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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한국경제는 전반적 경제 활력의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 편중된 산업구조 및 고도화 지체, 수출역량 감소, 수출과 성장의 괴리,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매우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의 위기를 줄이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
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기술진보, 세계화, 인구구조의 변동 등으로 성장
과 분배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
중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나
타나고 있으며,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도 큰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 위험에 맞서서 혁신성장으로 앞서가고 있
는 EU 및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권에서는 산업정
책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하여 ‘Europe 2020’을 살펴보고, 2권에서는 EU 및
회원국 중소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urope 2020’ 전략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회
복시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장기 구조개혁 비전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Europe 2020’ 전략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는 아직 유보적이지만, EU의 전략이 ‘성장과 포용’을 기치로 스마트 성장, 지속
가능 성장,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우리나라가 EU의 성장전략과 유사하게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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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Europe 2020’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상기 EU의 전략 중 산업정책 및 일자리 관련 이니셔
티브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일
자리 문제는 산업구조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데, 산업구조의 전환에는 단기적
인 금융･재정 정책의 조정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가 유럽의 정책경험을 통해서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으
로 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중소기업법, 경쟁력 프로그램, 금융지원 및 국제화지원, 표준화 등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중소기업을 통한 혁신성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본원의 유럽 현지모니터링 사업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헌신
과 노력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다룬 제1권은 인
천대학교 이명헌 교수, 건국대학교 주상영 교수, 한양대학교 한홍열 교수, 강원
대학교 정준호 교수, 그리고 오스트리아 WIFO의 Martin Falk 박사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제2권의 중소기업정책 분야는 본원의 김흥종 선임연구
위원, 오태현 전문연구원, 이현진 전문연구원이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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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의 정재현 박사,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과장, 본원의 조동희 부연
구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기여한 본원의 정성춘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드
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가적 경제정책의 성공에 커
다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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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
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
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
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
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
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
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
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
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
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
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
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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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
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
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
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
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
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
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
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
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
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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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
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
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
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
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
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
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
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
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
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
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
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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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
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
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
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
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
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
(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
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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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
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
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
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
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
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
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
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
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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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
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
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
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
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
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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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적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EU 역내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수의 99.8%에 달해 EU 경제
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이며, EU 역내 총 고용의 67%인 9,300만 명, 역내 부가
가치 창출의 57%를 담당하고 있어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1 참고).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EU와 회
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축인 혁신성장을 가속
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즉 유럽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
의 90.3%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기준 사업체수로 99.4%, 고용의
77.4%, 부가가치는 51.2%를 차지하고 있다.1) 중소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4%(20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2) EU와 비교해볼 때, 사업체 수
와 고용에서는 더 비중이 높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낮아서 우리나
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위상’,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
SubStat.do(검색일: 2019. 1. 31).
2) 한국생산성본부(2017), p. 13.
3) 한국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제4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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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U의 SME 현황
(2016년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p. 12.

그림 1-2. SME의 비중: 고용 및 부가가치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p. 15.

한편, 2014년 독일의 Kf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
리아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그림 1-3 참고). EU 전체 산업에서 건설, 요식업 및 숙박,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그림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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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조사한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술인
재의 부족, 불필요한 규제 등이 있으며(그림 1-4 참고),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유사한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다고 볼 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3. SME 경쟁력 평가

자료: KfW(2014), p. 4.

그림 1-4. SME의 애로사항

자료: EESC(201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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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EU와 회원국 정부는 지금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보아서 법적․제도적 지원(중소기업법), 직접지원정책(중소기업경쟁력프
로그램, 금융수단, 중소기업 국제화), 자문 및 유럽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별된
다. EU는 2008년에 ｢중소기업법(SBA)｣을 제정하고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재
정적 지원과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EU 차원에서 시행 중에 있는 중소기
업경쟁력프로그램(COSME)은 2012~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 규모로 중소
기업 자금조달 개선, 시장접근 개선,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EU는 2007~15년 기간 중 EU의 중소기
업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유럽 내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
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한바,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개별 회원국의 경우를 본다면,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은 물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
업 지원정책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거나 스타트업 환
경 개선, 혁신 분야 지원 등이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대체로
투명성이 낮아 신용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자금조달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금융지원에서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부부처, KfW 은행, 국가 지급보증은행 등을
통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조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성장 지원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가정
신 고취,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신규 사업 분야 발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서론 • 25

프랑스도 2017년 12월부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인 ‘기업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PACTE)’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PACTE는 혁신적
인 중소기업이 독일에 1만 2,500개가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에는
5,8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한 경각심에서 비롯되었다. PACTE
는 중소기업과 고용을 위한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변화, 성장 및 고용창출
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 기업
구분 간소화, 사회보장종부세 폐지, 기업의 파산 및 부채탕감 간소화, 중소기업
의 수출지원, 전략기업 보호 등이다.
다른 나라의 예로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최근 이탈리아 경제의 저성장과는
상관없이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정책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도, 이탈리아는 2009년 추진된 ‘Made in Italy’를 자국의 브랜드로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 Made in Italy 인증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이탈리아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와 이탈리아 생산자보
호협회(L’Istituto per la Tutela dei Produttori Italiani)의 공동출자로 출
범하였는데, 고품질의 제품 생산자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복제품으로부터 생
산자의 권리와 제품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인증은 제품의 생산 질
(quality), 독창성, 스타일 등을 보장하는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00%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원산지 브
랜드화를 통해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제품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회
로 활용됨으로써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와 유럽의 이러한 정책 사례는 혁신성장정책을 경제정책의 주요 경로로
삼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직면
해 있는 성장의 한계와 인력난, 취약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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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는 OECD 국가에서 첨단
디지털기술 사용의 척도로 클라우딩컴퓨터서비스 사용 기업을 규모별로 살펴
본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유럽 기업들과는 달리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기업규모별 클라우딩컴퓨터서비스 사용비율 국제비교

자료: OECD(2017a), p. 13에서 재인용.

비록 EU와 회원국의 중소기업정책이 한국 내 규모와 금융여건 측면에서 상
이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 및 전략과 직
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중
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쟁력,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국가로 꼽을 만하다.
고용창출, 수출 등에 큰 기여를 하는 중소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로 추진 중에 있는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정책 연구가 필요하
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 나아가 유럽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제1장 서론 • 27

과의 전략적 협력 및 투자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유럽의 중소기업정책 중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와
구매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유럽 국가간 양자
협력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유럽의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로 관심 갖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
과 정책에 관한 연구에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선행연구를 사례로 들고
자 한다. 강유덕 외(2014)는 EU,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정책을 보고 있
다. Bergner et al.(2017)의 경우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정책 중
조세인센티브 제도의 활용과 관련한 세제혜택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17)은 유럽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로서 유
럽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 분석을 통하여 자영업 및 스타트업의 고용
상황까지 평가하고 있다. EEN(2016)의 보고서는 유럽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EU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지역별 국제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Ciani,
Russo, and Vacca(2015)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
징을 보여주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별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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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Röhl(2017)은
EU 회원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EU 예산지원을 분석하고 있는
데,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
소기업 개념 정의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 완
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과제명
1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2

요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의 정책을
분석
-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중 중소기업정책 일부 분석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The Use of SME Tax Incentives in the European Union
by Bergner et al.(2017)
- EU의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의 주요 내용 분석

연구내용

- EU의 실효세율에 대한 조세혜택의 영향평가

과제명
3

by 강유덕 외(2014)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방법론

주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문헌 분석 및 통계분석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16/2017
by European Commission(2017)

연구목적 및 주요

- 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분석

선

연구내용

- 자영업 및 스타트업의 고용평가

행

연구방법론

연

과제명

구
4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Guide to EU Services for SME Internationalisation
by EEN(2016)
- 유럽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COSME,
Horizon2020, ICI+, IPA II, ENI) 내용 분석
- EU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지역별 국제화 서비스 내용 분석
문헌 분석
Financing SMEs in Europe: Stylised Facts, Policies,

과제명

Challenges
by Ciani, Russo, and Vacca(2015)

5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 중소기업 지원 파이낸싱의 주요 현황과 특징
- 회원국별 파이낸싱의 주요 수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정보 제공 강화
문헌 분석 및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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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European S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주
과제명

요

Growth-oriented Agenda
by Röhl(2017)

선

6

행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
구

연구방법론

- EU 회원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EU 예산지원 분석
- 보호주의 강화 추세 속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개념 정의
재조정 필요성 강조,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 완화 요구
문헌 분석
- 기술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으로 유용함.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의 차별성

차별성

- EU와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EU 및 주요국에서 이행된 기존 중소기업정책의 평가결과와
새롭게 발표된 중소기업정책 중 성장과 혁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큼.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 문헌조사, EU 및 주요국 내 담당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면담과 함께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적절히 활용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중소기업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산
업경쟁력 차원에서 기업을 보고 있거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서 세제혜택,
금융지원,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특화해서 보고 있거나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부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이 연구는 EU와 주
요국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EU 차원에서 진행되
는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거나 중소기업정책이 특징적인 독
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이 정
책들이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EU
와 주요 회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평가결과와 새롭게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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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중 성장과 혁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3. 보고서의 구성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유럽 중소기업의 특징을 개괄할 것이다. 회원국 중
소기업의 주요 특징을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유럽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중소기업 정책과 제
도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주요국 중소기업정책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를 소개한다. 먼저, 4개국을 선
정한 이유를 살펴본 다음에 국가별 정책을 상술한다. 제4장은 이러한 해외 유
럽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현황을 개관하고 이어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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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EU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
한 정의가 중요한 것은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목표의 달성과 효
율적인 정책 마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국이 서로
다른 정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크게 직원규모와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50인 미만 직원
규모로 매출액(5,000만 유로) 또는 자산규모(4,300만 유로) 기준을 충족한 기
업이 중소기업으로 정의된다(표 2-1 참고).4)

표 2-1. EU의 중소기업(SMEs) 구분

구분

직원규모

매출액

자산규모

마이크로기업

10명 미만

200만 유로 이하

2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50명 미만

1,000만 유로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중기업

250명 미만

5,000만 유로 이하

4,300만 유로 이하

자료: European Commission, “What is an SME?,”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
ronment/sme-definition_en(검색일: 2018. 11. 29).

[표 2-2]와 같이, 2017년 기준 EU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8%(2,448만 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 66.4%(9,476만 명)로

4) 한국에서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
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자세
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201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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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서 대기업 못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측면에서
도 중소기업은 4조 1,560억 유로(56.8%)를 창출하고 있어 대기업(3조 1,660
억 유로)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EU 중소기업에는 평균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
으며, 근로자 1인당 약 4만 3,900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중소기업도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바,
마이크로기업은 전체 기업의 93%, 고용의 29.4%, 부가가치의 20.7%를 기록
하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EU 중소기업의 주요 지표(2017년 기준)

기업수
구분

수(개)

직원규모
비중
(%)
93.1

수(명)
41,980,528

부가가치
비중

금액

(%)

(십억 유로)

비중
(%)

29.4

1,513

20.7

마이크로

22,830,945

소

1,420,693

5.8

28,582,254

20.0

1,302

17.8

중

231,857

0.9

24,201,840

17.0

1,341

18.3

SMEs

24,483,495

99.8

94,764,622

66.4

4,156

56.8

대

46,547

0.2

47,933,208

33.6

3,166

43.2

전체

24,530,042

100.0

142,697,830

100.0

7,322

100.0

주: EU 28개국 비금융기관 기업이 대상이며, 농업, 산림업, 수산업 및 교육, 보건 분야 비시장서비스업은 제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a), p. 2.

이렇게 EU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외부의 경기적인 충격에 취약했으며, 2009년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기업 수가 모두 하락했다(그림 2-1 참고). 그러나 중소기업 수
와 부가가치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는 2010년, 부가가
치는 2014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고용 부문에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흡한바, 2016년에도 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
화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려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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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중소기업의 회복 추이
(단위: 2008년=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35.

한편 [표 2-3]에서처럼 EU 중소기업의 산업 분야별 분포는 도소매업, 비즈
니스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 5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5개
분야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약 77% 및 부가가치의 70%를 차지하고 있
다. 그중에서도 도소매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26.3%), 고용(24.9%),
부가가치(21.8%)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 비즈니스서비스, 건설 부문으로 집계되었다.

표 2-3. EU 중소기업의 부문별 비중
(단위: EU 평균 비중, %)

구분

부가가치

고용

기업수

도소매

21.8

24.9

26.3

제조

19.4

18.8

8.8

비즈니스서비스

13.6

11.6

19.2
14.3

건설

11.1

11.8

숙박음식

5.0

10.0

8.0

기타

29.3

22.7

23.1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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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을 기준으로 대기업(피고용인 250인 이
상)과 비교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그림
2-2 참고),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기업(피고용인 50~249명)이 대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마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은 대기업 평균을 하
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3 참고).5) 그러나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공통으
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EU 경제가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마이크로기
업은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2-2.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창출

그림 2-3. 사업서비스 1인당 부가가치 창출

(단위: 피고용인 250명 이상=100)

(단위: 피고용인 250명 이상=100)

자료: Cusmano, Koreen, and Pissareva(2018), p. 10.

자료: Cusmano, Koreen, and Pissareva(2018), p. 10.

이렇게 중소기업이 EU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경쟁
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혁
신을 지원하기 위해 ‘Horizon 2020’을 통해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
진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높지 않다. [표 2-4]에서처럼, 고위기술산업에 속한
5) [그림 2-2] 및 [그림 2-3]의 대상이 되는 국가: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OECD(2017a) 자료를 활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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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1.2%에 불과하며, 높은 지식집약서비스의 경우에도
29.2%에 그치고 있다. 모든 중소기업이 디지털에 대응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기술력과 디지털화는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6)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기술혁신 및 수출교역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바, EU의 중소기업이
낮은 전문지식과 저위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표 2-4. 2017년 EU 중소기업의 전문지식 및 기술집약 활용도
(단위: %)

구분

부가가치

고용

M

S

MS

낮은 지식집약서비스

20.8

16.3

높은 지식집약서비스

10.9

7.4

저위기술산업

1.6

중위기술산업
고위기술산업

기업수

M

S

MS

M

S

MS

14.3

27.4

17.5

11.9

56.3

3.5

0.5

7.7

10.7

5.3

5.4

28.0

1.0

0.2

2.6

3.7

2.8

3.2

3.5

4.8

0.6

0.1

1.4

2.8

3.7

1.8

2.6

3.0

3.2

0.5

0.1

0.6

1.9

4.3

0.6

1.4

2.8

0.9

0.2

0.1

주: M은 마이크로기업, S는 소기업, MS는 중기업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20.

실제로 [그림 2-4]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성은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
면 통신기술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도구, 소비자의 소비행태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온라인거래 플랫폼 등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주OECD 한국대표부 김경만 참사관 및 OECD 사무국 Lora Pissareva 정책분석관 인터뷰(2018. 12.
4~5,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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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어떤 기술이 중소기업에 중요한가?

자료: Oxford Economics(2017), p. 1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정책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점차 전문
화·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스타트업은 주로 IT/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바이오, 산업기술 등에 집중되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기술혁신은 일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가운데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는 고용창출과 생산성 증
대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EU 회원국별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2-5] 및 [그림
2-6]과 같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19개 회원국에서 중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EU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키프러스, 에스
토니아, 몰타, 라트비아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반면 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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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40%대를 기록하며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고
용 측면에서는 키프러스, 그리스, 몰타의 중소기업 비중이 80%를 넘는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에서는 EU 평균을 하회하고 있
다(그림 2-6 참고).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부가가치와 고용 모두에서 EU
평균보다 낮은 중소기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업규
모별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7]과 같이 마이크로기업은 이탈리아가 전
체의 44.9%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소기업은 독일이 11.3%, 중기업은 룩셈부
르크가 38.8%, 대기업은 영국이 46.4%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
록했다.

그림 2-5. EU 회원국별 SME 비중: 부가가치(2017년)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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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U 회원국별 SME 비중: 고용(2017년)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16.

그림 2-7.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2016년)
(단위: %)

자료: Eurostat, “Persons Employed in the Non-financial Business Economy by Size Class of Employment,”
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code=tin00148&plugin
=1(검색일: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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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7년까지 기간 중 EU 회원국별 중소기업
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회복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이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모두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감소
세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반면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EU 회원국별 2008~17년 기간 중 고용 및 부가가치 회복수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MEs according to the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17/18,”
file:///C:/Users/400/Downloads/Infographics%20for%20the%20Annual%20report%202017-2018%2
0(1).pdf(검색일: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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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EU 중소기업의 회복세는 미국의 중
소기업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9~16년 기간 중 EU 중소기업의 부
가가치 창출은 22.3% 증가하고 고용은 2.3% 증가했으나, 미국은 각각 54.2%
와 9.2% 증가했다. 향후 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화된 정책지원
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9. 2009~16년 기간 중 주요국 중소기업의 누적비중 변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37.

한편 2012~15년 기간 중 EU의 창업률과 폐업률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확
인할 수 있는바, EU의 평균 창업률은 10%로 기존 기업 100개당 평균 10개가
새로 창업되었으며, 폐업률은 평균 8.5%를 보였다(그림 2-10 참고). 순창업률
의 경우 7개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포
르투갈)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11개국
에서는 EU 평균 순창업률(1.5%)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럽 재정위기로부터의 경기회복세가 실물경제와 기업경영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면서 순창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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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12~15년 기간 중 EU의 창업률 및 폐업률

주: 창업률과 폐업률은 100개 기존 기업당 새로 설립된 기업 및 폐업한 기업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p. 48-49.

기업환경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인 금융조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개선되
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에서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OECD(2018a)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조사대상 국가 중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50%로 가장 낮았으며, 그리스가 5.32%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
게 나타났다(그림 2-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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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EU 주요국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단위: %)

자료: OECD(2018a), p. 36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마지막으로 [표 2-5]에서처럼, EU 회원국별 중소기업의 GDP 성장 기여도
또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9~17년 기간 중 슬로베니아와 몰타
에서 중소기업의 GDP 성장 기여도는 55%를 넘어서며 EU 평균(29%)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프랑스, 루마니아, 독일에서의 기여도는 29% 미
만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마이크로기업과 중기업
의 기여도가 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기업의 성장 기여도가 22%로 높은 반면 소기업의 성장 기여도는
3.4%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기업의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는 이탈리아로 19.5%를 기록했다. 영국, 스웨덴, 폴란드에서는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의 성장 기여도가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것도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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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소기업의 GDP 성장 기여도(2009~17년)

구분

중소기업 전체

마이크로

소기업

중기업

슬로베니아

58.9

21.8

17.8

19.3

몰타

55.9

27.3

17.9

10.6

불가리아

48.6

20.4

17.0

11.2

에스토니아

47.2

21.1

13.4

12.7

이탈리아

27.0

20.8

6.6

19.5

리투아니아

43.7

15.9

13.8

14.0

라트비아

43.0

15.7

12.9

14.3

영국

38.0

12.2

13.4

12.4

오스트리아

36.7

10.3

12.9

13.5

네덜란드

35.8

13.1

8.7

14.0

크로아티아

34.3

4.1

16.8

13.4

헝가리

34.2

10.8

13.5

9.9

벨기에

34.1

17.1

11.4

5.6

핀란드

32.6

5.7

10.9

16.0

스웨덴

31.6

11.9

10.1

9.5

룩셈부르크

31.1

6.8

8.3

16.0

덴마크

29.4

12.6

3.5

13.4

체코

29.4

11.3

5.7

12.5

EU

29.0

10.1

8.4

10.5

독일

28.9

8.1

9.5

11.3

아일랜드

25.0

22.0

3.4

n. a.

폴란드

19.3

6.4

5.9

7.0

루마니아

16.1

7.2

4.9

4.0

프랑스

15.2

4.8

5.9

4.5

포르투갈

12.1

n. a.

3.5

8.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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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기업은 내수시장을 목표로 설립된 후 점차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외시장으
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로 정의
할 수 있다.7) 중소기업이 국제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우선 동기로
는 더 넓은 시장 및 거래처에 대한 접근성이며, 다음으로 기술 및 노하우 접근,
국내시장에서의 높은 생산비, 국내시장의 엄격한 규제, 자본 및 노동 접근성 등
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국제화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
장에 기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8)
그러나 이런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
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소비자를 찾는 데 어려움, 경쟁, 자금조달,
생산비용, 고숙련 기술자 및 경력을 갖춘 책임자 채용 등의 어려움이 있다. 한
편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의 정도
는 상이하게 조사되었는바, 교역 및 FDI의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금융조달, 국경간 거래
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전문직원의 부족, 행정부담, 유통비용 등이 높게 나
타났다. 반면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행정부담, 금융조달, 국
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유통비용, 비즈니스파트너 물색 등이 요인
으로 조사되었다.

7)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의 개념을 정의하는 많은 논문과 모델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국제화 개
념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역(수출, 수입), 해외투자, 국제계약, 국제기술협
력에의 참여도를 중심으로 유럽 중소기업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함(EEN 2016).
8) Wagner(2012), pp. 2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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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2011~15년 유럽 중소기업의 국제화 어려움

자료: EESC(2017), p. 32.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제화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으로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세제 인센티브, 네트
워킹 및 해외 비즈니스파트너 물색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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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 102.

유럽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교역 참여도를 중심으로 유럽
중소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EU의 수출입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유럽 5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중소
기업은 역내교역 비중이 역외교역 비중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
내교역의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32%로 역외교역 수출의 25%를 상회하
였으며, 역내수입에서 비중은 37%로 역외수입의 32%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6 참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수를 고려할 때 비중이 최소 50%를 기대한다면
현재 유럽 5개국 중소기업의 수출입 참여도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중소기업 수출의 2/3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기업 수출은 역내 및 역외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5개국 중소기업은 수출보다 수입을 15%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런 통계상의 차이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국내에서 해외수출을 하는 대기업에
중간재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의 간접적 수출행위
를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는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상향 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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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보다 내수시장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 및 해외 기업과의 협업, 하도급계약을 통
한 비즈니스 등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6. 유럽 5개국의 국제교역 현황(2015년)

구분
수출
EU 역내
SMEs
마이크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타
EU 역외
SMEs
마이크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타
수입
EU 역내
SMEs
마이크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타
EU 역외
SMEs
마이크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타

교역량
십억 유로
2,734.4
1,538.4
485.4
100.7
133.8
250.9
864.4
188.7
1,195.9
297.9
59.0
87.8
151.1
785.2
112.7
2,678.3
1,664.0
616.3
155.3
184.4
276.6
846.8
201.0
1,014.3
321.6
80.1
107.3
134.2
548.7
144.0

비중(%)
100.0
56.3
31.6
20.7
27.6
51.7
56.2
12.3
43.7
24.9
19.8
29.5
50.7
65.7
9.4
100.0
62.1
37.0
25.2
29.9
44.9
50.9
12.1
37.9
31.7
24.9
33.4
41.7
54.1
14.2

국제교역 참여 기업
천 개
비중(%)
947.7
703.3
100.0
579.8
82.4
364.4
62.9
164.9
28.4
50.5
8.7
14.1
2.0
109.4
15.6
527.2
100.0
421.5
80.0
250.0
59.3
125.7
29.8
45.8
10.9
14.8
2.8
90.9
17.2
1,701.5
1,398.1
100.0
1,114.2
79.7
798.5
71.7
247.5
22.2
68.3
6.1
20.2
1.4
263.9
18.9
606.8
100.0
437.3
72.1
276.0
63.1
114.1
26.1
47.2
10.8
16.7
2.7
152.7
25.2

자료: Abel-Koch ed.(2018),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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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교역량
백만 유로
2.9
0.8
0.8
0.3
0.8
5.0
61.2
1.7
2.3
0.7
0.3
0.7
3.3
53.1
1.2
1.6
1.2
0.6
0.2
0.7
4.1
42.0
0.8
1.7
0.7
0.3
0.9
2.8
32.9
0.9

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높지는 않으나. 회원국별로 상이한 모
습을 나타냈다. 스페인 중소기업에 대한 EU 역내외 인수합병(M&A) 건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국, 폴란드, 독일, 프랑스 순이다. 영국의 경우
에는 EU 역외기업의 영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높게 나타난 반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반대로 EU 역내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이 기록되었다.

표 2-7. 2015~17년 기간 중 EU 중소기업에 대한 EU 역내외 인수합병 건수
구분
스페인
영국
독일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키프러스
몰타

EU 역내
367
160
121
145
81
107
106
78
37
54
53
56
52
33
27
23
20
16
15
17
19
11
13
11
8
5
2

EU 역외
378
348
123
59
120
68
50
72
97
62
34
29
25
37
18
10
11
13
12
8
5
8
4
2
4
0
3

총합
745
508
244
204
201
175
156
150
134
116
87
85
77
70
45
33
31
29
27
25
24
19
17
13
12
5
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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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중소기업정책의 경우 EU가 아닌 회원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
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듯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
여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정책으로는 충분
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
다. Röhl(2017)은 중소기업정책이 10개의 하위 또는 다른 분야의 정책으로 구
성되는바, EU △역내시장정책 △재정정책 △지역정책 △통상정책 △교육정책
△소비자건강보호정책 △사회정책 △R&D정책 △환경정책 △경쟁정책을 제시
했다(그림 2-14 참고).
이에 EU 집행위원회도 다양한 분야에서 親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 및 정책수립을 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기업가정신 고취
및 교육’을 위한 기업가행동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을 제시했
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 금융조달, R&D 및 경쟁력 개선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절에서는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 관
련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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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정책

자료: Röhl(2017), p. 9.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9)
2008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
해 마련한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이 발효되었다. ｢중소기업
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과 기술 및 혁신에서의 어려움이 중소기
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EU는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적․인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법｣은 최
우선 원칙으로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자(Think Small First)”를 내세우며
동시에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정부보조에 관한 일반적 면제규정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on State Aid), 유럽의 민간기업규
9) 본 보고서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수립된 “EU Small Business Act(SBA)”를 ｢중소기업법｣
으로 명명함. EU 법체계상 규정(regulation)이나 지침(directive)이 법의 지위를 갖고 있고, EU 집행위
원회는 Small Business Act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설명하고 있으나, EU 역내 중
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이미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대표부 및 국내 공공기
관과 논문에서도 ｢중소기업법｣으로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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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위한 규정(Regulation providing for a Statute for a European
Private Company), 부가가치세율 인하 지침(Directive on Reduced VAT
rates)을 제안했다.10)
｢중소기업법｣은 다음과 같은 10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글상자 2-1. 10가지 원칙

1. 기업가정신 고취
2.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두 번째 기회
3. “Think Small First” 원칙에 따른 입법안
4. 親중소기업 행정정책 마련
5.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및 보조금에 대한 접근 개선
6. 펀딩접근 개선 및 더 나은 사업환경
7.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기회 개선
8.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접근 개선
9. 친환경혁신 및 친환경기술 기회
10. 해외시장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자료: Röhl(2017), p. 10.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중소기업법｣의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11) 동 중
간보고서에 따르면 2008~10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금융접근
개선, 시장접근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자송장(e-invoicing)제
도 도입, 선택적 당좌계정 도입, 30일 이내 대금지급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
었다. 더불어 향후 중소기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회원국 차원에서 ｢중소기
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며, 親중소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
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0) 강유덕 외(2014), p. 114.
11) European Commission(2011b),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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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2011~18년 기간 중 EU 회원국에서 추진된 중소기업정책 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e), p. 27.

｢중소기업법｣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항목별 회원국의 정책추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1~18년 기간 중 EU 회원국에서 추
진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보면 주로 R&D 경쟁력 제고, 금융조달 개선, 기
업가정신 고취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2-15 참고).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창업
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고취에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
으며,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이 집중적으로 정책지원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이 중요한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EU 차원의 다양한
R&D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가에 대한 지원,
VAT 등록기준 강화, 정부조달에서의 불공정한 자격 요건 등은 정책적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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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
EU는 역내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을 마련해 시
행 중에 있다. EU는 성장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
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으
며, 정책금융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국가별 금융분절화가 심화되면서 국별 기업금융여건
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취약국의 기업들은 은행대출을 포함한
금용접근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는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대출을 포함
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촉구했으며,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저리 융자, 이자지원을 활용한 직접적인 금융지원과 유럽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하는 방안을 시행했다.12)

그림 2-16. 금융여건의 어려움 정도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i), p. 132.

12) Ciani, Russo, and Vacca(2015)에 따르면, 2011~15년 기간 중 EU 차원에서 추진된 중소기업금융
이니셔티브로 Action plan on SME financing, COSME, Horizon 2020, SME initiative,
Eropean Investment Fund Regulation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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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조달 재원
(단위: %)

주: “가장 중요한 금융조달 방법” 응답자 중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h), p. 1.

그림 2-18.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및 대기업과의 금리차
(단위: %, %p)

자료: OECD(2018a),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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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그림 2-16]에서처럼 중소기
업들의 금융접근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3년 15%에서
2017년에는 7%로 감소했다. 유럽의 중소기업은 신용공여, 은행대출 등을 중요
한 금융조달 방식으로 활용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금리차도 개선되면서 회
원국별로 0.2~1.4%p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18 참고).

1) EU EIC Funding
유럽의 대표적인 중소기업금융프로그램인 유럽혁신이사회파일롯(EIC pilot:
European Innovation Council pilot)은 2018~20년 기간 중 총 27억 유로를
시장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시장에 출시된 제품․
서비스․기술과 완전히 다르거나, 시장출시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기업가, 중소기업이다. EU의 R&D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기
반을 두고 있는 EIC 기금은 [표 2-8]과 같이 크게 SME-instrument, FTI(Fast
Track Innovation), FET(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Open,
EIC Prizes로 구성되어 있다.

표 2-8. EIC의 기금 유형

구분
대상
사업별 지원
금액한도
총 예산
특징

SME-instrument
1단계

2단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럽 SMEs

FTI
3~5개 유럽
기업

5만 유로

250만 유로

300만

1억 6,300만

14억 2,100만

유로

유로

사업아이디어

기술혁신 및

시장출시

사업성 평가

국제화

근접

3억 유로

FET-Open
최소 3개 기관
300만(RIAs) 유로
50만(CSAs) 유로

EIC
Prizes
최소 1개
다양

7억 50만 유로(RIAs)

4,000만

1,000만 유로(CSAs)

유로

새로운 혁신기술

6개 주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nnex-EIC Instruments,” https://ec.europa.eu/research/eic/pdf/eic_instrumen
ts_table.pdf(검색일: 2018. 11. 15); European Commission, “Funding,” https://ec.europa.eu/research/eic/
index.cfm?pg=funding#sme_instrument(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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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시작된 SME-instrument는 2018~20년 기간 중 16억 유로
규모로 운영되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13) 구체적으로 사
업아이디어 및 사업성 평가를 의미하는 1단계에서는 6개월 기간 중 최대 5만
유로가 지원되며, 2단계인 기술혁신 및 국제화에서는 제품의 프로토타입 개발,
테스팅 등이 포함되며 1~2년에 걸쳐 50만~250만 유로가 지원된다. 특히 1, 2
단계에서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코
칭)도 함께 지원되는바,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비즈니스 모델전략 수립, 지속
가능성, 금융조달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다.14)
다음으로 2017년 10월 출범한 FTI(Fast Track to Innovation)는 혁신기
술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아이디어의 시장출시 기간 축소,
기업들의 EU 연구혁신펀딩에 대한 지원 독려, 민간 부문의 투자 증진 등을 목
표로 한다.15) 최소한 3개 EU 회원국 또는 Horizon 2020과 연관된 국가에 설
립된 3~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장출시 3년 이내에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 기금은
2018~20년 기간 중 3억 유로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다. 사실 EU FTI는
2015~16년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본격적으로 시행되
는 기금으로 시범운영기간 중 총 333개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 중 15~16개 사
업제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FET-Open은 미래 선도적인 기술에 대한 협력적 연구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3개 기업이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6)
동 프로그램은 한 프로젝트당 최대 10만 유로를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투자 리
13) European Commission, “SME Instrument,” http://ec.europa.eu/programmes/horizon20
20/en/h2020-section/sme-instrument(검색일: 2018. 11. 10).
14) 코칭지원은 기업유럽네트워크(EEN: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경험 있고 유능한 기업코
치들이 시행함.
15) European Commission, “Fast Track to Innovation,” https://ec.europa.eu/programmes/h
orizon2020/en/h2020-section/fast-track-innovation-pilot(검색일: 2018. 11. 10).
16) European Commission, “FET Open,”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
/h2020-section/fet-open(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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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가 높은 기술개발이나 혁신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ECI Horizon Prizes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이슈에 대해 과제제
안이 공개되며 누구에게나 지원 자격이 열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7) 현재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제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능 고위기술
◯
2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
◯
3 전기차를 위한 혁신배터리
◯
4 전염병 조기경보
◯
5 사회적 선의를 위한 블록체인
◯

그림 2-19. FET 프로그램 국별 할당(2014~15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a), p. 1.
17) European Commission, “Prizes,” http://ec.europa.eu/research/eic/index.cfm?pg=prizes
(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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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FET 프로그램 학제간 연구 규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a), p. 1.

2)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프로그램(COSME)
2014년부터 EU 집행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는 EU의 대표
적인 중소기업금융프로그램이다.18) 2020년까지 약 23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동 프로그램은 대출보증제도(LGF: Loan Guarantee Facility)와
성장을 위한 재원제도(EFG: Equity Facility for Growth)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담당했다. LGF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19) 한편, EFG는 성장 및
확장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자산관리사들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20) 약
500개 기업이 동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투자규
18) COSME는 2007~13년 기간 중 시행되었던 경쟁력․혁신프로그램(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CIP를 통해 약 34만 개 중소기업
이 평균 6만 5,000유로의 대출보증혜택을 받음.
19) Mattinò(2018), p. 13.
20)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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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FG도 LGF와 마찬가지로 CIP의 후
속프로그램으로 2007~13년 기간 중 약 24억 유로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설립지국을 넘어 제3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과 계약을 통해 GVC에 참여하고 외국
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경영의 역량을 넓혀나가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국제교역에의 참여, GVC 참여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의미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포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 중에 있다.21) 동 포털은 비유럽 시장 접
근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
한 EU 정책수단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개의
정책이 있으며, 이들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artnership
instrument, 유럽근린정책수단(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Horizon, 구조투자기금(ESIF: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통해 수출 및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표 2-9 참고). 이 기금들은 EU
가 체결한 양자협정을 통해 해당국 중소기업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
유하며,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그밖에도 양자무역협정을 통해 EU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나 기술장벽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 European Commission, “Support for SME Internationalisation beyond the EU,” https://e
c.europa.eu/growth/smes/access-to-markets/internationalisation/support-tools_en(검
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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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EU의 SME 국제화 지원정책

1. COSME
- SME 국제화 포털
- 유럽기업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 지재권 헬프데스트
- 산업협력을 위한 EU-Japan 센터
- 제3국에서의 유럽비즈니스 네트워크
- 클러스터 국제화
- 유럽 비즈니스 및 혁신센터 네트워크 연계 프로젝트
- 중소기업법(SBA)
- 성장을 위한 미션
- 금융조달(EFG 및 LGF)
2. ICI
- 대만과의 유러 비즈니스 및 규제협력
- 홍콩/마카오와의 EU 비즈니스 및 정보프로그램
- EU-GCC 무역 및 비즈니스 협력촉진
3. ICI+
- 중국: 중소기업센터
- 인도: 유럽 비즈니스 및 기술센터
- 태국: 유럽 비즈니스 및 상업협회(EABC)
- 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
- 말레이시아: 유럽상공회의소
- 필리핀: 유럽상공회의소
- 라오스: 유럽상공회의소
- 캄보디아: 유럽상공회의소
- 인도네시아: 유럽상공회의소 및 비즈니스네트워크(EIBN)
- 베트남: 유럽-베트남 비지니스 네트워크
- 아시아 주요국에서의 협력플랫폼
- 유럽-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서비스 및 혁신네트워크
4. Partnership Instrument
- 인도와의 청정에너지 협력
- 남아시아 EU Gateway/Business Avenues
- 한국 Green Gateway
- 중국 EU Gateway
- 브라질 및 멕시코 저탄소비즈니스계획
- 시장접근 및 무역/투자협정협상 및 이행촉진
- 공공조달이니셔티브
- 기술보조 및 정보교환(TAIEX)
- EU-중국 항공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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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5. 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 Euromed Invest(남지중해에서의 유럽 비즈니스 및 투자파트너십 지원)
- 남지중해 문화개발 및 창조산업/클러스터 지원
- 유럽-지중해 무역 및 투자 촉진메커니즘
- 남지중해 무역개발 지원
- 산업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수용에 관한 협정 준비 지원
- 섬유 및 의복 분야의 미래를 위한 유럽-지중해 다이얼로그 지원
- 동부지역 근린정책(Eastern Partnership), 중소기업 핵심기제
6.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7. Development Policy: DCI and EDF
8. Horizon 2020
9.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10. Other Actions
- 제3국에 유럽표준화전문가 파견
- 제3국과 산업 및 규제 다이얼로그(dialogue)
- 시장접근 데이타베이스
- 수출 헬프데스트
- 중소기업무역방어 헬프데스크
- 무역조회에 관한 기술장벽
- EU-미국 범대서양 지재권 포털
- 아프리카에서의 EU 비즈니스 포럼
- 조세 및 관세
11. European Investment Bank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및 역외에서 유럽 중소기업의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지재권전략을 발표했다.22)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
기업들이 지식재산 관련하여 시간, 재원,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정당한 권한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 전략은 지식재산에서 중소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해외에서 지재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중국,
22) European Commission(2011a).

6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및 남미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교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R&D 협력에서의 국제
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으나, R&D 국제화 추진은 교
역 및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 R&D 협력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특히 관련 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이
나 정보 부족, 문화 차이, 관련 국가 정부의 R&D 정책 및 규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표 2-9]에서 언급했던 Horizon 2020(2014~20
년 기간 중)을 통해 기업들의 R&D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
1 혁신을 목
다.23) 사실 R&D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
2 외국의 파트너와 R&D 또는 혁신협력
적으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 ◯
3 혁신적인 제품으로 해외시장에의 진출 ◯
4 해외의 지식재산 획득 ◯
5 해외 인
◯

재 채용이 그것이다.24) EU 집행위원회와 전문가들은 현재 EU의 R&D 국제화
가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혁신적 중소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R&D 프로젝트와 국제화 정책수단
이 함께 기획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다.25)

라. 조세
조세는 EU 회원국 권한으로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조세제도의 수립이나 정
보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데 EU 역내 제도의 복잡성과 상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조세혜택으로는 [그림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속상각제(accelerated
depreciation),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allowance), 세액공제(tax credit),
23) Horizon 2020에 이어 2021~27년 기간 중 R&D 협력 프로젝트는 ‘Horizon Europe’으로 명명되었
으며, 총예산 규모는 1,000억 유로임. European Commission(2018g), pp. 1-4.
24) European Commission(2016b), p. 8.
25)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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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거래세액(turnover tax), 면세, VC인센티브 등이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폴란드, 스페
인 등이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등에서 활
용되고 있다. 한편 세액공제는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활용된다.

그림 2-21. EU 회원국의 중소기업 조세혜택

자료: Bergner et al.(2017), p. 8.

마. Green Action Plan(GAP)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친환경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위험요인을 사업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린환
경계획(GAP)을 발표하고, 친환경기술과 친환경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지
원하고자 했다.26) 동 계획 발표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전체 폐기물의 60% 정
도가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추산하며, 이는 주요 재원의 낭비를
의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26) European Commission(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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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7) 특히 친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환
경계획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순환경제의 파급력과 잠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다양한 자원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친환경기업가정신 지원, 친환
경 글로벌 벨류체인 참여, 친환경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접근 개선 등이다. 그리
고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표 2-10]과 같다.

표 2-10. 그린환경계획 주요 계획

1.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1.1 중소기업에 비용 측면에서 자원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보, 자문 및 지원
- 유럽자원효율성센터(European Resource Efficiency Excellence Centre)를 설립
- EEN을 통해 자원효율성에 관한 기업의 인식 제고
- 유럽전략투자기금(ESIF)의 관련 분야 투자지원
1.2 환경기술의 이전 메커니즘 지원
- 환경기술분류방법 업데이트
1.3 자원효율성 관련 분야 금융지원
- 중소기업의 자원효율성 개선 지원을 위한 정보접근
- 유럽투자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 민간에너지효용금융(PF4EE)을 통한 에너지 효용기술 지원
- 친환경혁신금융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에의 직접 금융지원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친환경기업가정신
2.1 모든 형태의 친환경혁신 장려
- SME Instrument를 통한 친환경혁신 개발지원
- 친환경혁신 및 순환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
-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및 기업가 지원
2.2 친환경기업가정신을 위한 기술 및 지식 공유
- 친환경기업가정신 고취 및 관련 기술 장려
- 혁신솔루션을 촉진하는 교육 및 기업협력 제고
- 환경기술 및 친환경혁신 관련 특정 기술 및 직업교육
- 혁신적인 친환경기술 검증 장려
- 중소기업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European Enterprise Promotion Awards를 통한 관련 분야 경쟁 제고

27) European Commission(2014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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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3. 친환경적 벨류체인하에서 중소기업의 기회 증진
3.1 산업간･국가간 장벽 제거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장벽 분석
- 산업간･지역간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 벨류체인 지원 인센티브
- 순환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 제고
4. 친환경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접근
4.1 친환경적 유럽단일시장
- 표준 정립에 있어서 유럽표준 관련 기관들이 순환경제적 요소를 고려
4.2 친환경기업가를 위한 국제시장 접근 개선
- 유럽전략적클러스터파트너십을 통해 친환경기술 분야 산업 간 협력을 제고
- 국제클러스터 간 매치메이킹을 통한 자원효율적 시장 구축
4.3 유럽 중소기업협력을 통한 파트너 국가에서의 기술장려
- 중위소득국에서의 저탄소비즈니스 계획 이행
- 남부지중해 연안 국가로의 친환경기술이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b), pp. 2-17.

바. EU SME Envoys Network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혁신과 같은
기업의 성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
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대사(SME Envo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별 중
소기업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EU 집행위원회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국별 중소기업대사와 함께 회원국 중소기
업의 특징과 어려움 등을 EU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EU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중
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EU 차원에서 추진되어 회원국 전체로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사의 구체
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28)
28) European Commission, “The Role of the SME Envoy,” file:///C:/Users/400/Downloads/t
he_role_of_the_sme_envoy_rev_en.pdf(검색일: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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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감독기관 역할을 수행
◯
2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및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
3 정부 각 부처의 중소기업담당관으로 구성된 SME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특히 “중소기업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중소기업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공
4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정책의 모범사례 확산 및 적용을 지원
◯
5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다른 공공기관 간 소통을 강화
◯

한편 EU 회원국별 중소기업대사들에게 주요 이슈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
선적으로 해당 업무에 관해 EU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표 2-11. 우선순위 주제별 EU 중소기업 대사
주제
금융접근
직업훈련 및 기술
그린경제
국제화 및 시장접근
선도기술 및 클러스터
회생기회(2nd chance)
기업가정신
가족기업 및 기업이전
더 나은 규제 및 행정부담 감소
SME 테스트
라이선스
공공조달
디지털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혁신 및 IPR
국방
위성사업
단일시장
생태계협력

지명대사
Pieter Waasdorp(네덜란드)
Matthias Tschirf(오스트리아), Sabine Hepperle(독일)
추후결정
추후결정
Pascal Faure(프랑스)
추후결정
Mario Antonić(크로아티아)
Christian Cardona(몰타)
Susannah Simon(영국)
Didier Kinet(벨기에)
Nina Brennan(아일랜드)
Didier Kinet(벨기에)
Gunilla Nordlöf(스웨덴)
추후결정
Zacharias Mavroukas(그리스)
Mario Antonić(크로아티아)
추후결정
Torsten A. Andersen(덴마크)
추후결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SME Envoy Network,”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
-environment/small-business-act/sme-envoys_en(검색일: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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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표준화 조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상이한 제품의 표준을 통일화하고 물론 국제기
구 차원에서 제품의 표준에 대한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중소
기업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비영리기관인 중소기업표준
연합(SBS: Small Business Standards)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29) 중소기업
표준연합은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개방된 표준화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EU의 3대 표준화기구인 유럽표준위원
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유럽전기표준위원회
(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유럽통신표준위원회(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해를 보호하고,
표준화에 따른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표준화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CEN-CENELEC 헬프데스크는 중소기업에 유럽표
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뉴스간행물, 국별 중소기업 표준화 전문가와
의 연계, 기타 훈련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0) 더불어 2013년
부터 EU 차원의 표준화 규정이 발효되면서 표준화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화 과
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 및 재정지원을 강화했다.31)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2)
29) European Commission, “Standardisation and SMEs,” https://ec.europa.eu/growth/smes
/access-to-markets/standardisation_en(검색일: 2019. 1. 11).
30) CEN CENELEC, “CEN-CENELEC SME Helpdesk,” https://www.cencenelec.eu/sme/Helpd
esk/Pages/default.aspx(검색일: 2019. 1. 19).
31) European Union(2012), Regulation No 1025/2012 on European standardisation, amending
Council Directives 89/2686/EEC and 93/15/EEC and Directives 94/9/EC, 95/16/EC,
97/23/EC, 98/34/EC, 2004/22/EC, 2007/23/EC, 2009/23/EC and 2009/105/EC and
repealing Council Decision 87/95/EEC and Decision No 1673/2006/EC.
32) European Commission, “General Framework of European Standardisation Policy,” https:
//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policy/framework_en(검색
일: 2019. 1. 19).

70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1 투명성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3~7조): EU 및 국별 표준화기구가 투명하
◯

게 표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하
도록 명시
2 EU 입법을 통한 유럽표준(8~12조): EU 집행위원회는 표준화 작업의 기
◯

획과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 표준화정책을 추진하기
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
3 ICT 기술관련(13~14조): ICT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과
◯

관련해서 특정 ICT 기술사양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공
4 유럽표준재정지원(15~19조): 유럽 표준화기구에 연간 2,000만 유로 상
◯

당의 재정지원

아. 기타 지원
유럽친환경관리 및 회계시스템(EMAS: The 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은 중소기업 및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경영관
리를 위한 툴을 통해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환경 관련 보고를 위한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한다.33) EU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핵심 EU
의 아젠더에서 기업들도 이에 적응하면서 친환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EMAS도 그중 하나이다. 한편 유럽환경기
술검증프로그램(ETV: EU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은 환
경기술검증을 통해 혁신적 환경기술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선 EU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운영하고자 발표되었다.34)

33) European Commission, “What is EMAS?,” http://ec.europa.eu/environment/emas/index
_en.htm(검색일: 2018. 12. 5).
34) European Commission(20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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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EU ETV의 진행과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f),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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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중소기업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국가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은 결국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연관을 맺고 있으
며,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EU 회원국을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Consistent
cluster(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 ‘Moderate cluster(상대적 경쟁력을 갖
춘 국가)’, 그리고 ‘Catching-up(추격 국가)’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35)

표 3-1. EU의 산업경쟁력별 국가군 및 특징

Consistent Cluster

Moderate Cluster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국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러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선진기술 및 고급기술인력,

일부 기준에서 어려움에 직면,

혁신역량이 EU 평균 하회,

모든 기준에서 경쟁력 확보

혁신역량 미흡

미흡한 R&D 투자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특징

Catching-up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1 제조업 생산성 ◯
2 교육성취도 ◯
3 수출 비중 ◯
4 혁신성과 ◯
5 에너지 집적도 ◯
6 비즈니스 환경 ◯
7 전력비용
주: 국가군은 ◯
8 인프라 만족도 ◯
9 은행대출 ◯
10 설비투자를 기준으로 분류함.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pp. 25-29.

중소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군에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이 속해 있으며 혁신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완만한 경쟁력을 갖춘 국
가군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등이 포함되며, 일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는 있으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EU 평균을 하회하는 국가군으로 인력과 기
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격 중인 국가군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5) European Commission(2013), pp.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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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탈리아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2011)
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 회원국별 중소기업의 경제 비중에 따른 분류를 확
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회원국별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
-대기업을 고용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표 3-2]와 같이 세 그
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룹 1의 경우 중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이며, 그룹 2의 경우 마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이다.

표 3-2. EU 회원국의 기업규모별 비중 분류

그룹 1: 중기업-대기업

그룹 2: 마이크로기업-소기업

그룹 3: 중동부 유럽
불가리아(중/대)
에스토니아(중/대)
라트비아(중/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리투아니아(중/대)
폴란드(마이크로/소)
체코(중/대)
루마니아(중/대)
슬로바키아(중/대)
슬로베니아(중/대)
헝가리(마이크로/소)

자료: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1), p. 19.

국가별 산업경쟁력과 중소기업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표 3-3]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위한 사례
연구 국가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산업 전
체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미텔슈탄트(Mittelstand)로 지칭되는 중
소기업의 경쟁력이 강점인 국가이다. 이에 대한 정책사례는 지속가능한 중소기
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6) 다음
36) 독일 미텔슈탄트에 대한 정의는 본 장의 독일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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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랑스는 독일과 유사하면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프랑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이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확실한 산업경쟁력을 확보
한 네덜란드는 마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국가와는
대조적이다.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는 네
덜란드의 중소기업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브랜드 순위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
한 이탈리아는 마이크로기업-소기업 중심의 경제국가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37)

표 3-3. EU의 국별 산업경쟁력과 기업규모별 비중

구분

중기업-대기업 중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상대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해당국가 없음

마이크로기업-소기업 중심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몰타, 키프러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추격 국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자료: 저자 작성.

37) Brand Finance(2018)에 따르면, 2018년 국가브랜드 순위는 미국(1위), 독일(3위), 프랑스(6위), 이
탈리아(8위), 한국(10위)임. 또한 WEF(2018)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미국(1위), 독일(3위),
네덜란드(6위), 한국(15위), 이탈리아(31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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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가. 개관
최근 언론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와
함께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의 중추’라는 언급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38) 히
든 챔피언은 두각을 나타내는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히든 챔피언의
저자에 따르면 전 세계 2,734개 히든 챔피언 중 1,307개가 독일에 위치해 있
다고 한다.39) 그만큼 독일 내 건실한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독일 경
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 부르기도 하는 독일 중소기업은 [표 3-4]과 같
이 2016년 기준 전체 기업 수의 99.3%를 차지한다.40) 중소기업 중에서도 9인
이하의 마이크로 기업의 비중이 8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0인 이
상 49인 이하인 소기업의 비중도 16%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수로 보았을
때에는 전체의 61.2%인 약 247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소기업 종사자들의 수가 마이크로 기업이나 중기업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41)
38) Simon(2012), p. 83.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Simon은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1~3
위 혹은 대륙 1위로, 수입이 50억 유로에 미치지 않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 설명하고 있음.
39) Ibid., p. 55.
40) 독일어로 중소기업은 영문의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와 마찬가지로 독문으로
KMU(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의 약자)라고 쓰이며, 통계상 기업 구분의 정의는 EU 집행
위원회 2003/361/EG의 기준을 따름. EU 기준은 제2장 1절을 참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량적인 정의인 KMU(SME) 외에도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는 용어를 혼용하
기도 함. ‘미텔슈탄트’를 직역 시 ‘중산층’이라는 뜻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IfM Bonn은 기업 소유권 및 경영권에 관련하여 ‘미텔슈탄트’를 정의하고 있는바,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2인의 자연인 혹은 그들의 직‧간접적
인 가족 구성원이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연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미텔
슈탄트로 봄. 다만 EU가 정의한 규모의 중소기업일지라도 타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미텔슈탄트로
보지 않음. IfM Bonn, “Mittelstandsdefinition des Ifm Bonn,” https://www.ifm-bonn.org/de
finitionen/mittelstandsdefinition-des-ifm-bonn/(검색일: 2018. 12. 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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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그림 3-1]과 같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
스 분야 중에서도 지식-집약적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이 약 38%로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입지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중 82%에 해당되는 약 300만 개의 기업들이 구
서독 지역에 포진해 있다.42) 이는 구서독 지역의 인력이 더 풍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가 보여주듯이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대표적인 구서독 지역 3개 연방주 중소기업들의 고용인 수의
합이 나머지 13개 연방주 중소기업 고용인 수의 합과 같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전반의 매출은 전체 기업 매출의 33.8%로 [그림 3-3]과 같이 87%
에 해당되는 327만 개의 중소기업 연매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
고,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매출을 달성한 중소기업은 9,500개 미만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4.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중소기업

기업 수 비중

종사자 비중

매출 비중

시설, 설비

요소가격에서의

투자 비중

부가가치 비중

99.3

61.2

33.8

46.7

47.6

- 마이크로 기업

80.4

18.6

6.8

15.7

11.5

- 소기업

16.0

23.2

12.0

16.3

17.6

2.9

19.3

15.0

14.7

18.5

0.7

38.8

66.2

53.3

52.4

- 중기업
대기업

자료: Destatis, “Anteile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an ausgewählten Merkmalen 2016,” https://www.
destatis.de/DE/ZahlenFakten/GesamtwirtschaftUmwelt/UnternehmenHandwerk/KleineMittlereUnterne
hmenMittelstand/Tabellen/Insgesamt.html(검색일: 2018. 12. 29).

41) Destatis, “Unternehmen, Tätige Personen, Umsatz, Investitionen, Bruttowertschöpfung:
Deutschland, Jahre, Unternegmensgröße, Wirtschaftsbereiche,” https://www-genesis.
destatis.de/genesis/online/link/tabelleErgebnis/48121-0002(검색일: 2018. 12. 29).
42) KfW(2018b),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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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분(2017년 기준)

자료: KfW(2018b), p. 17.

그림 3-2. 연방주별 중소기업 고용인 비중(2016년 기준)

주: 1) * 표시는 구서독 지역의 10개 연방주임.
2) 각 사각형의 크기는 전체 중소기업 고용인 수 중 각 연방주 고용인 수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냄.
자료: KfW(2018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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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매출별 중소기업의 비중(2017년 기준)

자료: KfW(2018b), p. 17.

2016년 기준 독일 중소기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대기업보다 조금 낮은 수준
인 47.6%로, 2008년의 46.2% 대비 1.4%p 소폭 상승했다. 비록 2008년과
2016년 사이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부가가치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5,950억 유로에서 2016년에는 7,900억 유로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1,950억 유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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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변화(2008~16년)

자료: Destatis, “Unternehmen, Tätige Personen, Umsatz, Investitionen, Bruttowertschöpfung: Deutschland,
Jahre, Unternehmensgröße,”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link/tabelleErgebnis/
48121-0001(검색일: 2018. 12. 29).

독일 중소기업에서 수출기업은 2017년 기준 21%로 약 78만 개 기업에 이르
는데, 이 중 51%는 직원수 50인 이상 규모를 지닌 중소기업들이다.43) 해외수
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은 28.6%(5,770억 유로)로 [그림
3-4]와 같이 유럽 내 수출이 18.7%, 타 지역 수출은 14%로 유럽 내 수출 비중이
줄곧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타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그림
3-5]와 같이 독일 전체 중소기업들 중 20년 이상 운영해온 기업들의 수가 39%
에 이르고 11~20년 운영 기업들의 수도 29%에 이른다.

43) KfW(2018b),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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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해외매출이 있는 SME들의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전체 해외매출 비중

유럽 매출 비중

기타 지역 매출 비중

자료: KfW(2018b), p. 5.

그림 3-6. 독일 중소기업의 연방주별, 평균운영 연수 구간별 비중(%)

자료: KfW(2018a), p. 3.

독일 중소기업은 몇몇 도시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고
다수가 장수기업들로 독일 내 안정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기
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바, 독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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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정책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獨)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英)Federal Min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에서 주로 기획, 관장하고 있지만, 정부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
소, 협회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방경제에
너지부가 2016년 중소기업 활동계획에서 제시한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는 [표
3-5]와 같다. 이 중에서 혁신성장과 가장 유사성을 지니는 목표는 ② 스타트업
기업의 금융지원 및 성장 강화 ⑤ 디지털화의 활용 및 형성 ⑥ 혁신 역량 제고
⑦ 글로벌화 지원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큰 틀에서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을 비롯한 다음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표 3-5.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고취
2. 스타트업 기업의 금융지원 및 성장 강화
3. 기술부족 대응
4. 규제 개선
5. 디지털화의 활용 및 형성
6. 혁신 역량 제고
7. 글로벌화 지원
8. 유럽 중소기업정책 형성에의 기여
9.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 강화
10.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신규 사업 부문의 개발 지원

자료: BMWi(2016), p. 6.

1)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Digital)
전략
독일 정부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있어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비해 디지털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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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44) 디지털화에는 웹사이트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생산조절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는 등 그 범위가 다양하지만,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았고,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
속적인 디지털 교육 및 훈련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45) 그렇지만 각 기업
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Digit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그림 3-7]과 같이 3대 이니셔티브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들의 운영소프트웨어의 품질 및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는 ‘단순 및 직관적 활용(Einfach intuitiv)’을 강조하는 ‘유용성(Usability)’
이니셔티브이다. 이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사용자를 연결, 특히 중소
기업 사용자의 IT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IT 활용가능성을 높이
고 양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46)
두 번째는 ‘e 표준화’이니셔티브로 기업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해 e-비즈
니스 표준화의 개발, 시험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각 중소기업이 속한 비즈니스 분야마다 데이터 등
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e-비즈니스의 표준을 확립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절
차를 감소시켜 빠른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이니셔티브는 e-비즈니스와 관계된 중소기업들의
표준화를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47)
마지막으로 ‘미텔슈탄트 4.0’이니셔티브는 생산 및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화를 지원, 현장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의
미가 있다.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Kompetenzzentrum)’는 각 중소기업
이 디지털화 단계 중 어디에 와 있는지 파악하도록 도와주고 각 기업의 경제적
44) IW Consult(2018), p. 4, p. 14.
45) BMWi(2017b), p. 4.
46) Ibid., p. 29.
47) BMWi(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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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한 기술적 솔루션이나 보안 관련 필요 조치들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48) 역량센터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독일 전역에 25
개의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18개 지역 역량센터와 디
지털 수공예(Digitales Handwerk), 기획 및 건설(Planen und Bauen), e 표
준화(eStandards), 유용성(Usability), 섬유 네트워크(Textil vernetzt), IT경제(IT-Wirtschaf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Kommunikation)의 7개 테마
역량센터로 구성된다.49) 이들 역량센터를 지원하며 특화된 지식을 제공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웹세미나를 개최하는 기관인 ‘미텔슈탄트 4.0 사무소
(Agentur)’는 도르트문트(프로세스 특화 사무소), 슈투트가르트(클라우드-컴
퓨팅 특화 사무소), 베를린(커뮤니케이션 특화 사무소), 그리고 레겐스부르크
(무역 특화 사무소)의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50)

그림 3-7.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의 구성

자료: BMWi(2017c), p. 45; Mittelstand-Digital, “Über uns,” https://www.mittelstand-digital.de/MD/Naviga
tion/DE/Ueber-uns/Wo-Finde-Ich-Was/wo-finde-ich-was.html(검색일: 2019. 2.1) 참고하여 저자 작성.
48) BMWi(2017b), p. 11.
49) Mittelstand-Digital, “Über uns,” https://www.mittelstand-digital.de/MD/Navigation/DE/
Ueber-uns/Wo-Finde-Ich-Was/wo-finde-ich-was.html(검색일: 2019. 2. 1).
지역 역량센터가 설치된 18개 도시는 Augsburg, Berlin, Bremen, Chemnitz, Cottbus, Darmstadt,
Dortmund, Hamburg, Hannover, Ilmenau, Kaiserlautern, Kiel, Lingen, Magdeburg,
Rostock, Saarbrücken, Siegen, Stuttgart임. 테마 역량센터는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에서부터 노사 간 소통에 이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과 같이 각 테마에 따른 미세한 부분들
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
50) BMWi(2018),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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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정책
가) R&D 금융지원: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이하 ZIM)은 상기 언급된 중소기업의 목표 중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화 지
원’에 초점이 맞춰진 전략이다. ZIM은 독일 연방정부가 2012년 7월부터 시작
한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R&D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4월에 재정비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ZIM 국제협력 네트워크’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ZIM에 할당된 예산 규모는 5억 5,900만 유로로 40% 이상의 자금이 구동독 지
역의 중소기업들에 사용될 것으로 발표되었다.51)
ZIM의 운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혁신 잠재력 제고 ② 국제화 강화 ③
프로그램 구조의 단순화이다. ‘혁신 잠재력 제고’ 목표에서는 기업 혹은 연구기
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금을 각각 최고 38만 유로, 19만 유로로 확대하고 수혜
기업규모를 확대하며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00% 수혜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
제화 강화’ 목표에서는 국제화로 인한 보너스를 10%까지 향상시키고, 향후 국
제입찰 시 새로운 파트너 국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구조 단순화’에서
는 프로그램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자금 상한을 단순화시키며, 실험적 개발에도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52)
이러한 목표에 따라 [표 3-6]과 같이 ZIM-개별 프로젝트, ZIM-협력 프로젝
트, ZIM-협력 네트워크의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략히 설명
하면, ZIM-개별 프로젝트는 각 기업들의 독립적인 R&D 프로젝트, ZIM-협력
프로젝트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이다. ZIM-협

51) BMWi 보도자료(2018. 11. 23), “Altmaier: BMWi-Haushalt 2019 stärkt Zukunftsinvestitionen
in Digitalisierung, Innnovationen und Unternehmensgründungen,” https://www.bmwi.
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8/20181123-altmaier-bmwi-haushalt-2019
-staerkt-zukunftsinvestitionen.html(검색일: 2018. 12. 29).
52) BMWi(2015),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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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관리는 물론 네트워크 결과 파생된 개별 혹은 협력 프
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데 계획단계(기술적 로드맵)인 1단계와 R&D
결과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같은 역할분담을 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적어도
6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53)
ZIM의 특징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의 영역을 더 넓게 보아 ZIM-개별 프로젝
트, ZIM-협력 프로젝트의 지원 조건에서 EU 기준의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표 3-7]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미텔슈탄트 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했다는 점이다.

표 3-6. 세부 ZIM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개발 촉진

ZIM-개별 프로젝트
기업들의 개별 R&D
프로젝트 추진

시장 진출

지원 신청

ZIM-협력 프로젝트

ZIM-협력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추진

기업 간 혹은 기업 및

네트워크 관리

연구기관 간의 협력 R&D

협력 R&D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개별 R&D 프로젝트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시장진출 서비스 제공
EuroNorm GmbH

AiF Projekt GmbH

Stralauer Platz 34,

Tschaikowskistr. 49

10243 Berlin

13156 Berlin

VDI/VDE Innovation +
Technik GmbH
Steinplatz 1
10623 Berlin

자료: BMWi(2015), p. 7.

표 3-7. ZIM-개별 및 협력 프로젝트 지원 조건

구분

소기업

중기업

기타 미텔슈탄트 기업

직원 수

50인 미만

250인 미만

500인 미만

연매출 혹은

최고 1,000만 유로

최고 5,000만 유로

5,000만 유로 이하

연간 총자산규모

1,000만 유로 이하

4,300만 유로 이하

4,300만 유로 이하

자료: BMWi(2015), p. 8.

53) BMWi(2015), p. 9, p. 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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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에는 인건비, 제3자에 지출하는 프로젝트 관련 비용(인건비의 최
대 25% 혹은 네트워크 관린 총비용의 25%), 제3자인 전문가에 대한 R&D 계
약(1인당 프로젝트 참여 개월 수의 30~70%), 기타 비용(인건비에 기초한 정율
비용으로 기업 및 네트워크 관리시설은 최고 100%, 연구기관은 최고 75%)이
해당된다.54) 그러나 각 프로젝트당 지원 상한액이 있어 기업의 경우 최고 38만
유로, 연구기관은 최고 19만 유로이다. ZIM-개별 및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에
는 참여 프로젝트 및 기업 규모에 따라 [표 3-8]과 같이 최고 지원 비중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작은 규모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위치할수록, 참여
기업이 많을수록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진다.
ZIM-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4차 연도까지 수혜 가능하
고 [표 3-9]와 같이 시점에 따라 차등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대금액은
38만 유로이며 1단계에서는 16만 유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55)

표 3-8. ZIM-개별 및 협력 프로젝트 비용대비 지원 비중

외국 파트너를 동반한

기업규모

ZIM-개별 프로젝트

ZIM-협력 프로젝트

소기업(구동독지역)

45%

50%

소기업(구서독지역)

40%

45%

55%

중기업

35%

40%

50%

기타 미텔슈탄트 기업

25%

30%

40%

ZIM-협력 프로젝트
55%

주: 1) 기업규모 분류는 [표 3-4] 참고.
2) 연구시설의 경우 100% 지원.
자료: BMWi(2015), p. 19.

표 3-9. ZIM-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중 네트워크 관리 지원 비중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선택 가능)

90%

70%

50%

30%

자료: BMWi(2015), p. 20.
54) BMWi(2015), p. 18.
55) BMWi(201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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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문 및 기술이전: go-Inno와 INNO-KOM
(1) go-Inno 자문서비스
go-Inno는 중소기업들의 혁신경영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에 ‘혁신 바우
처’를 제공하여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기업과 동일 지역 내 위치한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승인을 받
은 컨설팅사들로부터(현재 157개사) 자문을 구할 경우 자문료의 50%까지 보
전해주는 서비스이다.56) [표 3-10]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 자
문비용의 50% 지원을 고려하여 일당 1,100유로까지인 컨설턴트를 최장 10일
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go-Inno 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특정 기술 부문, 상품, 분야 등은 무관하나 독일 내 위치한 100인 미만의 직원
을 둔 민간기업으로 연매출 혹은 자산평균이 2,000만 유로 미만이어야 하고,
농수산, 교통, 조선 부문 및 석탄/철강 부문은 제외된다.57)

표 3-10. go-Inno 자문비용 지원 규모 상한액

1단계
2단계

자문단계
잠재력 분석
계획 적용
프로젝트 관리

최장 자문기간(일)
10일
25일
15일

최대 자문비용(유로)
5,500유로
13,750유로
8,250유로

자료: BMWi, “go-Inno,” https://www.innovation-beratung-foerderung.de/INNO/Navigation/DE/go-Inno/go
-inno.html(검색일: 2018. 12. 29); BMWi(2017a), p. 2 참고.

(2) INNO-KOM를 통한 기술이전 지원
2021년 연말까지 운영 예정인 INNO-KOM은 독립적인 비영리연구단체의
산업연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INNO-KOM 참여 연구기관은 대학이나 과학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56) BMWi, “go-Inno,” https://www.innovation-beratung-foerderung.de/INNO/Navigation/
DE/go-Inno/go-inno.html(검색일: 2018. 12. 29).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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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타기관으로부터 20%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58) 프로젝트의 종류에는 기초연구 성격의 모듈 VF, 시장기반 R&D 프로
젝트인 모듈 MF,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R&D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성격의 모듈 IZ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지원 규모는 [표
3-11]과 같다. INNO-KOM를 통한 연구기관의 R&D 결과물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연
구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INNO-KOM 프로젝
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의 지식이전을 강조
하고 있다.

표 3-11. INNO-KOM 지원 규모 상한액

프로젝트 종류

모듈 VF

모듈 MF

모듈 IZ

최대 지원 비중

90%

70%

90%

최대 지원 규모

55만 유로

40만 유로

[직원 수 50인 미만]
기관별 한 회계연도 간

R&D 인력 지원 상한

VF 프로젝트 전체

MF 프로젝트 전체

25만 유로

연구진의 10%까지

연구진의 10%까지

[직원 수 50인 이상]

포함가능

포함가능

30개월

30개월

기관별 한 회계연도 간
50만 유로

최장 연구기간

12개월

자료: BMWi, “INNO-KOM,” https://www.innovation-beratung-foerderung.de/INNO/Navigation/DE/INNO-KO
M/Foerdermodell/foerdermodell.html(검색일: 2018. 12. 29).

3) 스타트업 기업 지원
독일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구조를 현대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을 경제성장의 주요 근간으로
보고 있다.59) 스타트업 창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대상들을 타깃으로 한 스타트
58) BMWi, “INNO-KOM,” https://www.innovation-beratung-foerderung.de/INNO/Navigati
on/DE/INNO-KOM/Foerdermodell/foerdermodell.html(검색일: 2018. 12. 29).
59) BMWi, “Existenzgründung: Motor für Wachstum und Wettbewerb,” https://www.b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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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원 프로그램과 최근의 디지털 스타트업 플랫폼 형성 및 운영이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외에도 스타트업의 기업 인계 지원이나 다
양한 스타트업 지원 기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가) 대학 기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EXIST
EXIST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 및 지식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을 용이하게 하고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운영, 유럽사회기금(ESF)으로도 공
동출자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1988년부터 운영·발전해왔으며 현재는 대학
내 창업 문화 및 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EXIST-스타트업 문화(EXIST-Gründungskultur)’, 학생, 졸업생 및 과학자
들이 혁신적인 기술 및 지식 기반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EXIST-스타트업 보조금(EXIST-Gründerstipendium)’, 연구기반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증명 및 실제 창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EXIST-연
구 이전(EXIST-Forschungstransfer)’ 기금 등 세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
다.60) 2019년에 할당된 EXIST 예산은 7,800만 유로로 전년대비 약 두 배 증
액되었다.61)

나) 디지털 스타트업 플랫폼(Gründerplattform) 및 관련 자문
연방경제에너지부와 KfW(독일재건은행)가 공동으로 2018년 봄에 스타트
업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대화형식으로 맞춤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
털 스타트업 플랫폼(Gründerplattform)’을 운영하기 시작했다.62)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것부터 창업 계획 수립 및 금융조달까지 다방면으로 조언과
de/Redaktion/DE/Dossier/existenzgruendung.html(검색일: 2018. 12. 29).
60) EXIST, “EXIST - Existenzgründungen aus der Wissenschaft,” https://www.exist.de/DE/
Programm/Ueber-Exist/inhalt.html (검색일: 2018. 12. 29).
61) BMWi, “2019 Budget,” https://www.bmwi.de/Redaktion/EN/Artikel/Ministry/budget-20
19.html(검색일: 2018. 12. 29).
62) 해당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s://gruenderplattfor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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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은행, 상공회의소, 신용보증은행, 저축은행,
Volksbank, Raiffeisenbank 및 타 민간은행 등 35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들
이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63)

다) 스타트업 기업 인계 지원 Nexxt Change
Nexxt Change는 연방경제에너지부, KfW,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
수공업중앙협회(ZDH), 독일 Volksbank 및 Raiffeisenbank 연합(BVR), 독
일저축은행 연합(DSGV) 등이 관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매수, 매도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이다.64) 스타트업 기업을 양도하려는 측과 인수하려는 측이 각각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스타트업 기업 인수가
가능하도록 KfW의 대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라) 기타 지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보통신 부문, 특히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테크놀로
지의 발전가능성 제고 및 스타트업 기업에의 유리한 성장환경 제공 등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젊은 디지털 경제(Junge Digitale Wirtschaft)’ 자문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동 자문위원회는 특정 이슈에 대한 성명서 등을 통해 스타트
업 커뮤니티와 독일 정책 입안자들 간의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
도록 추구하고 있다.65)
이외에도 유럽재건프로그램(ERP)/유럽투자기금(EIF) 성장 펀드, ERP/EIF
Funds of Funds, ERP 벤처캐피털펀드 투자, INVEST 벤처캐피털 장려금, 하
63) BMWi, “Existenzgründung: Motor für Wachstum und Wettbewerb,” https://www.bmwi.
de/Redaktion/DE/Dossier/existenzgruendung.html(검색일: 2018. 12. 29). 이외에도 디지털
스타트업 플랫폼과 유사하나 정보 제공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자영업자 창업지원 포털사이트
(www.existenzgruender.de)도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64) Nexxt Change, https://www.nexxt-change.org/DE/Startseite/inhalt.html(검색일: 2018.
12. 29).
65) BMWi, “Beirat ‘Junge Digitale Wirtschaft’,”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
Ministerium/beiratjungedigitalewirtschaft.html(검색일: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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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 스타트업 펀드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다.66)

다. 평가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 이면에는 시장 적응, 현지 진출, 활발한 기업 인수, 틈
새시장 공략, 신기술 개발 등을 들기도 한다.67)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생존력을 높여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현지 평가에 따르면, 다수의 독일 중소기업들의 기업전략에 디지털화를
염두에 두고 있고 약 3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이 강
화되었다고 보았다.68)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리더십에서 연방경제에너
지부가 정책 전반을 전담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KfW 등이 보조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EXIST의 경우 1988년부터 동
일한 부처가 장기간 정책을 운영,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은 작은 정책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일 것이다.
독일에는 EU 분류기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독일 경제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통적 의미의 ‘미텔슈탄트’ 기업들이 다수 있다. 이러
한 독일의 기업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
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임에도 디지털화가 미흡한 기업들을
위해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이 수립되었는데, EU 분류상 중소기업들뿐만
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미텔슈탄트 기업들도 IT 활용가능성 제고, e비즈니스
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

66) BMWi(2016), p. 8.
67) “Secrets of German SME Success Revealed”(2018. 3.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9).
68) IW Consult(201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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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중소기업 주요 혁신프로그램(ZIM)에서도 마찬가지인데, ZIM의
R&D를 위한 금융지원에서도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하여 500인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혁신성장 지원은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미텔
슈탄트 4.0 역량센터의 경우, 독일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 골고루 지역 역량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몇몇 테마 역량센터를 통해 특화된 지원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 역량센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디지털화
를 실시할 재원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화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관련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
문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모든 측면에서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지
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go-Inno의 경우, 각 중소기업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외
부 컨설턴트를 고용,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요소가 무
엇인지 진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보다 현실적인 조
언을 해줄 수 있는 민간 컨설턴트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모든 스타트업이
성공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Nexxt
Change와 같은 매개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Nexxt Change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스타트업 기업 인수를 통
해 성장을 도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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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가. 개관
[표 3-12]와 같이, 2017년 프랑스의 중소기업은 총 2,960,560개로 전체 기
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전체 고용인원의 61.6%인 918
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차원에서 5,291억 유로로
56.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마이크로 기업의 수
는 절대적으로 높아서 95.3%에 이르고 있어 마이크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은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고용 측면에서 0.1%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고
용의 38.4%를 고용하고 마이크로기업은 32%를 고용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
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4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중 마이크로기
업이 20.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2. 프랑스 SMEs의 주요 지표(2017년 기준)
기업 수
구분
마이크로

수(개)

피고용인 수
비중(%)

수(명)

부가가치

비중(%)

금액
(십억 유로)

비중(%)

2,824,470

95.3

4,131,973

27.7

227.3

20.7

소

117,494

4.0

2,803,731

18.8

162.1

17.8

중

18,596

0.6

2,245,728

15.1

139.7

18.3

2,960,560

99.9

9,181,432

61.6

529.1

56.8

SMEs
대
전체

4,089

0.1

5,713,171

38.4

430.0

43.2

2,946,649

100.0

14,894,603

100.0

959.1

100.0

주: EU 28개국 비금융기관 기업이 대상이며, 농업, 산림업, 수산업 및 교육, 보건 분야 비시장서비스업은 제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b).

매출액 기준으로 프랑스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과 부동산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다(그림 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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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출액 실적인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프랑스 중소기업의 분야별 매출액 수준

자료: Insee(2018), p. 71.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프랑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속도가 다른 유럽 국가의 기업과 비교할 때
미흡하며, 특히 중견기업의 수가 적다고 평가했다.69) 실제로 독일 중견기업의
수가 1만 2,500개인 반면 프랑스에는 절반 수준인 5,800개에 불과하다. 또한
프랑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바, 프
랑스 중소기업의 12만 5,000개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22
만 개, 독일은 31만 개 중소기업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70) 일자리 창출에 크
69) République Française, “Le project de loi PACTE voté en première lecture à l’assemblée
nationale,” https://www.economie.gouv.fr/plan-entreprises-pacte(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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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여하는 이들 중견기업이 혁신, 디지털화, 신시장 선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랑스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71) 또한 기업의 역할과 프랑스의
비전이 불일치한바, 기업들은 수익창출에만 관심을 갖는 반면 근로자들의 이해
관계와는 상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
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세제혜택, 창업지
원,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제화를 지원하는 클러스터 정책 등을 시행 중에
있다.

1) 중소기업 지원법: PACTE
가) 법안 배경 및 개요
프랑스 정부는 2018년 6월 18일 ‘프랑스 기업의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
획(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을 발표했다.72)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PACTE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를 제거하고 성공을 위한 혁신에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공유 및 인센티
1 기업의 자
브 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표 3-13]에서처럼 PACTE는 ◯
2 기업을 위한 더 나은 재정지원 및 혁신 ◯
3 정의로운 기업으로 정책 내용
유◯

을 구분하고 있다.

70) 2015년 기준, 약 20만 개 중소기업이 전체 프랑스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며, 중견
기업(ETI)이 36%, 대기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음. Barcheré(2018), pp. 1-2.
71) 파리 낭테르대학교 Nadine Levratto 교수 인터뷰 내용(2018. 12. 5. 파리 낭테르대학교)
72) République Française, “PACTE,”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
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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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PACTE의 주요 내용

기업의 자유

기업을 위한 더 나은 재정지원

정의로운 기업

및 혁신

1 창업 간소화
◯
2 기업의 성장지원
◯

1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

1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상
◯

3 실패기업의 재기
◯

2 미래를 위한 준비
◯

2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정의
◯

4 기업양도
◯

자료: 저자 작성.

나) 주요 내용73)
(1) 기업의 자유

창업 간소화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법인 설립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가들이 창업
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존 법인 설립을 위해 7개의 서로 다른 행정절
차를 단일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한다.
(기업 등록) 창업한 기업이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작업이 불필요하게 많
고 복잡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단순화한다. 기업등록에 요구되는 비용을 경
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설립 공지) 창업 후 서면을 통한 설립공고를 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평가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설립공고를 인정한다.
(가내수공업 창업) 가내수공업의 경우 창업을 위해서는 최소 30일간의 사전
연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폐지한다.

기업의 성장 지원
(기업구분 간소화) 정부의 주거비지원기금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구분을 11
명, 50명, 250명으로 설정하고, 기존 20인 기준은 폐지한다. 또한 기업의 빠른
성장에 따른 구분선 변화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5년 연속 기업구분선

73)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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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었을 때만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재 프랑스 중소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은 12만
5,000개로 이탈리아(22만 개)와 독일(31만 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각 지방에 단일수출지원창구 및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
출을 지원하고,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이 국제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전담한
다. 또한 프랑스 기업 내 수출문화 확산을 통해 국제교역이 위험성이 높다는 경
영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자금지급 원활화)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비율을 기존 5%에서 20%로 늘리고, 조달시장에서의 중
소기업의 현금보유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유럽표준의 전자 인보이스 도입
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할인판매기간 제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무리한 할인판매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판매 기간을 6주에서 4주로 제한함으로써 정상가
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며, 정부는 이 조치가 중소도시에서 사
업을 하는 기업에 특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계감사의무 완화) 기업의 회계감사의무 기준을 완화하여 ① 대차대조표
상 400만 유로 이상 ② 회전률 기준 800만 유로 이상 ③ 근로자 50명 이상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감사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의 경우 평균적으로 5,500유로 상당의 비용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기업의 은행계좌)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전체 51%가 연간 회전률
이 1,000유로 미만이나 은행계좌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연간 240유로에 이르
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앞으로 마이크로기업은 전문은행계좌의 개설의무가 완
화된다.

실패기업의 재기
(보호법 Droit des Sûretés) 보호법이 너무 복잡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보호
를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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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기 및 회생) 직원이 없거나 5,000유로 미만의 채무기업자의 회생
절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실패한 기업인이 낙인효
과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1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매출액이 30만 유로 미만인 회사의 파산절차는 최대 6~9개월,
매출액 75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2~15개월로 정했다.

기업양도
(기업양도) 프랑스 중소기업 경영인의 25%는 2년 이내에 본인의 기업을 포
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50%는 상속으로 기
업을 양도하기를 희망하나, 프랑스에서는 14%에 불과하다. 이에 기업 상속 절
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공시의무도 완화될 예정이다.
(기업양도 촉진) 기업양도세 감면 조건 및 의무 간소화를 통해 직원들이 기업
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소기업의 양도소득세
분납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 기업을 위한 더 나은 재정지원 및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주식적금(PEA-PME)이 크라우드 펀
딩을 통한 회사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
행비율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적금을 통한 소득은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유로성장기금) 유로성장기금의 근대화를 통해 기업자금조달을 개선한다.
(금융도시 이미지 강화) 프랑스 파리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돋음시키기 위
해 기업규제를 간소화하고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국제기구의 직원들에 대해 연
금이나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EU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적금 상품의 호환성) 퇴직적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경쟁이 낮은 상황에
서 퇴직적금자에게 높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프랑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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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이에 퇴직적금 상품 간 호환성을 보장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인출 또한 자유롭
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공공 부문 연구자의 비즈니스 기회)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의 오
직 0,01%만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기업활동 참여 절차
를 간소화함으로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연구자는
자신의 시간 중 기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자동차의 안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 지식공유를 장
려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혁신 및 산업을 위한 기금) AI, 나노기술, 에너지 저장기술에 있어서 혁신기
술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기금을 마
련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 및 산업기금
을 2018년 1월 15일부터 운영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연구․혁신부 및 재정경제
부가 공동으로 의장을 맞는 혁신위원회(Le Conseil de l’innovation)를 출범
시키고, 혁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 등을 논의한다.
(주요 공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기업의 혁신과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항공사(ADP), 복권기업(FDJ), 에너지 기업(ENGIE)
의 지분을 매각한다.
(전략기업의 보호) 정부는 공공질서, 안보, 국방 등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랑스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
(프랑스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 특히
반도체, 우주, 드론, 사이버보안, 로봇, 빅데이터로 보호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사전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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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로운 기업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퇴직연금 및 저축연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산업별 퇴직저축
(PERCO: Place du Plan d’Épargne Retraite Collectif) 및 임금근로자저
축계획(PEE: Plan d’Épargne Employé)은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
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수혜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복잡성을 개선한다.
(공기업 직원 지분) 공기업 직원에게 지분을 제공하는 제도(ORS: Obligation
d’Offre Réservée aux Salariés)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한다.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정의
(기업의 사회적 이해관계) 프랑스 국민 중 51%만이 기업이 사회에 이익이 된
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를 담
아내고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고려하도록 한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
(노사관계) 이사회에 일반 직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2명의 직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이사진 규모 12명 기준에서 8명 기준으로 완화한
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이사진에 직원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무화한다.

글상자 3-1. PACTE 추진과정

2017. 10. 23 ~ 12. 21: 의회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6개 워킹그룹이 PACTE의 초안 마련을
위한 대화와 공동작업 후 초안 발표
2018. 1. 15 ~ 2. 5: 31개 PACTE 제안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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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2018. 2 ~ 4: 38개 노동조합 및 전문직연합과 협의회
2018. 5. 4: PACTE 최종안을 경제재무장관이 발표
2018. 6. 18: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PACTE 법안 제출
2018. 9: 의회 심의
2018. 10. 9: 의회 통과
자료: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
(검색일: 2018. 12. 5)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PACTE 효과 및 평가
프랑스 정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ACTE가 프랑스 GDP를 중장기적으로
1%p, 2025년까지 0.4%p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익공유를 통해 근로자
들로 하여금 기업성과를 개선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점과 [그림
3-9]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분배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9. PACTE의 효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개선

주: 수치가 높을수록 구조조정의 장벽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De Williencourt, Faci, and Ray(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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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정책
가) 중소기업금융전담: Bpifrance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인 Bpifrance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Bpifrance는 프랑스 정부와 보증공사(Caisse des Depots)
가 50% 지분을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을 위한
금융기관이다(그림 3-10 참고). Bpifrance 이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혁신지원 전담기구인 프랑스 기술금융기관(Oséo), CDC Entrepries
및 투자전략기금인(FSI: Fonds Stratégique d’Investissment)이 있었으나,
2012년 말 당시 올랑드 전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단일화 결정에 따라
Bpifrance가 설립되었다.74) 특히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금융지원 중 90%는 지역사무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이면
서 수요자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75) 기업규모 금융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주로 시드머니(seed money),
혁신지원, 보증 등이며, 중소기업은 앞의 지원 이외에도 수출지원, 기업의 성장
및 양도를 위한 자금지원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74) Bpifrance는 올랑드 전 대통령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프랑스 중소기
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75) Bpifrance, “Our Mission: Serving the Future,” http://www.bpifrance.com/Who-we-are#v
erticalTab2(검색일: 2019. 1. 11).

10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그림 3-10. Bpifrance 지분 구성과 조직

자료: Bpifrance(2018), p. 10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프랑스 정부 및 예금공탁금고(CDC: Caisse de Depôt)가 각각 50%의 지분
으로 Bpifrance에 참여하고 있으며,76) 주로 마이크로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을 지원한다. Bpifrance는 현재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출보증, 중소기업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Bpifrance는 기업 대출 및 보조금으
로 144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이 중 민간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는 89억 유
로(총 61,372개 기업)로 전년대비 6% 증가했다.77)

76) CDC는 1816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랑스의 국영은행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
터 프랑스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77) Bpifrance, “Bpifrance’s Activity Report 2017,” http://www.bpifrance.com/Bpifrance-Fr
esh-News/Bpifrance-s-Activity-Report-2017(검색일: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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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프랑스의 중소기업 지원기구

1. 프랑스 예금투자공사(CDC: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78)
- 기능: 중소기업에 장기자금 제공 및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4개의 중심축: 산업축에서는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노하우, 일반축은 민간투자에서 유입되
는 자원들을 모으며 민간시장의 주도에 의해 부족한 미개척 분야, 레지옹축에서는 지자체 및
레지옹 은행, 직접투자축에서는 다양한 투자
2. 투자전략기금(FSI: Fonds Strategique d’Investissement)79)
- 2008년 운영되었던 투자전략기금은 Bpifrance의 출범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전에는 중소기업
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장기업이 주요 대상
-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실기하는 것을 방지

나) 조세혜택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특별세율 법인세 감면 등 다
양한 조세혜택안을 제공하고 있다.80) 우선 매출액이 7,63만 유로 미만인 중소
1 매출액 53만
기업에는 15%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
2 자산규모 26만 유로 이하 ◯
3 직원규모 10인 이하 중 두 개
4,000유로 이하 ◯

가 충족되면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법인소득 중
상품매출액 8만 2,200유로 미만이거나 서비스매출액 3만 2,9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원 매출액과 과세소득 중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40만 유로까지 혁신 관련 비용지출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가 주어지며, 20인 이하 직원규모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세액공제 혜
택이 주어진다. 한편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첫 2년간 법인세가 면제(1차
연도: 100%, 2차 연도: 50%)되며, 창업 후 8년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부
동산 소득을 제외한 사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78) CDP, www.caissedesdepots.fr(검색일: 2018. 11. 19).
79) Portail du Gouvernement, “Le fonds stratégique d’investissement,” http://archives.gouve
rnement.fr/fillon_version2/gouvernement/le-fonds-strategique-d-investissement.html
(검색일: 2018. 11. 19).
80) Bergner et al.(2017), pp. 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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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인세 면제혜택이 적용되는바, 사업활동을 통한 자본소득이 30만 유로
미만인 경우는 100%, 30만~50만 유로의 경우 50%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마
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주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은퇴한 기업
오너의 지분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 50만 유로의 공제가 주어지며, 중소기업
의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소득은 조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85%의 면세
가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18%가 개인소득세에서 면세되
며, 부유세에도 감면혜택이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은 [표 3-14]와 같이 중소기
업을 포함한 프랑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조세감면혜택 수
준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항목

R&D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초 R&D

100%

100%

100%

응용 R&D

70%

60%

50%

80%

75%

65%

45%

35%

25%

60%

50%

40%

응용 연구 – 적어도 하나의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프로젝트

포함된 국경간 협력

자금지원

실험개발
실험개발 – 적어도 하나의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포함된 국경간 협력

기술타당성

응용연구를 위한 준비연구

75%

65%

자금지원

실험개발을 위한 준비연구

50%

40%

자료: Business France(2017).

4) 경쟁클러스터(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프랑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통해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 교육기관을 한곳에 입주시킴으로써 혁
신적인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81) 즉 클러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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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련 기업 및 기관 간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용이하
게 하며, 특히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의 R&D 지원에 효율적이었다고 평가
된다.82)

그림 3-11. 프랑스의 경쟁클러스터

자료: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Cart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https://competitivite.gouv.fr/file
admin/DOCUMENTS/Documentation/Carte-Poles/Carte_56_poles_Janvier_2019_fr.pdf(검색일: 2019.
1. 30).

[그림 3-11]에서처럼, 2016년 프랑스 전역에 약 71개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7,2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전체 76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
고 있다.83) 입주기업의 73%가 중소기업이며 15%의 중견기업 및 12%의 대기
81) 경쟁클러스터와 관련이 있는 프랑스 정부부처는 산업, 국토개발, 생태, 보건, 연구, 농업, 국방 등 7개
로 클러스터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Griot 2014, p. 2).
82) 2005~09년 기간 중 R&D 조세감면의 규모가 10억 유로에서 50억 유로로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역할
을 함. Bellégo and Dortet-Bernadet(2014),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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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크게 산업별로 우주기
술, 농업 및 농식품, 소비재, 바이오재료, 바이오기술, 화학, 친환경기술, 에너
지, 엔지니어링, 재료, 마이크로기술 및 메커닉, 광학 및 포토닉스, ICT, 교통
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처음 시작된 경쟁클러스터 정책은 2005년부터 단계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005~08년 기간 중으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
소인 혁신과 성장, 고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혁신적 협력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혁신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
요한 것은 정보와 기술이 관련 기업이나 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며, 이
를 통해 좀 더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창업되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
게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09~12년으로 일명
‘Pôle 2.0’으로 불리며, 정부는 15억 유로를 클러스터 정책에 투입하고 R&D
투자지원에 더불어 클러스터 간 협력 및 전략적 관리, 혁신플랫폼을 포함한 프
로젝트 개발,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한 환경개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 단계는 2013~18년 기간 중으로 성장, 경쟁력, 고용을 위한 국
가계획의 시행과 맞물려 사업기획 및 고용창출을 위해 클러스터를 활용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서 경쟁클러스터는 R&D에 따른 혁신상품의 개발 및 상
품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민간파이낸싱 접근, 국제화, 기술수요 예측 등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
다. 동시에 클러스터들은 외부 기업에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인 2019~22년 기간 중에는 클러스터들이 국가혁신정책의 하나
로서 혁신적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클러스터간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Bpifrance와 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은
83) 2018년 3월 현재 프랑스의 경쟁클러스터는 총 67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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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 혁신경쟁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혁신기술 프로젝
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늘리고
있다. Bpifrance는 디지털, 의료, 우주, 스마트전력, 포용적 사회 프로젝트 분
야를, 환경에너지관리청은 친환경산업 및 농업, 친환경 빌딩, 의료환경, 순환경
제 분야에서 경쟁대회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프랑스 경쟁클러스터가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작은 규
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개
선해야 할 점이다.84)

5) 스타트업 정책: La French Tech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결국 혁신기술을 확보한 창업을 통해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인 La
French Tech를 시행 중에 있다. 2013년 당시 올랑드 정부의 플뢰르 펠르랭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 담당장관의 주도로 시행된 La French Tech는 스타
트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자문, 스타트업 네트워크 조성, 투자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a French Tech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크게 ①
French Tech Hub ② French Tech Poles ③ French Tech Ticket ④
French Tech Visa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French Tech Hub는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진
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
22개 주요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글로벌 허브를 설치하였다(그림 3-12 참고).
북미 지역에는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에
는 런던, 베를린, 밀라노, 바르셀로나, 모스크바, 아시아에는 서울, 도쿄, 베이
징, 상하이, 선전, 홍콩, 대만,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다. 허브의 역할은 이후 점
차 확대되면서 현지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프랑스로 초청하거나 유치, 그
84) Griot(201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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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프랑스 스타트업 정책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다음
으로 Métropoles French Tech는 프랑스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기금 조성, 기업인 성공사례 공유, 지역별 특화된 스타트업 지
원을 위해 총 파리 이외 13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핵심도시를 선
정하는 데 있어 크게 9개 핵심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바, 헬스․바이오․의료, 사물
인터넷 및 제조,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환경기술 및 이동성, 핀테크, 보안 및
프라이버시, 소매, 식품, 스포츠가 그것이다.

그림 3-12. La French Tech Hub

자료: La French Tech Hub, http://hubs.lafrenchtech.com/(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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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Métropoles French Tech

자료: Bpifrance, “Métropoles French Tech,” https://www.bpifrance.fr/A-la-une/Dossiers/La-French-Te
ch/13-metropoles-French-Tech(검색일: 2018. 11. 10).

다음으로 기술력을 갖춘 창업가, 인력 및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French
Tech Ticket은 수출입 관련 스타트업을 제외한 모든 스타트업의 프랑스 진출
을 지원한다.85) 투자용도를 제외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프로젝트별 4만 5,000
유로를 지원받게 되며 프랑스 주요 41개 협력 인큐베이터 중 한 곳에서 12개월
간 인큐베이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선정자 및 그 가족의 체
류증 교부, 금융, 조세, 보험, 사회보장 등 행정절차 및 이주를 포괄적으로 지원
하는 정책패키지도 함께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French Tech Visa는 기술 분
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동 정책에 기반하여 4년간 체류가 가능하
며 동 비자를 받은 사람의 가족에게도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86)
85) La French Tech Ticket, https://www.frenchtechticket.com/(검색일: 2018. 11. 19).
86) La French Tech Visa, https://visa.lafrenchtech.com/(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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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프랑스 중소기업 경쟁력의 중심에는 경쟁클러스터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 중소기업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경쟁클러스터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진
출과 글로벌 벨류체인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87) 프랑스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별로 특화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관
련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공존하면서 상호 간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이 상품개발이나 사업
전략 추진 과정에서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시장 및 소비자, 기술,
인력 등에 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클러스터
가 추진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스타트업의 경우도 특정 지역이나 장
소에 창업공간은 물론 조세혜택과 행정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
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으로 대표되는 新기술과 정책적 지원이 국가 차원
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개발 수요 및 혁신적 변화는
과거와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 기업이 온전히 하나의
87) 파리 낭테르대학교(Université-Paris Nanterre) Nadine Levratto 교수 인터뷰(2018. 12. 5, 파리
낭테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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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클러
스터는 이런 물리적 제약요인을 개선하고 유사 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시장화
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다른 사업 분야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과 소통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벨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ACTE는 점차 경쟁
력을 잃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중
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동시에 단순히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
회적으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88) 2018년 말 파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노란조끼 운동’이 마
크롱 정부의 정책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지원 법
안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추진하는 프랑스 정부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을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정책이 주요 정부의 정책 중심에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소기업
고용인 및 근로자, 투자자, 연구원들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전
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도 특징적이다. 일례로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인 Bpifrance는
기존 여러 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
시에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특정 부처의 관할이 아닌 다
양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으나, 금융이나 경쟁클러스터와 같이 특
88) PACTE 법안이 통과되고 초기 단계인 만큼 PACTE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성과가 제시되기는 어려
운 상황임. 파리 낭테르대학교 Nadine Levratto 교수 인터뷰(2018. 12. 5. 파리 낭테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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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문에 있어 다양한 정책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및
금융 부담을 개선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기업간 분류에 따른 정부지원의 혜택이나 부담이
다르다는 이유가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
기업의 기업분류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유지될
경우에만 바뀐 기업분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수단
이라고 평가된다.89)

3. 이탈리아
가. 개관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는 이탈리아의 높은 기업가정신에서 찾을 수 있
는데, [그림 3-14]에서처럼 인구 1,000명당 145개 기업으로 EU 회원국 중 4
번째로 높다. 이탈리아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에서 78.6%를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10인 이하 마이크로기업의 비중은 46%로 EU 평균 비중(29.4%)을 크
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기업은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전체 29.3%를
기록하고 있는바, 가족기업의 높은 비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89)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한바, 법인세 감면,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
액공제와 같은 세법상의 혜택과 중진공 직간접 대출,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과 같은 정책금융이 있
음. 임형준(201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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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사업집중도(Business Density)

자료: OECD Database, https://doi.org/10.1787/888933823869(검색일: 2018. 12. 15).

표 3-15. 이탈리아 SMEs의 주요 지표(2017년 기준)

기업수
구분

피고용인수

부가가치
금액

수(개)

비중(%)

수(명)

비중(%)

마이크로

3,565,046

95.1

6,661,193

45.9

201.2

28.6

소

162,598

4.3

2,921,184

20.1

144.9

20.6

중

18,465

0.5

1,808,802

12.5

125.3

17.8

SMEs

3,746,109

99.9

11,391,179

78.5

471.5

67.1

대

3,221

0.1

3,125,454

21.5

231.7

32.9

전체

3,749,330

100.0

14,516,633

100.0

703.1

100.0

(십억 유로)

비중(%)

주: EU 28개국 비금융기관 기업이 대상이며, 농업, 산림업, 수산업 및 교육, 보건 분야 비시장서비스업은 제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c),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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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기업 및 가족기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탈리아 중소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개발, 디지털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90) [그림 3-15]에서처럼 이탈리아 마이크로기
업과 소기업의 R&D 투자는 전체의 10.1%로 독일, 영국, 스웨덴보다 높으나,
앞의 세 국가에서 마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탈리아보다 낮
은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마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의 R&D 투자는 주요국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10인 이하의 마이크로기업으로 한정
하면 이탈리아는 1.6%로 독일(0.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15. 유럽 주요국 기업규모별 R&D 투자 비중
(단위: 전체 R&D 투자 대비 비중, %)

주: 국가의 괄호 안은 데이터 수집연도를 의미함.
자료: OECD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ERD_SIZE(검색일: 2019. 1. 13).

90) OECD(2014),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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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유럽 주요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교
(단위: 2014년 기준, 피고용인 1인당 생산성, 천 달러, PPP)

자료: OECD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563455(검색일: 2018. 11. 29).

또한 이탈리아 마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중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
인 생산성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림 3-16]의 OECD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10인 이하 마이크로기업의 생산성은 유사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나
타내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이 갖는 경쟁력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전통적으로
가죽이나 디자인과 같은 특화된 업종에서의 고품질 제품 및 결과를 생산하는
가족기업이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업은 장인기업으로 불리며, 세대 간 기술이전을 통해 경쟁력
을 갖춘 세계적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91) 이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
91) KOTRA(2015, p. 2)에 따르면, 이탈리아 장인기업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 종업원 수로 제한되고 있는
1 연속 동일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기업은 18명 미만 ◯
2 연속 동일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전체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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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소기업법｣ 이외에 수공예산업 분야 관련 법령을 통해 장인(artigiano)과
장인기업(imprese artigiane)을 지원하고 있다. 장인기업은 이탈리아 전체 기
업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그림 3-17 참고).

그림 3-17. 이탈리아 장인기업의 지역별 분포

자료: OECD(2014), p. 66.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전략을 발표하면서 혁
신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을 강조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또한 마
이크로기업과 소기업이 영업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
벌 시장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비즈니스파트너 및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3 예술, 전통, 맞춤형 의류 생산 분야 장인기업은 32명 이하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9명 미만 ◯
4 수송기기 관련 장인기업은 8명 이하, 건설 분야 장인기업은 1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 119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중소기업 지
원을 위한 기본법 도입과 함께 브랜드 관리제도인 ‘Made in Italy’, 중소기업
금융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인 ‘Impresa 4.0’ 등을 시행 중에 있다.

1) 중소기업법(Statuto delle imprese)
2011년 이탈리아는 EU의 ｢중소기업법｣을 국내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업
법을 입법했다. 전체 21개조로 이루어진 기업법은 불필요한 행정의 간소화, 창
업지원, 중소기업의 성장․생산성․혁신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
소기업의 정부조달 장려, 경쟁의 자유, 행정 간소화,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교
육기관에서 기업가정신 고취, 기업승계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92)

제6조.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규제 관련 영향평가(AIR: Analisi dell’Impatto
della Regolamentazione)를 시행하고, 특히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및 다양한 선택규제안 등을 분석
제7~9조. 시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부담에 대해서
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 간 관
계 개선
제12~13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을 장려하기 위하기 정부조달 참여의 행
정절차 간소화, 컨소시엄 구성 용인 등
제16조. 중소기업의 ‘Made in Italy’ 장려, 금융조달, 국제화 지원
제17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안에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을 설치

92) Norme per la tutela della libertá d’impresa, “Statuto delle imprese(Legge n.180/2011),” ht
tps://www.cliclavoro.gov.it/Normative/Legge_11_novembre_2011_n.180.pdf(검색일: 20
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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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소기업법만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로, 고용 인센티브와 청년 창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편의가 제공되었
다. 중소기업이 29세 이하 청년을 12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기간에 따라
최소 3,000유로에서 최대 6,000유로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두 번째로,
성실한 기업이 정부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에 이르렀을 경우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정부 입찰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필
요한 행정조항을 개정하고 환경규제 관련 허가를 단일화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혁신적 스타트업→혁신적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투자협약(decreto-legge 24, 2015, Investment
Compact)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93) 확대된 협약에 따라 혁신적 중소기
1 이탈리아 또는 다른 EU 회원국에 본사가 위치하며 적어도 하나의 생
업은 ◯
2 회계법인 또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산공장 또는 사무소가 이탈리아 위치 ◯
3 기업등록처에 혁신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터로 등록되어
증명한 재무제표 ◯
4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를 충족(R&D 지출비용
있지 않은 기업 ◯

이 매출액 또는 비용의 적어도 3%, 전체 근로자의 1/5 이상 박사학위자 또는
학위과정에 있거나 1/3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특허 관련 소지)해야 한다. 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94)
1 기업등록에서 요구되는 인지세(stamp duty) 면제
◯
2 기업경영 규제의 유연한 적용
◯
3 1/3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기간 연장
◯
4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유령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로부터 면제
◯
5 스톡옵션을 통한 직원들의 주식자본 참여 가능
◯
6 혁신 중소기업 투자자들의 위한 인센티브 제공(개인의 소득세에서 투자
◯

93)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7b), pp. 4-8.
94) Ibid.,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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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최대 30%까지 공제(또는 최대 1백만 유로까지), 법인의 경우 최
대 30%까지 공제(또는 최대 180만 유로)
7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유치
◯
8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기금에의 절차 간소화 및 무비용
◯
9 이탈리아 무역공사를 통해 혁신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특별 서비스
◯

(규제, 부동산, 금융 포함)를 제공

2) 분야별 정책지원
가) 브랜드 강화정책: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가능하지만, 이탈리아의 ‘Made in Italy’는 이탈리아 브랜드 관리를 통한 중소
기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에 ‘Made in Italy’라는 브랜드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
을 증명했다. 사실 1980년대부터 사용된 ‘Made in Italy’는 패션, 식품, 가구,
기계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우수한 고품질 제품이 두각을 나타내도록 했다.95)
당초 이탈리아생산자보호협회(ITPI: Istituto Tutela Produttori Italiani)를
중심으로 브랜드 관리에 나선 이탈리아는 ‘Made in Italy’를 통해 이탈리아 제
조업자들의 창조성과 아이디어, 기술이 보호를 받으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정부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구글문화연구소가 유명 이탈리아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가상 쇼룸 프로젝트를 시
작한 것도 ‘Made in Italy’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탈리아생산자보호협회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09년
95) Made in Italy Database, https://madeinitaly.org/en/made-in-italy/made-in-italy.php(검
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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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제품을 보장하는 ‘100% Made in Italy Certification’ 제도를
만들었다. 동 인증서는 오직 이탈리아에서 기획․생산․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와 원산지, 고품질에 대한
보증이다. 단순히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증제
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지역․국가․EU 차원의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생산업자임을 반증한다. 동 인증서를 받기 위한 기준은 [표 3-16]과 같으며, 감
독관이 해당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탈리아 생산자 등록청
(National Registry of Italian Manufacturers)에 해당 생산업자를 등록하
게 된다.

표 3-16. 100%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인증서 발급 기준

1. 이탈리아에서 온전히 디자인되고 제조될 것
1.1 기업의 디자인에 근거
1.2 이탈리아에서 온전히(fully) 제조
1.3 오직 이탈리아 부품만을 활용
1.4 이탈리아에서 완전한 작업
2. 이탈리아산 재료를 활용하여 제조
2.1 이탈리아 자연재료
2.2 최고급 품질의 재료
2.3 원재료의 원사지에 대한 증명
3. 전통적인 작업방법으로 제조
3.1 기업의 독특한 작업기술 활용
3.2 전통적 작업기술 활용
4. 피고용인, 산업안전기술의 준수
4.1 노동법 준수
4.2 위생, 보건, 산업안전 규정에 따른 제조
자료: Made in Italy Database, https://madeinitaly.org/en/made-in-italy/certification-made-in-italy.php(검색일: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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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탈리아생산자보호협회는 100%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인증제품에 대
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물론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마크, 포장재에
해당 마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B2B Made in Italy’는
Made in Italy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간 연계를 통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96) 즉 B2B에서 부품이나 중간재를 제공하는 중
소기업이 동 인증을 통해 좀 더 수월하게 기업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B2C로 연계되어 소비자가 동 인증만으로도 제품의 구매결정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해외시장에 알려진 ‘Made in Italy’ 인증을 받은 제품
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이탈리아해외무역진흥청(ICE-Italian
Trade Promotion Agency)을 설립했다.97)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
박람회에 진출하고 소비자들의 제품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나) 금융지원: SME 보증기금(Guarantee Fund/Fondo di Garanzia)
이탈리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
부터 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바, 금융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은행, 투자개발
금융회사(SFIS)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98) 이탈리아 경제개발부가 운영하
고 있는 동 보증기금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대출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을 섬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다.99) 이탈리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9% 이상
이 담보물건 없이 동 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할 만큼 정책성
96) Made in Italy, “BwB Made in Italy,” http://b2b.madeinitaly.org/(검색일: 2018. 11. 19).
97) Made in Italy, “Esportazione Made in Italy,” http://esportazione.madeinitaly.org/(검색일:
2019. 1. 13).
98)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 “Fondo di garanzia per le PMI,” https://www.mise.go
v.it/index.php/it/incentivi/impresa/fondo-di-garanzia-per-le-pmi(검색일: 2018. 11. 15).
99) Fondo di Garanzia, www.fondidigaranzia.it(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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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00) 이를 반영하듯 보증기금의 연도별 실적은
[표 3-17]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12만 9,380개 보증
기금 지원과 함께 1,93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위해 1,370억 유로의 보증이
지원되었다.

표 3-17. 보증기금 연도별 실적
(단위: 개, 백만 유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수

86,231

102,596

114,487

119,902

129,380

대출금액

12,865

14,989

16,648

17,375

19,314

보증금액

8,343

10,165

11,533

12,197

13,731

자료: Fondo di Garanzia, “Numeri del Fondo,” http://www.fondidigaranzia.it/numeri-del-fondo/(검색일: 2019.
1. 11).

동 기금의 지원대상은 장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며, 자동차․조선․합성수
지․석탄산업․철강산업․금융 부문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동 기금의 혜택을 받
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은행으로 하여금 동 기금에 대출
에 따라 보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상호신용보증
체계인 Confidi(consorzi di garanzia collettiva dei fidi)를 통해 대출보증
을 요구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은행이나 Confidi가 해당 대출보증
에 지원하는 기업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3점으로 배점이
부여되며 3점의 경우에는 대출보증이 거부된다.101) 그러나 1~2점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대출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보증 과정에서 다양한 조
건이 부과될 수 있다. 보증의 규모는 장단기 대출 모두 총 대출금액의 80% 또
는 25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102)
100) 이탈리아 중앙은행도 보증기금이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
가함. 이탈리아 중앙은행 Daniele Ciani 선임자문관, Valerio Paolo Vacca 매니저, Sabrina
Pastorelli 인터뷰(2018. 12. 6, 이탈리아 중앙은행 회의실).
101) Fondo di Garanzia, “Modelli di valutazione,” http://www.fondidigaranzia.it/servizi-onli
ne-per-le-imprese/modelli-di-valutazione/(검색일: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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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조세혜택
EU 28개 회원국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조세부담을 감면해주는 국
가는 8개국으로 스페인, 헝가리, 리투아니아, 프랑스, 벨기에, 몰타, 포르투갈,
독일이며, 이탈리아는 일반적인 법인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조세혜택을 특별
히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그림 3-18 참고).103)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생산활
동지방세(IRAP: 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차원에서 간
소화된 과세표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기업은 매출액 및 과세소득이
300만 유로 미만일 경우 적용받는 법인세율이 34%가 아닌 27.5%가 된다.

그림 3-18. EU의 마이크로 및 소기업 실효조세부담 축소

자료: Bergner et al.(2017), p. 21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한편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인지세 및 등록비용이 면제된다. 그리고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주주들은 과세소득에서 투자금액의 20%를 공
제한다. 이때 최대 공제액은 180만 유로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2) 보증기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문자료는 강유덕 외(2014), p. 166을 참고.
103) Bergner et al.(2017), p. 21, pp. 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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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은 250만 유로 미만 ◯
2 최소 2년 이상 지분 소유 ◯
3 중소기업의 경우 창
◯

업 7년 이하. 또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한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
의 R&D 활동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R&D를 통한 지
적재산권의 라이센싱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앞서 살펴본 impresa 4.0의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라) 기술․교육 훈련에 대한 조세혜택
이탈리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성과가 낮은
국가에 속해 있다. [그림 3-19]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중이 33%로 그리스와 함께 EU 회원국 중에서 낮은 국가에 속
하며, 혁신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 및 노동생산성, 새로운 기술 출현에 따른 재교
육 등에 걸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3-20]에서처럼
지식기반 관련 근로자의 비중도 16.4%로 낮으며, 독일(23.2%)과 프랑스
(23.4%)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19. 직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중(2012~15년)
(단위: %)

자료: OECD(2017b), p. 110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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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지식기반 관련 근로자의 비중(2012년)
(단위: %)

자료: OECD(2013), p. 88.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기술 관련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
티브를 운영 중에 있다.104) 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기술 관련 교육을 지
출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Credito d’imposta per la formazione 4.0)
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8년 중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관한
지식습득 교육에 해당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바
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마이크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작업공정 디지털화
와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1만 유로(전체 비용의 50%에 해당되는)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등기술교육
기관(Potenziamento Istituti Tecnici Superiori)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
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3) 4차 산업혁명 정책
2016년 9월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Impresa 4.0’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104) European Commission(2018c),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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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4년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Impresa 4.0’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음와 같은 9개 핵심기술을 발표하면서
△유연성(대량 생산경제 하 소규모 생산 가능) △스피드(혁신기술을 활용한 원
형제품(prototype)에서 대량생산으로의 전환 가속) △생산성(생산성 증대) △
품질(실시간 생산공정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 △제품경쟁력(IoT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정책수단을 발표
하였는바, 성장을 위한 투자, 혁신을 위한 신용, 보증기금을 통한 신용 확대 등
이다.105)

표 3-18. Impresa 4.0에서의 핵심기술

분야

내용

1

선진제조솔루션

2

적층제조

디지털개발소프트웨어와 연계된 3D 프린팅

3

증강현실

생산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증강현실

4

시뮬레이션

5

수평수직통합

6

산업인터넷

7

클라우드

8

사이버보안

9

빅데이터분석

연계된 로봇의 활용

생산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연계된 기계의 시뮬레이션
공급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정보통합
생산프로세스와 제품 간 다방향 커뮤니케이션
오픈시스템 상 대규모 데이터의 관리
네트워크 운영 및 오픈시스템을 위한 보안
제품과 생산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7c), p. 4.

이탈리아 정부는 Impresa 4.0 추진을 위해 중장기 연도별 예산을 확정하였
는바, 2015~28년 기간 중 총 391억 유로를 책정하였으며, Hyper- and
Super depreciation과 R&D 조세혜택에 전체 예산의 92.3%가 집중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표 3-19 참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기금으로
총 15억 5,800만 유로가 할당되었다.

105)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7c),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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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Impresa 4.0의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8

2019

2020

2021~28

합계

Hyper- and Super depreciation

2,389

3,793

4,265

11,817

23,377

R&D 조세혜택

2,532

2,241

1,858

3,764

12,712

직업훈련 4.0 조세혜택

250

250

혁신관리자를 위한 바우처

25

25

25

75

114

162

405

714

Nuova Sabatini
중소기업 보증기금 보조재원

33

500

1,558

역량센터

1,558
73

73

ITS

10

35

50

합계

6,552

6,531

6,610

95
16,011

39,104

주: 합계는 2015~28년 기간을 의미함.
자료: Calabrò and Carnazza(2019), p. 5의 표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이탈리아 정부의 전략이 발표된 후 중소기업의 디지
털화와 혁신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탈리아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1%의 기업이 제조공정의 혁신
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품혁신(54.4%), 조직혁신(50.5%)이 뒤를 이
었다.106) 제조공정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응답기업의 75.3%가 새로운 설비
구매를 계획하고, 다음으로 자동화(57.9%), 수주관리 개선(41.0%), 로지스틱
스 및 운송 개선(26.1%)이 뒤를 이었다.

4) 지역클러스터 정책
자생적으로 출범한 지역별 클러스터들을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상
생하면서 기술개발과 연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과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
요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협력채널과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다. 중앙-지
방컨퍼런스(Conferenza Stato-Regioni)는 행정기관 간 협의회로 중요한 정
106)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6),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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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107) 특히 동 컨퍼런스에서는 성장중심의 지역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
원배분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의 산업클러스터는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산업단지나 특정 지
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들 클러스터들이 중앙정부
의 정책적인 노력이 아닌 자생적으로 출범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탈리아 통
계청인 Istat(2015)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이탈리아에는 141개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다. 클러스터별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 9만 4,51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만 4,66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제조업으로 한정해
서 보면 전체 제조업 고용의 65.8%가 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탈리아에서 클러스터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왔으며, 클러스
터를 중심으로 기업간 정보 공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비용 절감, 상품개발, 공
정효율성 등의 경쟁력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했다.108)
지역별 클러스터의 분포를 보면 [그림 3-21]과 같이 45개 클러스터가 이탈
리아의 전통적인 산업 지역인 북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북서부 지
역(37개), 중부(38개), 남부이탈리아(17개) 순이다. 클러스터를 산업별로 분류
해보면, 기계 분야가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류(32개), 가구(24개), 가
죽․구두(17개), 식품(15개) 순으로 나타났다.

107) Governo Italiano Database, www.statoregioni.it(검색일: 2018. 11. 29).
108) 클러스터에 위치한 기업들은 직업훈련, 노하우(know-how)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환경 변화 및 글
로벌화에 대응하고 있음.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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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이탈리아 지역별․산업별 산업클러스터

자료: KPMG(2017), p. 20.

5) 스타트업 정책
스타트업 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중소기업으로
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함께 나타난다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가계기업 중심의 소규모 기업중심에서 혁신과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는 평가에 따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12년 ‘성장2.0’ 규정을 발표했다. 동 규정은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행정부담 경감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14년에는 ‘Smart
and Start Italia’를 통해 이탈리아의 혁신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더불어 혁신기업의 운영, 기술개발과 같은 스타트업
전 과정에서 걸친 정부지원이 강화되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온라인을 통한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수수료가 면제되고,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최대 30% 및 R&D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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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OECD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정책을 평가하면서 동 정책의 혜택을 받는 스타트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제한된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고 있다고 분석했다.109)
그림 3-22.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창업 누적 추이
(단위: 개수, %)

자료: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7a), p. 31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3-23. 이탈리아 스타트업 업종별 비중
(단위: %)

자료: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2017a), p. 49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109) OECD(2018c),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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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은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으로
이탈리아나 EU 회원국에 본사를 두거나 최소한 하나의 생산지사가 이탈리아
에 위치해 있는 연매출 500만 유로 미만의 명확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 중 다
음의 세 가지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세 가지 요건은
① 연매출의 최소 15% 이상을 R&D 및 혁신에 투자 ② 유능한 인재 고용(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최소 1/3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비중이 2/3) ③ 등록된
특허 및 소프트웨어 소유 및 라이선스가 있는 기업이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핵심 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해 ‘Italia Startup Visa’를 도입하여 이탈리아 국
내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하려는 외국인에게 30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한다. 비
자 발급기준 또한 비즈니스 플랜과 혁신성이 주요 기준이 된다.

다. 평가
이탈리아의 클러스터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출범한 것인 아니라 자연발
생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이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지방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클러스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의 협의를 통한 조율과정을 거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탈리아의 ‘Made in Italy’라는 브랜드는 해외 소비자 및 기업에 해
당 중소기업 제품의 질적인 보증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사
업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10) 해외 소비자들이 제3국
의 작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기 때
110) Sanderson(2011. 1. 20), “The Real Value of Being ‘Made in Ital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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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하는 ‘Made in Italy’는 제품의 구매결정에서 소비
자에게 하나의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11) 실제로 ‘Made in Italy’는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해내는 식품, 와인, 가구, 도자기 부문에 많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클러스터에서 제조의 상당 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112)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기업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Made in Italy’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 인증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인증 브랜드가 있으나,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증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은 제조공정 및 제품의 경쟁력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
외 소비자들에게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제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야로
이탈리아 정부도 이에 ‘impresa 4.0’을 발표했다. 특히 혁신적인 스타트업뿐
만 아니라 혁신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보증기금 강화 및 투자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등이 제시되었다.113)
R&D와 혁신으로 대표되는 국별․글로벌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의 사업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뒤처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모든 중소기업이 디지털화나 자동화라는 시스템을 도
입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존의 지원정책을 평가하
고 불필요하게 중복 추진되는 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순화하는 것도 정
책수요를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1) Temperini, Gergori, and Palanga(2016), pp. 93-94.
112) Oropallo(2007), pp. 133-150.
113)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Roberto Volpe, Christin Pfeiffer, Paolo Carnazza 분석관 인터뷰(2018.
12. 6, 이탈리아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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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덜란드
가. 개관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수는 2016년 기준 약 87만 4,000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에 이른다. 최근 네덜란드 중소기업 관련 지표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
고 있는데, 중소기업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도 이 중 하나이다. 특히 마이크로기
업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그림 3-24]과 같이 2008년에서 2016년 사
이에 증가한 마이크로 기업의 비중은 2016년 95.8%로 2008년 대비 5.6%p가
증가했고 기업 수는 46만 1,300여 개가 증가하여 약 83만 8,500개가 되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소기업의 비중은 4.7%p가 감소하여 2016년 3.3%를 기록했
고, 기업의 수는 4,780개가 감소한 2만 8,600여 개에 그쳤다. 중기업도 동일
기간 0.8%p 감소하여 2016년에 0.7%의 비중을 나타냈으나 기업 수는 오히려
189개가 증가하여 6,400여 개가 되었다. 즉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비중은 마이
크로기업 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 부문별 분포도 마이
크로기업의 산업 부문별 분포와 순서를 같이하고 있다. 마이크로기업은 2016
년 기준 전문, 과학, 기술 활동(NACE Rev.2 산업분류의 M) 부문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마이크로 기업 수 약 34만 5,000개), 이어서 건설업(F), 정보통
신업(J), 행정 및 지원서비스(N), 제조업(C)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14)

114)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12. 10). “Construction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con_r2],” “Industry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ind_r2],” “Services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1b_se_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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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개수 및 전체 기업 수 대비 비중

주: NACE Rev. 2, B~F 및 H~N 산업 기준.
자료: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12. 10). “Construction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con_r2],” “Industry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ind_r2],” “Services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1b_se_r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3-25]과 같이 2008년 이
후 2016년까지 꾸준히 6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에
고용된 약 266만 명 중, 중기업 고용인의 비중이 18.8%, 소기업 17.7%, 마이
크로기업이 28.5%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고용인 수로 보았을 때, 전문, 과
학, 기술 활동(NACE Rev.2 산업분류의 M)이 20.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C) 17.6%, 행정 및 지원서비스(N) 14.8% 순으로 나타났다.115)

1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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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

주: NACE Rev. 2, B~F 및 H~N 산업 기준.
자료: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12. 10). “Construction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con_r2],” “Industry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ind_r2],” “Services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1b_se_r2]”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6년 기준, 네덜란드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562억 유로로 [그
림 3-26]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을 포함한 네덜란드 전체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의 58.3%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을 산업별로 분류 시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제조업(NACE Rev.2 산업분류의 C)으로 2016년
기준 중소기업들 중에서 21.9%를 기록했고 행정 및 지원서비스(N, 18.7%)와
건설업(F, 13%)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116)

1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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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참고: NACE Rev. 2, B~F 및 H~N 산업 기준.
자료: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12. 10). “Construction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con_r2],” “Industry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ind_r2],” “Services by
Employment Size Class [sbs_sc_1b_se_r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네덜란드의 중소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절대적인 수 및 전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 고용인 수 증가, 부가가치 창출 확대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상기 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했을 때 제조업(NACE Rev.2 산업분류의 C), 정보통신업(J)과 전문, 과학,
기술 활동(M)이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산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117) 이는 네덜란드의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산업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117) 네덜란드 제조업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기업의 수가 2만 1,800개 이상 증가하여 6만 4,918개,
매출은 54억 8,300만 유로 이상, 부가가치는 35억 유로 이상 증가, 고용인 수는 약 3,800명 감소함.
정보통신업은 동일 기간 동안 기업 수가 69.1%인 약 6만 4,000개가 증가하여 9만 2,740개, 매출도
38.8%인 약 141억 유로가 증가, 부가가치도 60억 유로 이상 증가, 고용인 수 4만 6,000명 이상 증가
하여 20만 4,000명에 조금 못 미치고 있음. 전문, 과학, 기술 활동은 동일 기간 동안 기업 수가 62.5%
인 21만 5,990개가 증가하여 34만 5,388개, 매출은 2008년에 유난히 높았던바, 2016년에도 유사
수준인 592억 유로를 기록, 부가가치는 22억 9,800만 유로가 증가하여 299억 3,800만 유로, 고용
인 수는 약 3만 명이 증가한 54만 6,816명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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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정책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EZK)에서 관장하고 네덜
란드 기업청(RVO)에서 실행하는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도 이 범주에 해당된
다. 다만, 과학정책이 연관될 경우에는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OCW)에서
관장하고 네덜란드 과학연구기관(NWO)에서 실행한다.118) 이외에도 네덜란
드 응용과학연구기관(TNO), 네덜란드 중소기업협회(MKB-Nederland), 네
덜란드 중소기업협회 서비스 플랫폼(MKB-Servicedesk),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 등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여하고 있다.119)

1) 주요 산업 접근법과 중소기업
가) 주요 산업 접근법(Top sector approach)
최근 네덜란드의 기업성장을 논하면서 ‘주요 산업 접근법(Top sector
approach)’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산업 접근법은 2011년 당시 네덜
란드 경제농업혁신부의 주도로 발의된 계획의 일환으로 등장한 시장 선도적인
기업정책이다. 주요 산업 접근법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수요기반의 정부정책
으로, 네덜란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9대 주요 산업에의 집중적인 투자
를 통해 이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보조금 지급보다는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
선하고자 했다.120) [표 3-20]에 명시된 네덜란드 9대 주요 산업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네덜란드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식집약적 및 수출
지향적인 산업으로 특정 법률 및 규제의 적용을 받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118)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Peter Wijlhuizen 선임과학기술혁신담당관 인터뷰(2018. 12. 12, 한국
서울).
119) TNO, “TNO en het MKB,” https://www.tno.nl/nl/samenwerken/tno-en-het-mkb/(검색
일: 2018. 12. 10).
120)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2011),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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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4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121) 정책 도입 당시
주무부처인 경제농업혁신부를 비롯하여 인프라환경부, 교육문화과학부, 보건
복지스포츠부가 관여했으며, 9대 산업의 선정 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122) 주요 산업 접근법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지식의 활용을 확대시키고,
리스크가 커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볼 때 중소기업도 염두에 두었음
을 알 수 있다.123)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대 주요 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23.5%(2015년 기준)이라고 한다.124) 또
한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 산업 부문에서는 47%이나 9대
주요 산업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57%가 혁신적 기업으로 분류되었
고,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자체 지출은 총 30억 5,200만 유로(2014년 기
준)에 달했다.125)
네덜란드 9대 주요 산업 분야의 중요성은 클러스터의 형성과도 밀접하다. 형
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대부분이 주요 산업군에 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로는 아인트호벤(Eindhoven) 브레인포트(Brainport)의 제조업 클러스터, 암
스테르담 부근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그린포트(Greenport)의 화훼 클러스터
등이다.

121) CBS(2017), p. 6.
122) 암스테르담 대학교 Henk Volberda 교수 인터뷰(2018. 11. 27. 네덜란드 로테르담).
123)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2011), p. 2.
124) CBS(2017), p. 113.
125) CBS(2017), p. 158,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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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네덜란드 9대 주요 산업(Top Sector) 분야

9대 주요 산업 분야
- 원예 및 번식 물질(Horticulture and propagation materials)
- 농식품(Agri-food)
- 수자원(Water)
- 생명과학 및 보건(Life sciences and health)
- 화학(Chemicals)
- 하이테크(High tech)
- 에너지(Energy)
- 물류(Logistics)
-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ies)
자료: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Encouraging Innovation,” https://www.government.nl/topics/enter
prise-and-innovation/encouraging-innovation(검색일: 2018. 10. 1).

나) 중소기업의 주요 산업 혁신인센티브제도(MIT)
중소기업정책도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
부는 중소기업이 9대 산업에 참여하여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표 3-21]과 같이 중소기업의 주요 산업 혁신인센티
브제도(MKB Innovatiestimuleringsregeling Topsectoren, 이하 MIT)를
운영했다.

표 3-21. MIT 제도

항 목
혁신 자문 프로젝트
타당성 프로젝트
R&D 공동
프로젝트
지식 바우처

설 명
지식기관 혹은 독립 자문기관이 기업인이 신청한 지식 관련 이슈에
대해 자문 제공
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조사 및 실험적 개발 혹은 산업 연구로
구성된 프로젝트
산업 연구 혹은 실험적 개발 혹은 이 둘 모두를 포함한 프로젝트로,
MIT R&D 공동 파트너십이 주도하며 비용과 위험을 분담
지식 프로젝트를 이전받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식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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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기업인
기업인
기업인
기업인

표 3-21. 계속

항 목
TKI 혁신 브로커
TKI 네트워크 활동

설 명

지원자

혁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혁신적인 상품, 공정 혹은 서비스,
기술적 지원 혹은 기술이전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영 컨설팅)
중소기업 간 지식공유 및 네트워킹 제고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혹은 회의

TKI
TKI

주: TKI는 Top Consortia for Knowledge and Innovation의 약자로, 주요 산업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의 진행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하위 조직임.
자료: Zuijdam et al.(2017), p. 7.

2013~16년 MIT에 대한 공식 평가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동 제도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쉬웠고 활용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며, 이를 활용한 중소
기업들의 9대 산업과의 연계 및 실질적 혁신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
다.126) 다만 MIT는 선착순으로 혜택이 제공되는바, 먼저 신청한 중소기업이
우선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2) 분야별 정책
네덜란드 정부는 조세혜택이나 신용보증과 같이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금융(보조금): SME+ 혁신기금(Innovatiefonds MKB+)
네덜란드의 SME+ 혁신기금은 ① 혁신 융자(Innovatiekredit) ② 씨앗자본
(Seed Capital) ③ 네덜란드 벤처 이니셔티브(Dutch Venture Initiative, 이
하 DVI)로 구성된다.127)
혁신 융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성이 있지만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조
달이 어려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일부 자본을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
126) Zuijdam et al.(2017), pp. 8-9.
127) Business.gov.nl, “SME+ Innovation Fund,” https://business.gov.nl/subsidy/sme-innovat
ion-fund/(검색일: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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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네덜란드령 내 설립된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수혜받을 수 있다.128) 네덜란드 기업청(RVO)에 따르면, 2019년
에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예산 3,000만 유로와 임상개발 프로젝트 예산 3,000
만 유로, 합계 6,0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임상개발 프로젝트의
수요가 더 많다고 한다.129) 2019년 기준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최소 15만 유로, 최대 1,000만 유로이고, 임상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당
최소 15만 유로, 최대 5만 유로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 융자 제도는
2008년에 시작되어 지난 10년간 168건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71건의 임상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총 15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총 4억 9,200만 유
로의 혁신 융자금으로 평균 32%의 프로젝트 비용을 출자했고, 실제 지출된 3
억 3,400만 유로 중 2,500만 유로는 탕감, 9,800만 유로는 상환되었다.130) 기
술개발 프로젝트는 78%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임상개발 프로젝트는 66%
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131)
씨앗자본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 및 창조적 기업인이 벤처캐피털 투자자로부
터의 도움을 받아 콘셉트 단계의 지식을 적절한 상품 혹은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책정 예산은 총 1,800만 유로이나 건별 매
칭펀드의 형태로 제공되고 최대 600만 유로까지 수혜받을 수 있다.132) 네덜란
드 기업청에 따르면, 씨앗자본 제도가 실시된 첫 10년인 2005~15년 동안 296
개 프로젝트에 총 2억 700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이 중 정부가 1억 1,600만 유

128)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RVO), “Innovatiekrediet,” https://www.rvo.n
l/subsidies-regelingen/innovatiekrediet(검색일: 2018. 12. 10).
129) Ibid.
130)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RVO), “Infographic 10 jaar Innovatiekredie
t,” https://www.rvo.nl/subsidies-regelingen/innovatiekrediet/infographic-10-jaar-inn
ovatiekrediet(검색일: 2018. 12. 10).
131) Ibid.
132)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RVO), “Seed Capital,” https://www.rvo.nl/su
bsidies-regelingen/seed-capital(검색일: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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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출자했다.133)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과 동네덜란드개발청(PPM
Oost)이 관리하는 DVI는 2013년 1억 유로 규모의 DVI-Ⅰ 런칭 이후 2016년
에 2억 유로 규모의 DVI-Ⅱ가 후속적으로 런칭되었다.134) DVI-Ⅱ는 초기 혹
은 개발 단계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과학, 클린테크 및 에너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135)

글상자 3-3. 소액자금대출 Qredit

Qredits는 민간에서 실시하는 소액자금대출(Microcredit)을 비롯한 대출상품을 제공하며 전통적
인 금융에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대출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하여 교육 등 기업들의
scale-up 성장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소액자금대출, 중소기업대출,
담보대출, 탄력대출, 후순위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액자금대출의 경우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
존 기업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최고 5만 유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9.75%로
1~10년 내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촉진도 가능하고, e-러닝이나 1년간의 멘토링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료: Qredits Microfinanciering Nederland, “Financing Products,” https://qredits.com/produ
cts-and-services/financing-products.html(검색일: 2018. 12. 20)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조세: R&D 세액공제(WBSO)와 이노베이션 박스(Innovation Box)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기업들의 연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R&D 세액공제(Wet Bevordering Speur- en Ontwikkelingswerk; 이하
WBSO)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R&D 비용 및 프로토타입이나 연구설비와
같은 R&D 관련 비용에서 임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첫
35만 유로까지의 R&D 임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32%의 세액공제, 추가
적인 R&D 비용에 대해서는 14%가 감면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첫 35만
유로까지의 비용에 대해 40%가 감면되며, 스타트업 자가고용인 경우에는
133)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2016), p. 65.
134) European Investment Fund, “Dutch Venture Initiative (DVI-II),” http://www.eif.org/wha
t_we_do/resources/dvi-II/index.htm(검색일: 2018. 12. 20).
1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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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유로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136)
이와 유사하게 기업들이 WBSO가 인정하는 특허를 취득하거나 기술혁신 등
혁신적인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노베이션 박스(Innovation Box) 제도를 통
해 25%의 법인세를 약 7%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혁신적인 성과
에는 특허, 식물변종권, 소프트웨어, 제약 라이선스, 추가 보호증서, 등록 유틸
리티 모델, 생물학적 살충제, 독점 라이선스 등이 해당되지만, OECD의 BEPS
규제에 따라 R&D가 이윤 창출로 연결될 경우에는 기업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한다.137)

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신용보증 제도(BMKB)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신용보증 제도(Borgstelling MKB Kredieten, 이하
BMKB)는 담보 부족으로 은행에서 보증이 곤란할 때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
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기업청
(RVO)에서 주관하고 있다. BKMB는 EU 기준의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데, 기업이 직접 제도 이용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래은행이나
비은행권금융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BKMB의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말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 동 제도를 이용 중인 기존 기업들은 26만 6,667유
로까지의 금액에 대해 보증해주되 75%까지의 BMKB 보증이 불가한 것은 아
니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최대 50%의 신용보증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BMKB의 최대 신용보증 규모가 100만 유로에서 150만 유로로 확대되었으며,
BMKB를 통한 정부의 신용보증 비중은 90%이다.138)

136) NFIA(2018), p. 6.
137) Van den Broek, Deuten, and Jonkers(2018), p. 10.
138)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RVO), “Borgstelling MKB Kredieten(BMKB),”
https://www.rvo.nl/subsidies-regelingen/borgstelling-mkb-kredieten-bmkb(검색일: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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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4. 기업간 대금 결제 지체 시 매뉴얼

KVK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간 대금 지급 시기는 30일로 계약 혹은 일반
약관상 최장 60일까지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송장 수령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
다.139) 결제만료일 이후 대금 미수령 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절차는 대금 결제 독
촉장 송부로, 수취인의 독촉장 수령 후 14일 내 결제를 요구할 수 있고, 2차 결제만료일 이후
개인으로부터는 수금비와 지체이자를, 기업으로부터는 법정 지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140) 2차 결제만료일에도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고, 수금지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파산을 했더라도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단, 개인에 대
한 송장의 유효기간은 2년, 기업에 대한 송장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내 재송부시 유효
기간이 갱신, 연장되며, 발급한 송장에 대해서는 VAT를 납부해야 유효하고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VAT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료: 각주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TNO의 스타트업 지원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Nederlandse Organisatie voor Toegepast
Natuurwetenschappelijk Onderzoek, 이하 TNO)은 독립된 연구기관이지
만, 정부의 주요 산업 접근법 정책(Top sector policy)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에 특화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은 [그림 3-27]과 같이 크게 ① 협력 ② 지식 ③ 기술이전 ④ 네트워크 및 연결
측면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
원하고 있다. 협력 측면에서는 ‘합동혁신센터(Joint Innovation Centre)’를
통해 지식파트너 및 시장과의 협력을 추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TNO에서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과
139) KVK, “Klant betaalt factuur niet: stappenplan,” https://www.kvk.nl/klant-betaalt-fact
uur-niet-stappenplan/(검색일: 2018. 12. 10).
140) ConsuWijzer에 따르면, 결제대금이 2,500유로까지는 15%, 2,500~5,000유로는 10%, 5,000
~19만 유로는 5%, 19만 유로 초과인 경우 1%, 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5%이나 최고
6,775유로까지의 수금비를 부가할 수 있고, 법정 지체이자율 2%를 부과할 수 있음. Rijksoverheid
에 따르면, 기업간 상거래에 대한 법정 지체이자율은 8%임. ConsuWijzer, “Incassokosten,”
https://www.consuwijzer.nl/thema/incassokosten(검색일: 2018. 12. 29); Rijksoverheid,
“Hoe hoog is de wettelijke rente?,”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hulp-b
ij-schulden/vraag-en-antwoord/hoogte-wettelijke-rente(검색일: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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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식 측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 최
신 기술동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기
업들의 잠재적 파트너 모색 혹은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위한 자문, 보조금 지원
신청이나 혁신 바우처를 통한 연구수당 확보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 이전 측면에서는 IP 이전이나 IP 라이센싱을 돕기도 하며, 특히 TNO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Yes!Delft’와 연결 혹은 타 기업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TekDelta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3-27. TNO의 중소기업 지원

자료: TNO, “TNO’s Place in the Start-up Ecosphere,” http://publications.tno.nl/publication/34627121/
ucaXvC/TNOstartupinitiatives.pdf(검색일: 2018. 12. 10).

다. 평가
네덜란드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대기업들이 다수 있어 중소기업들
이 대기업만큼 크게 조명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네덜란
드의 중소기업이 ‘비금융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141) 네덜란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공급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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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관계를 이루고 있어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네덜란드의 중소기
업 중에서도 마이크로기업의 강세가 나타나는데, 제조업, 정보통신업 측면에
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이러한 마이크로기업들의 성공 배경에는 네덜
란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산업정책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 접근법(Top sector approach)은 2011년 이후 네덜
란드의 경제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9대 주요
산업은 top-down 방식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지식집약적으로 특화된 역량
보유 여부, 수출을 통한 이윤 창출 가능성, 사회문제를 포용 및 해결에의 기여
등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수렴을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선정되
었다. 이에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는 하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
다. 또한 주요 산업 접근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정책 도
입 시부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기대를 저
버리지 않고 중소기업의 확대 및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Top sector
approach의 연장선상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
영하기도 했는데, 중소기업의 실질적 혁신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2018년에 종료되었다.
비록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금융지원정책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
가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투입비용 과다가 가져오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이
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나 신용보증 등 간접적인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의 모든 산업지원
정책에서 나타나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네덜란드 정부가 실시한 보조
금 제공 정책들이 선착순 제공이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보조금의 경우 실시 초
반에 재원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집행이었다는 평가
도 있다.
한편 스타트업 기업 등 상품화 혹은 서비스화 되지 않은 연구개발의 지원은
141) European Commission(2018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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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마이크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네덜란드 중
소기업의 강세는 마이크로기업의 활성화가 주요 요인이며, 마이크로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네덜란드의 혁신성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계속되었던 바탕에는 관련 정
책의 핵심에 정책 수립과 실행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가 모든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실무는 네
덜란드 기업청(RVO)이 관장하며, 타 부처에서 보조적인 역할 수행, TNO 등의
독립기관들이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부처에서 하지 못
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 명확한 업무 분장과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
한 정책 운영, 더 나아가 대기업보다 부족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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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 중소기업정책을 파악하기 앞서서 과거 우리나라의 중소기
업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1960년대 이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64년에 시행된 ‘중소기업
중점육성대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문 업종을 지정하여 각 규모별로
사업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규모별로 업종을 분리하는 정책을 최초로 시행
하였다. 이어서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수출대기업의 육성을
위한 업종전문화를 더욱 강화하였다.
197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은 대중소기업 계열화를 강력히
촉진하도록 강제하였는데, 이 법은 지금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기업의 계열
사로 기능하는 하청 중소기업이라는 특징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중간재 또는 부품 공급처로 기능하는 경
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이후 하나의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화된 중소기업군이라는 특징을 강
하게 갖게 된 것이다. 계열화된 중소기업군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기술혁
신을 가속화하고 판로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중소기업 자체의
시장개척능력 상실, 국제화 역량 부족, 자체 혁신역량 부진 등 고질적인 부작용
도 낳게 되었다. 197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정책이 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 것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식에서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의 대상으로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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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
원정책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를 지나면서 대기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노동비용의 급상승,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중국과
의 수교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점차 악화되었다. 국내 노동집약적
저위기술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생산기반의 급격한 해외이전 등 격변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기업
의 해외진출은 1990년대 중반 원화의 과도한 강세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계열화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동반 진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되었
다. 1996년 정부는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게 되었으며 산하에 국립기술품질원 및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을 설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되었다. 대기업도 매우 어려운 상
황을 겪었지만 자금조달,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외환위기는 더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이때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규
모 해고로 생계형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1990년대 말 IT 버블 시
기 IT 기업의 폭발적 증가가 이어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환경은 급
변하게 된다. 이제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은 좁은 의미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1인 기업,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은 다시 한 번 확대되었
다. 중소기업에서 해고된 인력의 창업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형유통기
업의 약진으로 인한 전통시장 지원 대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
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후 살아남은 소수 대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
로 성장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임금수준, 경쟁력, 국제화 등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017년 정부는 21년간 유지해온 중소기업청을 중소
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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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중소기업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다. 중소 제조기업의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32.4%(2015년)에 불과
한 실정이다.14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더 크고 지난 40여 년 동안 더 확대되어왔다. [그림
4-1]은 OECD 국가간에 중소제조업 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국제비
교를 보여준다. 한국은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좌상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용
에서의 비중은 매우 높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상당히 떨어지는 특이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중소제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국제비교

자료: OECD(2018b), p. 9.

142) 한국생산성본부(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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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낮은 국제화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주로 내수 위주로 구성되
어 있어 전체의 91.3%가 내수, 수출은 8.7%에 불과하다.143) 유럽의 경우 유럽
통합으로 인하여 국제화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구조적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비율은 낮고 가치사슬에의 참여율도 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 4-2]에는 OECD 주요국의 혁신 분야 국제협력의 정도를 국가
별로 비교하고 있다. 국제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로는 에스토니
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이며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가장 낮은 국제협력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4-2. 기업규모별 혁신 분야 국제협력 국제비교

자료: OECD(2017a), p. 7에서 재인용.

14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http://www.mss.go.kr/site/smba/submain/submain04.do
(검색일: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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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상당수가 계열화 또는 원청-하청 관계로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내수 중소
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하청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판매가 9.7%
에 불과하고 대기업 납품이 32.8%, 중소기업 납품이 52.1%에 이른다.144) 이
러한 열악한 지위 구조로 말미암아 유럽 중소기업에 비해 부당한 거래에 상대
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사용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제도 및 동반성장의 9개 분야에 모두 978건에 달한
다.145) 관련되는 소관 부처만 해도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18개 부처와 14개
하부 청을 총망라하고 있다. 관련되는 업종도 농림, 임업 및 어업(01~03)부터
국제 및 외국기관(99)까지 HS Code 2단위 76개 업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
어 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좁은 의미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1인 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예비창업자에까지 규모와 성
격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제공되고 있다(그림 4-3 참고).

14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http://www.mss.go.kr/site/smba/submain/submain04.do
(검색일: 2019. 1. 15).
14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지원사업조회,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
0.do(검색일: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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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원사업 조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지원사업조회,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검색일:
2019. 2. 11).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경영 분야에서는 2019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 113개 사업, 금융 분야에서는 수
출보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63개, 기술 분야에서는 2019년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지원사업 등 272개, 내수 분야에서는 2019년 소상공인 제품 판매촉
진 지원사업 등 41개,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大‧中‧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 모집 등 16개, 수출 분야에서는 2019년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사업 등 187개, 인력 분야에서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등 82개, 제도 분야
에서는 2019년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 및 심사기준 등 11개, 창업 분야에서는
핀테크 개발지원 등 93개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
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정책을 하나하나 살
펴보면 EU와 회원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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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다른 부분은 보다 미시
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 시행상의 차이점 등에서 나온다. 기존 프로그램의 효
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 등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절은 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을 제안한다.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클러스터의 효과는 단순히 산업기술 및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클러스터의
다른 이름으로 산업단지나 혁신도시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클러스터에
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에
단순히 새로운 개념이나 기관(institutions 또는 participants)을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효과가 미흡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양한 연구에서 클러스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46)
클러스터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클러스터에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이해관계자 등이 혜택을 받는다
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147) 이는 단순히 몇 개의 클러스터 또는 산업
단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클러스터의 효과에
146) 클러스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Porter(2015), p. 7 참고.
147) Lämmer-Gamp, Meier zu Köcker, and Christensen(2012),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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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어떻게 이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에는 클러스터
가 존재하고 있으나, 모든 클러스터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
다. 클러스터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에 대한 단계별 접근이 중요하
다. Lämmer-Gamp, Meier zu Köcker, and Christensen(2012)은 ‘미성숙
클러스터-성숙 클러스터-전환기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를 분류하고 있다.148)
우선 미성숙 클러스터는 신설된 클러스터로 지리적, 문화적 요인과 장점, 기술
등의 잠재적 강점이 클러스터 참여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단계를 의
미한다. 다음으로 성숙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별 특징이 발현되는 단계로 독특한
성장모델이 제시되고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는 한 국가를 대
표하는 클러스터(national champions)로 성장하거나 글로벌 혁신과 비즈니
스 클러스터(World-class clusters)로 발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환기 클
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클러스터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성공적으
로 수용하는 단계로 기존 클러스터가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같
은 참여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경우로 변화가 요구된다. 앞서 정부 관계자도 클
러스터에 대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국내 클러스터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와 각 단계에 어떠한 정책수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의미로 단계별 맞춤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48) Ibid.,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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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클러스터 간 통합전략

자료: Lämmer-Gamp, Meier zu Köcker, and Christensen(2012), p. 19; European Commission(2016c), p.
34에서 재인용.

또한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클러스터
간 연계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하나의 클러스터에 동종 또는 관련 기업들이 집
중되어 있는 것이 시너지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기존에 이미 입주를 마치
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활동을 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로 이
주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클러스
터 간 네트워크 구축은 차선책으로서 동종 업계의 기업들을 연계시켜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은 물론 관련 정부부
처 및 연구기관들이 기술, 재정, 정책,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양한 시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클러스터가 하나의 시험
장(Lab)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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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특히 똑같은 위기나
어려움을 맞게 되더라도 각 기업의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치는 영
향력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방면을 고려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있
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전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공감 원스톱지
원센터가 기술문제 해결을 돕고 있으며, 중소기업교육지원센터가 효율적인 업
무 및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
이 중소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19개
시·도에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
다.149) 중소기업 지원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라 ‘역량센터(가칭)’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다.
전국 주요 대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어
떤 기업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입주기업 혹은 보도자료가 제공
된 경우에 한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독일의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
(Kompetenzzentrum)와 특화사무소(Agentur)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디지
털화를 목표로 전국 크고 작은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데, 설립된 지역의 산업 특
징을 반영하여 특화 운영되고 있는 각 역량센터 및 특화사무소는 [그림 4-5]와
같이 누구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유사 프로
젝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텔슈탄트 4.0-역량
센터 및 특화사무소는 네트워킹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49)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센터소개, 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검색일: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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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독일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 관련 역량센터 및 연계기관 분포 현황

주: 지도 내 숫자는 역량센터 등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 연계기관/프로젝트의 수를 의미함.
자료: Mittelstand-Digital, “Mittelstand-Digital Landkarte,” https://www.mittelstand-digital.de/MD/Naviga
tion/Karte/SiteGlobals/Forms/Formulare/karte-formular.html?cl2Categories_Status=laufendeprojekte
&cl2Categories_Foerderinitiative=estandards+mittelstand40+usability(검색일: 2019. 2. 8).

함부르크(Hamburg) 역량센터의 경우에는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가 강점
을 지닌 물류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공급사슬에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에
서 접근, 주문 및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직원들의 능력, 조직, 및 리더십 계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3D 프린팅, 온라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150)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함부르크 기술대학교(Tech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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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ät Hamburg), 헬무트 슈미트 대학교(Helmut-Schmidt-Universität),
응용과학대학(Hochschule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 함부르크
수공예무역회의소(Handwerkskammer Hamburg)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151) 사례로, 함부르크 역량센터는 인근 수공업 기업
들의 직원 근무시간 확인의 디지털화가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포착하고 ERP 도입 등 이와 관련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152) 이렇듯 실질적인 수요에 응답한 결과 2018년 4,631명이 함부르크 역
량센터 행사에 참여했고, 21개 지역에서 91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153)
독일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의 최대 강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이룬
다는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추되 bottom-up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니
즈를 충족하고자 한다는 점과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쉽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 역량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국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역량센터’를 설립하여 지
역 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
악, 각 역량센터마다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속한 산업 부문에 특화된 기술,
금융, 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혹은 신규 설립 대신 성격이 가장 유사한 기 설립기관
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산재된 각 기관별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먼저 운영되었던 기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한
국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0) Mittelstand-Digital, “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 unterstützen vor Ort,” https://
www.mittelstand-digital.de/MD/Redaktion/DE/Artikel/Mittelstand-4-0/mittelstand-4
0-kompetenzzentren-gesamt.html(검색일: 2019. 2. 8).
151) Kompetenzzentrum Hamburg, “Über uns,” https://kompetenzzentrum-hamburg.digital
/ueber-uns(검색일: 2019. 2. 8).
152) NordHandwerk(2018), pp. 20-22.
153) Kompetenzzentrum Hamburg, “2018-ein Rückblick,” https://kompetenzzentrum-ham
burg.digital/angebot/publikationen/102-rueckblick(검색일: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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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앞서 소개한 네덜란드 TNO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응용과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이러한 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혁
신적 기술이 창업과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
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업, 성장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경로 중간에 존재하는 큰 위험요소를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 하는데 혁신적 아이디어가 성공적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 죽음
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 네덜란드의 TNO와 같은 응용연구기관은 연구
(Research)와 사업(Business)을 연결해주는 가교(bridge)의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기관을 일반적으로 연구기술연구소(RTO: Research and Technology
Institutes)라고 한다. RTO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서 매우 중요하
다.154) TNO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기업이나 정치적 이해로부터 독립적이고 어
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TNO의 전문 분야는 IT, 생명과학, 수자원 관리, 의학, 신재생 에너지, 식량
과 첨단 농업, 환경산업, 해양 및 건설기계, 전기전자, Industry 4.0 등 매우 다
양하다. 규모도 연구기관마다 다양한데 일부 기관들은 네덜란드 국내에서 지식
과 기술을 전파하는 목적을 주로 수행하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국제협력을 활
발히 수행하고 있다.
TNO의 활동은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단기효과
(short term effects), 장기효과(long term effects)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목표(societal objective)를 달성하고자 한다. 투입에서는 R&D

154) DTI(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 Stig Yding Sorensen 연구원 인터뷰(2018. 11. 23, 덴마
크 코펜하겐) 내용임.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네덜란드의 TNO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구소들이 있는
데, 예컨대 덴마크의 GTS, 독일의 Fraunhofer, 스웨덴의 RISE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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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약을 맺거나, 외부의 R&D 자금 또는 내부자금을 조달하거나, 그 TNO
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전문성, 지식과 설비를 활용한다. 활동에는 물적 인프
라, 자격·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활동, TNO 네트워크에서 R&D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활동, 그리고 참여, 지식전파 행위 및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산출
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 고등 기술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하기 쉽게
도와주며, 기술적, R&D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한 혁신과 관련된 임무
를 해결하며 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TNO의 활동
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정의된 혁신과정을 가속화하고, 생산품, 서비스와 공정
상의 혁신도 더욱 가속화하여 단기효과(short term effect)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기업들이 R&D 서비스와 기술 인프라를 통
합/활용하는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러한 전체
적인 활동을 통하여 네덜란드 기업들이 지식과 기술을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적
용함으로써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이
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TN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 예컨대
KIST나 전자부품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원들의 기술의 범위가 혁신적 미래기술 분야를 모두 다 관
장하고 있지는 않고, 혁신산업으로 특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TNO와 같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RTO 분야에 더욱더 큰 투자를 해서 전
문기술연구소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기술연구소의 전문 분
야가 기업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용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기술대학교-전문생산기술연구소-기업 간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 165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Made in Italy’라는 통
합 국가브랜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브랜드 관리를 통해 기업, 특히 브랜드파
워가 약한 중소기업의 국내 및 해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단
순히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의 인증을 통한 통합 브랜드가 제품
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략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분류에 따라 특화된
인증 브랜드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Made in Italy’와 같은
국가인증 브랜드는 없고 그 대신에 원산지 판정기준을 반영한 ‘made in
Korea’만 있을 뿐이다. 정부도 2014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제조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며 해외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중소
기업에게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는 주요한 홍보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인증
브랜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유관 부처 간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
다. 국가인증 브랜드를 도입할 경우 이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별로
상이한 브랜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브랜드로 도입하는 것이 고려되어
야 한다. 즉 이탈리아는 패션, 가구, 기계뿐만 아니라 식품에까지 ‘Made in
Italy’의 단일 브랜드를 적용하고 있다.155)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EU의 경우에도 통합 브랜드인 ‘Made in EU’를 활용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3년 이래로 ‘Made in EU’를 원산지명칭보호
(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156)로 사용해왔다. 이 상표는 식
155) 우리나라는 우수관리, 친환경, 유기가공식품 등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지
난 2012년 1월부터 도입함.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http://easylaw.g
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0&ccfNo=4&cciNo=1&cnpClsNo=
1(검색일: 2019. 1. 29).
156) PDO는 넓은 의미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중 하나로서, 모든 제품의 원료와 제
조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공정도 특정한 전통적 방식을 따라야 하는 가장 엄격한 경우
에 해당함. PDO 외에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특별한 품질, 속성과
특징, 명성이 특정지역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예컨대 베스트팔렌 햄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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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품, 농산물 및 포도주의 경우에 모든 원료의 생산지와 제조지가 EU 내에서
이루어졌고 생산공정도 EU 국가 특유의 생산방식을 따랐음을 나타내는 가장
엄격한 의미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157) EU라는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사
용함으로써 브랜드파워를 갖기 어려운 신규 회원국 또는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을 돕고 생산된 상품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유지하는 유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4-6. Made in Italy와 PDO

자료: Consolato General d’Italy Melbourne, “Made in Italy Research,” https://consmelbourne.esteri.it/
consolato_melbourne/en/la_comunicazione/dal-consolato/2016/11/ricerca-sul-made-in-italy.html /
(검색일: 2019. 2. 8); European Commission, “Quality Scheme Explained“, https://ec.europa.eu/in
fo/food-farming-fisheries/food-safety-and-quality/certification/quality-labels/quality-schemes-exp
lained_en(검색일: 2019. 2. 8).

한국형 국가인증 브랜드를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한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브랜드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해나가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랜 시간
을 거쳐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Made in Italy’라는 제품
정한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되지만 원료가 반드시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만 할 필요는
없음. 증류주와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European Commiss
ion, “Aims of EU Quality Schemes,”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
ood-safety-and-quality/certification/quality-labels/quality-schemes-explained_en(검
색일: 2019. 2. 8).
157) EU 집행위원회 FTA 협상단은 한국정부와 FTA 협상 시 Made in E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
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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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고품질의 경쟁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당장 한국형
‘Made in Korea’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브랜드파워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 또 이 브랜
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품질 향상의 유인과 책
임감을 키워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국형 국가인증 브랜드를 도입하는 과
정에서 이탈리아의 노하우를 비롯한 관련 정보와 체계를 근간으로 양국 간 협
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제조 공정의 일부를 역외국에서 수행하
고 재수입이 될 때 역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수입관세를 부과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EU 소재 기업들이 역외 국가의 값싼 노동력이나 특정
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158) 이 공정은 제품의 품질을 높
이고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중소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
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 중소기업, 특히 제조중소기업의 경우 역내 신규 회원국들 및 동유럽
CIS 국가들과 긴밀한 지역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모로코와 튀니지를 포함한 북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근 국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역외가공을 활성화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외가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가 필수
158)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유럽연합의 상품이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하기 위하여 일
시적으로 유럽연합 관세구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경우에 발생함. 이 상품들로부터 결과되는 제조품은
다시 수입될 때 수입관세로부터 면제되어 유통됨. European Commission, “Outward Processin
g,”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outward-processing_en(검색일: 201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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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세관행정의 선진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제, 자유무역지대, 보세구역
확충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의 활성화, TT(Trusted Trader) 프로그램의 적용, Single Window 도입, 관
세부과의 최종결정과 통관의 분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EU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제가 개별회원국에 있다기보다는 EU 차원에서 운
용되어 EU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규정의 적용은 각 세
관구역에서 행해지는바, 확인과 평가에서 회원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온 세관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국제
화를 위한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역외가공은 장
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놓는 것이 특히 의미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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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
하고 있다. EU 역내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수의 99.8%에 해
당하고 고용의 67%, 역내 부가가치 창출의 57%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로 99.9%, 고용의 90.3%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체수로 99.4%, 고용의 77.4%, 부가가치는 51.2%
를 차지하고 있다.159) EU와 비교해볼 때, 사업체 수와 고용에서는 더 많은 기
여를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비중이 더 작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낮은 생산성, 높
은 내수의존도, 낮은 혁신 수준, 과도한 수급 비중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
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유럽 중소기업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단 EU 각
회원국별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과 제도를 개관하였다. 2008년에 발효된 ｢중소기업법｣, 금융지원, 조세혜
택, 국제화 및 시장접근 개선정책, 표준화 등으로 대별하여 EU 차원에서 운용
중인 정책을 대별하였다.
이어서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국가들은 중기업-대
기업 중심경제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
고 네덜란드와 같이 마이크로기업-소기업 중심으로 역시 경쟁력을 갖춘 나라,
그리고 비록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만 마이크로-소기업 분야에서 우리에게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탈리아로 구분된다.
독일의 경우 가장 모범적으로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정책인 미텔슈
탄트-디지털 전략, R&D 금융지원정책, 자문 및 기술이전 정책,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조합을 통하여 일관성있고 연속성있
15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위상,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
SubStat.do(검색일: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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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책집행에서 독
일경제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정책지원의 대상을 500인 미만 미텔슈탄트로 확
대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혁신역량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
를 위한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바우처를 발행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도 특
징이라고 할 것이다.
프랑스는 자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독일보다 못하다는 자체 진단을 바탕
으로 PACTE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지원, 성장 지원, 재기지
원, M&A, 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금융
을 전담하는 기관의 운용, 조세혜택, 스타트업정책을 위한 French Tech 설립
등이 인상적이며, 경쟁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정책을 활용한다. 지원
기관을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정책이 정부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자발성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도출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정책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기업의 성장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을 때
에도 갑자기 지원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인상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10여 년 동안 거시경제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마이크로기업, 가족기업의
비중이 높고 클러스터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나
라이다. 국가통합 브랜드로서 ‘Made in Italy’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 및
세제지원, 기술교육, 혁신성장지원, 스타트업 지원정책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
클러스터정책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지역클러스터를 더욱 효율적
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중소기업들은 비금융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기업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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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산업정책의 특징이 드러난다. 주요 산업 접근법은 최
근 네덜란드 경제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9대
주요산업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되
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정부와 독립적인 지원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엄격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TNO와 같은 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정책지원
역할이 두드러진다. 마이크로혁신기업에 대한 정확한 타기팅을 통하여 혁신성
장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유럽 해외 사례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소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
사에 의해 빚어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는 것이다.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자신
에 맞는 부분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쏟아 붓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특징
을 장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
러스터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
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으나, 성
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와 전자상거래
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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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연
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
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
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유럽에서와 같이 역
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하
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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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novative Growth Policy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SME Policies
KIM Heungchong, OH Taehyun, and LEE Hyun Jean

When speaking of the European econom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after SMEs) have been playing a pivotal role
in creating jobs and adding value to products. In this sense,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are focusing on SMEs for innovative growth
as a core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eagerly supporting SM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Yet there is room for policy improvement. This
report will overview the important aspects of SME policies of the EU
and selected Member States. Based on the findings we will make
suggestion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SME policy.
European SMEs take a share of 99.8% among the total number of
enterprises and account for 66.4% of the number of jobs, and 56.8%
of value creation. Despite this high performance by European SMEs,
their innovative competitiveness does not necessarily match that of
the large enterprises in Europe. Moreover, many European SMEs
complain about the hardships of internationalisation, particularly in
finding international buyers, competing with other compan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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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fields, financing, etc., which is another indicator of their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EU has been
providing a number of guidelines and policies to support SMEs, such
as the Small Business Act (SBA), COSME programme, funding, and
programmes to assist their internationalisation and standardization.
The SBA proposes 10 principles in promoting entrepreneurship,
such as “Think Small First”, and access to fina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based on which the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have
established domestic legislation on SMEs. COSME, an SME
competitiveness

enhancing

programme,

involves

financing,

internationalisat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In terms of funding, the EU is trying to ease the gap between SMEs
and large-companies’ loan interest rates and to support market
acc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utilising EIC funding. In
particular, the SME Instrument has been used to financially support
SM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The EU has announced a strategy
for the circular economy and is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an
environment-friendly economy. The EU has also been reinforcing its
support for standardization, not only for SMEs but enterprises of all
sizes, to harmonise differing standards within the Member States as
well as to have the EU standard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Stronger financial support is being provided for the stakeholders in
the discussion of standardization, to lessen their burden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ctively.
As the Member States ultimately lead policies to support SMEs
with EU-level policy playing a supplementing role, it is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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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 policy features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bas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 this
research we selected Germany, France, Italy, and the Netherlands
for our case study. Germany, famous for its “hidden champions,” has
been carrying out the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 to secure financial support and boost the growth of its
SMEs. Based on this programme, the “Mittelstand-Digital” strategy
operates to convince SMEs of the need to digitalize their operations
an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he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ZIM) not only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R&D at SMEs but has since been expanded into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to support SMEs. The manage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consulting

programme

“go-Inno”

and

technology transfer support programme “INNO-KOM” are also
assisting SMEs in practical terms.
France, facing a similar problem with Korea of ensuring the
growth of both large companies and SMEs, announced the 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 (PACTE) in 2018.
PACTE provides a wide range of support, such as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firms, revitalise unsuccessful companies, company
transfer, financing, R&D technology support, compensation for
employees, etc. with the aim of easing the burden of emerging
companies. The “competitive cluster” policy provides additional
benefits for SMEs struggling with competitiveness issues and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La French Tech” policy aims to
nurture regional start-up clusters and invite competitiv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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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is supporting start-ups to become competitive SMEs through
investment cooperation. The nation actively manages the brand
“Made in Italy” and exercises strict quality control over SMEs
authorized to use it, providing a good example of br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having a positive effect on
companies. Italy also operates regional cluster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its SMEs.
The Dutch industrial policy is based on a top-sector approach.
The nation operates an innovative incentive scheme (MIT) that aims
to help SMEs take part in innovation, and which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for the role it plays. SMEs and start-ups can receive
specialised support such as from the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TNO). These research institutions link
the companies with the government and complement the role of the
government by providing the practical support that SMEs need.
Just like the SME policies of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Korea’s SME policies are comprehensive in scope and involve many
different ministries in various ways. Despite these similarities,
Korea’s policies mostly differ from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at
the micro level and enforcement processes. This indicates the ne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policies, obtain feedback,
and perform an overall re-examination of their performance
efficiency. In this context, and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are
suggesting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n online
cluster network to improve utilization of the clusters. Thi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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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network will enable the companies to receive integrated
support directly by intra-cluster or inter-cluster support. To achieve
this goal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detailed phasing strategy.
Second, we can consider establishing nation-wide competence
centres in Korea. Korea already has numerous types of SME support
centres. For better performance it is crucial to present a clear and
specific objective, for instance, providing specialised support for
digitalisation of the SMEs. This should be don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gistics

digitalisation

for

regions

specializing in logistics and e-commerce support for regions where
marketing and online business is active.
Third,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greatly expand the functions of
technical research institutions, which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Netherlands, Sweden, Denmark, and Germany. Offering more
assistance for research support institutions will help SMEs to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with specific issues in the areas of R&D,
technical difficulties, training human resources, finance and
taxation problems, etc.
Fourth,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nation brand of Korea
would help SMEs to export or expand overseas, especially those who
lack a well-known brand name. Considering the elevated nation
brand value of Korea, thanks to developments such as the Korean
wave (Hallyu), establishing an integrated nation brand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ce Korea establishes an integrated nation
brand, SMEs who wish to utilise it would voluntarily participate in
efforts to improve their product quality and competitiven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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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acquire the rights to use the integrated nation brand.
Fifth, it would be wis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for
outward processing in advance to provide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of SMEs and their involvement in value chains. Policies to facilitate
trade will be of great help toward this. Considering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n area for outward processing
would also be importa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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