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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산업 금융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미래 사업의 불확실성, 무형자산 위주로 구성
된 자산구조, 기술개발 투자의 불가피성, 외부효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과정이
기술금융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단기
정책대응과 함께 기술금융 공급 위주의 정책적 접근을 시장 조성이라는 목표
로 확장하여 시장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의 역량 제고, 수요기반 확충 등 기
술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로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장기적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
한편, 신산업 금융에 수반되는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신산업 금융의 위험
은 수혜기업, 정부, 집행기관이 적절하게 분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정부는 일정 부분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사전적으로 보장하
고, 집행기관에는 평가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손실률을 적정화하도록 하는
한편, 신산업 기업에는 신용도 및 자금 리스크에 따른 이자율의 실질적 차등
화를 적용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신산업 금융 원활화 개선 논의는 신산업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산업 금융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 청사진 속에서 신산
업 금융시스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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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신산업 금융의 특징
첫째, 신산업 금융은 통상적인 산업
금융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
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양이 상이한 상태를 의미하며, 금융시
장에서는 기업의 상황 및 가치에 대
한 우월한 정보를 가진 경영가가 상
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금융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최적 규모에 비해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투자대상이 신산업
영위 기업과 같은 기술개발 중심의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
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하는 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태도
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위험이란 원
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란 발생
할 수 있는 대체적인 상황들이 무엇
인지조차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위험은 약간의 오차를
두고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불확실성은 그렇지 못한 데 있다.
기술개발 과정에는 금융시장이 평가
하고 관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소
들이 산재해 있다. 기술개발 자체의
성공 여부의 예측도 힘들지만 기술개
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품화
한 후 시장에서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이 경우 잠재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상황의 불확
실성을 평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위험관리는 오늘날 전통적인 자
금중개보다도 더 중요한 금융기관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금융 수요자의 담보 관련 유
형자산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형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
한 신산업 영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진
다. 더욱이 기술개발 중심의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은 대부분 기술개발
에 특정한 또는 기업에 특정한 자산
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날 경우 처
분가치가 매우 낮다. 기술지식에 기초
하여 이를 사업화하려는 첨단산업의
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이러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보다 근본적으
로 기술개발 중심의 신산업 기업들은
유형자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
2011년 3월

35

기업의 대부분의 자산은 지식, 특허
등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들 기업은 물적담보를 요구하는 은
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
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 조달된 자금
으로 생산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에 투
자할 경우에는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설비를 처분하여 투자의 일부는 회수
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투자의 경우에
는 기술개발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금
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기술개발 투자의 불가피성을
들 수 있다. 기술투자는 연구개발 단
계와 시장확보 단계에서 최소한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투자규모가 시장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투자를 여
러 단계에 걸친 일련의 소규모 프로
젝트로 나누어서, 각각의 프로젝트별
로 합당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술투
자는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
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용이하지
않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기술개발
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
게 나타나는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
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술개발로부터
의 이익을 전적으로 사유화하기가 어
렵기 때문인데, 물론 기술개발기업을
모방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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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도 한다.
기술혁신과정에서 습득되는 노하우들
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기업의 기술혁신을 도와주게 되는데,
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다른 기업
의 기술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여 주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전
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기술개발의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기술과는 달리, 노하우는 주로 비공식
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
에 개발의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개별기업이
선택하는 기술개발투자 수준은 사회
적으로 최적인 투자수준에 미치지 못
하게 된다.

(2) 신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
신산업 금융에서 시장실패 영역은
주로 상업적 논리의 은행영업이 담당
하기 어려운 신산업 금융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시장 검증
이 용이하지 않은 대상 기업군에 대
한 자금공급,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는 기술금융과 장기
금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
책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
로 보이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
책금융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정책
금융 기능은 실효성 문제로 인해 타
당성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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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정책금융이 정책적 개입이 필
요한 영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완효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신산업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협소하거나 구조
적으로 불투명한 영역에 대한 보완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실패 영역의 실질적 축소에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
라 신산업 정책금융은 시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장
의 자원배분 기능을 보다 신산업 영
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기
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신산업 금융의 유형과 사례
(1)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금융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 상업화 이
전, 상업화의 3단계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은 정부의 R&D
자금으로부터 시작한다. 각 단계를 수
행하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표 1>

이 투자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대기업은 자기 재원을 통해 R&D
에 나설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그러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
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러
한 지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자금의 배분이며 또한 관련 업무
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상업화 단계는 금융지원이 가장 필
요한 단계인 동시에 사업성공의 결정
적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정부가 R&D 자금지원과는 다
른 성격의 자본금 투자자금 지원을
하는 단계이며, 민간 투자자금으로는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s)가 참여
하는 단계이다.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
는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2005년 결성
된 모태펀드와 2009년 결성된 신성장
동력펀드 등이 있다. 한국모태펀드는
2005년부터 운용 중이며 출범 이후
신규펀드 결성 및 투자 규모가 각각
59%와 33% 증가하였으며, 2010년 9
월 말까지 총 1,136개 기업에 투자하

한국 모태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
모태펀드 이전
(2002~2005)

모태펀드 이후
(2006~2010)

증감

신규펀드 결성

8,431

13,434

59

신규투자 규모

8,404

11,156

33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정보센터.
주 : 연평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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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태펀드 결성금액

<그림 2 >

모태펀드 신규 투자금액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정보센터 및 한국벤처투자.

여 58개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
를 진행하였으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14개 기업을 육성하였다.
신성장동력 펀드의 경우 2010년 9

<표 2>

월 말 기준으로 6,871억 원 규모가 결
성되었으며, 이 중 1,470억 원이 신산
업 분야에 투자되었다. 신성장동력펀
드의 주요 투자분야는 IT 융합시스템,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투자 연도

회사명

분야

투자금액
(정부투자)

2009.8

H1사

IT 융합시스템

120(6.3)

중동 등 해외지역 개척 지원

2009.8

S1사

IT 융합시스템

100(5.3)

해외 wall mount 부품기업과 J/V

Value-Add 전략

2009.12

J사

로봇응용

100(6.4)

감속기 업체 M&A 등

2010.2

T사

바이오제약

150(10.0)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

2010.3

S2사

신소재·나노

200(13.3)

물류회사 M&A 등 해외시장 진출

2010.4

S3사

LED응용

100(6.7)

H사(핵심부품)와의 전략적 제휴

2010.6

A사

LED응용

300(56.6)

A사(모기업), S사의 전략적 제휴

2010.9

M사

S/W응용

219(17.7)

전 주기적 생산공급시스템 구축

2010.9

H2사

IT 융합시스템

181(13.2)

사업고도화 및 제품 다변화

합계
자료 : STIC Investment Inc.
주 : 2010년 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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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
LED응용, S/W응용 등이다.
정부는 이 단계에서 투자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상업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업 인큐베이터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
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신성장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
는 예로서는 영국의 저탄소기업육성
프로그램(Carbon Trust Incubator
Programme)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업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함께
과학적 성과를 기업가 및 상업화 전
문가와 연결시키고 관련 필요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상업화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한다. 즉, 프로그램은 사업이 기
술 중심적 단계에서 시장 중심적 단

<표 3>

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으로 개발 기술이 시장의 요구를 잘
구현하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지원될 수 있
는 정부의 금융으로는 성공불 조건의
무상자금지원(Contingent Grants)이
있다. Contingent Grants는 상업화가
성공하기 전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이후 상업화에 성공하였을 때 성공
사례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
이다. 그리고 성공으로 받은 자금은
다시 다른 기술의 상업화에 지원되는
형식으로 활용되는 정책 자금이다. 대
표적인 사례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에 지원되는 영국 Carbon Trust R&D
의 Open Call Scheme이 있다. 이 프

영국의 저탄소기업육성 프로그램
기업육성 지원 서비스

전략지원 및 사업개발 컨설팅

진입 단계

지원금 현황

승인

예산 2.6백만 파운드(원화 약 48억원)

기업 개발

육성기업당 30만 파운드(원화 5.6억
원), 그리고 시작단계에서 6만 파운드
(원화 1.1억원) 지원

기업 성장

다른 보조금, 상담/조언 서비스와
연계된 보조금 지급

금융 및 기업운영 컨설팅
멘토링 및 기업경영 외 업무 지원
에너지 특화 시장 연구, 지적재산권
에 대한 기술적 지원
에너지 기술투자자, 연구자, 최종
이용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종료
영국의 저탄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퇴거 단계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해당 기업은
UK의 Carbon Technology Venture
Capital fund나 다른 VC 기업으로부
터 금융지원을 받음.

결과 : 충분히 상업화된 혁신적인 기술과 응용기술은 영국의 탄소배출량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자료 : SEFI,“Public Finance Mechanisms to Catalyze Sustainable Energy Sector Growth”
, 2005.
주 : 1파운드당 원화 약 1,8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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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속가능 기술혁신 금융체계
R&D

기술 개발

상업화 이전 단계
시장 견인

기술 개발 및 확대
▲

▲

금
융
공
백

상업화 단계

상업화 이전 단계의
자본 부족 시기
R&D
지원

조건부 지원금

RE Certificate를
통한 단기 수익 보조
전환대출

자본확충지원
금
융
조
달

민간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TechnologyIncubators

부채

공공 /민간
벤처 캐피털

보조금

산업발전
투자(조세) 유인
핵
심
요
소

혁신형 정책금융
메커니즘

기존 금융
메커니즘

자료 : SEFI,“Public Finance Mechanisms to Catalyze Sustainable
Energy Sector Growth”
, 2005.

로그램의 경우 25만 파운드를 상한으
로 하여 개발 및 상업화에 지원된다.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 공공성과 수
익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금리가 낮고 상환조건이
유리한 전환채(Convertible Loans)
가 있다. 이는 상업화 단계에서 채권
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지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
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The Massachusetts Sustainable Energy Economi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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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SEED)가 있다. 이 프
로그램은 5만~50만 달러 규모를 지
원하는데 초기 2년간 이자지급을 연
기해 주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요구하
고 있다. 상업화 이후 채권은 25%의
할인율로 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상업화 가능성
이 높아진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이다. 벤처캐피털의 경우 상업화 및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단계에서 사업
에 참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업

신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그림 4>

지속가능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체계

실행가능
이전 단계

프로젝트 준비단계
전력수급계약
실행가능 단계
승인 & 금융설계

가동 및
유지/보수

건설

▲

프로젝트 시행사의 자산

Soft Loan

▲

▲

조건부 지원금

혁신형
정책금융
메커니즘

금융방식
자기자본
메자닌
부채
위험관리
당국의 유인책 :
발전차약지원제도,
조세감면 또는 우대
제3자를 통한 금융

▲

핵
심
요
소

▲

실질적 위험관리 부족

▲

▲

▲

금
융
조
달

▲

▲

부채와 자산의 공백 확장
금
융
프로젝트 개발자본
공
부족 시기
백

기존 금융
메커니즘

자료 : SEFI,“Public Finance Mechanisms to Catalyze Sustainable
Energy Sector Growth”
, 2005.

화 과정에 잘 유입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기대 이상의 수
익이 보장되어야 투자하는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이 민·관 공동 벤처캐피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관 공동 벤처캐피털은
공공 부문의 제한된 자원을 보완하고
높은 레버리지를 보장하여 민간 부문
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 부문 벤처캐피털의 예로는 영
국의 Carbon Trust Venture Capital,

민간 부문 벤처캐피털의 예로는 호주
의 CEGT(Centre for Energy &
Greenhouse Technology), 민·관 공
동 벤처캐피털의 예로는 미국의 The
California Clean Energy Fund
(CalCEF)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상업화를 지
원하는 정부정책은 관련 사업 및 기
업에 수익을 보장하여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
조력발전 기술의 상업화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에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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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프로젝트추진을위한금융
<그림 4>에서 보듯이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있어
금융적 갭(gap)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개발 단계와 건설 단계이다. 사업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사업타
당성(F/S) 비용, 사업 승인 및 등록,
금융구조화 비용 등으로 사업 준비에
사용되는 금융은 주로 개발자의 투자
자금, 민간금융, 자본시장(증권, 채권
등) 금융,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성공
불 지원금 대출, 전략적 투자자 등의
자금이 활용된다.
대규모 사업개발 초기단계 금융지

<표 4>

원제도의 사례로는 국내의 경우 무역
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기
수출보험을 활용한 Debt Financing,
해외투자보험·해외사업금융보험을 활
용한 Equity Financing, 수출보증보
험을 활용한 Bond 발급 지원 등이
있다.
해외 사례에는 미국의 CCEF(The
Connecticut Clean Energy Fund)의
Pre-Development Program과 캐나다
의 The Canadian Green Municipal
Funds가 있다. CCEF 프로그램은
5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
업의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 이상의
경우에는 50만 달러까지 개발비용을

캐나다 주정부 녹색펀드

캐나다 주정부 연합은 Green Municipal Enabling Fund(GME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펀드는 각 주정부와 주정부의 민간부문 동업자에게 캐나다 달러로 35만 달러까지 지
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실행가능 이전 단계와 실행가능 단계에서 비용분담을 통한 실행
계획 작성, 실행가능성 연구, 그리고 세부 분야 확정 등의 분야에 지원된다.
GMEF의 자매 펀드인 the Green Municipal Investment Fund(GMIF)는 지속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필수적인 자본비용, 상담료, 건설비용, 그리고 시설 및 구조물의
재건축을 위해 4~10년 기간의 연화차관(soft loans)1)을 제공한다. 대출 및 대출보증은
모든 자본 비용의 15%까지 제공되는데, 주정부에는 최대 캐나다화 2,000만 달러까지, 민
간 파트너에게는 캐나다화 1,000만 달러까지 제공된다(예외적으로 높은 규모임). 이 펀
드에는 2000년에 캐나다화 2억 5,000만 달러가 자본 확충되었다. 이 모델의 성공으로
2005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화 3억 달러를 연방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바 있다.
자료 : SEFI,“Public Finance Mechanisms to Catalyze Sustainable Energy Sector Growth”
, 2005.

1) 연화차관(soft loan)은 달러 등 국제 통화로 빌려 주고 현지 통화로 상환받는 형태의 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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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 준다.
건설단계의 금융은 일반적으로 지
분투자와 대출 또는 메자닌(Mezzanine)
금융2)으로 이루어진다. 지분투자는 전
략적 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나 투자금융기관에 의
해서 이루어지고, 대출의 경우 상업은
행에 의해서 기업금융 또는 프로젝트
금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다.
메자닌금융은 사업개발자의 입장에
서 지분투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
본을 조달할 수 있고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
되는 금융방식이다. 또한 메자닌금융
은 사업의 자본부채비율을 낮추어 대
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공공자금
이 사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많이 활용
된다.
대표적인 메자닌펀드로는 European
Commission’
s Patient Capital Initiative(PCI)와 Global Renewable Energy
Fund of Funds(GREFF)가 있다. 상업
대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예로
는 The Netherlands-Green Funds와
Bulgaria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Credit Line

(BEERECL)이 있다.
지분투자의 경우 사업위험을 감수
하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
융권 대출의 경우 건설 및 운용 단계
에서 발생한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
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금융적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업위
험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및 운용단계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은 보험과 보증이다.
완공위험의 경우에는 완성물공사보험
(CAR:Construction All Risks, EAR :
Erection All Risks)을 활용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방 위험의 경우에는 이
행성 보증, Liquidation Damages(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 등을 이용하여 위
험을 커버할 수 있다. 보험과 보증 이
외에도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데 신용위험, 기후 및
날씨 변화에 따른 위험, 시장가격 변
동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위험의 경우에
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
하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구(ECA)3)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후순위채권 등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간접펀드의
일종이다.
3) ECA는 Export Credit Agencies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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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산업 금융의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1) 신산업 금융의 위험분담 방안
시장실패적 요소에 의한 일시적·초
기적·위험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경우 정책금융의 지원에 따른 정
책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정책성과 대비 실패 위험도를 적절히
부담·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 위험도가 합리
적으로 반영, 관리되는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원원
칙에서는 시장 기준에서 볼 때 위험
도가 높은 대상을 대거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체계에서는 실제 위험부담은 집
행주체나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어 있
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돈이 필요한
기업에는 섣불리 지원하기 어렵고, 정
작 돈이 필요 없는 기업에는 위험도
가 낮다는 점 때문에 자금을 공급하
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운용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
책금융의 운용상 위험도를 수혜기업,
정부, 집행기관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정 부분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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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에는 평가시스템 확충 등을 통
해 손실률을 적정화하도록 하는 한편,
신산업 기업에는 신용도 및 자금 리
스크에 따른 이자율의 실질적 차등화
를 적용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대리대출 방식 중에
서 금융기관에 거의 전적으로 위탁하
여 운용하는 사례처럼 지원대상의 정
책 부합성이 충족되기 어렵거나 은행
자체 자원과의 경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정
책 부합성을 높이는 대신 재정에서
위험비용을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
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술금융의 개선 방안
현행 기술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은
기술평가의 금융 연결성이 매우 미흡
하다는 것이며, 이는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투·융자)에 수반되
는 위험성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원칙의 부재에 기인한다. 기술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도 궁극
적으로는 위험 부담에서 자유로운 기
술평가 주체와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
해야 하는 자금공급자(은행이나 벤처
캐피털) 간 비대칭성에 근본적 원인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연계된 기술금융 역할을 수행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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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과정이
기술금융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
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단기 정책대응과 함께 기술금융 공
급 위주의 정책적 접근을 시장 조성이
라는 목표로 확장하여 시장 인프라 확
충, 민간 부문의 역량 제고, 수요기반
확충 등 기술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
요 요소들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
태로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활용한 기술금융시장의 초기 형성이
진전되면, 기술보증기금도 보증공급기
관에서 벗어나 시장과 밀접히 연계된
기술금융기관으로의 시장 친화적 변
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시
장의 주요 구성요소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로는 기술평가기관 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시장
인프라 확충, 기술연계 금융기능 확대
등의 민간 부문 역량 제고, 국가
R&D 사업의 시장 친화적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신산업 금융 지원은 시장기능이 미
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절제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 보완성과 신산업의 변화·
발전과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당위성

이 있다. 경제 여건과 금융환경의 변
화에 따라 신산업 금융지원도 새로운
변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
금융 지원은 시장 친화적 원칙을 충
실히 담아내야 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
원활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
권의 자급집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
을 마련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실
질적인 금융 공급이 미흡한 주요 원
인 중의 하나는 정책금융공사, 신용보
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녹색인증기관
등 기술평가기관이나 인증기관의 보
증 또는 인증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심사과정에서는 신용도나 담보설정에
바탕을 둔 대출심사를 진행한다는 것
이다. 또한 집행된 자금의 부실화 가
능성에 대한 위험 분담과 관리 문제
때문에 대출심사를 소극적으로 운영
하는 것도 다른 원인 중의 하나이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기술보증 등을 통
해 유연해진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신산업 영위 기업, 기술혁신 기
업, 녹색인증 기업이 많지 않아 적절
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어서 두 부문 간 입장 차이가 상존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 금융 지원
개선 논의는 산업 부문에 대한 효과
적인 금융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
한 총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산업 금융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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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 청사진 속에서 신산업 금융시스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체계와 지원방식
에 대한 대안적 모색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원적 신용보
증 지원체계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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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정책자금에 대한 현
행 부처별 집행체계가 효과적인 것인
지, 공적 지원기구를 통해 운용할 부
분은 무엇이고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
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