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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품, 소재, 제약,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견기업은 한국경제의 핵심적

인 미래 신성장동력이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혜택은 배제

되고 대기업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중견기업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초래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중

견기업 진입에 따른 신규 규제의 적용완화 및 배제 등의 조치가 마련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10년간의 한시적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

러 2015년 10월 “정책금융 역할강화방안”을 계기로 중견기업에 대한 정

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정비되었다.

2012년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기업 인지도 면에서 

불리한 중견기업들의 경우 정책자금 조달,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R&D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을 위한 자

금조달에도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리인하와 은행

의 중견기업 자금지원 규모 및 보증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를 6단

계로 구분하여 기업성장 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

러 금융지원의 형태 또한 산업혁신기구, JIP, JIS, Cool Japan Fund 등의 

다양한 정책성 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통해 사업구조재편,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상황에 적합한 중견기업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촉촉촉촉진진진진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    효효효효율율율율화화화화    방방방방안안안안
- 한한한한국국국국 ••••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정정정정책책책책성성성성    펀펀펀펀드드드드    사사사사례례례례를를를를    중중중중심심심심으으으으로로로로

장 태성 산업은행, 조사부 팀장

/KDB금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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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체계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유기

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금융 체계와 상당히 유사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국민연금의 코파

펀드와 정책금융 기관의 다양한 정책성펀드 등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측면에서 일본의 정책

성 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금융 수단의 개발

이나 도입 보다는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정책금융 관련 펀드의 운용효

율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해

서는 ① 맞춤형 정책성 펀드의 설립 • 운용 ② 정책성 펀드에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운용효율성 제고 ③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현지금융기

관에 대한 온-렌딩 확대 ④ 정책금융기관의 펀드투자 확대 ⑤ 정책금융

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I  들들들들어어어어가가가가는는는는    말말말말

    정정정정부부부부에에에에서서서서는는는는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특특특특별별별별법법법법    제제제제정정정정(2013. 12월월월월) 및및및및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    

역역역역할할할할강강강강화화화화    방방방방안안안안’(2015. 10월월월월)을을을을    계계계계기기기기로로로로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및및및및    예예예예비비비비중중중중견견견견

기기기기업업업업    육육육육성성성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    지지지지원원원원체체체체계계계계    구구구구축축축축    

  창의 • 기술 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제시 

- ① 창의 • 혁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역할강화 ② 미래성

장 동력의 발굴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 ③ 보유 관리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처리  

    본본본본고고고고에에에에서서서서는는는는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금금금금융융융융애애애애로로로로    실실실실태태태태와와와와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유유유유형형형형을을을을    살살살살펴펴펴펴보보보보고고고고    이이이이를를를를    지지지지원원원원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는는는는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    펀펀펀펀드드드드를를를를    중중중중심심심심

으으으으로로로로    분분분분석석석석    



- 3 -

  내수시장 한계에 따른 새로운 시장개척 필요성, 대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는 증가 

하지만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면서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

   - 중견기업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자금, 인력, 정보, 경험 등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해외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펀펀펀펀드드드드의의의의    설설설설립립립립 •••• 운운운운용용용용과과과과    더더더더불불불불어어어어    일일일일본본본본    정정정정부부부부    및및및및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기기기기업업업업    지지지지원원원원    사사사사례례례례를를를를    살살살살펴펴펴펴보보보보고고고고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    효효효효율율율율화화화화를를를를    위위위위

한한한한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도도도도출출출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

은행(JBIC)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다양한 지원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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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및및및및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지지지지원원원원펀펀펀펀드드드드    현현현현황황황황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은은은은    미미미미래래래래    신신신신성성성성장장장장동동동동력력력력으으으으로로로로    중중중중추추추추적적적적인인인인    역역역역할할할할을을을을    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

음음음음에에에에도도도도    불불불불구구구구    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지지지지원원원원    정정정정책책책책에에에에서서서서    소소소소외외외외됨됨됨됨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정정정정책책책책성성성성펀펀펀펀

드드드드    등등등등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집집집집중중중중적적적적    보보보보호호호호    육육육육성성성성    노노노노력력력력이이이이    필필필필요요요요

  (지원소외 측면) 직접투자 및 회사채 시장 진입촉진 등을 포함

한 투 • 융자 복합 정책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중견기업 육성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세제, 금융 등 각종지원에서 소외

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보완하는 정책상 지원이 필요 

  (산업구조적 측면) 기업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 중후장대형 전통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하면서 사업재편을 통한 

사업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한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중요

- 품질 및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지지지지원원원원체체체체계계계계

자료: 창의 • 혁신 • 기술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기업은행 • 산업은행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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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현현현현황황황황

(1) 중중중중견견견견    및및및및    예예예예비비비비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현현현현황황황황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중중중중소소소소기기기기업업업업기기기기본본본본법법법법상상상상    중중중중소소소소기기기기업업업업1)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를를를를    벗벗벗벗어어어어나나나나고고고고, 

상상상상호호호호출출출출자자자자제제제제한한한한기기기기업업업업집집집집단단단단2)에에에에    소소소소속속속속되되되되지지지지    않않않않은은은은    기기기기업업업업을을을을    의의의의미미미미

※ 중견기업 제외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③ 공공기관,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④ 비영리법인, 

⑤ 외국법인(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견기업 수) ’13년 3,846개로 ’09년(1,146개) 대비 3배 이상 증가

하여 전체기업의 0.12% 차지

   - ’10년 관계기업제도3) 도입, ’12년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4) 신설 

등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으로 중견기업 진입이 급증

    ⋅ 총 중견기업 중 관계기업이 993개(25.8%), 상한기준 신설에 

따른 진입 기업이 789개(20.5%)

   - (업종별) 제조업 1,675개(43.6%), 비제조업 2,171개(56.4%)

   - (지역별) 서울 1,512개(39.3%), 경기 809개(21.1%) 등 수도권에 64.5%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수수수수    추추추추이이이이
(단위 : 개)

’09년년년년 ’10년년년년 ’11년년년년 ’12년년년년 ’13년년년년
총 중견기업 1,146 2,187 2,743 3,436 3,846

일반중견기업 1,146 1,291 1,422 1,634 2,064
관계기업 - 896 1,321 931 993
진입기업 - - - 871 789

자료 :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 ~ 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15년, 61개 집단, 1,696개 기업)

3) 개별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지배기업과 합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중기기본법시행령 제2조)

4)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기준(자산총계 5천억원 이상)을 만족하면 중견기업에 진입. 단,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갑작
스런 중단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3년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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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3년 총매출액은 629.4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 

상위 1~3위(삼성 279조원, SK 156조원, 현대차 150조원)의 합을 상회

   - 구간별로는 1천억원 미만 매출 기업이 절반 이상(57.2%) 차지

   - ’13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7.3%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규 

진입한 중견기업(715개)의 영향(평균 매출액 884억원)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매매매매출출출출액액액액    및및및및    평평평평균균균균    매매매매출출출출액액액액    추추추추이이이이
(단위 : 매출액 조원, 평균 매출액 억원, %)

’09년년년년 ’10년년년년 ’11년년년년 ’12년년년년 ’13년년년년 증증증증가가가가율율율율
매매매매출출출출액액액액 306 391 428 595 629 +5.8%

제조업 181 240 260 364 375 +3.1%
비제조업 125 151 168 231 254 +10.0%

평평평평균균균균    매매매매출출출출액액액액 2,560 1,866 1,682 1,844 1,709 7.3%
제조업 3,541 2,801 2,580 2,416 2,300 4.8%
비제조업 1,852 1,221 1,091 1,343 1,239 7.7%

자료 : 중소기업청

    (예예예예비비비비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법법법법령령령령상상상상의의의의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후후후후보보보보기기기기업업업업    및및및및    이이이이에에에에 

준준준준하하하하는는는는    유유유유망망망망    중중중중소소소소기기기기업업업업(예예예예    : 고고고고성성성성장장장장    중중중중소소소소기기기기업업업업) 등등등등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포포포포함함함함

    예예예예비비비비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성장성이나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① 업종별(5단위 구분) 매출액이 기준(300~1,000억원)

②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

  (예비중견기업 수) 3년 이내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

는 ‘예비중견기업’ 群은 ‘13년 749개로 중견기업 저변이 취약

   - 유예기업 127개, 매출액 성장률 15% 이상 527개, R&D 투자

비율 2% 이상 95개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1개(40.2%), 비제조업이 448개(59.8%)

  (매출⋅ 수출) 평균 매출액은 930억원, 평균 수출액은 130억원

으로 중견기업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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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예예비비비비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현현현현황황황황

기기기기업업업업수수수수 평평평평균균균균매매매매출출출출 평평평평균균균균고고고고용용용용 평평평평균균균균수수수수출출출출

예예예예비비비비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749개개개개 930억억억억원원원원 137명명명명 130억억억억원원원원

예비/중견 비율 19.5% 54.4% 43.9% 52.0%

중견기업 3,846개 1,709억원 312명 250억원

자료 : 중소기업청

(2)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금금금금융융융융애애애애로로로로    실실실실태태태태    

    자자자자금금금금조조조조달달달달    특특특특징징징징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 활용시 정보 비대

칭성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함에 따라 은행차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정책금융 비중이 매우 낮음

   - 중견기업 자금조달 구조

    · 중견기업연합회(2010년) : 은행차입(80.5%), 직접금융(10.9%),  정

책금융(4.3%)

    · 한국은행 경기본부(2013년) : 금융기관 차입(93.5%), 주식발행 및 

회사채(5.9%), 정책자금(0.1%)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기업경영 및 성장자금 마련을 위한 은

행차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중심의 은행차입구조를 보임

   - 제조업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2010년 말 기준) : 중견기업 5.8%, 

대기업 7.8%

   - 기업별 차입금은 357억원(2012. 2월 기준), 운전자금 271억원(76%), 

시설자금 86억원(24%)

   - 2008년 이후 운전자금은 증가추세이나, 시설자금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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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견기업 육성과 금융정책과제” 동학림, 2012에서 재인용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금금금금융융융융애애애애로로로로    실실실실태태태태5)(설문 응답자들의 중복응답 집계 기준) 

    

  중견기업 자금수요 및 자금조달

   - 중견기업 자금수요 동기는 원부자재 구매대금(52.4%), 신규사업추

진을 위한 시설자금(49.2%), 수출입 증가에 따른 무역금융(23.8%) 

등이며, 관계회사 기준에 의해 편입된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자금(64.7%)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은 은행대출(87.9%)이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정책자금(42.4%)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은행대출(81.6%), 제2금융권(33%), 정

책자금(32.2%), 직접금융(21.4%) 순으로 나타남

  중견기업 금융애로 원인 

-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이후 대기업 신

용평가 모형 적용,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중단, 중기전용 대출상

품 이용 중단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한도 등 혜택도 축소되면서 금융애로가 발생

• 설문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금융애로 원인을 금리상승(56.9%), 정책

자금 신규조달 불가(31.0%), 신규보증서 발급불가(25.9%), 보증한도 

축소(22.4%), 하도급 거래상의 대금결제(19.0%), 정책자금 연장불가

(15.5%) 순으로 응답

5) 중견기업 금융애로 실태는 IBK경제연구소에서 2012년 중견기업 76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중견기업의 지속성

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융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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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금융애로 체감도를 분야별로 3단계(어려움, 보통, 어렵지 않

음)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조달(59.1%), 보증서 발급

(39.4%), 은행대출(36.4%), R&D 자금(28.8%) 등의 순으로 ‘어려움’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책자금 조달, 해외진출 및 R&D 자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이었을 경우와 달리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주

요 문제로 지적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요청사항 및 중견기업 전환 후 지속지원 희

망 분야

   -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금리인하(56.9%)와 은행의 

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56.9%)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서 발급(40%), 신용대출 확대(24.6%)도 지적

   - 또한,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공장증

축 등 장기 시설투자(48.4%), 설비구입자금(46.9%), 보증서 발급

(26.6%), 무역금융(25%) 등에 대해 금융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

(3)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유유유유형형형형6)

    대대대대기기기기업업업업과과과과    동동동동반반반반진진진진출출출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해외 동반진출함

으로써 기술력과 인지도 확보

   - 수요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대기업의 현지공장에 적기에 납품하는 전략을 추구

   -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인적교류가 빈번하며 대기업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

   - 첨단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독보적 기술력까지 갖춘 

기업이 많음

6) 표정호(2014), 김군수(2013), 윤경희(2014)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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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ODM7)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및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다양한 유통업체에 공급

   - 제조업체는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유통업체는 자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유통함으로써 각자 핵심역량에 집중

• 한국의 중견 가전업체들의 경우 거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대형 가전업체와 OEM/ODM 방식을 통한 공급

계약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진출 도모   

   - 제조업체는 다변화된 거래선과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으로 글

로벌화 추구

    독독독독보보보보적적적적    기기기기술술술술력력력력    기기기기반반반반

  세계적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동 분야에서 글로

벌 리더들과 경쟁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당분야의 원천기

술과 특허를 보유

    국국국국내내내내시시시시장장장장    우우우우위위위위    바바바바탕탕탕탕

  국내시장이 포화 및 성숙되면서 국내시장에서 확보된 경쟁우

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

   - 대체로 내부인력 중심이어서 글로벌 역량이 다소 취약할 수 

있으나 국내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자금력이 비교적 우수

2.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지지지지원원원원펀펀펀펀드드드드    현현현현황황황황

    개개개개관관관관

7)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 생산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자개발생산) :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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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은 정책금융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임. 아울러 정책성펀드를 통한 중견기

업 해외진출 지원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한국은 기업구조조정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있어 산업구

조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고 민간참

여가 보다 확대된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형태변화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 및 정책성 

펀드운용을 둘러싼 각종 규제완화 등의 펀드운용 효율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한한한한국국국국모모모모태태태태펀펀펀펀드드드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문

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정부기관을 LP로 하여 결성된 펀드

   - (출자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

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

육진흥공단

   - (투자요건) 2005년 결성되었으며 투자의사결정은 한국벤처투

자(주)가 담당. 투자는 회수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함

으로써 안정적으로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 펀드 운용기간은 

30년으로 2005년부터 2035년까지 

    해해해해외외외외VC외외외외자자자자유유유유치치치치펀펀펀펀드드드드(한한한한국국국국벤벤벤벤처처처처투투투투자자자자)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월)」에 따라 국내 중소·벤
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VC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 (투자요건) 해외VC가 운용하는 역외펀드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펀드 투자전략상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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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자구성) 한국모태펀드 99%, 한국벤처투자(주) 1%   

   - (펀드규모) ‘15년말 기준 한국벤처투자 출자약정액은 55백만 

달러, 총펀드규모는 635백만 달러

    성성성성장장장장사사사사다다다다리리리리펀펀펀펀드드드드(K-Growth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펀펀펀펀드드드드)

 성장사다리펀드는 초기·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재도전 

등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

성한 펀드

- (주요출자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3개 

기관과 민간의 LP 참여를 통해 조성

- (펀드규모) 1·2차년도(’13.8월~’15.7월) 중 3개 기관의 1.2조원 

출자를 기반으로 총 4.4조원의 하위펀드 조성(3개 기관 출자 

포함). 3차년도는 총 1.6조원 이상의 하위펀드 조성 계획

  K-Growth 글로벌 펀드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 하위 개별 펀드

- 2차년도(‘14.8월~’15.7월) 중 1,500억원 출자를 기반으로 총 5개 

펀드 4,050억원 조성료

    · 3차년도(‘15.8월~’16.7월)에도 시장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 

추가 조성 중8)

   - 해외진출의 전략적 파트너로 해외 네트워크, 해외 파트너, 해

외 유통망 등 비재무적 서비스도 적극 지원

    국국국국민민민민연연연연금금금금    코코코코파파파파펀펀펀펀드드드드

  국민연금은 ’11년이래 대체투자 확대 일환으로 대기업과 공동

으로 투자하는 코파(Corporate Partnership)펀드 조성 및 운용

   - 기업의 해외기업 M&A 또는 현지투자시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1대1 매칭펀드(기업과 동일 금액) 결성, 투자

8) 출자 1천억원, 총 조성금액 3,300억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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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도입 이래 포스코, 한전, LS 등 주요 대기업 참여

국국국국민민민민연연연연금금금금    주주주주요요요요    코코코코파파파파펀펀펀펀드드드드    현현현현황황황황
(단위 : 억원)

기기기기업업업업투투투투자자자자자자자자 약약약약정정정정액액액액 펀펀펀펀드드드드소소소소진진진진율율율율 기기기기업업업업투투투투자자자자자자자자 약약약약정정정정액액액액 펀펀펀펀드드드드소소소소진진진진율율율율
KT&G 3,920 13.2% 포스코 4,000 28.6%
GS건설 2,940 23.4% 동원그룹 2,900 -
SK그룹 4,000 - 한국전력 3,480 29.9%

넥센그룹 2,940 - LS그룹 3,000 -
CJ그룹 4,900 - 인천공항 1,960 -
풀무원 1,960 8.4% 롯데그룹 4,400 -

중소중견1 2,000 36.0% 중소중견2 2,000 76.0%
중소중견3 1,400 33.0% 합합합합계계계계 49,800 12.6%

주   : ‘15년 8월말 기준
자료 : 김규진, 신충태, 박상우 외, 『중소기업 구조조정』, 첨단금융출판사, 

2015.11월

    산산산산업업업업은은은은행행행행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지지지지원원원원    관관관관련련련련    펀펀펀펀드드드드

  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펀드를 조성

   - (부품소재 해외 M&A 펀드) 해외 부품소재기업 M&A를 위

하여 ‘09.12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 조성(3,000억원 규모)

   - (글로벌파트너십펀드) ‘15년 이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기반 확대 목적으로 해외 VC나 전략적 투자자의 국내 

벤처펀드 조성 지원(약정액 중 50% 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펀드규모) 1호 펀드 총 3,700억원, 2호 펀드 3,500억원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 해외첨단기술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성 펀드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산업은행과 통합 이후 산업은행으로 펀드 이관

  - (해외진출플랫폼펀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해외진출 지원 용도로 ‘13년 이후 펀드 조성

• 1·2차에 걸쳐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총 3개 운용사가 선정

되었으며 1차 펀드 조성규모는 약 2,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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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투투자자자자전전전전략략략략 투투투투자자자자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효효효효과과과과

 Cross-border

 M&A 투자

 Outbound, Inbound M&A 관련 투자 

    - 전략적 제휴 등 지분투자 연계 광의의 M&A 투자

 (효과) 신속한 해외진출, 해외자금 유치 등

 해외시장개척

 Greenfield 투자

 경쟁력 보유 제품 · 서비스의 현지 직접생산/판매를

   위한 해외진출투자

 (효과) 해외진출 장애요소 해소 및 글로벌화 지원

 해외 첨단기술

 확보 투자

 첨단기술 확보 투자

 (효과)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및 사업화 또는 해외기업과 

 연계 사업지원, 국내투자 유도
 국내기업 글로벌

 소싱 지원 투자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조달 및 판매 · 유통망 관련 투자

 (효과)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화 지원 등

 해외시장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관련 투자

    - 해외마케팅을 위한 현지법인 또는 합작투자

 (효과) 해외 매출처 주선 등 해외영업 확대 지원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공공공공사사사사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펀펀펀펀드드드드    투투투투자자자자대대대대상상상상

자료 : 김규진, 신충태, 박상우 외, 『중소기업 구조조정』, 첨단금융출판사, 

2015.11월

    수수수수출출출출입입입입은은은은행행행행의의의의    중중중중소소소소····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펀펀펀펀드드드드

  수출입은행은 ‘14.12월 발표된 사모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기

업의 해외진출(중국진출 중심)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500억원 출자를 기반으로 총 

5,700억원 조성

    · 운용사로 3개사 선정(스틱인베스트먼트, KTB PE, 유니슨캐피탈)

   - (에너지·인프라펀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목적으로 수

은 300억원 출자로 총 1,500억원 조성

   - (의료 해외진출 펀드) 의료기관·보건산업 분야 해외진출 지원

을 위해 수은 125억원, 보건복지부 100억원 등 출자로 총 500

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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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기기기기업업업업    지지지지원원원원    동동동동향향향향    분분분분석석석석

 1960년년년년    이이이이후후후후    일일일일본본본본경경경경제제제제는는는는    생생생생산산산산력력력력이이이이 비비비비약약약약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발발발발전전전전하하하하였였였였음음음음. 이이이이때때때때    

기기기기존존존존    중중중중소소소소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한한한한계계계계를를를를    극극극극복복복복하하하하고고고고    기기기기술술술술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괄괄괄괄목목목목할할할할만만만만한한한한    성성성성장장장장

을을을을    구구구구가가가가하하하하는는는는    새새새새로로로로운운운운    기기기기업업업업군군군군이이이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면면면면서서서서 이이이이들들들들    혁혁혁혁신신신신적적적적    기기기기업업업업군군군군을을을을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으으으으로로로로    지지지지칭칭칭칭9)

  이들은 기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순한 구분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로,

- 일본 경제경제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은 에너

지 • 자원, 제약 등의 분야로 확대 

- 이후 일본경제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면서 산업구조의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분야로 부상한 ‘전문기술전개형’의 중견기업군 

으로 발전

1. 일일일일본본본본    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기기기기업업업업    지지지지원원원원    현현현현황황황황

 본고에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구조조정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접근

 일본과 정책금융체계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

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과정은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

- 아울러 우리나라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 정책성 펀드 

운용효율화를 통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

9) 일본과 유사한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으로 독일에서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히든챔피언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 형태의 거대기업은 아니지만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상당부분의 시장지

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지칭.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2008년 ‘경제근대화법’을 도입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의 중간에 위치한 종업원수 250~5,000명 사이의 중견기업 범주를 신설하였음. 프랑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을 강화하였음. 조영삼(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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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사사사업업업업재재재재편편편편    지지지지원원원원    

  아베노믹스10) 일환으로 일본경제의 3가지 문제인 과소투자·과당

경쟁·과잉규제의 해소를 위해 산업활력법11)을 확대 및 재편한 

산업경쟁력 강화법12)을 제정(’13.12월), 일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재편 지원, 규제개혁, 

산업혁신기구, 창업 지원 등이 있으며 기존 산업활력법과 달리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의사가 부족한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일본의 중소 • 중견기업들은 경쟁력이 저하된 기존 사업영역에 대

한 사업재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 등을 통한 시너지 창

출로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

- 기업들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M&A에 있어 일본정

부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산업혁신기구, JIP(Japan Industrial 

Partners), JIS(Japan Industrial Solutions) 등 다양한 정책성 

펀드를 활용,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

-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경우 2013년 설립된 Cool Japan 

Fund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미미미미래래래래신신신신성성성성장장장장    동동동동력력력력    확확확확보보보보    : 제제제제4차차차차    산산산산업업업업혁혁혁혁명명명명 대대대대응응응응13)전전전전략략략략        

  

 일본은 기업성장단계별로 R&D위주의 성장초기에서 내수확대, 

해외진출 등에 이르는 6단계의 정책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정부는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 대

10)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화살’로 불리는 정책조합(양적 금융완화, 대규모 재정정책, 일본재흥전략)으로 구성, 동법

은 일본재흥전략의 세부시책 중 하나임(일본재흥전략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민간투자활성화 등 포함)

11) ‘99.4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약칭으로 동법은 적용범위 확대 및 기한연장을 거

쳐 2013년까지 운영

12) 동법은 총 8개 , 156개조로 구성( 별 내용 : 1장 총칙, 2장 산업경쟁력강화에 관한 실행계획, 3장 신사업활동
에 관한 규제 특례조치의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 4장 산업활동의 신진대사 활성화, 5장 주식회사 산업혁신기

구에 의한 특정사업활동 지원 등, 6장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 7·8장 잡칙·벌칙)

1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2016-04호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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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있어서도 정책성 펀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기업성장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 시스템은 운용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정부차원의 ICT 전략 수립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인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공학 등의 분야에 대응

  (일본재흥전략 2015) 처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응을 위한 주요 시책 발표

   - 민간이 적기에 해당 산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 정비 및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 수립 필요성 제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IoT, 빅데이터, AI로봇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조 시스템 구축 및 추진 언급

- 제조 전 과정(제품기획, 설계, 생산, 유지보수 등)을 ICT로 연결하고 

데이터(자원조달, 재고관리, 사용자 정보 등)를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구축

  (로봇 신전략) 생산노동력 감소(저출산·고령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일본의 사회적 문제 극복 방안으로 로봇 혁신 도모

(3)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지지지지원원원원관관관관련련련련    펀펀펀펀드드드드    현현현현황황황황

    일일일일본본본본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민민민민관관관관합합합합작작작작    펀펀펀펀드드드드

 일본정부는 민간자금의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정책자금 운

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작펀드를 설립 • 운용

- 2012년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활발해졌으며 민관합작

펀드는 하위펀드의 조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

- 아울러 펀드의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병행함에 따라 민간

의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수단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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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일본본본본    민민민민관관관관합합합합작작작작펀펀펀펀드드드드    구구구구조조조조

  자료 : 일본 재무성, “FILP REPORT 2015”

 일본의 정책성펀드는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설립된 

펀드와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2013년 이후 설립한 펀드로 구분

- 2009년 설립된 펀드들은 일본항공의 재건을 지원한 기업재

생지원기구와 공공교통, 기술유출방지 등을 목표로한 산업혁

신기구 등 위기대책 또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큰 반면, 

- 2013년 이후 아베정부가 설립한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 

쿨재팬펀드,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기구, 일본해외인프라투자

회사 등은 첨단기술의 보호 및 성장에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화

일일일일본본본본    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주주주주요요요요    펀펀펀펀드드드드

구구구구분분분분 자자자자금금금금    규규규규모모모모 투투투투자자자자    대대대대상상상상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2004) 5,191억엔 중소기업 약 3,000개
관민이노베이션프로그램(2009) 1,000억엔 동경대, 교토대 등의 첨단기술
산업혁신기구(2009) 약 2조엔 저팬디스플레이 등 약 50건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2013) 2,000억엔
식품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농

림수산업자
환경부동산보급촉진기구(2013) 350억엔 내진성이 큰 빌딩, 시설
DBJ 경쟁력강화펀드(2013) 3,000억엔 대기업의 휴면기술 등
쿨재팬펀드(2013) 600억엔 패션, 게임, 전통공예품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추진기구(2013)

3,150억엔 공항, 하수도사업 등의 운영권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2013) 약 1.2조엔
일본항공 등 과다 채무 보유 또는 

사업구조 재편 기업
일본해외인프라투자회사
(JOIN)(2014)

585억엔
(자본금)

철도, 운송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위한 해외프로젝트 투자

DBJ 특별투자업무(2015) 650억엔 신사업 추진 및 잠재기술  
일본 ICT 및 우정사업 해외진출 

펀드(설립중)
-

정보, 통신 및 우정사업 해외진

출 촉진용 해외프로젝트  

 * (  )내는 펀드설립연도
 자료 :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3. 10. 8자 및 일본재무성, “FILP REPORT2015”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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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산산업업업업혁혁혁혁신신신신기기기기구구구구    

  ’09년 산업활력법 개정으로 15년간 한시조직으로 설립된 민관

협력펀드로 약 2조엔 규모

   - (출자자)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미츠비시중공업, 도요타자동차, 

미츠비시도쿄UFJ은행 등

   - (투자실적) 2010년 13건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26건, 

2014년 22건 등 연간 투자 건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누계로 

사업재편(9건, 4,613억엔) 초기 벤처투자(64건, 1,683억엔), 해외 

인수합병(12건, 1,698억엔) 등 총 85건에 대해 7,993억엔 투자. 

- (지원분야) IT(22건), 의료생명(16건), 전자(15건), 화학(12건), 인

프라(9건), 에너지(5건)

  산업혁신기구는 관련 법령상 지원기준14)을 충족하는 특정사

업활동을 대상으로 리스크가 큰 분야에 장기자금을 공급

   - 특정사업활동은 자신의 경영자원 이외의 경영자원을 활용, 

높은 생산성이 전망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새로운 사

업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산산산산업업업업혁혁혁혁신신신신기기기기구구구구    지지지지원원원원    체체체체계계계계

자료 : 일본 산업혁신기구(‘15.3월 기준)

14) 지원기준은 ①사회적 요구에 대응, ②높은 성장성 전망, ③사업형태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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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P(Japan Industrial Partners; 일일일일본본본본산산산산업업업업파파파파트트트트너너너너스스스스주주주주식식식식회회회회사사사사)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투자 기금으로 ’02년 설립

   - (출자자) 미즈호증권, NTT DATA, 베인앤컴퍼니 등

   - (투자기금) 약 1,700억엔

   - (투자대상) 사업재편을 위한 분사, 사업 재구축에 임하는 중견기

업,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업종전환을 모색하는 기업

   - (투자현황) 자본과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일

본형 사모투자펀드로 누적 투자 18건(현재 5건 투자중)으로 제

조업 중심으로 식품, 유통,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쳐 투자

 (투자사례) JIP는 자회사 VJ홀딩스(VJHD)를 통해 소니의 PC사

업부에서 회사분할된 소니EMCS를 인수하고 경영에 참가15)

- 소니의 PC사업관련 축적된 기술력과 국내영업 인프라 및 최

적화된 경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중견기업을 육성하

는 동시에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JIP(일본산업파트너스)의 투자사례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15) ①소니는 회사분할을 통하여 자회사 소니EMCS(PC설계 • 제조회사) 설립, ②소니EMCS는 VJ(주)에 

승계되며, VJ(주)는 승계와 동시에 VAIO(주)로 회사 명칭 변경(‘14. 7. 1), ③‘14. 9. 1자로 VJHD가 존

속회사가 되는 흡수합병(VAIO(주)(舊. VJ(주)) 소멸) 실시, ④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인 VJHD(주)는 
상호를 VAIO(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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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S(Japan Industrial Solutions)

  일본 경제 재생에 공헌하기 위해 ’10.9.29일 설립(자본금 1억엔)

- 일본 기업 및 산업의 재편·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

- (출자자) 일본정책투자은행(DBJ) 14.9%, 미즈호은행 14.9%, 

미쓰이스미토모은행 14.9%, 미츠비시토쿄UFJ은행(BTMU) 14.9%, 

미쓰이상사 14.9%, 임원 13.5%, 기타 12.0%

    쿨쿨쿨쿨재재재재팬팬팬팬펀펀펀펀드드드드(Cool Japan Fund)

  '13.11월 한국의 한류붐에 대응하고 일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

외수요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합작펀드로 일본정부는 

재정투융자 프로그램용 특별계정에서 출자

- (설립목적) 만화, 게임, 요리 등 일본문화콘텐츠의 해외홍보를 통한 

수출촉진

- (자본금) 일본정부, 민간기업 및 은행과 합작으로 자본금 523억엔

- (주요주주) 일본정부, 다이와증권, 스미토모미쓰이은행, 스미

토모미쓰이신탁은행, 미즈호은행, 게이오은행, 후지미디어홀

딩스, 도판프린팅, 아나홀딩스, JTB그룹, 파소나그룹, 이세탄

미쓰코시홀딩스 등

쿨쿨쿨쿨재재재재팬팬팬팬펀펀펀펀드드드드(Cool Japan Fund) 지지지지원원원원체체체체계계계계

 

자료 : Cool Japan Fun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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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    체체체체계계계계

(1)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    자자자자금금금금운운운운용용용용    현현현현황황황황

    기기기기업업업업성성성성장장장장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맞맞맞맞춤춤춤춤형형형형    투투투투융융융융자자자자금금금금융융융융    제제제제공공공공    

  (①단계 : R&D초기단계) R&D초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정부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정책지원이 중요 재원 역할

  (②단계 : R&D응용～초기제품화단계) 민관합작펀드(Public-Private 

Sector Funds)가 민간VC의 시장실패 보완

   - 민관합작펀드는 산업투자자금(정부소유주식의 배당금)과 민간투자

자금이 결합된 형태로서 일종의 벤처캐피탈을 의미

    ⋅ 대표적 예로 '09.7월 최첨단 기술의 상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산업혁신기구(INCJ :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가 있음 

   - VC(민관합작펀드 포함)가 창업 • 벤처기업 금융지원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가운데 JFC, DBJ 등도 일부 금융지원 담당

    ⋅ (JFC) 사업계획서 심사후 창업자 앞 무담보 • 무보증 융자를 

제공하는 '신창업융자제도'(New Start-up Loan Program) 운용

    ⋅ (DBJ) 완전자회사인 DBJ Capital(‘10.6월 설립)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 및 비금융서비스(IP 상업화) 지원

  (③단계 : 중소기업) JFC가 일본정부의 재정융자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 JFC는 중소기업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선순위 • 장기대출을 제공

하고 일본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한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재보증

   - DBJ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 앞 투융자 제공 

  (④단계 : 대기업 사업재편)「산업경쟁력강화법」시행으로 대기업 

사업재편시 JFC가 재정융자를 재원으로 일종의 On-lending 

방식인 2단계 대출(TSL : Two-Steps Loan)로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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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업무는 JFC의 특정사업촉진업무16)중 하나로 JFC가 차입한 

재정융자자금을 지정금융기관인 DBJ 앞 대출하면 DBJ는 사업

재편 대상기업 앞 금융지원 실시  

  (⑤단계 : 해외진출) 주로 JBIC과 Cool Japan Fund 등이 기업

의 해외진출지원

   - JBIC은 자체금융에 JICA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결합하여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혼합금융17) 제공

   - DBJ는 주로 해외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PF 금융 제공 

  (⑥단계 : 위기시) 위기시의 정책금융기관의 대응업무 

   - JFC가 재정융자를 재원으로 DBJ와 상공조합중앙금고(Shoko 

Chukin Bank)를 통한 TSL 방식으로 위기대응업무 수행

(2)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별별별별    지지지지원원원원    현현현현황황황황

①①①①    일일일일본본본본국국국국제제제제협협협협력력력력은은은은행행행행(JBIC:Japan Bank for Int‘l Cooperation)

    JBIC의의의의    중중중중소소소소····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18) 지지지지원원원원    약약약약정정정정액액액액과과과과    건건건건수수수수는는는는    FY11 36억억억억엔엔엔엔

(16개개개개사사사사)에에에에서서서서    FY14 1,117억억억억엔엔엔엔(109개개개개사사사사)로로로로    크크크크게게게게    증증증증가가가가

  ’12.4월 JFC의 국제업무 부문이 분리⋅ 독립하여 JBIC으로 발족

된 후 JBIC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영업 지원을 전담하는 사업

부(Finance Division for SMEs) 신설을 통해 지원금액 크게 확대

16) JFC는 특정사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특정사업촉진업무를 수행함. 

특정사업촉진업무는 (i) 에너지효율 및 환경친화적 산업육성을 위해 관계법령(「에너지환경적합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특정사업촉진원활화업무와, (ii) ‘14.1월 시행된「산

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재편촉진원활화업무로 나누어짐. 한편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의 사

업재편을 지원하는「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16.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17)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개발금융과 ODA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재원조달방식

18)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3억엔 이하이거나 정규직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본금이 10억엔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24 -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지지지지원원원원    방방방방안안안안

 민민민민간간간간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과과과과    협협협협조조조조융융융융자자자자

- 자금력이 풍부한 민간금융기관과 협조융자를 통해 동 금융기관

의 고객인 일본기업의 해외 자회사앞 장기대출 직접 제공

 개개개개발발발발도도도도상상상상국국국국    소소소소재재재재    현현현현지지지지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    활활활활용용용용

- 일본기업의 해외 자회사와 영업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소재 

현지기업에게 현지금융기관을 통해 2단계 대출 제공

 다다다다양양양양한한한한    현현현현지지지지통통통통화화화화    조조조조달달달달수수수수요요요요에에에에    적적적적극극극극    부부부부응응응응

- 현지통화표시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직접 혹은 2단계 대출로 제공

 일일일일본본본본내내내내    지지지지역역역역은은은은행행행행과과과과    협협협협력력력력

- 지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영업 확대와 관련된 다양

한 이슈에 대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보 제공

 컨컨컨컨설설설설팅팅팅팅    및및및및    자자자자문문문문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제제제제공공공공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법률, 회계, 세무, 고용 및 노동 이슈, 계약, 기업 설립, 그리고 

중국, 인도 및 ASEAN 10개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 관련

②②②②    일일일일본본본본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공공공공고고고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

    JFC는는는는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자자자자금금금금    대대대대출출출출과과과과    현현현현지지지지통통통통화화화화    조조조조달달달달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보보보보증증증증

(Stand-by L/C) 제제제제공공공공으으으으로로로로    영영영영세세세세····중중중중소소소소기기기기업업업업19)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지지지지원원원원

19) 영세기업은 국민생활사업본부(Micro Business and Individual Unit),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사업본부(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it)에서 담당. 해외진출자금 대출은 양 사업본부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은 중소

기업사업본부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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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기업 앞 대출건수는 FY11 515개사에서 FY14 1,116개

사로 크게 증가했으나, 대출액은 감소세 시현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지지지지원원원원    동동동동향향향향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자자자자금금금금    대대대대출출출출

- ’11년 도입된 영세·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소요자금 대출로서, 

용도별로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대상) 거래처의 해외진출, 국내 시장규모 축소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진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기간) 설비자금 20년 이내, 운전자금 7년 이내

 현현현현지지지지통통통통화화화화    조조조조달달달달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현현현현지지지지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    앞앞앞앞    보보보보증증증증 취취취취급급급급

- ‘12년 이래 기업의 현지통화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기관 앞 보증

(Stand-by L/C)을 취급하여 현지통화 장기자금 조달에 기여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관관관관련련련련    정정정정보보보보제제제제공공공공, 컨컨컨컨설설설설팅팅팅팅    등등등등    지지지지원원원원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 변호사협회, 일본프로농업종합

지원기구(J-PAO) 등과 연계, 해외진출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

   • 또한, 일본 내 152개 모든 지점에 해외진출 지원 데스크를 설치

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세부 개별 상담서비스 제공

③③③③    일일일일본본본본정정정정책책책책투투투투자자자자은은은은행행행행(DBJ: Development Bank of Japan)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지지지지원원원원    동동동동향향향향

  (메자닌 금융) 우선주, 후순위대출, 하이브리드 증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지원

  (지분투자) 개인기업, 특수목적법인(SPC), 펀드에 대한 성장자본

(Growth Capital)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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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컨설팅) M&A 자문 컨설팅

-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금융 노하우, 산업 리서치 능력을 토대

로 기업에 포괄적 M&A 자문 서비스 제공

•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M&A 보편화

• ‘15년 3월말 현재 DBJ의 M&A자문 누적 약정건수는 347건

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20) 

  (특별투자업무21)) 자기 자본과 정부의 산업투자 재원(Industrial 

Investment)을 토대로 고위험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수행

- 일본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특별투자업무를 통해 우선

주, 후순위채권 등의 고위험 분야에 투자 

- 이를 통해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을 제고함으

로써 성장동력 확보

- 기업신용위험 완화를 통한 민간자금의 기업투자 확대로 경

기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촉진

특특특특별별별별투투투투자자자자업업업업무무무무(Special Investment Operation) 구구구구조조조조도도도도

 자료 : DBJ, Annual Report(2015)

20) DBJ, Annual Report(2015)

21) 특별투자업무(Special Investment Operation)는 DBJ의 투자금과 정부예산(Industrial Investment)을 토대

로 우선주 투자,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고위험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2015년 신규로 도입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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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맺맺맺음음음음말말말말

 일일일일본본본본은은은은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사사사사업업업업재재재재편편편편    및및및및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기기기기업업업업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성성성성장장장장    촉촉촉촉

진진진진을을을을    위위위위해해해해    정정정정부부부부와와와와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간간간간의의의의    공공공공조조조조    하하하하에에에에    다다다다양양양양한한한한    정정정정책책책책

성성성성    펀펀펀펀드드드드의의의의    설설설설립립립립    및및및및    운운운운용용용용이이이이    이이이이루루루루어어어어지지지지고고고고    있있있있음음음음

  (맞맞맞맞춤춤춤춤형형형형    정정정정책책책책성성성성    펀펀펀펀드드드드    설설설설립립립립) 우리나라도 정부 각 부처 및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성 펀드의 설립과 운용이 추

진되고 있는 바, 

-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맞춤형 정책성 펀드의 설립 및 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 

  (민민민민간간간간자자자자금금금금    유유유유입입입입) 아울러 신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정부 주도

의 적극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 펀드 운용의 효율 제고 측면에서 민간의 자금 유입을 통한 민

관협력 펀드의 설립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됨

 정정정정책책책책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은은은은    해해해해외외외외    현현현현지지지지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온온온온렌렌렌렌딩딩딩딩    대대대대출출출출, 신신신신규규규규

펀펀펀펀드드드드    설설설설립립립립    및및및및    투투투투자자자자 확확확확대대대대    등등등등으으으으로로로로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지지지지원원원원

  (온온온온렌렌렌렌딩딩딩딩) 해외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온렌딩 방식의 중견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

   - 정책금융기관이 현지금융기관에 주요국 통화로 대출하면, 현지

금융기관은 현지통화로 해외진출 국내 중견기업 앞 장기고정금

리 대출을 제공

  (신신신신규규규규펀펀펀펀드드드드    설설설설립립립립    및및및및    투투투투자자자자확확확확대대대대) 펀드를 통한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 성장사다리펀드 내 하위펀드인 K-Growth 글로벌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자금 공급

• 다양한 정책성 펀드간 협력을 통해 기투자 중견기업의 성

장 단계에 적합한 2, 3차 추가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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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중중견견견견기기기기업업업업    해해해해외외외외진진진진출출출출    관관관관련련련련    컨컨컨컨설설설설팅팅팅팅 제제제제공공공공    등등등등    비비비비금금금금융융융융지지지지원원원원    강강강강화화화화

  정책금융기관은 중견 및 예비중견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여 기업의 개별 

상담서비스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

   - 전담 데스크에서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자문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로펌, 회계법인, 특허청 등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

    ⋅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해외

진출 이후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분쟁가능성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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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의 중견기업 특별법 주요내용

  정부와 지자체에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

원칙을 명시(제1장 제3조)

   -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5조, 제6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제2장 제7조)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의 지원, 그리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신규 규제의 적용완화 및 배제 등의 제도적·절차적 

조치 마련(제8조)

   -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조세감면 특례 규정(제11조, 제1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제3장)

   -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선정 및 지원(제18조)

   - 중견기업 등의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및 경영혁신 지원(제19

조~22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제4장)

   - 중견기업 시책 추진 및 관련 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제23조)

   - 중견기업 실태·통계 조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종합정

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 마련(제24조~26조)

  성장사다리가 복원되는 시점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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