감사 고용 의무
에너지사용 규제 강화 부담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규제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규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외국인투자 조건 제약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공장이전 부지선정 제약
민원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패
중견기업 이행 시 준조세 증가
장수기업의 증여세 부담으로 성장제약
World Class 300기업 지원액 적음
R&D 등 정산방식의 문제

우선 최근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기업의
건전한 재무제표 및 투명한 재무관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F기업 “사기꾼이 안 나오게 하면서, 재무제표가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고요.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자금조달에 유리할 수 있죠.”
D기업 “중소기업이었을 때와 중견기업 되고 나서 자금 조달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회사의 신용도하고 재무제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재무가
건전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그런 것만 잘 이뤄진다면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은 특별히 문제될
수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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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기계설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가격이 보통 적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몇 십억 하는 설비들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런 설비들을 도입할 때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자금 조달 자체가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은행이
꺽기 들어가면 대출대금이 100이면 최소 85에서 80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둘째로 기업성장율보다 빠른 인건비 상승률로 인력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R&D인력의 채용이 어렵고 지방의 중견기업들의 고급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F기업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기업은 전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인건비 비율은 굉장히 높아
지고 있죠. 성장성보다 인건비 비율이 더 빨리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억제 하다보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좋은 인력을 쓸 수 없어요.”
H기업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영어도 되고, 괜찮다 싶은 사람은
월급은 알아서 맞춰준다고 해도 지방에 안와요. 오면 죽는 줄 알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서울에
사무소 하나 내면 사람이 와요.”
N기업 “지금 저희는 인력수급이 어려워요. 기술적 부분에서 R&D인력을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연구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 하드웨어 쪽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런 인력을 찾기도 힘듭니다.”

셋째로 조세혜택의 차이가 가장 컸다는 데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 같다.
F기업 “중소기업일 때와 중견기업 이행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세금이죠. 적용 세율이 다르니
까요. 법인세, R&D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H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을 벗어났다 해서 바로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좀 길게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넷째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주요한 요인으로 R&D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사례는 혁신－성장 간의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은 혁신을 성공적으
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히든챔피언에 있어서 혁신은 예산의 문제이기보다는 인적자원의
문제이다. 오로지 혁신을 통해서만 세계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순전히 모방만으로는 세계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 혁신은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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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공하거나 원가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혁신활동은 제품
과 기술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31) 사업의 모든 측면들이 개량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야
되고 잘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R&D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견기
업 R&D정책의 미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혜택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F기업 “R&D가 중요하죠.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정도 성장하기는 어려웠죠.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이
는 성장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기업이 다 유사할 것이라고 봐요. 연구개발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하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서 금세 쫒아올 수 있고 또 지속적
으로 개발을 안 하면 한계에 금방 부딪혀요.”
H기업 “근데 서류만 보고 신용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기술력 평가를 못합니다. 서류만 봐서는 시장
성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못하거든요. 중소기업자금 담당하는 사람들 가서 기술은 좀 있는데
대출 받고자 한다, 그러면 인맥관계가 좀 폭넓게 작용을 합니다. 기술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등급을 내주면,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기업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가 개발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게 성장의 핵심이죠. 개발력
이 없으면 오더를 안 주겠죠. 저희는 원래 오락실용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외국기업이 저희한테 와서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 제품을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기업을 일으킨 원천이라고 보죠.”
H기업 “그러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연구소 관련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일 때 전담인력이 5명 정도, 전문대 출신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면 전문대는 인정 안 되고 무조건 4년제부터 10명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벗어났다고 해서 연구소 인력을 5명 충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10명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대 나와서 10년 이상 근무한 대리, 과장, 책임 선임급 연구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이거든요.”

다섯째 세계화는 히든 챔피언들의 전략 가운데 두 번째 기둥이다. 세계화는 좁은 시장을
넓게 만든다. 세계라는 시장규모는 좁은 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해 준다. 세계
화는 히든 챔피언을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32) 수출 국제화의 문제로
31) Hermann Simon(2008) 참조.
32) Hermann Simon(2008) 참조. 히든챔피언들은 자신의 시장을 보통 좁게 정의하며 이 시장에서 강력한 위
치를 구축한다. 좁게 정의 내린 시장은 히든 챔피언들의 세계시장을 비교적 소규모 상태에 머물도록 만
든다. 특정제품에 집중하면 좁은 시장에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에 따라 가치창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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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등 해외진출관련 정보 제공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영어소통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국제화 중 인력
의 국제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M기업 “여러 지역마다 규제가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KOTRA라든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
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정보를 주기가 쉽지 않죠.”
N기업 “기업이 글로벌화할 때 인력의 국제화가 힘들죠. 연구원들도 요즘 많이 영어를 필요로 하거
든요. 그 쪽 엔지니어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영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H기업 “지방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영어가 되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해외진
출을 하고 싶은데, 동반진출이 아니라 포드나 GM, 크라이슬러나 해외자동차 부품회사에 판매하고
싶은데 말이 안되요. 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데 말이 되는 직원을 못 구합니다.
그러니 서울사무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안 옵니다.”

여섯째 규제완화 및 행정부담의 문제이다. 중견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내부 필요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 데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업규모별 의
무채용인력의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견기업 진입 시 고
용의무 부과부담, 코스닥 진입 시 상임감사 고용의무, 에너지사용규제, 강성노조 존재로
인한 노동규제 존속, 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업종규제, 중소기업이행 시 준조세 증가 등 다양
한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
로 성장하면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33) 인력규모에 따른 기업규제는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해고, 근로시간 규제
슬은 좁지만 길다. 이것이 바로 전문화와 완벽함을 만들어 내고 이런 이유로 경쟁사들은 히든 챔피언을
쉽게 모방하지 못한다. 유연한 다각화를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에 있
는 것이 아니며, 성장을 방해하는 장벽을 극복하고 기존의 노하우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회사를
키우고 싶은 기업가적인 야망에 있다. 틈새시장조차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규모의 경제를 가
능하게 할 만큼 크다. 그러나 전 세계에 생산시스템과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몇 세대에 걸쳐 완성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걸리는 일이다. 제일 먼저 매출이 국제화되고 그 다음으로 인적 자원들, 그리고 제
일 마지막으로 경영이 국제화된다. 세계화는 예상치 못한 성장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고 심지어 작은 회
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가라는 한계를 벗어던지고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가장 힘든 도전은 직원들의 국제화이다.
33) 2012년 가업상속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였다(상속･증여세법 §18). 중소기업(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우선 ① 공제율은 가업상
속재산의 4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② 공제한도는 60~100억 원에서 100~300억 원으로 확대하였
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르다. 즉 10년 이상 : 100억 원, 15년 이상 :
150억 원, 20년 이상 : 300억 원. ①, ②중 적은 금액 공제. 다만 고용요건으로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
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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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다.34) 300인 이상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규제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18조에 의한 총량규제 부과되
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추가적인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대기
업으로 분류, 대기업과 동일하게 사업확장 제한이나 시장진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견기업의 성장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부문에서 한 우물 파기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사업확장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기업 졸업 임계점에 있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M&A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다시 말해 지배기
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
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관계회사제도)하고 있다.
관계회사 제도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을 부여하지 않
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기업성장전략으로 중소기업 M&A 시 해당 중소기업은 중견
기업으로 재분류되어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 규제를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인수 중소기업에 대한 졸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이 곧바로 중단되어 중소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M&A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F기업 “규제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훈 대상자의무
고용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기업은 인력부분 같은 경우
에는 필요한 인원을 써야 하는데, 필요치 않은 데 강제로 써야 하니까요. 부담이 많죠. 한 명 들여오
면 연봉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4,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H기업 “코스닥을 보면 자산규모 1,000억 원 넘는 회사일 경우 상임감사를 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회사만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상근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다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일정 규모이상 올라가면 안전 관리자를 세워야 되는 부분, 보건 담당자를 한 명 두고, 영양사 한
명 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F기업 “아직까지는 규제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과거에 썼던 것하
고 똑같이 쓰라는 건 좀 있어요. 한전에서 최근에 블랙아웃 이후로 전기를 일정 시간을 정해주고,
더 쓰는 경우는 벌금을 물려요. 그런데 강제로 써라 마라 하면, 공장을 가동하다가 그 시간대에
34) 김시정(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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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N기업 “송도는 기업에게 입주 시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해 주죠. 대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공장을 지을 수가 있죠. 송도 경제자유지역에 들어오려면 천만 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D기업 “중소기업 적합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그 물방울들이 모일 때 고민을
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M&A함으로 인해서 출자비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되죠.”
P기업 “저희같이 오래된 회사들은 노조 또한 오래되다 보니깐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들 중에는 제가 기저귀차고 돌아다닐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많죠. 노조 자체가 한 번 논스톱을 해버리겠다 해버리면 그게 다 돈이니까
최대한 원만하게 가는 걸 더 중요시하지요.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요. 청소 정도 하시는데 연봉
8,000~9000만 원 받으니까요.”
Q기업 “요즘에 수도권에 있으면 중과세 이런 게 있지요. 수도권 규제 그런 것 때문에 화성으로
갔어요. 또 글로벌 파트너하고 외자유치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안 하고 규제가 없는
중국으로 간다던지 다른 곳으로 가겠죠.”
B기업 “R&D도 저희가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정식으로 설립하려고 알아보니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연구원 수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기업은 전문적인 연구원이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너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양 분류를 해놓으니깐 저희 같은 경우
직원 300명에서 연구전담 요원을 15명 정도를 빼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전담이 5명,
그리고 경직이 10~15명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다른 건 괜찮지만 전담 5명을 세워버리면 사무직에
겨우 40명밖에 없어서 5명을 빼버리면 연구직 비중이 너무 크지요.”
D기업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지정을 하고 있어요. LED가 중소기업 적합품
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이쪽 LED 조명분야에서 일 잘 하고 있는
데, 이 분야에서 크니까 저희가 잘 하는 종목에서 규제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잘
해서 성장한 기업이고, 그 사업으로 더 커져야지 본보기도 되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지요.”
M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업이 커지면서 준조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커지면 함께 살자는
취지로 지역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겠다! 취재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업 경영부분에서 비용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D기업 “비상장을 M&A할 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녹색기술을 가지고 녹색
기업을 인증을 받은 업체들끼리 M&A할 때는 녹색 세제 혜택, 그런 식으로 M&A할 때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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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양도세를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 큰 기업에 흡수될 때 사실은
좀 더 수월 해 질 수 있겠죠.”

일곱째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기업나이도 증가하면서 장수기업
의 증여세 부담이 또 다른 성장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기업 “저희 회사가 한 30년 된 회사인데,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좀 생겨요. 세금의 40% 정도가 증여에 관한 것이다 보니 경영권에 대한 부담도 되고, 세금을
충당하려면 주식을 판다거나 어떻게라도 해야겠죠.”

여덟째로 World Class 300 기업의 경우 지원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으며 R&D
등 정산방식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N기업 “World Class 300 기업은 대부분이 세계 1위를 하는 기업 위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에서는 상당히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액은 약간 좀 적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World
Class 300기업은 연구비 정산 방법 등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전산
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요원이 따로 있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마지막으로 최근 막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들 중에는 연말 퇴직예정자를 이용한 인력조
정, 조세혜택을 보기 위한 독립법인 형태의 기업쪼개기가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적용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다양한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
H기업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벗어나버리면 혜택을 못 받는데 계산해보면 차라리 정년쯤 된 사람
을 불러놓고 협상을 하겠죠. 용역으로 돌리자, 월급 많이 줄게. 이런 경우도 가능한 부분이죠. 종업
원입장에서도 손해 없고, 기업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으면 세금 절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H기업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벗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회사를 하나 더 세우는 거죠. 독립법인
형태로 회사를 세워서 개별 회사단위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요. 1공장, 2공장 형태로 취하는 회사
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소수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공장을 세우게 되면 총리팀이나
재경팀이나 다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보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누리는 수익이 더 크니까 별도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P기업 “중소기업이면 인력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혜택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도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다가 그냥 끝냈어요. 혜택이 하도 많다고 하고 금리 낮은 것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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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요. 사실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와 같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거
같에요. 오히려 규제가 있었으면 있었지….”
P기업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기가 거의 힘들죠. 중소기업 기준이 중소기업청에
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래도. 실제 중소기업청도 모르고 중소기업 당사자도 자기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모를 거 같아요.”

3. 고성장형 중소･중견기업의 특성 및 성과분석
: World Class 300 기업의 경우
(1) 고속성장형 중소기업의 특징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의 대부분은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지원정책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소･중견기업 정책 중의 고성장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정부는 최근 World Class 300 기업, 강소기업 등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World Class 300 기업정책은 이전과는 다르게 성장성･혁신성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지원방식과 차별화되
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World Class 300 기업의 성과를
우선 검토하고 이전의 지원대상 기업과 차별화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진입장벽 해소, 정부규제 완화
등 성장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도 높고 또 이러한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기존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시키
고 건전하고 역동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
최근에 고성장기업에 대해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Birch(1981)는 최근 4년간 매출
성장율이 산업평균의 2배 이상인 기업을 가젤기업(Gazelles)으로 정의한 이후 고성장기업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Autio and Hölzl(2008)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나이, 산
업, 규모 등의 관점에서 가젤기업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기업나이가 적은
젊은 기업(young firm)이 역동적일 수 있지만, 가젤기업이 반드시 젊은 기업일 필요는 없
다. 가젤기업은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젤기업은 첨단기술 부문에서
약간 더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반드시 고도기술 기업일 필요는 없다. 가젤기업은 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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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문에서만큼이나 저기술 부문이나 성숙산업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가젤은 제조업 부문
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높은 비율의 가젤기업이 서비스 부분에서 나타나며 지식
집약적 서비스산업에서 나타난다. 가젤기업이 소기업에서 출발하는 것만도 아니다. Birch
and Medoff(1994)도 고도성장기업을 가젤기업으로 부르면서 이들이 고용성장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Acs et al(2008)는 고속성장기업(rapidly growing firm)을 고도충격기업(high－impact
firms)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고용성장이나 매출성장 및 생산성의 성장이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도충격
기업은 기업나이가 약 25년 정도 되며 저충격기업(low－impact firm)보다 나이가 적었다.
고도충격기업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나타났다. 고도충격기업은 모든 산업에 걸쳐 존재하였
다. 어떤 특정산업에서는 고도충격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첨단기술산업에
국한하여 존재하지는 않았다. 고도충격기업은 거의 모든 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고도충격
기업은 경제의 거의 모든 고용과 매출성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도충격기업으로 분류되고
난 이후 4년 이내에 약 3%의 기업은 죽었고 대부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였다. 초고도충격기업(super high-impact firms)은 대기업 가운데 더 많았다. 또한
NESTA(2009)는 고성장 기업은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전･후방 관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35)

(2) World Class 300 기업의 특성
한국형 고성장기업이라 할 수 있는 World Class 300 기업의 특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결하여 그 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World Class 300 기업은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
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36)을 의미한다.

35) 우리나라에서도 고도성장기업에 대한 일부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서정대(2007)는 고성장기업이란 종
사자가 10인 이상이면서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20% 이상을 달성한 기업을 말한다. 임채윤(2009)에
따르면 고성장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보았다.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성장은 매출성장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성장중소기업은 매출 성장보다 높은
고용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36)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3–39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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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업을 선정할 때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첫째는
양적 규모기준이다. 당해 기업이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기업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질적 특성이다. 이 같은 조건에는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을 포함한다. 우선 지속적 혁신은 제품･기술･공정혁신을 지속하면서 미
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거래관계의 독립성은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높은 성장성은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11년 및 2012년에 각각 30개 기업과 37개 기업이 선정되어 World Class 300으로 선정
된 기업은 67개 기업이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몇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World Class 300 기업의
특성을 분석해본 것이 [표 20]과 [표 21]이다.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된 기업들은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업종이 매우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이 61개로 9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비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 전자부품산업에 속한 World Class 300 기업이 36.1%를 나타내었고 기계
및 장비산업은 19.7%를 나타내었다. 비제조업은 9%를 차지하는 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World Class 300 기업 중 상장사는 총 51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코스닥
기업이 37개, 코스피 상장기업은 14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World Class 300 기업들은 상당
히 많은 기업들이 부품소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다.
[표 20] World Class 300 기업의 산업 구분
제조업/비제조업 구분
제조업
(61개)

비제조업
(6개)

산업 구분
전자부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전기장비
기타(의료, 플라틱 제품 등)
출판업
기타(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 수
22
12
9
4
14
4
2

[표 21] World Class 300 기업의 상장 여부

코스닥

기업 수
37

상장

14

외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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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논의한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2001~2011년까지 기간에 World
Class 300 기업과 이미 앞에서 분석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과 지표와 비교해 보았다.
아래 [그림 13] ~ [그림 15]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World Class 300기업의 성과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좋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생산
성, 성장성이 동종기업 평균을 훨씬 앞서고 있는 기업들이다.
우선 이윤율을 보면 World Class 300기업의 이윤율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2011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였지만 World Class 300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로 나타났다.
둘째로 2001~2011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계의 비율은 129%로 나타
났지만 World Class 300기업의 그것은 84%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도 World Class 300 기업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1~2011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성장율이 각각 7.6%, 2.8%
였지만, World Class 300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성장율은 각각 17.6%, 7.6%를 나타
내었다.
[그림 13]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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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부채비율과 단기차입금 비율의 변화 추이

[그림 15] 매출액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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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ld Class 300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World Class 300 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성장률이나 이윤율 및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이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기업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고성장의 기업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는 World Class 300 기업에 부여되는 정책적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지금까지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중소기
업정책과는 달리 성장성･안정성･수익성 측면에서 다른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내
는 기업을 선정하여 정책적인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World Class 300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대, 자금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패키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확보, 시장
확대, 인력확보,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World Class 300기업
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특히
금융기관별로 한국형 히든챔피언(한국수출입은행), Frontier Champ(정책금융공사),
Trade Champ(무역보험공사), 수출･기술 강소기업(IBK 기업은행), KDB Global Star(산업
은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체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실제 지원액이 너무
적고 R&D 등 정산방식이 너무 까다로워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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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패키지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기술
확보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연간 15억 원 이내)

시장
확대

－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연 1.4억 원 이내(기업 50% 부담)
－ 국내외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글로벌파트너십
사업(GP) 자동편입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
확보

－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채용 조건부 장학금 지원
(1인당 350만 원 지원, 채용박람회 연계)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금
지원

－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Frontier Champ, 한국무역보험공사－Trade
Champ, 기업은행－수출･기술 강소기업, 산업은행－KDB Global
Star 등)
－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KRX),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컨설팅(특허청), IP활용전략 지원(발진회) 등
컨설팅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자료 : 지식경제부, 2013년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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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1. 기업성장과 성장단계론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주로 집중적인 세제･금융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
려는 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중소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성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의 성장
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가면서 구분되는 성장단계가 있으며 이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의 몇몇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밟아가는 성장
경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단계론은 기업이 탄생에서 성숙단계
까지 전개되면서 어떤 연속적･순차적인 단계를 통해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을 계속해 가
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단계론은 3단계론에서부터 6단계
론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Greiner(1972)는 기업의 성장단계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다. Greiner 모델은 기업이
발전과 반전을 계속해 가면서 성장한다고 본다. Churchill and Lewis(1983)도 5단계 기업
성장론을 주장하였다. 기업은 생존(existence), 존속(survival), 성공, 이륙 및 성숙단계의
5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생존단계에서 신생기업(young firm)들은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을 배송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Churchill and Lewis(1983)는 기업
성장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한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소유주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숙단계에 이를수록 기업소유주의 능력은 덜 중요해진다. 반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권한위임은 중요하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창업주의 무능은 소규모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는 경
우도 많다.
Garnsey(1998)의 모델은 Churchill and Lewis(1983)의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Gar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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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이산적 성장단계론보다는 성장의 과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성장과정을 중시하
는 이유는 어떤 발전패턴은 새로운 성장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서로 다른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 같은 도전을 극복하는 방식도 상이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일한 시점
에서 동시에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성장단계모델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Kazanjian and Drazin(1989)의
연구는 성장단계를 실증분석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하나이다. 이들은 소규모기업이 네 단계
의 성장과정을 전개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개념화와 발전, 상업화, 성장 등 과정을 거친
다는 것이다. 이들은 71개의 기술기반의 신생벤처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록 통계적인
근거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연속적인 기업성장모델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성장단계를 따라 성장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장
단계가 결정적이라거나 단일의 방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기업조
직은 초기의 문제로 되돌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의 동태적 성장경로 연구37)는 지극히 일부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용환･홍성철(2011)은 2005~2007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에 기반을 둔 추정 결과 생
존 중소제조업은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경로상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설립
후 8년 이상 소요되며(창업 후 98.5개월 시점), 제1전환점을 지난 생존기업은 평균적으로
업력 약 200개월 시점까지 성장의 정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진입한 중소기업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정체기간을 단축하거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업성장단계론(stages of growth models)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성장론 비판론자들은 조직변화가 이산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연속적
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기업성장 단계론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론적인 배경이
나 실증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Coad(2007)는
기업성장 단계론이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단순하며 예측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7) 기업성장론의 서베이에 대해서는 Coad(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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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정책
최근 전통적인 보호중심의 중소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는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
업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정책(Gazelle policies 또는 High
－growth entrepreneurship policy)을 뒷받침하는 정책보고서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European Commission(2008), Autio, Kronlund, and Kovalainen(2007), Autio and
Hölzl(2008) 등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정
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나라의 사례 조사를 통해 제언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주로 정책금융이나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
기업의 육성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으며 또
중소기업의 비중은 너무 높고 대기업의 비중은 너무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성장을 꾀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 23]는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정책과 기존의 정책과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장형 기업정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정책과 다르다. 그 차이의 일부는 대단히 커서 전
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기업정책 간에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차이의 근본원인
은 기업가 활동의 양과 질 간의 선택문제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새롭
게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 수를 증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순탄
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활동의 질과 동태적 성장(quality and dynamism)을 중시한다.38)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 23]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소규모기업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38) European Commission(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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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을 통해서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을
유인하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업자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정책은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일자리를 창출하
는 데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다.
또 다른 차이는 기존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을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소규모기업은 많지 않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과 규제에 순응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많은 중소기업 정책은 소기업의 규제(red
tape)와 순응요건들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들과 함께 추진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예컨대 독일에서 많은 기업들은 고용자 수 49인 이상을
뛰어넘어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문턱을 넘어 성장하면 강제적인 성격의 행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문턱을 넘었을 때 경직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것은 기업조
직의 성장에 불리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정책의 차이는 자원조항
과 관련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소기업을 만들어 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중소기
업정책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정책은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적은 규모의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소기업의 성장을 높이려는 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기업만이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자원을 집중(resource
focus)하는 전략은 자원을 분산(resource spread)하는 전략보다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
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1인당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그 나라에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이 다수 있기 때문
이다. 1기업당 받는 벤처캐피탈의 금액을 보면 핀란드는 인도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분명
히 벤처자본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핀란드의 정부주도의 정책목표
는 1기업당 투자액이 최하인 상황을 초래하여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은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정책 목적과 연계되기도 한다. 중소
기업정책은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뒤떨어
진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업을 감소시키거나 낙후지역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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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정책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 혁신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형 중소기업정책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정책과 기업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표 23]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성장정책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성장정책

기업가 목표

많은 사람이 기업가가 되도록 유인

적당한 사람이 기업가가 되도록 유인

기업 관련 목표

신생기업 수의 확대

모든 신구(新舊)기업의 질과 성장촉진

기업환경 관련 목표

소규모 기업경영 환경 개선

기업성장 환경의 개선

자금원

대부분 공적자금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결합

자금원의 형태

정부자금(grants), 보조금,
연화(軟貨)차관(soft loans)

연구개발대출금(R&D loan), 혁신자금,
엔젤금융, 벤처금융, IPO 등

창업･사업계획･소규모기업경영
관련 자문
소기업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
자금접근보장(자원살포)

벤처금융･전략계획･국제화･조직성장
등에 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자문
성장잠재력에 기초하여 유망한 기업
선정(자원집중)

기업생애 초점

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제거

기업 성장의 장벽 제거

규제순응

소규모 기업의 규제순응비용 감축

성장기업의 규제순응 요건 완화

재정

소기업의 VAT축소

기업규모의 획기적 변화 지원

실패에 대한 태도

기업실패와 기업파산의 회피

기업실패와 기업파산 인정 및 파산의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타정책과의 연계성

산업･사회･노동･교육정책

산업･혁신･노동･교육･재정정책

정책목표

자원관련

주된 지원서비스
자원분배원칙
규제관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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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이미 앞의 중소기업 성장동인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경계선상의 중
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행태 및 기업성장 애로요인이 무엇인가를 인터뷰 방식
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기업은 나이가 들면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
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윤율이 높은 기업과 R&D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기
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이동･성장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이동할 가능성
이 커지지만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성장･이행은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
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
이 성장에 쓰인다기보다는 보다 비효율적인 용도나 부문에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
며,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려는 순간에 기업이 분할되거나 다른 형태로 기업성장
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인터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에 있어서 평가의 문제라든가 이
용하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책자금의 상황이 달라지며 정책자금의 활용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인터뷰를 통해
서 중소기업이 R&D활동과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국제화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제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
는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임을 지적하였
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
로 성장･이행한 중견기업은 정부규제가 중소기업인 경우보다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이탈리아의 고용규제나 독일의 행정부담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한 문턱
(threshold)을 지나가면서 규제나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시에 혜택
이 감소하고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은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을 늦추는 행동을 선택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장위축과 성장억제를 멈추고 성장을 향해 이행하기 위해서
는 그간의 보호주의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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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 우선 중소
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현실적
으로 보면 매우 불명료하고 어찌 보면 불투명해서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에 너무 모호하다.
또한 실증분석이나 기업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자금의 운용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행정부담 및 규제의 개혁, R&D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 등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증분석과 기업인터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향후 중소･중견기업 정책은 두 가지 방향
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그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려는 유인을 억
제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이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1) 중소기업 범위 및 지원혜택의 단계적 축소
가.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
현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
소기업은 산업별로 기준이 다르고 고용기준, 매출기준, 자본금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입각
하고 있다. 이 같은 양적 기준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이 또 다시 적용되고 있다. 업종별 규모
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법 등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준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기준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자신이 중소기업에 속하는지 중견기업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은 당사자들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그 정의 자체가 매우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 업무보고39)에서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
였다. 현행의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39) 중소기업청, 2013년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료 및 보도자료,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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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중소기업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또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양적기준과 함께 질적 기준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 업종별 규모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사용되고 있고 상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및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질적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 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않을 것 그리고
관계기업제도 등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사유발생연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양적･질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은 사실상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비로소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범위
판정 및 기준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같이 중소기업 범위 및 판정 기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민감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는 달리 중소기업의 판정이 산업정책적인 성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연승 외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의 특징은 첫째로 경제규모에 비해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 범위보다 넓고, 둘째로 한국만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산업정책적인 목적 달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의 비교 가능한 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
[표 24]이다. 중소기업 인지를 판정하는 양적기준은 나라마다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우만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금 80억 원, 일본은 자본금 3억 엔, 대만은 자본금이
8,000만 NT$로 우리나라 자본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40) 또한 종업원
수로 볼 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300인으로 동일하고 영국(EU기
준)은 250인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500인, 운수업은 1,500명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 도매업은 우리나라는 200명, 미국, 일본이 모두 100인으로 동일한 반면에
영국은 250인으로 영국(EU기준)의 기준이 오히려 중소기업 인정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
다. 소매업은 우리나라가 200인, 영국(EU기준)은 250인, 일본은 50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0) 2013.5.28.일자 환율(일본 1,104.8원, 대만 37.61원)을 적용할 때, 일본의 중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약 33
억 원, 대만은 약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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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의 양적기준1) 비교
한국

미국

제조업

종업원 : 300인 미만
자본금 : 80억 원 이하

도매업

종업원 : 200인 이하
매출액 : 200억 원 이하

소매업

종업원 : 200인 미만
매출액 : 650만달러 3)
매출액 : 200억 원 이하

건설업

종업원 : 300인 미만
매출액: 3,100만달러 4)
자본금 : 30억 원 이하

운수업

종업원 : 300인 미만
자본금 : 30억 원 이하

영국6)

일본

대만

종업원 : 500인 2)

종업원 : 300인 이하
자본금 : 3억 엔 이하

자본금 : 8천만
NT$ 미만

종업원 : 100인

종업원 : 100인 이하
자본금 : 1억 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 NT$ 미만

종업원 : 50인 이하
자본금 : 5억 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 NT$ 미만

종업원 : 300인 이하
자본금 : 3억 엔 이하

자본금 : 8천만
NT$ 미만

종업원 : 300인 이하
자본금 : 3억 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 NT$ 미만

종업원 수:
250인 이하 &
매출액 : 5천만
유로 이하/
자산 4,300만
유로 미만

종업원 : 1,500명
매출액 : 50만달러 5)

주: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을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업종만 비교하였음.
2) 업종별로 종업원 수가 500인부터 1,500인까지 있음. 매출액 기준은 없음.
3) 업종별로 매출액이 650만 달러부터 2,300만 달러까지 있음. 종업원 기준은 없음.
4) 업종별로 매출액 650만 달러부터 3,100만 달러까지 있음. 종업원 기준은 없음.
5) 업종별로 종업원 500~1,500인, 매출액 650만~3,150만 달러, 업종 세 분류에 따라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
용함.
6) EU 기준임.
자료 : 김진수･송은주･마경화(2007) 참조.

둘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택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일주의를 적용
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면 중소기업에 속할 기업이 누락되
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종사자와 자본금의 기준을
모두 높게 설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금액기준
인 자본금, 매출액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여 종사자의 수가 많으면서 자본금이나 매출
액이 적은 기업은 찾기 힘들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연승 외(2008)는 현재와 같은 택일주의
를 사용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41) 현행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관한 양적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산업에 따라서는 자본금 대신에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방식은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범위한도를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매출액 1,00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범위설정은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한정된 재원
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할 수도 있다.
41) 정연승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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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범위를 확정하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매우 복잡하
게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
여 중소기업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전통 중소기업보다는 창업･초기 기업 또는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
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42)
지금까지 광공업 부문의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정체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기준 중소기업의 기준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중소기
업 지원 대상을 현행의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구나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술･지식집약적인 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단순근로자보다는 고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그동안의 양적인 확대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
는 방향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43)
나. 지원제도의 단계적 축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원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과 보
호가 주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이 되면서 기존의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규제는 증가하여
정부 지원의 절벽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중소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경로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44) [부표 2]와 [부
표 3]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사라지고 또 변경되는 정책금융 제도와 조세
지원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
42) 김현욱(2005) 및 강종구･정형권(2006) 참조.
43) 양현봉(2006), 정연승･권선주･안병립(2008) 참조.
44)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조사된 바 있다.
설문조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17.2%가 자회사설립(유예기업, 40.5%), 15.3%가 아
웃소싱(유예기업, 24.3%), 13.6%가 임시근로자 채용(유예기업, 18.9%)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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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이다. 정책자금, 기술개발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창
업지원, 유망지식서비스 기업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그리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지원 등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정책의 수만 해도 수십 가지
에 달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
장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크게 증
가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
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32건에 이르고
있다.45)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세제는 창업 8건, 연구인력개발 2건, 고용지원 3건,
구조조정 4건, 지역균형발전 2건 등 총 32건이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에 중견기업은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표 25]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 세제 수
중소기업만 지원

차등과세

합계

창업

8

0

8

연구인력개발

1

1

2

투자촉진

2

2

4

고용지원

3

0

3

구조조정

4

0

4

상속 및 증여

0

3

3

지역균형발전

2

0

2

그 외 (특별세액 등)

3

3

6

총계

23

9

32

자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

45)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
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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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위치를 탈피하여 성장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는
데 더 큰 유인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이 성장유인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창업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
을 중심으로 하되 지원규모는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실기업, 좀비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
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현재의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조달
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등 기업성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47)
개별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 머무르는 것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법률적･
제도적･경쟁환경 측면에서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중소
기업은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혜택과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중소기업의 법적 기준
에 맞도록 기업규모를 억제하여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자회사 설립, 기업쪼개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
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시스템이 갖고 있는 관련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문턱(threshold)을 넘어 일정 기업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8)
정부는 이 같은 성장 애로요인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부 정책보완을 시도한 바 있다.49)
46)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는 산업 내에 많은 부실기업이 존재할 때 창업이 감소하고 기업파
괴가 증가하여 정상기업이 이뤄 놓은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분석한
Ogawa(2003, 2008)도 재무적인 부실이 중소기업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우리는 투자 및 고용함수를 추정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 산업 내에 존재하는 부실기
업의 비중의 증가는 그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병기(2011) 참조.
47) 황상연･김군수(2009)의 연구결과 참조. 특히 이들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개념의 기업성장에 대
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DI 장우현
박사께서도 본 보고서의 자문회의에서 기업규모가 성장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혜택의 규모를 줄여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며, EITC도 도입부분, 평탄부분, 감소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조세지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른 단선적인 구별에 따른 지원을 하기
보다 기업규모와 경쟁력에 따라 규모가 클수록 혜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48) 중견기업연합회(2008) 참조.
49)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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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
려고 시도하였다. 기업성장 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업승계 확대, 하도급 제도개선,
연구개발 세제부담 완화,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부담 완화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
한 조치로 조세부담 완화, 금융부담 완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
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26]이다.
[표 26]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

－ 가업승계공제 확대, 하도급제도개선, 연구개발세제부담 완화
금융부담 완화 등 기업성장 4대 부담 완화
－ 성장유인 기업지원 강화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 강화
－ R&D투자 대폭확대
－ 시스템 경영확산
－ 우수인재 및 확보능력 제고
－ 중견선도업종 육성
－ 지역별 스타 중소･중견기업 육성
－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2)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각종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연장하여 적용하자는 논의
도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확장하는 것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
라 정책의 효율성마저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최근 프랑스는 경제현대화법 제정 시 중견기
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다수의 지원정책을 통･폐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분야를 한정하고 지원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50) 중견기업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초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효과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지원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제도
50) 중소기업연구원, ｢프랑스, 혁신 중소기업 지원정책강화｣, 2008.4.4.
http://db.kosbi.re.kr/doclist/view2.asp?c_code=all&s_code=1&pid=090140&seq=80411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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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위해서 창업초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몰두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술혁신을
이룩하거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집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의 중소기업 범위는 다
른 국가에 비해 넓게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여 창업초기 기업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정 범위의 기업규모를 지나면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차츰 줄여가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개편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으로 성장하면 발생하는 중소기업 혜택의 절벽현상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견기업
이 되는 순간에 정책자금이 일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던 조세지원마저도 축소되는 현상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제도나
조세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별 효과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지원축소 방향으
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으로의 개편
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그림 16]은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자금을 정부의 개입 정
도 및 민간자금 활용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보증, 총액한도대출 및 온랜딩 등으로
정책금융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삼아서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중소기
업진흥공단은 공단추천－은행대출의 대리대출 방식과 공단 직접대출 방식을 병행하고 있
다. 중소기업청 이외의 여타 부처들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방식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서 온랜딩(on－lending) 지원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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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2012.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중진공 등의 정부금융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
렇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지원하는 기업들의 기업성과가 다른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몇몇 연구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그 효과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김현욱(2005)은 1998~2003년간의 1억 원 이상 지원된 기업체를 모집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그렇지 않은 기업
의 수익성 증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종구･정형권(2006)은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도가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대출규모의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은 혁신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혁신 중소기업 중에도 업력이 짧을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인하를 통한 금융지원은 효과가
51)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처음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온랜딩(on lending) 방식의 중소기업 대출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자신의 책임하에 지원 대상기업
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을 중개금융기관이 선별함으로써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중소기
업에게 자금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온랜딩 방식은 공공부문이 민간은행에 자금을 먼저 저리로 지원한 후, 민간은행이 기업을 심사 선별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리스크는 민간은행과 공공부문이 나누어 분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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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기업만이 지원의 정당성이 있는 결과를 보였다.
김찬수(2009)는 PSM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책자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
업 정책금융은 지원받은 집단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율을 높이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금융은 매출액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개선효과가 없었으며, 특히 부채비율의
경우 오히려 지원기업에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범(2011)도 정책자금이 성장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대한 통제 없이 규모별 또는
업력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책자금의 효과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존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창
업기업 자금은 수익성, 특히 총자산순이익률에 유효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성장성과 안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 박창균 외(2011)는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 2005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정책자금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금융이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박창균(2011)은 정책자금의 성장성 효과를 긍정 평가할 만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성장성에 미치
는 효과도 역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53)
앞선 실증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
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윤율이 높은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인 중소기업이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가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
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 연구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의 이윤율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
해 낮으며 위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소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약자로서의 중소기

52) 안종범(2011) 참조.
5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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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보호와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 촉진에 두는 방향으로 역할변경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제 중에서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은 사용자 중심으로 보면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 지원될 수도 있고 성장성이 높
은 기업에 지원될 수 있다. 또한 평가 등의 문제로 인해 좀비기업 또는 부실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반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업력
이 짧은 젊은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업력이 많은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책금융이 기업에 자금조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투자의 형태로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정책금융이 어떤 곳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효율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일 것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의 지원 현황을 보면 종업원 규모별로 50인 이하의 소기업 층에
대한 지원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전체금액의 90% 이상이 지
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10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창업
초기라 할 수 있는 업력 5년 미만에 대한 지원비중은 2009년 32.2%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별 지원현황을 보면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재무등급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F4등급 이하
의 업체에 대한 지원비중이 2009년 59.7%로 나타났다.54) 상당히 높은 비중의 정책자금이
재무등급 취약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자금의 용도측면에서 시설자금에 지원되는지 운전자금에 지원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7]을 보면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은 대부분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융자지원액 중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액은 13.1%인 것으로 나타났고 86.9%는 운전자금
융자지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보와 기술보증은 85% 이상이 운전자금 대출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이 운전자금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시설투
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일부는 시설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55)
54) 이기영･조영삼(2011) 참조.
55) 윤성식(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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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목적별 융자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융자액

26,349

48,116

30,984

29,565

2012
(8월 말)
22,14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자금

융자액

15,395

19,429

20,606

19,314

13,791

비중

58.4

40.4

66.5

65.3

62.3

운전
자금

융자액

10,954

28,687

10,377

10,251

8,357

비중

41.6

59.6

33.5

34.7

37.7

보증액

286,894

386,292

400,338

394,289

272,52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자금

보증액

23,901

23,021

32,236

32,584

25,741

비중

8.3

6.0

8.1

8.3

9.4

운전
자금

보증액

23,901

23,021

32,236

32,584

25,741

비중

91.7

94.0

91.9

91.7

90.6

보증액

125,625

175,713

169,336

166,271

124,07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자금

보증액

13,020

16,538

14,155

11,794

11,258

비중

10.4

9.4

8.4

7.1

9.1

운전
자금

보증액

112,605

159,175

155,181

154,477

112,816

비중

89.6

90.6

91.6

92.9

90.9

융자액

－

2,306

32,011

42,706

28,682

비중

－

100.0

100.0

100.0

100.0

시설
자금

융자액

－

1,333

15,599

23,570

13,304

비중

－

57.8

48.7

55.2

46.4

운전
자금

융자액

－

973

16,411

19,136

15,378

비중

－

42.2

51.3

44.8

53.6

융자/보증액

438,868

612,427

632,668

632,831

447,43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자금

융자/보증액

47,875

69,579

72,367

78,199

58,660

비중

10.9

11.4

11.4

12.4

13.1

운전
자금

융자/보증액

390,993

542,848

560,301

554,632

388,772

비중

89.1

88.6

88.6

87.6

86.9

유형
전체
중소
기업
진흥
공단

전체
신용
보증
기금

전체
기술
보증
기금

전체
정책
금융
공사

전체
전체
(4개
기관
합계)

자료 : 윤성식(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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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은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이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08)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 등과 같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었지만, 성장형 중소기업정책에서는 공공자
금과 민간 자금을 결합하여 연구개발 대출금, 혁신자금, 엔젤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의 자금살포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기초하여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집중하
는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역시 자금조달의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술보증, 신용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재무능력을 심사하여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이같은 보
증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대출하는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과
대출방식은 민간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보증을 믿고 여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금융기관 스스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심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을 소홀하게 만든다. 즉 대출심사 및 승인에 시중은행들이 재무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미 선진국들
은 융자지원에 있어서 직접보증방식보다는 간접보증방식 또는 재보증방식을 활용하고 있
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다른 점은 지원대상 기업의 선택
권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
은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56)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의 개편 원칙은 신용보증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려운 기업은 기술집
약형기업, 신규창업기업, 혁신기업, 재난기업 등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신용의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보증의 수혜대상으로 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보의 비대칭성
이 해소된 기업은 보증으로부터 졸업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U는 온랜딩제도
(on－lending)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은 민간금융기관에게 위임하
고 위험을 공유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을 시정
56) 이상용(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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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도 시장원리에 충실할 필
요가 있다.
윤성식(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업체 중
2008~2012년 기간에 매년 50% 이상의 업체가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또는 대리
대출을 통한 융자를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
출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정책자금이 매
출액이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자금대출 및 신용보증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식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원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간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기술집약형 산업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기존의
신용보증제도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창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이 요구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복수신용보증기관 체제가 구축되면서 신용보증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
터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경쟁적 복수기관 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
부는 이는 기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줄이고자 38개 공공기관을 17개로 통합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였으나 2008년 10월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신용보증기
금과 기술신용보증의 통합이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이후로 미루어지면서 통합결정이 유
보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이 통합되는 경우 과도한 보증공급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중복보증 방지하고 보증업무 영역의 모호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기업, 즉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창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된 기술신용기금의 폐지는 재무상태 취약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우수 중
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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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은 이미 상당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로 기능재조정 문제가 실
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오규택･이기영･이창용(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 방향이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 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관들은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이 간접적이고
다단계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이들 기관들은 소수의 금융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조직이 대폭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기관 스스로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유인구
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재정비와 함께 정책금융 기관의 기능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표 28]은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
어서 자본시장은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2012년에 중소기업의 외부자
금조달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 은행자금은 72.7%로 은행자금과 정책자
금이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3%에 이른다. 반면 주식시장과 회사
채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도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해외자금의
차입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등 중소기업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부문에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모험자본의
형성이 유리한 직접금융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
피탈의 초기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으나 시장에서의 신용이 인정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회사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7) 국회입법조사처(2009) 및 중소기업연구원(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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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중(금액 기준)
(단위 : %)

연도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私債)

해외자금
차입

2005

72.2

22.7

2.8

0.0

0.6

1.3

0.8

2005

72.2

22.7

2.8

0.0

0.6

1.3

0.8

2006

71.9

24.8

1.5

0.3

0.4

0.9

0.2

2007

74.3

21.7

2.1

0.0

0.4

1.2

0.2

2008

71.5

21.8

3.9

0.2

0.1

1.8

0.5

2009

62.1

30.8

3.1

0.3

0.8

2.8

0.1

2010

65.9

26.5

3.4

0.2

0.8

1.5

1.6

2011

83.3

10.6

0.9

1.1

3.2

0.4

0.6

2012

80.3

14.2

1.3

0.7

3.4

0.1

0.0

단순평균

72.7

21.6

2.4

0.4

1.2

1.3

0.5

주: 1) 정책자금 : 지경부, 중기청 등의 정부 재정자금을 말함(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직접대출도 포함.)
2) 비은행 금융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각 연도.

정책자금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중견기업은 신용보증서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에서도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자금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중견기업의 자금조
달은 수익성 축적을 통한 사내유보금이나 회사채 및 주식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지
만, 현재 회사채 발행은 중견기업에게는 우호적인 여건이 아니다.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워
진 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하지만 일부 우량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차입조
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8)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용환･홍성철(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
력이 낮은 시기에는 필요한 자금을 정책자금을 활용하지만 업력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해서
는 점차 민간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가용성을 제고시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으로의

58) IBK경제연구소(20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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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
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중소기업 전문투자자자 시장’인 코넥스
(Konex)시장을 신설하였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
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대출을 지양하고 직접금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
외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장내･장외시장이 발달한 사례와 비교할 때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 전무하였다.59) 이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사시장과 차별화하고
경쟁매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중소
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기본요건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회사채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의 활성
화를 위해 정부는 2011년 4월 상법개정 및 10월에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
다. 또한 우량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QIB) 제도가 도입되어 비상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비우량회사채의
발행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외거래
를 지원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비우량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우량채권형펀드의 개발 및 비우량 회사채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60)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World－class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화 의지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의 간접금융을 통한 정책지원은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선도 기업을 창출하
기에 불리하며 사실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World Class 300 기업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성장성･안정
59) 박용린･장정모(2012) 참조. 미국의 경우 Nasdaq(장내), OTCBB(장외), Pink Sheet(장외) 등이 진입요건
을 달리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12년 중 Nasdaq보다 완화된 상장 조
건하에서 신생성장기업을 위한 BX venture Market(장내)을 설립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이 정규시장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자본시장으로 성공하였다.
60) 강종만(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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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인 기업이
다. 이들 기업은 혁신능력을 갖춘 한국형 고성장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성장 기업
의 자금수요는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 그리고 시장 선점과 개척을 위한 M&A 자금
수요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수요는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금은 장기 모험자본(risk capital)의 조달원인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World Class 300 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국제화된 해외시장에서 경쟁
하며 주도적 시장지배력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상당한 사업위험이 따르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하다.61)

(3) 기업규제와 중소기업 행정부담 경감
유럽의 기업성장 정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장벽 제거(remove bottlenecks
to entrepreneurial firm growth) 및 성장기업의 규제순응요건 완화(smooth compliance
requirements for growing firms)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규제의 증가, 중소･중견기업 등과 같이 작은 규모의 기업이 경험하
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및 행정부담이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나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원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 기업의 성장이 어렵
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되어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프랑
스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62)
가. 기업규제 및 적합업종제도의 폐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표 29]를 보면, 인력규모에 따른 기업규제는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된다.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해고,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
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을 시작으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규제가 추가된다. 공정거래법상 자본금, 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역시
61) 자본시장연구원(2012) 참조.
62) 중소기업연구원(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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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난다.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부채액 보유 규모가
제한된다. 자산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시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추가된
다. 자산 5조 원이 넘게 되면 지주회사 설립 금지,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 채무 보증
금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지
의무, 주식 소유 현황 및 재무 상황 공정위 신고 의무, 채무 보증 현황 공정위 신고 의무
등 각종 의무 및 제한 조항이 증가한다.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점증하는 규제와 함께 중소
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각종 지원 혜택에서 벗어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잃는
대신에 중소기업이 성장하였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것은 정부규제뿐이다.
[표 29] 기업규모에 따른 성장의 제도적인 제약요소
분류

세부 기준
10조 원

겸영 및 주식소유제한(방송법)

5조 원

지주회사설립제한, 상호출자금지및채무보증제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 취득금지, 금융회사 의결권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신고(공정거래법), 의결권제한, 신용평가업
허가제한(신용정보법)

2조 원

사외이사선임, 감사위원회설치(보험업법, 자통법), 의결권제한(자통법),
주식보유제한 및 의결권 제한(은행법)

자산

2,000억 원
1,000억 원
100억 원
면적 백만 m2
면적 3만 m2
연면적 2백 m2
건축면적 5백 m2

면적

종업원
수

규제 내용

기업결합 신고(공정거래법)
부채액보유제한(공정거래법), 상근감사규정(자통법),
외부감사인 지정(외감법)
외부감사대상(외감법)
대규모 개발사업제한(수도권정비법)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제한(수도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수도권정비법)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한 제한(산업집적활성화법)

5인

해고제한, 해고예고의무, 주당근로시간제한, 휴게시간부여의무,
여성및청소년고용제한, 임산부고용및사용제한 등(근로기준법)

10인
30인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참여증진법)

50인

산업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배치(산업안전법),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법)

100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배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산업안전법)

200인
300인
500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장애인고용촉진법)
안전관리자 지정(산업안전법), 보육시설 설치(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설치(영유아보육법)

자료 : 김시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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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 같은 규제 이외에도 최근 다시 생겨난 규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
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새로 생겨난 규제 중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여 성장
하였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63)
중견기업연합회의 자료64)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견기업 억제 정책이며, 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기존 중견기업은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에는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는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이
나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예상 중견
기업은 약 13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량 중소기업은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려 하지 않는 등 성장을 회피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견기업 수를 줄
이고 중소기업 수만 증가시키는 중견기업 성장억제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30] 적합업종 품목 및 피해 예상 기업 수
피해 예상 기업 수
품목 수
계

중견기업

우량 중소기업

1차 선정

16

50

33

17

2차 선정

25

52

42

10

3차 선정

38

35

26

9

총계

79

137

101

36

* 우량중소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말함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2011.12.21.

63) D기업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지정을 하고 있어요. LED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이거든
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이쪽 LED 조명 분야에서 일 잘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크니까 저희가 잘 하는 종목에서 규제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잘 해서 성장한 기업이고, 그
사업으로 더 커져야지 본보기도 되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지요.”
64) 중견기업연합회(2011.1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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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행정부담의 대폭 경감65)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조사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6)
행정부담은 정부의 규제적인 요청사항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관련 일로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소기업연구원(2006)에 의하면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 비용 비율은 대기업이
0.24%, 중소기업이 1.75%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기업의 평균 행정부담
건 수

비 용

행정비용부담율 

대기업

55.3

5억 6,384만 원

0.24%

중소기업

19.5

5,897만 원

1.75%

주 : 1) 행정비용부담율 = 총행정비용 ÷ (영업이익 + 인건비)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2006.12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불편은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서류제출 요구이다.
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기업의 약 47%가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부담은 조직에 체계화되어 있고 인력이 많은 대기업에서보다는 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종사인력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EU 국가들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개발하여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감축을 추진 중이다. [표 32]는 2003년 EU 주요국의 행정부담
/GDP비율을 추정한 결과, 약 1.9~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는
2.9~3.7%의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덴마크는 GDP대비 1.9~2.4%의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코는 GDP대비 2.9~3.7%의 비교적 높은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란드,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는 GDP 대비
3.4~4.4%의 매우 높은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67)
65) 이병기(2009) 참조.
66) 중소기업 옴부즈만(2012.10.) 참조.
67) 행정부담의 최근 추정치를 찾아보았으나 본 보고서에서 2003년도 조사결과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
로 보인다. 사실 행정부담 비용의 추계에는 상당히 많은 변호사 등 고급전문인력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고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빈번한 조사가 쉽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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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03년 중 EU 주요 회원국의 행정부담 현황
(%, 억 달러)

국가

GDP 비중

행정부담액

국가

GDP 비중

행정부담액

독일

2.5~3.2

670~855

덴마크

1.9~2.4

30~38

영국

1.9~2.4

191~243

폴란드

3.4~4.4

78~100

프랑스

2.2~2.9

482~616

그리스

3.4~4.4

83~106

이탈리아

1.9~2.4

485~619

핀란드

1.9~2.4

18~23

스페인

2.2~2.9

267~341

아일랜드

1.9~2.4

25~32

네덜란드

2.9~3.7

133~170

포르투갈

1.9~2.4

47~60

벨기에

2.1~2.7

63~81

체코

2.9~3.7

21~27

오스트리아

2.4~3.0

88~112

헝가리

3.4~4.4

35~44

자료：CPB(2005)

지금까지 검토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수준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규제 중 조세로 인한 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8) 네덜란드 중소기업청(EIM)의 2003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중 90%가 중소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에 비해
행정부담의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행정부담의 대부분이 고정 비용이고, 대부
분의 법안이 기업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활동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선 이들의 실태파악 및 경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불편은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서류제출 요구이다. 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기업의 약 47%가 이같이
답하였다.69)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부담비용 감
축목표를 도입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U국가들은 표준비용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의
행정부담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감축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5년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행정부담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사위원
회를 설치하여 매년 보고서와 함께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대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과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소기업 대상의 행정부담 감축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것으
로 파악된다.
68) Chittenden, Kauser, and Poutziouris(2008) 참조.
69) 2008년 4~5월에 실시된 1,127사의 분석결과임. 조병선(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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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제시행 시 중소기업 준수지침 공표의무화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화법(SBREFA)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이 과중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화법을 발의하여 기존의 규제유
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규제순응원칙과 가이드를 평이한 영어로 쓸 것과 함께 연방정부가 중소기업
이 규제를 침해하여 발생한 벌칙을 경감시키거나 철회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정책
당국이 소규모기업 소유자의 규제순응 문제와 집행에 대한 코멘트와 불평을 조사하고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70)
이러한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행정부담 비용 절감을 목표로 소관부처
및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 회수 축소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71) 기업인터뷰 시 기업 관련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여러 정부부서
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분기, 반기, 연간 등 수시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런
서류제출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출서류의 통합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괄 정리 등의 제출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여러 행정기관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복조사를 제한하
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연구기관 등은 개별적
조사를 지양하고, 국세청, 통계청DB 등 기존 통계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각종 신고･보고
절차 간소화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중소･중견기업 R&D경쟁력과 기업재생정책 추진
가. 중소기업 부문의 일본식 기업재생정책 추진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낮은 생산성이다. 노동생산
성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표 33]을 보면 중소
기업의 1인당 급여액은 대기업의 1인당 급여액에 비해 그 수준이 낮고 또 최근 들어 더욱
70) SBREFA(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의 주요 법 내용 참조.
71) 유럽의 주요국은 이미 행정부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부담을 대폭 줄이려는 계획, 즉 행정
부담 25% 감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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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도 대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57.97%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수준은 2010년에는 51.64%로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소
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다.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 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도에 37.8%였던 것이 최근에 급속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29.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본장비율 측면에서는 대
기업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도에 27.2%였던 것이 2010년도에는 33.2%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지표를 증가율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것이 [표 34]이다. 이를 보면 2001~2011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6%였는데 비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7.2%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1인당 자본장비율의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전체기간 중 2.5%,
대기업이 0.5%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기술진보율과 자본장비율 증가로 나타낼 수 있다. 기술진보율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4.0%였던 반면에
대기업은 7.2%를 나타내었다. 중소기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을 높이는 일, 즉 기술혁신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혁신 없이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또 노동생산성의 증가 없이 임금의 상승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1인당 자본장비율의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1인당 자본장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10년 대기업의 약 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
업 부문의 자본증가를 통해서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기술이 체화된 자본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표 3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표격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동생산성
(대기업 = 100)

37.77

36.74

34.62

35.67

33.72

35.55

35.64

33.39

32.49

33.16

29.04

1인당 급여액
(대기업 = 100)

57.97

58.10

58.71

57.38

55.97

55.04

56.31

52.58

54.35

52.88

51.64

1인당 자본장비율
(대기업 = 100)

27.21

26.71

27.89

28.40

30.79

30.89

31.20

30.36

33.16

34.97

33.19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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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표의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증가율
1인당급여액증가율
자본장비율

10－299
300+
10－299
300+
10－299
300+
10－299
300+

2001~2005
5.56
7.05
5.25
6.45
6.71
7.75
－1.14
－3.68

2006~2011
2.46
7.35
4.04
8.08
3.10
4.37
6.04
4.61

2001~2011
4.01
7.20
4.64
7.27
4.91
6.06
2.45
0.46

주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부가가치증가율－(노동투입증가율*농동분배율+불변유형고정자본증가율*자본분배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KOSIS)

또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임금
수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앞 장의 기업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소기
업들이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R&D 등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호소는 다름 아닌 중소기업의 낮은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
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중소기업 부문에는 높은 비율의 한계기업이 존재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으로 인식되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
용) 1 미만의 기업비중이 외부감사대상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2003년
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이후에는 19%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0년중 15.7%에서 2010년중에는
20.1%로 높아진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2000년중 18.9%에서 2010년중 12.8%로 낮아졌
다. 한편 2010년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37.5%, 대기업은 26.5%
로 나타났다.72) 이러한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성장마저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중소기업 부문으로의 고급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호소는 다름 아닌 노동생산성이 다
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인재유입은 유입에 필요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인재유입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과 같은 의식수준의 개선과 같은 대안
을 넘어 경제주체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정교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설계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를 빠르게 하는 방법,
72) 이은석(2011) 참조.

116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즉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부문에서 기
술이 체화된 기계장비로 개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이 체화
된 설비로 개체를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1999년
도에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도입하여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여 장기불황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전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첨단설비의 도입 등 기업전략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기업
이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였다. 즉 일본의 산업활성화 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경영자원을 이동시키는 기업재구축 전략을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산업재생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던 것이다.73)
나. 중소기업 부문의 R&D투자 촉진과 상업화 촉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R&D투자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
는 요인이 된다. R&D투자와 기업성장의 관계를 기업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자료를 이용
하여 검토해 본 것이 [표 35]이다. 이 표에서는 전체 기업데이터를 고R&D산업과 저R&D산
업으로 나누어 그 안에 포함된 기업의 성장률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을 구하
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평균보다 높은 산업은 고R&D산업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산업은 저
R&D산업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한 후에 이들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성장율을 검토해 보면 고R&D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1~2011년 기간에 저R&D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6.13%였지만 고R&D산업의
매출증가율은 11.2%를 나타내었다. 고R&D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1~2011년 기간에 고R&D산업의 고용증가율은 3.6%를 나타낸 반면,
저R&D산업은 2.3%를 나타내었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R&D투자 비
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기업의 성장률 또한 빨랐다.
73) 이병기(2004) 및 전경련(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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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R&D 투자비율별 기업성장율

2001~2005

5.64

저R&D산업
총자산
증가율
2.41

2006~2011

6.53

8.17

3.33

12.14

14.24

3.87

2001~2011

6.13

5.55

2.30

11.15

11.19

3.55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9.96

고R&D산업
총자산
증가율
7.53

고용증가율

매출증가율

1.07

3.16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한편 [표 3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R&D투자 비율은 대기업의 R&D투자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2011년 기간에 기업규모별 R&D/매출액
비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2000~2006년
에는 1.91%, 2007~2011년 기간에는 2.0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중 0.9%에서 1.21%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4)
[표 36] 제조업 대･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단위: %)

업종
제조업
음식료품
식료품
음료
섬유
의복･모피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
펄프･종이
코크스･연탄･석유정제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금속가공

대기업
2000~2006
2007~2011
1.91
2.05
0.36
－
－
0.40
－
0.08
0.59
0.77
0.07
0.17
0.91
0.68
0.04
0.07
0.16
0.14
0.17
0.11
0.90
0.79
1.13
1.62
0.55
0.78
0.70
0.55
0.57
1.14

중소기업
2000~2006
2007~2011
0.90
1.21
0.28
－
－
0.64
－
0.23
0.24
0.47
0.16
0.32
0.71
0.48
0.18
0.21
0.23
0.29
0.56
0.54
1.12
1.15
0.53
0.87
0.21
0.39
0.18
0.24
0.45
0.60

74) 안숙찬(2011) 참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R&D 조세감면율은 2011년 잠정 8.6%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제도와 연구인력 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개발 투자
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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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대기업
2000~2006
2007~2011
1.31
1.64
0.68
1.12
5.18
5.51
1.72
5.40
1.86
2.16
1.00
0.75
0.51
－
－
0.30
－
0.17

업종
기타기계
전기장비
전자부품･영상･음향
정밀기기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기타제조
가구
기타제품제조

중소기업
2000~2006
2007~2011
1.25
1.76
1.66
1.71
2.48
2.84
3.20
3.44
0.78
1.23
0.50
0.83
0.37
－
0.49
－
0.70

주 : 음식료품 산업은 2007년 이후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나누어지고 가구･기타제조업은 가구와 기타제품제조업으로 나누어짐.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편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R&D를 통해 얻은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경험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평균 활용률75)과 평균 사업화율76)은
각각 89.9%와 76.4%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들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특허의 사업화율은 일반중소기업이 79.0%로 가장
높고 벤처･이노비즈기업은 7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단위 : %)

전체

대기업

일반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특허활용률

89.9

86.2

89.9

90.6

특허사업화율

76.4

68.9

79.0

76.6

미활용 특허 중 타기관이전가능비율

17.9

16.7

16.1

18.8

자료 : 특허청･무역위원회,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2.12.

이 같은 특허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자금, 인력 면에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인터뷰 기업 중에서도 특허기술의 사업화 과정을 길게
설명하면서 자금애로가 가장 크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특허기술
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기술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자금조달의 애로를 지적하였다.
75)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② 수익 창출 등을 목적
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경우 또는 ③ 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
적(핵심기술의 방어, 특허 소송 방지, 국가 차원의 필요성 등)으로 보유, 활용하고 있는 특허의 비율
76)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특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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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특허기술 사업화의 애로사항
(단위 : %)

전체

대기업

일반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자금 부족

31.0

20.4

31.5

33.0

마켓팅 부족

14.1

8.9

12.2

16.9

산업화 전문인력 부족

31.5

42.3

28.5

30.9

모방제품의 등장

12.7

11.4

14.1

12.1

특허기술의 실용법

0.8

1.7

1.0

0.4

기타

9.9

15.3

12.7

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특허청･무역위원회,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2.12.

기술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변별력 취약 등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평가가 미흡한 상태이다.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을 핵심으로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자사의 핵심가치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아도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미래형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공급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없이 외형적 지표에 의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의해 쉽게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망
한 혁신형 중소기업마저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중견기업의
R&D사업화 투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R&D사업화는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위험
성이 높은 기술개발 및 R&D사업화 투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확대와 함께 투자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77)
다. 중견기업의 R&D 투자확대
기업규모를 보다 세분하여 R&D투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규모,
즉 300~999명 및 1,000~9,999명의 R&D투자비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
견기업의 R&D는 그 자체로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를 위해서도 R&D혁신은 필요하지만 R&D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표 39]에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R&D투자 비율은 1.2%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2.5%,
대기업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미국, 일본, 독일
의 중견기업에 비해 R&D투자비율이 매우 낮다.
77) 임주환(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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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기업규모별 R&D 집약도 국제 비교
1~299명

300~999명

1,000~9,999명

10,000명 이상

미국

3.9

4.1

3.4

3.3

독일

4.1

3.2

2.9

4.4

일본

2.0

2.2

3.3

5.7

한국

2.5

1.2

1.2

5.0

자료 : 안현호(2010)

중견기업이 R&D투자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고성진･김갑수(2009.3.)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을 가능
성이 있다. 둘째, 수요기업과의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과 시장지배력 확대로 추가적인
R&D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비축,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혁신 등 다른 혁신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서 상대적
으로 R&D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해당기업
의 전반적인 기술혁신 역량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성숙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R&D투자 축소는 설비투자 축
소로 인한 상대적인 감축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매출액 1,000억 원, 평균업력 20년
부근에 진입하게 되는 성숙단계에서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한 자금지출은 R&D투자금액의 축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일정수
준 이상 커지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R&D 집약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
나며 이러한 성장경로상에 중견기업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78)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실제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R&D투자 정책자금을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없다. 중견기업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13)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
술개발 관련 정책지원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산학연 협력지원에서 배제된다. 중견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필요
한 R&D역량이 부족해 학계나 연구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학연협
78) 고성진･김갑수(200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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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술개발사업이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둘째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융복합형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중소기
업만 참여 가능해 중견기업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셋째로 기술취득 세액공제에서 배
제되고 있다. 중견기업들도 기술융합을 위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의 외부취득
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액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적용배제(중견기업도 과거에는 3%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09년 말 폐지)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R&D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견기업
의 R&D투자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또 국제화하기 위해서 R&D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R&D투자 확대
를 통해서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민간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79)

(5)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중소기업 성장
가. 국제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수출과 기업성장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40]은 전체 기업데이터를 고수
출산업과 저수출산업으로 나누어 그 안에 포함된 기업의 성장률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행의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수출액과 산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수출비율을 구한
다음 이 산업별 수출비율 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의 산업분류와 일치하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상의 수출액과 산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산업별 수출비율이 평균 이상
인 산업은 고수출산업, 평균이하인 산업은 저수출산업으로 규정하였다.80) 이렇게 규정한
다음 고수출산업과 저수출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매출성장률, 총자산성장률, 및 고용성
장률을 구한 것이 [표 40]이다. 이렇게 구분한 다음 매출액성장률, 고용성장률을 검토해
보면 고수출산업의 매출액성장률, 고용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1~2011년 기간에 고수출산업의 매출증가율은 10.3%였지만 저수출산업의 매출증가율
79) 대한상공회의소(2013) 참조.
80) 수출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연관표 관련 산업분류표를 제공하여 준 성균관대학교의 이해춘 박사와 KERI의
최남석 박사의 유익한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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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9%를 나타내었다. 고수출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
지로 2001~2011년 기간에 고수출산업의 고용증가율은 3.1%를 나타낸 반면, 저수출산업은
2.5%를 나타내었다.
[표 40] 수출기업의 기업의 성장률
저수출기업

고수출기업

매출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고용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고용증가율

2001~2005

4.75

1.94

1.33

9.78

6.42

2.43

2006~2011

6.89

8.82

3.54

10.74

12.29

3.66

2001~2011

5.92

5.69

2.54

10.31

9.62

3.10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그동안 국제화 노력
이 미흡하였다. [표 41]은 총수출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근 그 비중이 현저히 저하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전체 수출액의 약 42.9%를 점하던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8년
에는 전체 수출의 30.9%로 떨어졌다. 2009년부터는 중견기업 수출입통계가 새롭게 추가되
었다. 이를 보면 2010년의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약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57.0%에서 2008년 약 69.0%로 약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단위 : %)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

42.9

42.0

42.2

35.6

32.4

31.9

30.6

30.9

21.1

21.1

19.2

중견기업

－

－

－

－

－

－

－

－

15.8

13.4

14.3

대기업

57.0

57.9

57.8

64.3

67.5

67.9

69.4

69.0

62.8

65.1

66.4

기타

－

－

－

－

－

－

－

－

0.3

0.3

0.1

주 :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뺀 나머
지를 의미
2. 2009년 이후 중견기업 신설로 통계 불일치 발생
3.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http://stat2.smba.go.kr/dbsearch_re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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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제품･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해외진입의 유형으로서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이나 계약방식인 라이선싱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위험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투입과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이 다소 적게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 및 경험이
열세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수출의 장점은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도 수출은 해외진출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해외진
출은 외국인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부담시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해외
진출이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업의 독특한 자원 및 역량을 보유할 때 해외진입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81)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다수의 국가
와 FTA를 체결하여 시장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무역비중이 큰 중국이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을 통한 지식
습득 및 시장확대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이미 Hermann
Simon(2008)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화를 주장한 바 있다. 히든챔피언은 틈새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제품･기술을 특화하고 시장지배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한다고 지적하였
다. ‘깊이 있는 집중’과 ‘유연한 다각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현재 주력사업의 인접분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노용환･홍성철(2011)도 평균 8년
이상의 성장정체 기간을 단축시켜 중소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탈피
하여 국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Bernard and
Jensen(1999)은 수출활동이 미국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
다. 이들은 수출이 개별공장 수준에서 빠른 생산성 증가율과 관련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출과 생산성 수준 간의 양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 해외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수출이 기업수준의 생산
성 증가를 개선하지 않지만 수출은 기업규모를 증가시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무역은 공장수준의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82)
81) 강석민(2012) 참조.

124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동력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중견기업들도 이제는 국내시장에만 머
물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 품질향상 노력 등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넓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규
모의 경제효과는 물론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Harris and Moffat(2011)은 제조업에서 R&D에 대한 지출은 수출할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R&D에 대한 지출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대한 장벽을 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의
지식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경제로 경제발전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품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자동차 등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자동차, 전자 등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은 해외 현지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
나. 기업 국제화를 위한 기초 정보제공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있다. 해외직접투자도
또 다른 성장전략에 속한다. 수출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수단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몇 가지 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Lu(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의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수출
은 낮은 비용과 낮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다. 수출
82) Ahn(2005)은 기술파급의 국제 간 장벽이 국내 간 장벽보다 높으며 수출, 수입 등 무역이나 외국인직접
투자는 기술확산을 촉진하고 국제 간 기술장벽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술확산
은 국가 간에서보다 국가 내에서 상당히 빠르다. 또 수출을 통한 학습의 형태로 외국에서 얻은 기술은 같
은 산업이나 인접산업의 국내의 다른 생산자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이것을 수출을 통한 학습의 확산
(spillovers of learning by exporting) 효과라 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생산성 수준이 높다. 더구
나 생산성 변동의 상당 부분은 수출집약도의 변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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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
이다. 더구나 수출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정치 불안정이나 시장조건의 불안정이 있을
때 해외시장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전보다 덜 위험한 전략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표 42]를 보면 한국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세계화는 지체되고 있어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정부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1990년대 KFW－SME Programme Abroad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장기대출로 국제화를 지원했다.
[표 42] 중소기업 세계화의 정부지원
중소기업 세계화의 정부지원사업

독일

일본

한국

총기관 수

5

15

11

총사업 수

29

43

170

시장접근

15

15

50

금융지원

6

9

36

역량제고

5

19

56

경영환경

3

－

28

평균사업 수

5.8

2.9

15.5

자료 : 홍유수･반유미(2006)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제도가 빈약하여 국제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국제화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
는 진출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의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83) 수출대
상국이나 해외투자 대상국의 산업, 경제 및 제도･정책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이에 대해 신속
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다. 현재 수출
기업에게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표 43]과 같다.

83) 이동주(2013)는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어려움으로 시장정보 동향(66.9%) 및 거래선･바이어 발굴(69.5%)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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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별 주요기능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1962.6
1992.7
설립연도
－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 무역 등에 발생하는
간의 투자 및 협력지원으로
위험담보를 위한 제도를
설립목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무역보험법 제 37조
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공단
1979.1
－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무부처 － 지식경제부
－ 본사: 5본부 21실 7단
조직현황 － 지사: 81개국 9지역본부
119개 무역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 본사: 5본부 21부･실
－ 본사: 8실 11처 1센터
－ 지사: 국내 13개, 해외 12개 － 지사: 3실 31지역 본･지부
3 지방연구원 1센터

－
－
주요기능 －
－

－
－
－
－

해외마케팅 지원
맞춤형 수출활동 지원
해외시장조사, 전파
정부수임사업 수행

수출대금 손실 등 보상
수출입금융 촉진
환율변동리스크 지원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

－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수출마케팅
기술컨설팅, 종합 진단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관리

자료 : 김재우･정윤세(2012) 참조.

해외틈새시장 및 신흥유망시장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KOTRA가 무역관에 해외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별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각 부처의 정보를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KOTRA는 주로 해외마켓팅, 해외시장조사 등 현지 지원을 통한 해외수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마켓팅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같이 주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KOTRA와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한
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중소기업들의 부보를 통해 수출보험을 수행하고 대금회수지원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방지, 수입자 신용정보파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84)
해외마켓팅지원 서비스와 같은 응용서비스 지원은 민간이 하도록 맡기는 대신에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른 투자 및 수출관련 정보를 적시에 가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85) 그렇지만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84) 김재우･정윤세(2012) 참조.
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KOTRA와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정보이용비중이 1994년에 35.5%에서
2004년도에 7.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인 번역을 거친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어 정보를 분석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유용성이 떨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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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켓팅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국가에 대한 기본정보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맞춤형
서비스 방식인 해외마켓팅지원에 주력한 결과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지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잉 시장개입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마켓팅지원 서비스와 같은 응
용서비스에 대한 부처 간 유사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부문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정부는 수출과 투자와 관련한 기초정보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관련국의 노동, 환경, 조세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정보 D/B를 구축하고 관련제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86)
최미희(2007)는 시장에서 컨설팅업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정부가 수행한다면 시장 내 컨설
팅업체의 해외경쟁력은 증가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정보에
바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업체가 커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반정보 및 인
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해
외무역 기초정보가 빈약하다. 또한 관련 핵심기술과 동종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중소기
업과 중견기업의 빈약한 정보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의 정
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협업 네크워크가 필요하다.87)
중소기업 해외진출관련 정보에 관련한 정보제공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에서 산출하는 정보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면 불명확한 정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 산출한 정보를 기계적으로 번역하여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국가의 법
률 등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번역･분석･정리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기초정보를 생산하고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해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86) 최미희(2007) 참조.
87) 임주환(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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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과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
제를 모색해 보는 정책보고서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애로를 느끼는지
에 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인터뷰방식의 조사결과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1~2011년까지의 기업규모 분포를 고용자 수, 매출액, 총자산액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중소기
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요인이 있고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과제가 있는지 17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우선 2001~2011년 기간의 기업규모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용규모로 측정한 기업규모분
포는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우측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을 대상으
로 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분포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는데 이것은 적은 수의 대기업이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공존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그고용자 수의 기업규모 분포는 정규분포와 거리가 먼 모양을 나타낸 반면에
로그매출액의 핵밀도추정치 그래프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약간 왼쪽으
로 편의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아도 정규분포는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업나이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연령구간을 구분하여 각
업력구간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결과, 기업업력이 증가할수록, 즉 기업나이가 많은
구간으로 옮겨갈수록 왼쪽으로 쏠려있던 분포가 점차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업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측으로 경사진 모양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기업규모 분포는 30년 이상의 기업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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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조차도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연령 변수는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
업으로 이행･성장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채비율의 제곱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지
나가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단기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오히려 기업성장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R&D변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될 확률을
더욱 높여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R&D비율은 산업변수로서 R&D를 많이 하는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집약도 변수의 추정계수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하여 성장
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수혜여부 변수는 일관성있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혜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
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중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자금수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상태로 그대로 잔류하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받는 정책자금 혜택으로 인해 중소
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
장･이행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자 수 300명이
넘거나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기업쪼
개기, 인원조정, 해외진출 등 여러 가지 기업축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기업을 인터뷰하여 기업들이 성장하
면서 겪는 성장애로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방식의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 및 이미 중견기업인 기업 등
을 사례로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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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중소기업의 성장 애로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과 중견
기업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자금이나 인력 부문의 애로요인은 거의 비슷하였다.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꺽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조달 시 평가의 경우에 기
술능력보다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인력 부
문의 문제점으로 고급인력, 특히 R&D인력채용의 애로를 호소하였다. R&D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며 R&D를 상업화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
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출･국제화와 관련해서 중소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기초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성장의 원동력
은 R&D투자의 확대와 이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최근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과 기 중견기업들은 기업성장에 따른 애로요인으
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조달과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재무투명성의 확보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동종업종의 M&A 시 세제혜택 부
여로 기업규모 확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견기업이 되면 사라지는 정
책금융으로 자금조달상의 애로가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성장보다 빠른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력채용에 많은 어
려움이 있으며 R&D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R&D투자와 관련해서는 R&D
투자세액 공제혜택이 미비하며 신용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신용평가 기관은 개별기업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은행의 평
가능력에 비춰 보았을 때 기술력에 근거하여 은행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출･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국제화된
인력채용이 거의 어려워 기업의 국제화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중견기업 진입 시 새로이 부과되는 인력
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공장이
전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제약을 지적하였고 중견기업 이행 시 준조세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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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정책과제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촉진형
중소기업 정책으로 과감히 정책의 틀을 전환할 것을 제언하였다. 최근 기업성장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에서
도 최근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보고서들이 제안되고 있다. 즉, 보호 위주
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나라의 사례 조사
를 통해 제언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은 신생기업 진입장벽 제거를 중시하지만, 성장형 중소기업정
책에서는 기업 성장장벽 제거하는 일을 중시한다. 둘째,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자금지원을 강조하지만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
는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조한다. 셋째로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에서
는 소규모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에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기업성장
의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로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순응비용 감축을 중요시하지만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성장기업의 규제순응 요
건을 완화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 분석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
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소기업 기준의 복잡성 해소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또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 기준과 함께 질적 기준을 사용하여 중소기
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양적･질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은 사실상 어떻게 적용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 인지의 여
부가 판가름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범위 판정 및 기준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은 단계적으로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인지를 판정하는 양적 기준은 나라마다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제조업
의 경우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에 비해 자본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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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택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택일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면 중소기업에 속할 기업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데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유효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택일주
의를 사용할 명분이 약하다. 더구나 중소기업 범위한도를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매출액
1,00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범위설정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
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현행의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그동안의 양적인
확대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생하는 중소기업 혜택의 절벽현상은 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에 정책자금이 일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던 조세지원마저도 축소되는 현상은 완화
될 필요가 있다. 이미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혜택의 절벽이 클수록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책금융제도나 조세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별 효과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지원축소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실증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성에 미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은 대부분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융자지원액 중 시
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액은 13.1%인 것으로 나타났고 86.9%는 운전자금 융자지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보와 기술보증은 85% 이상이 운전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이 운전자금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중복 문제
와 정책금융의 낮은 성장성 효과를 고려한다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기능재조정 및 정책
금융의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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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투자와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크게 보아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대출을 지양하고 직접금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기본요건을 확보하는가에 그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회사채시
장은 급성장하였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선진
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외거래를 지원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비우량회
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우량채권형펀드의 개발 및 비우량회사채 지급보증제도의 도
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간접금융을 통한 정책적 지원은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선도 기업을 창출하기에 불리하며 사실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소 →중견→ 대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World Class 300 기업 등과 같이
성장성･혁신성이 좋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중소기업 부문의 행정부담 대폭 감축 및 중견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중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규제의 증가, 중소･중견기업
등과 같이 작은 규모의 기업이 경험하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및 행정부담이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행정부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다시 생겨난 규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여 성장하였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행정부담 비용 절감을 목표로 소관부처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회수 축소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각종 신고･보고 절차 간소
화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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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로 연구개발투자 등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임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고급인력 채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소기업 부문
의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일본식 산업재생전략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R&D 등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호소는 다름 아닌 중소기
업의 낮은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기술진보율을 높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보다 효율화된 설비투자 확대 등 자
본장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도에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도입하여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였다. 이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전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첨단설비의 도입 등 기업전략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
업 부문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주요요소인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을 장착한 자본장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투자확대 등을 포함하는 기업재생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는 각국의 법률･노무･투자 등 해외무역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기초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수출산업의 매출액 증가율, 고용성장율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하였다.
정부가 환경변화에 따른 투자 및 수출관련 정보를 적시에 가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정보제공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해외마
켓팅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국가에 대한 기본정보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맞춤형 서비스
방식인 해외마켓팅 지원에 주력한 결과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지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정부의 과잉시장개입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마켓팅 지원서비스와 같은 응용서비
스에 대한 부처 간 유사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부문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와 관련한 기초정보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관련국의 노동, 환경, 조세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정보 D/B를
구축하고 관련국의 제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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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부표 1] 중소기업분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정의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소기업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50명 미만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B
F
H
J
N
M
Q
A
D
G
I
K
R
E
P
S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5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5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1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10명 미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10명 미만

주 : 1.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28>
자료 : 법제처

[부표 2]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제도
구 분
정책자금
(9개)

기술개발지원
(29개)

146

관 련 내 용
창업기업 지원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용보증, 신용보험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 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R&D 기획역량혁신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연략강화사업,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 친환경설계제기술개발지원,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융합센터 지정･운영사업,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업종 공통기술개발사업, 1인창조기업
활용 팀기술개발, 산학연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
지방청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집적센터 조성, 기술애로
멘토링지원사업, IT기반경영혁신 강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IT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기술유출 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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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구 분

관 련 내 용

인력지원
(8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우수기능 전수, 디자인 설계 1인 1사 지원, 중소기업 녹색산업
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중기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중기형 계약학과 운영, 중기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금, 연수업체 인증

판로지원
(16개)

직접생산 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확인제도, 중기 공동 A/S센터,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제도, 중기간 경쟁의무화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공구매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중기제품홍보지원, 중기 구매상담회 지원, 중기 마케팅 기반 조성, 벤처 마케팅 지원사업,
중기 공동상표 지원

수출지원
(8개)

중기 수출역량 강화, 수출유망 중기지정,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녹색중기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창업지원
(19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기술창업아카데미 지원,
제조기반창업아이템상품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 육성,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청년창업 활성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청소년
비즈쿨 지원, 시니어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확장 및 운영지원, 사업전환 지원사업,
가업승계 지원, 유휴설비 공장거래 알선사업

유망
지식서비스
기업지원
(13개)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해외기술도입지원, 녹색경영 평가･진단 개선, 중･소 그린 SCM
구축지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앱 개발 교육지원,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1인 창조기업 비즈센터,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 참살이 업종 실무 교육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19개)

소상공인 창업･직업교육,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소상공인 혁신 아카데미,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상공인 방송･상권
정보시스템, 자영업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나들가게 육성지원,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소상공인 유망 신사업 육성지원,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유망소상공 프랜차이즈 지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디자인 R&D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지원
(11개)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여성기업 해외진출지원,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국매 지원,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 장애인 기업CEO경영혁신 연수, 장애인 기업 판로개척지원,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기타
(5개)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제도, 메인비즈제도,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기업 확인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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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중소･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규정

중소기업 우대세제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9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배당소득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 적용 안함
투자금액의 10%(20%)를 2년 이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한도 30억 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14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의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법인의 최저한세 우대적용
광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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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표준공제 100만
원 적용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소득세에서 공제
채권잔액에 1% 또는 대손실적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총급여의 5%와 퇴직금추계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소득)세 환급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 소득공제
기증 설비가액 손금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결제금액의 0.5% 또는 0.15%를
법인세에서 공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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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소기업 우대세제

중견기업 우대세제

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8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투자금액의 3%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금액의 3%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의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

투자금액 손금
시설투자금액의 7%

시설투자금액의 3%
(2012년 말까지)
안전설비투자금액의 3%
(2012년 말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
액의 10%
(2013년 말까지)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2013년 말까지)
투자금액의 3%
(수도권 내),
혹은 4% (수도권 밖)
(2014년 말까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
(2012년 말까지)

4.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8개)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수입금액(매출액)의 3% 손금산입

－일반연구 : 연구개발비의 25%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연구개발비의 3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출연금 사용 시 익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R&D설비투자금액의 10%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취득금액의 7%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감면

소득세,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수입금액(매출액)의 3%
손금산입 (2013년
말까지)
－일반연구 :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은 6%
한도적용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연구개발비의 20%
(2012년 말까지)
출연금 사용 시 익금
(2012년 말까지)
R&D설비투자금액의
10%
(2012년 말까지)
소득세,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2년간 근로소득 50% 감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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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계속

규정

중소기업 우대세제

중견기업 우대세제

5.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11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사업전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자산 양도차익 3년 분할 익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익금불산입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에 대해서 손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에 대해
손금산입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일정금액 익금불산입

6. 중소기업 지방이전(11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자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자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2014년 말까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자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자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2014년 말까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지방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0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

10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자산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 분할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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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우대세제

중견기업 우대세제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적용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적용
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적용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농업 외
소득 중 일부 법인세
감면 (2012년 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이후 3년간
50%감면)

7.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3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전액면제
고용유지 목적 임금삭감액 일부 소득세
법인세 공제
일정금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8.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3개)
가업상속공제

일정 금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일정기간 거치기간 허용,
분납기간 연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과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에
한해서 상속세 감면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과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12
중견기업연합회, ｢2012 중견기업 세제정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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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주요한 내역
기업명

기업나이

상장여부

고용자(2011)

주성엔지니어링(주)

18

코스닥상장

705

(주)윈스테크넷

2

코스닥상장

197

(주)마이다스아이티

13

외감

254

(주)대웅제약

11

상장

1,337

대주전자재료(주)

32

코스닥상장

192

(주)연우

26

외감

47

(주)로보스타

14

코스닥상장

245

(주)인포피아

17

코스닥상장

241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38

외감

528

(주)루멘스

17

코스닥상장

211

참엔지니어링(주)

40

상장

317

(주)엘티에스

6

코스닥상장

201

(주)경동나비엔

35

상장

699

엘엠에스

14

코스닥상장

309

인텍전기전자(주)

17

외감

151

(주)우주일렉트로닉스

14

코스닥상장

530

(주)루트로닉

16

코스닥상장

181

피에스케이(주)

23

코스닥상장

136

(주)파트론

10

코스닥상장

357

화승알앤에이

35

상장

895

(주)KH바텍

20

코스닥상장

520

(주)유니크

37

코스닥상장

497

(주)오이솔루션

10

외감

163

평화정공

28

코스닥상장

548

(주)캐프

18

외감

517

(주)에스티원창

17

외감

86

(주)대주기계

17

외감

108

(주)아바코

13

코스닥상장

295

(주)제이브이엠

17

코스닥상장

327

(주)화신

21

외감

167

상신브레이크(주)

38

상장

635

에스엘

45

상장

1,400

(주)아이디스

16

코스닥상장

273

1)

152

이엘케이(주)

14

코스닥상장

466

(주)실리콘웍스

14

코스닥상장

334

(주)유양디앤유

37

상장

194

(주)인피니트헬스케어

11

코스닥상장

293

서울반도체(주)

26

코스닥상장

1,439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부표 4] 계속

기업명

기업나이

상장여부

고용자(2011)

성호전자(주)

40

코스닥상장

120

(주)엠씨넥스

9

코스닥상장

356

(주)알티캐스트

14

외감

283

(주)실크로드시앤티

21

외감

113

2)

케이비테크놀러지

15

코스닥상장

123

계양전기(주)

36

상장

478

(주)블루버드소프트

17

외감

234

덕산하이메탈(주)

14

코스닥상장

212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9

외감

307

동양기전(주)

35

상장

1,179

(주)아모텍

19

코스닥상장

773

인팩일렉스(주)

9

외감

99

(주)에이스테크놀로지

7

코스닥상장

222

(주)와이지－원

27

코스닥상장

1,095

(주)동진쎄미켐

40

코스닥상장

801

한미반도체(주)

33

상장

540

(주)우진세렉스3)

21

상장

336

(주)코텍

26

코스닥상장

226

일진머티리얼즈(주)

26

상장

692

이녹스

12

코스닥상장

262

에스엔유프리시젼(주)

15

코스닥상장

360

크루셜텍(주)

12

코스닥상장

337

하나마이크론(주)

12

코스닥상장

1,386

한국콜마(주)

23

상장

642

(주)비츠로셀

25

코스닥상장

252

(주)우진산전

3

외감

230

일진다이아몬드(주)

9

상장

391

(주)창성

32

외감

401

미래나노텍(주)

11

코스닥상장

545

4)

주: 1) 2011년 이후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로 분할
2) 코나아이로 명칭 변경
3) 우진플라임으로 명칭 변경
4) 2012년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 주식회사로 분할

･ 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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