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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난부터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와 지원쳬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 

방자치단쳬도 자치단쳬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지 

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자치법 」 제133조， 「지방자치단쳬 기금관리 기본법 」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士 본 연구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문보고서인 ‘전환기 제주지역 중소기업지원 출구전략’을 수정 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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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 

기반기금의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으며， 규칙을 제정하여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침쳬되었던 중소기업의 문제는 어 

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 또한 세계금융위기 후 금융시장 안정 및 깅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 

적인 대응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예장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자 경기부양책을 너무 

오래 지속할 경우 나타날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경기회복에 맞추어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과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될 경우 경기가 급 

격히 위축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및 서민층의 긴 

급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 

며， 이러한 결과 제주지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자금 규모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챙력향상과 투자활성화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제도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위기 후 제주지역 강기변화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화를 검토하 

고 둘깨，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실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운용·관리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8년도 세게금융위기 후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쳬가 중소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 Small Business Health 

Index),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 Business Survey Index on corporate Finance), 기 

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 등 제주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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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지표 등을 통하여 경기회복 정도를 살펴본다． 

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실적을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금 고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정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쳬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통하여 중소기 

업지원정책 기조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정책 및 육성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법령자료 · 정책자료 · 연구보고서 등 문헌과 web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정량적 자료는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지역상공회의소의 공식통 

계자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부자료 등을 발췌 · 활용하였고， 제도개선방향의 수립 등 

정책적 제언은 정책자료 · 연구문헌 및 관계자면담 등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ㅍ． 금융위기 후 제주지역 경기변화 

세계금융 위기 후 시행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주지역경제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평균가동률， 어음부도율， 기업자금사정지수 

(FB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이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2.1.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조사항목을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쳬 응답 업쳬수로 나누어 계산되며， SBHI가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 

이면 전월보다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1〉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2012년 12월 현재 중소기업건강 

도지수（SBHI)에 의한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SBHI는 92.5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 비해 15.4％포인트만큼 높아진 수치이고， 전국평균의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SB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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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보다 12％포인트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제주지역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단위： %) 

구 분 
'08 

12월 

'09 

6월 '0912-W 

'10

6W 
0 
칟쭹ㄷ 

H9* 

'11

6W 

'11

12W 

'12

6W 

전 국 a a a a a a a a 80 . 5 

제 주 77. 1 85 92.9 93.2 82.6 81.8 95 95.7 95.5 

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동향조사． 2008.12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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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지역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T) 추이 

2.2. 평균가동률 

평균가동률은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쳬가 주어진 

설비， 노동， 생산효율 등의 조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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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에 대한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표 2> 제주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단위： %) 

구 분 
'08 

12월 

'09 

6월 '0912-v 

'10

6W 

珊

12 

'11

6-W 

'11

12W 

'12

6W 

'12

irw 

전 국 64. 1 68. 2 70. 9 72. 7 72.0 70. 8 72. 1 70. 8 71. 5 

제 주 67 64. 5 68. 4 64. 5 67刀 66. 4 63. 5 66. 4 72. 6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동향조사． 2008.12 -2012.12 

2012년도는 11월까지의 평균가동율을 제시함． 

〈표 2〉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 현재 제주의 중소제조업의 평 

균가동률은 72.6으로 최근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전국평균（71.5）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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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주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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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음부도율 

중소제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성·독창성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산，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곤란 및 주식 . 회사채시장으로부터의 직접금융 곤란 등으로 장기성 자금의 부 

족 상태에 있으며， 둘째 영업능력이 열악하고 대기업의존도가 높아 판매가 부진하며， 특 

정거래처의 도산 및 판매 중단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기 

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낮은 수급단가， 대금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운전자금조달에 어려웅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제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기 

업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을 어음부도율 추이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2008 

년도 α52％에서 2011년 12월 α03％로 자금조달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제주지역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억원， 장수， %) 

구분 
금액기준（억원） 장수기준（장） 

교 환 부 도 부도율（%) 교 환 부 도 부도율（%) 

'08 12월 72,715 380 0. 52 9,527,320 1, 724 0. 02 

09 	6월 5,596 13 0. 23 749,008 87 0. 01 

09 12월 6,972 1.6 0. 23 735,017 79 0. 01 

'10 	6월 4,963 15 0. 30 578,400 78 0. 01 

10 12월 6,544 14 0. 21 585,486 65 0. 01 

' 11 	6월 4,896 7 0. 14 451,894 61 0. 01 

'11 12월 6,419 2 0. 03 450,890 18 0. 00 

'12 	6월 3 ,873 13 0. 34 333,145 52 0. 02 

12 10월 4,801 5 0. 11 383,296 29 0. 01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제주ㅈ 역경제통계， 2012년 12월호 

2012년도는 11월까지의 평균가동율을 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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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기업자금사정지수（FBSI）는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 

시되며 100을 넘으면 전분기에 비해 해당 분기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자금사정은 개선되어지다，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011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중소기업 자금사 

정 악화로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챙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4> 제주지역 중소기업자금사정지수 

（단위： %) 

구 분 
'08 

12월 

硼

6 
'09 

12월 
'106-W '10 

12월 
ㄲ6-W 

'11
12 

媤

6 

'12 

12월 

전 국 81.8 77.9 83 86.7 88.9 90.4 84.6 81.4 79.4 

제 주 ' 85 73.7 83 77.3 71.7 89.1 84.2 89.7 91.2 

주1)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동향조사． 2008.12 -2012.12 

2.5.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의 활동과 경기동향등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 전망， 이 

에 대비한 계획을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겸기예측수단으로 경기국먼 판단의 기준값으로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같을 때 100이 되는데 BSI가 100보다 크면 

조사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쳬보다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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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을 통해 졔주지역 BSI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다 

2012년 하반기에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 제주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D 

（단위： %) 

구 분 
전 산 업 제 조 업 

업황 설비투자 업황 설비투자 

'08. 	12 46 61 54 95 

'09. 06 62 77 89 100 

12 6긺 61 64 106 

'10. 06 87 86 90 95 

12 74 83 80 105 

'11. 06 86 66 95 103 

12 87 76 78 100 

'12. 06 89 71 99 103 

12 64 86 75 1.10 

주）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제주지역경제통계 

正．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실태 분석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제도 

3.1.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육셩자금은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콴한 법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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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한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창업 및 경챙력 강화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향토 

산업 육성사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시장재개발 

사업 등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 

여 지방자치단쳬에 예탁하고， 지방자치단쳬는 예탁금과 자체자금을 매칭펀드형식으로 조 

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3,1.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 

챙력강화 지원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등으로 구분된 

다． 

기금은 첫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의 

한 지방중소기업과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쳬 등 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한 융자， 

둘째， 기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 

기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차액 보전， 셋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넷째，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4가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챙력강화 지원자금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제주로 이전 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숙박 · 목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조산원 · 유선 방송업 · 주차장운 

영 · 휩l업 등 기타 업종의 시살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최대 40억 

원이며 금리는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융 

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은 중소제조업체， 공예품 경진대회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업체， 벤처기업， 산업단지 입주업쳬， 종소기업협동조합， 운수업쳬， 일반긴설업， 숙박 

업， 여행업， 음식점 등 제주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금리는 재정자금의 에탁 금리나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변하며， 융자기간은 2년 이내가 일반적이다．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 및 향토 

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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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 및 향토산업관련조합， 단쳬， 법인 등에 지원하며， 시샬자금 및 이와 직결된 운전 

자금， 공동작업장 건설， 공동원자재 구입， 공동판매장 구축사업 등 공동경영안정 지원 사 

업 등에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15억원 이내， 융자비율은 소 

요자금의 100％이내，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 이내， 금리는 별도로 결 

정한다． 

3.1,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차액 보전 

기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차액은 연 2.8%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 

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여성강제인기업， 장애경제숫l기업， 성장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농수축산 관련 기업， 재해 . 도난피해기업， 기타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의 융자추천기간에는 연 3.5％이내의 이자차 

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또핸， 창업 및 경챙력 강화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최 

고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또는 차등 금리를 병행 시행할 수 

있다． 

〈표 6>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금리 및 이차 보전율 

담 보 별 
최고대출 

금리（%) 

수 요 자 (%) 이차보전（%) 

일 반 우 대 일반 우대 

보증서 5.4％이하 2.65％이하 1.95％이하 2.80 3.50 

부동산 5.95％이하 3.15％이하 2.45％이하 2.80 3.50 

신 용 
은행 금리에서 

2.8％보전 차액 

은행 금리에서 

3.5％보전 차액 
2.80 3.50 은행자율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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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실적 

3.2.1.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법에 따라 업종별 특성과 자수h구모로 중소기업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2011 

년 말 현재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13,799개， 종사자수 

167,749명이며， 이중 제조업쳬수는 13.6%, 종사자수는 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평균 

과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제조 

업쳬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제주지역의 제조업체의 영세성을 볼수 있다． 

〈표 7>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2011년말） 

전국 제주지 역 제주／천국 

사업쳬수 종사자수 사업쳬수 종사자수 사업쳬수 종사자수 

제조업체（A) 旽 -nfl- n 軻 . 0.24% 

중소기 업 (B) 2,045,378 27,871,132 13,799 167,749 0.67% 0.60% 

A lB 16.6% 12.8% 13.6% 5.0% 

＊자료 : 중소기업청， F2011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이용 수정 

3.2.2.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말 현재 익난도 이월액은 

308억원으로 2008난에 비하여 약 204억원 감소하였다． 

2012년 출연금 183억원의 증가와 정기예금 예치 및 출연금 조기 수입으로 14.5억원 

의 이자수입 증가하였고，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 

폭 확대한 결과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14.5억원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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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08년도 '09난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수 입 

소 계 65,926 62,768 56,135 53,259 52,392 

전년도 이월 53,327 48,716 41,445 36,642 32,634 

출연금 10,000 11,000 10,000 15,000 18,300 

이자수입 2,568 3,046 2,197 1,617 1,451 

융자금회수 31 6 

기 타（반납） 

지 출 

소 계 65,926 62,768 56,135 53,259 52,392 

이차보전 13,611 16,938 19,363 20,500 21,454 

국비상환 3,174 1,855 130 125 122 

툭계상환 406 

해와채 상환 

위탁수수료 19 30 

통합기금 예탁 2,500 

익년도 이월 48,716 41,445 36,642 32,634 30,816 

주1)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국비상환은 이자분 포함 

3.2.3.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건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小캉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1992년 설치되었으며， 금융기관 112개 （제1금 

융권 10, 농수축협 33, 금고 45, 신협 24）와 협약이 쳬걀되어 있다．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 강화에 따라 2012년도 대출실적은 

숙292억（건수 8,936건）으로 2008년 윅887억원（건수 히505건）보다 약 50％가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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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소기업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건수） 

연도별 
융자추천 대灌 瑩실적 댄출율 

(B/7u 
비
嵋 고eM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12년도 

계 12.077 5.800 8.936 4,292 74.0 9.049 

창업 및 경 챙력자금 28 239 

경영안정지원자긍 12,049 5,561 

'11년도 11,536 5,463 9,943 4,172 76.3 8,186 

'10년도 10,213 4,904 8,616 3.704 75.5 7.384 

'09년도 11.605 5.655 9,675 빅106 72.6 7,045 

'08년도 8,827 4, 120 6,505 玖887 70.0 6,18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자금 지원강화에 따른 자금별 융자금액을 〈표 10＞을 통해 살펴보 

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이 238억원（28건）. 경영안정자금 히562억원（12,049건） 

의 융자추천이 있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액은 빅292억원《8,936）이다． 

＜표 10> 2012년도 자긍별 융자추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자 금 별 기 관 별 건 수 금 액 비고 

총 계 12,077 580,037 

창업 및 경 챙 력 

강화지원자금 
도 

계 28 23,855 

본 추천 27 22.355 

연장 1 1 .500 

경 영 안정 

지원자금 
계 

계 12,049 556,181 

본 추천 8,538 405,949 

연장 3,511 150,23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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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소기업지원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재원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 

를 받고 있으나 융자지원액 증가로 인한 기금의 감소로 장기적 운용상의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내 성장가능성이 큰 우량 중소기업들 

에게 충분한 필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지자쳬는 중 

앙정부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금융 · 신용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2. 담보요구관행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지닌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나 사업주의 역량보다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담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담보능력이 큰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이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도 제1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담보요구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의 전문화를 통해 사업 

주의 역량 및 성장가능성을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대출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집 

행과정 및 사후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한 전반적인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4.3.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도의 통합 및 제도개선（수회）을 통한 융자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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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한도액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차보전액의 지속적 증가로 2012년말 기금잔액은 

약 308억원으로 2008년 487억원에 비하여 180억원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기기업 

지원자금은 2년 만기， 2년 연장 쳬계로 신규지원을 축소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이차보 

전액을 줄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간 이차보전액 215억 원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이차보전지원쳬계를 개선하여 일반기업과 우수기업， 상환기간의 연장 등 지원 내용에 따 

라 다단계 차등지원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표 11> 중소기업육상기금 운용추이 

（단위 : 억원） 

년 도 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차보전액 136 169 193 205 215 

일빈빡세 출견금 100 110 100 150 183 

이자수입 27 30 22 16 14 

기금잔액 487 439 366 326 30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12> 연도별 중기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액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융ㅈ 峰천 대출액 대출율 

(%) 
이차 

보전액 
대출잔액 

건 금 액 건 금 액 

2008 8,827 4, 120 6,505 2,887 70.0 136 180 

2009 11,605 5,655 9,675 4, 106 72.6 169 046 

2010 10,213 4,904 8,616 3,704 75.5 193 7,384 

2011 11,536 5,463 9,943 4, 172 76.3 205 186 

2012 12,077 5,800 8,936 4,292 74.0 215 049 

자료 졔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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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자립형 경제시대 구현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맞 

는 향토전략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창기적 관점에서 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지원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지원쳬계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금의 지원방향은 중소기업 경챙력 향상과 서민경제 지원， 향토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내 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 

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육상기금의 수요에 대한 고려 혹은 활용계획의 수립보다는 자금 

조성 및 집행에 몰두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실적의 기본통계 정비， 사업 

실태의 정확한 파악，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금조성과 자금운용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등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깨，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은 여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의 유사 · 중복 

성 및 무조건적인 융자 신청 등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함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중소기업과 담당자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이차보전은 이자차액만을 보전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정책자 

금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전한 이자차액은 상환되지 않는 소진성 자금으로 

대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반 

기업과 우수기업， 상환기간의 연장 등 지원 내용에 따라 다단계 차등지원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지역경챙력 강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 

력 산업 및 경챙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업종에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정보력이 부족 

한 소기업 및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수기업들을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 

원도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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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실적으로 육성기금의 지원은 “기술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보다는 “담보능력 

이 있는 기업”에 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담보요구콴행을 刪크하고 신용보증지원의 확대를 위 

해서는 비재무적 항목의 가중치 비율 향상， 신용심사기준의 표준화， 심사기법의 전문화， 

신용대출 관련 먼책기준의 강화， 주거래은행제도 및 지적재산권 담보제도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챤심사를 담당함으로씨 공무원의 업무과중은 물론 

갗은 보직이동으로 추천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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