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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여자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과 안정성, 취약한 신용도와 담보제공 능력으로 인해 자금
조달 등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금조달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다.
정책자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공적 자금공급 기능으로, 경제의 희소한 자원인 자금을 특정 부문에 대해 금리 등 융자조건이나 가용성
측면에서 민간자금보다 유리하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으면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 지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 많아 정책자금의 필요성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여
강원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ʻ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ʼ와 ʻ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ʼ 제정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에 기여해 온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needs에 보다 더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정책자금 이용절차와 요구하는 서류들이 복잡하고, 정책자금 지원이 지역별･업종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ʻrisk takingʼ 기능에 배치되는 운영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기업 당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대출 실행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사후관리와 평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금배분 기능 강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 역행적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기변동 위험을 저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할당과 추가 우대금리
적용 등 지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확충하여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자금지원을 연동한 지원체계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간접금융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해외 펀드운용사례 벤치마킹, 관계금융 활성화 등 정책자금 이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도내 기업현황 사이트의 활용･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 자치단체 차원의 ʻ(가칭)중소
기업금융지원협의체ʼ 구성･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락처｜ 황 규 선 연구위원
T. 033. 250. 1347(hks@ri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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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경제의 중추, 중소기업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중소기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기여자
- 중소기업은 아이디어, 고기술 및 전문화에 기반한 기술개발의 원천자로서
시장 대응성이 높고 시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
☞ 독자기술 개발, 신규 틈새시장 개척, 기업가 정신 발휘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적합
- 대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율과 노동소득분배율1)도 더 높아 경제 기여도가 높음
☞ 최근 3년 간(2015~2017년) 매출액 증가율이 전체 기업은 4.0%, 대기업은
0.8%였는데, 중소기업은 9.1%를 기록
☞ 같은 기간 노동소득분배율도 전체 기업이 68.6%, 대기업이 56.9%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80.9%로 월등한 소득분배 효과를 보여줌
○ 지역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지역산업 창조, 기술혁신 주도자로서 지역의 기술혁신 선도와
신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
→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발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역에는 독특한 전통문화나 전통기술이 존재하는 데, 이를 계승하여 발전
시키는 것은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 전통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특산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

■ 경제적 위상도 절대적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89%, 고용의 90.3%를 차지
☞ 강원도의 경우 전체 기업체의 99.97%, 고용의 96.3%를 차지하여 전국에
비해 그 비중이 더 높음
1) 생산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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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년 간(2010년~2016년) 중소기업이 3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반해
대기업은 213,492개 감소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중요도를 입증
☞ 강원도는 중소기업이 70,1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대기업은 2,255개 감소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전국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사업체 3,737,465 3,188,006 3,621,635 111,362

중소기업
3,732,997

강원도
대기업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4,468 125,912 112,441 123,839 2,030 125,869
43

종사자 17,294,316 3,635,094 11,404,265 4,123,340 15,527,605 1,766,711 426,383 212,951 343,147 68,926 412,073 14,31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조사통계시스템

■ 중소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
○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과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
-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량 중소기업들도 자금난에 처해 지역의 성장
기반이 훼손될 우려
○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2)
-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여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
-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유망기업의 흑자도산 가능성, 초기 자금난으로
인한 유망기업의 성장 좌절 문제
⇒ 이러한 어려움은 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이 더 심한 실정
○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과 취약한 안정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수익성 지표인 이자보상비율3)이 중소기업은 314.8%로 대기업의 726.0%에
비해 절반 미만이며,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중소기업이 163.2%로
대기업 95.5%보다 67.7%p나 높은 수준(2017년 기준)
⇨ 중소기업 육성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
2)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나, 상시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제시(2018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 2018.12.18.)
3)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
으로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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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활로,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역할이 중요
○ 정책자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공적 자금공급 기능
- 경제의 희소한 자원인 자금을 특정 부문에 대해 금리 등 융자조건이나
가용성 측면에서 민간자금보다 유리하게 공급하는 제도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본과
경영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 자본 사용의 위험부담이 높아 과도한 담보를 요구 받거나, 심지어는 금융지원
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음
-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선순
환의 고리를 자리 잡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책자금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자금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
⇨ 정책자금은 이론적으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공재적 기능과 실제적
으로는 유리한 융자조건을 제공하는 보조금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
⇨ 강원도는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으면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 지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 많아 정책자금의 필요성이 더 높은 실정

■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당위성은 1차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
교정에 있음
- 민간금융의 시장실패는 중소기업 금융 전반에 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에 기인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때문에 발생4)
4) 신용할당이란 동일한 자금수요자들 가운데 일부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대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금수요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자금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나, 금융
기관에 대출 여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금수요자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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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할당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가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높은 대출 금리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됨
⇒ 정책자금 지원으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여 국민경제 후생 증대에 기여
○ 경기흐름의 완충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 경기순환 과정에서 은행의 위험회피적인 대출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
⇒ 경기침체 시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대응하여 정책
자금 지원
○ 산업정책 차원에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수단이 필요
-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 신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이 필요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일반회계예산으로 기금을 설치해 중소기업을 지원
☞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재가 아닌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은 ‘낙수
효과이론(trickle-down theory)’에 기반

■ 정책자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
○ 정책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참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조항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원도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근거를 확보
- 제6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10조에서는 융자계획의 공고, 제11조
에서는 융자신청, 제12조에서는 융자대상자의 선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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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 및 평가
1. 지원 대상 및 절차5)
○ 지원대상 및 업종
-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지원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며, 지원대상 업종 전업률
3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유형 및 지원절차
- 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2019년 총사업규모는 2,200억 원으로 자금별 지원규모는 금융기관 협조
자금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인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임
-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특수목적자금지원은 강원도에서 추천심사를 담당
사전상담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강원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강원도, 강원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이차보전

은행 → 기업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출처 : 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8-1915호, 2018.12.28.

<강원도 정책자금 융자절차>
5) 여기에서 지원대상 및 업종, 절차 등은 2019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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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실적
■ 지원 실적 총괄
○ 정책자금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이며, 경영안정자금 비중이 가장 높음
- 2005년 993.8억 원이었던 지원 실적은 2015년에 1,882.9억 원까지 증가였
다가 이후 변동을 보이면서 2018년에는 1,580.6억 원으로 다소 감소
- 경영안정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
하여 최고 90.7%에 달했던 비중이 2018년에는 52.6%를 기록
<연도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 : 백만 원)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강원도 정책자금 구분별 지원 실적>

99,375
108,199
105,501
96,844
98,194
100,439
127,109
144,746
158,789
171,694
188,290
179,925
185,842
158,056

경영안정 창업 및 경쟁력 특수목적자금
자금
강화 자금 (육성기금지원)
86,079
98,149
86,553
51,048
57,894
69,543
82,865
80,717
98,706
99,111
99,104
101,232
106,071
83,182

13,296
10,050
18,948
28,576
32,100
26,146
29,754
60,329
51,243
69,816
68,689
69,956
50,144
44,928

17,220
8,200
4,750
14,490
3,700
8,840
2,767
20,497
8,737
29,627
29,946

자료 : 강원도경제진흥원
주 :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추천금액,
특수목적자금은 신청금액 기준임.

○ 기업 당 대출금액과 대출 실행률
- 최근 3년 간 기업 당 대출금액 평균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4.4억 원,
특수목적자금 3.8억 원, 경영안정자금 2.3억 원 순이며, 최근 들어 특수
목적자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정책자금 대출 실행률6)을 보면, 경영안정자금과 특수목적자금은 증가 추세
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등락을 보이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6) 자금지원 신청금액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의 비율로서 기업에게 자금이 실제로 지원된 정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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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대출금액 추이>

<대출 실행률 추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신청기업

362

428

338

98

74

87

27

48

48

신청(추천)금액(A)

101,232

106,071

83,182

69,956

50,144

44,928

8,737

29,627

29,946

대출실행금액(B)

87,869

92,798

74,240

48,766

36,470

29,850

5,660

20,993

24,007

기업 당 대출금액

242.7

216.8

219.6

497.6

492.8

343.1

209.6

437.4

500.1

실행(추천)률(B/A)

86.8

87.5

89.3

69.7

72.7

66.4

64.8

70.9

80.2

주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추천금액임
자료 : 강원도경제진흥원

■ 지역별 및 업종별로 지원이 편중
○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3대 거점지역에 지원이 편중
- 융자 신청기업과 추천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원주시로 신청기업 기준 32.8%,
대출실행 금액 기준 33.4%를 차지(2018년 기준)
-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이 신청기업의 59.4%, 대출금액의 62.2%를 차지
⇒ 실제 기업 분포가 이들 세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력과 지역 간 불균형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 지원이 편중
- 정책자금 지원 실적이 기업체 수와 금액 모두 제조업이 절대적임
- 기업 수 기준 77.0%, 지원금액 기준 83.2% 차지(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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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정책자금 지원 실적>

<업종별 지원 실적(대출금액 기준)>

■ 신용이나 보증보다 담보 의존도가 높은 관행이 여전
○ 기업들의 자금확보 방법은 자체담보를 통한 경우가 압도적이었음
- 자체담보를 통해 융자를 받은 기업이 49.0%, 대출금액으로는 55.9%를 차지
- 이러한 결과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
○ 정책자금이 지향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risk taking’ 기능을 강화
하고, 신용보증 활성화와 무형자산의 담보가치를 인정･확대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필요7)
<담보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 : 개, 백만 원)
창업 및 경쟁력
특수목적자금
경영안정자금
강화자금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대출액
대출액
대출액
대출액
대출액
대출액
수
수
수
수
수
수
계

<담보별 지원 실적 : 대출액 기준>

428 92,798 338 74,240 74 36,470 87 29,850 48 20,993 48 24,007

자체담보 157 37,993 136 33,282 46 22,539 55 17,034

48 20,993

41

21,242

기술보증 69

14,125

56 10,695

9

4,058

15

6,427

-

-

1

800

신용보증 65

15,122

35

7,641

8

5,245

10

4,624

-

-

5

1,565

농수신보 42

7,360

26

5,615

2

268

1

500

-

-

1

400

은행신용 61

14,803 63 14,943

7

4,360

6

1,265

-

-

-

-

강원신보 31

3,042

20

1,934

2

0

-

-

-

-

-

-

353

2

130

0

0

-

-

-

-

-

-

중기중앙회

3

주 : 업체 수는 추천을 받은 후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기업 수
자료 : 강원도 경제진흥원

7) 2012년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활용이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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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자금 운용 평가 및 한계점
■ 지원절차 측면
○ 정책자금 이용절차와 요구하는 서류들이 복잡
-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자금지원 신청 포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책자금 지원의 지역별･업종별 편중도 문제점
- 강원도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력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문을 열어 둘 필요

■ 지원내용 측면
○ 정책자금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
- 정책자금 지원이 투자보다는 주로 융자 또는 보증 형태로 운용되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담보 의존도가 높아 정책자금 지원목적인 ‘risk taking’ 기능에 배치되는 운영
○ 주력･전략산업 업종의 유망기업 지원 부족 등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
- 정책 목적상 주력 및 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어느 정도 우대할 필요가 있음

■ 지원의 실효성 및 관리 측면
○ 기업 당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대출 실행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원활히 확보하지 못하여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
○ 사후관리와 평가체계가 미비한 정책자금 관리상의 문제
- 자금지원의 성과나 효과 검증 부재로 정책자금 지원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
-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향상과 지원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feed-back 필요

정책메모 제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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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자금 지원 및 운영 개선방안
■ 정책자금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합목적성 제고
○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주력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자금의 주목적인 risk taking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과소공급이라는 시장실패 치유에
그 정당성이 있는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저감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보험 및 신용보증 지원, 무형자산의 담보가치
인정 확대 등이 필요
○ 경기 역행적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기변동 위험을 저감하는 역할 강화
- 경기침체기 또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의 행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 회수하는 경향
⇒ 경기침체 시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여 금융권의 대출
축소 및 회수 관행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 강화
○ 자금배분 기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
-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우량･중견기업 지원은 지양하고,
신생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엄밀한 심사를 통한 자금배분 기능 강화로 지원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 도모

■ 자금조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역할 확대 필요
- 현재의 기금을 통한 지원은 은행 협조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
- 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에 더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및 주력산업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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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00억 원 규모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정책적 기능을 강화

■ 지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미래 유망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
하여 지역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이 부족
-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지원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
○ 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할당과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검토
- 지역의 주력 및 전략산업 분야 등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으로 전체 정책자금 중 일정 수준의 자금지원을 할당･배분하고,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

■ 사후관리 강화
○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
○ 일방적인 평가 시행보다는 지원주체와 지원을 받는 기업 간의 쌍방통행이
가능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
- 지원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되, 자금지원의 성과 분석과 평가,
미흡한 사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원기업에 대한 기초현황
파악부터 효과분석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성과평가와 지원의 연계 등 평가결과에 연동한 지원체계를 도입

■ 정책자금 이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노력도 필요
○ 간접금융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해외 펀드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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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
-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일본의 정부 주도 펀드운용 사례 검토
○ 관계금융 활성화 노력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
축협 등 중･소규모 지역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계금융을 강화
-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이들 금융기관은 기업의 비금융정보 획득을 통해
장기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

■ 홍보강화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홍보강화를 위해 도내 기업현황 사이트의 활용과 연계가 필요
- 강원도와 경제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내 지역별, 업종별, 특성별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메일 및 문자메시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 자치단체 차원의 ‘(가칭)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실천 전략을 수립
- 협의체의 실무기구로서 창업, 경영, 기술, 재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실천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로 중복사업을
최소화하면서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미흡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의 성과 공유와 사후관리 강화에도 기여
※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