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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가지고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은행의 자체 인 기술평

가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술우수기업은 기술평가과정에서 산출된 높은 기술등

으로 기존 신용등 이 상향되게 되며, 결과 으로 높아진 신용등 만큼 융거래시 혜택을 

받게 된다. 분석 상은 KEB하나은행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수행한 기술평가 

상 2,719개 업체를 분석하 다. 2016년 하반기 수행된 406개 업체에 한 기술력평가 비

연구에서 기존 신용등 과 산출된 기술등 을 결합한 결과, J58‘출 업‘의 기술신용등 은 신

용등 비 1.05등  상향되어 상향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C10‘식료품 제조업‘이 두 번째로 

상향정도가 높았다. 이로써 기술력평가를 통한 수혜업종을 가려낼 수 있었으며, 업종별 기술

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체 수행기간동안 평가된 2,719개 업체에 하여 

기술력, 업력, 성장유망업종별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기술력 T-4이상 등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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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  상향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5년 기  업력에 따른 기술력평가의 유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악되었다. 정책지원의 효율성차원에서 지정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 비 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높아 성장유망업종 지원의 유용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은행의 업체 발굴 는 당국의 정책수립시에 T-4이상의 기술

력 우수기업, 성장유망 업종에 집 하면 자 지원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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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echnology finance is an area in which financial authorities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strong policy will for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MEs. As a result, the Bank’s own technology evalua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6. Technically superior companies are upgrading their credit ratings, 

and as a result, they benefit from financial transactions as much as their higher credit 

ratings through technology evaluation. Based on the data generated during this process, 

we analyze the degree to which credit ratings was upgraded by technology evaluation. The 

pre study handles 406 data from KEB Hana Bank’s technology evaluation conducted in the 

second half of 2016. As a result of combining the credit rating with the calculated technology 

rating, J58 ‘Publishing Activities’ technology-credit rating is raised by 1.05 rating, which 

is the highest, and C10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is the second highest. As a result,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sectors that benefited from the technology evaluation and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echnology evaluation by industry(KSIC). To expanding the 

study, 2,719 companies evaluated during the entire period were analyzed by technology 

grade, business experience and promising growth industry co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chnological power over T-4 grade companies had the highest credit rating upgrades. The 

companies belonging to promising growth industries designated for efficiency of policy 

support, it is confirm that the support of the promising business type was useful because 

the credit grade was upgraded through technology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technology 

evaluation based on the five-year business experience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maximize the support effect by concentration on the companies 

with over T-4 grade and growth potential companies when supporting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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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성장이 추세  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기업, 특히 기술집약형 소

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기술 융은 융당국이 

융산업 선진화, 소기업발 을 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기술 융은 199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에서 사용한 이후 업계와 학

계에서 이 용어가 리 사용되고 있다. 김 두, 정운찬(1992) “ 융 신과 기술 융제도

에 한 연구”에서 리지원을 통한 기술투자의 진방법을 논하 고 김선근(1992)은 

“기술드라이  경제성장을 한 기술 융”에서 국가 지원의 당 성을 논하 다. 김

희 외 1인(2008)의 “기술 융 활성화방안-기술 융상품을 심으로”와 김주환(2010)의 

“ 소기업 기술 융활성화에 한 연구”에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통한 자 공 방법

에 하여 논하 다. 이러한 소기업 융지원을 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극 인 지원정책이 실행되게 되었다.

정부는 2014년 1월 계부처 합동으로 “기술 융 활성화를 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OECD의 정의를 인용하여 기술 융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

업화 등 기술 신  과정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의 기술 융은 미래수

익 창출이 기 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해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 을 공

하는 행 ”로 정의하 다. 한편, (Boer, 1999)는 기술을 유용한 목 을 한 지식의 운

용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의 기술에 여러 새로운 기술 인 요소  과학  

지식들이 추가되면서 창출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2014년 융 원회는 기술평가기 (TCB)을 지정하여 기술신용평가서를 발 하게 하

고 재까지 5개의 기술신용평가기 과 8개 은행(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

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기술신용평

가서를 발 하고 있다. 기술신용등 은 기존 신용등 에 기술등 을 결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써 기술우수기업의 경우 신용등 이 상향되어 융기 으로부터 리  출규

모 등에 있어 지원을 받게 된다.1) 

한편, 기술신용평가기 은 2014년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서를 발 하기 시작하 으며, 

시 은행은 련 조직  물  요건을 갖추고 2016년 9월부터 발 하기 시작하 다. 기

1) 융 원회(2015), “기술신용 출 정착 로드맵”,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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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신용평가기   은행의 기술신용평가는 재무제표를 기 로 한 재무건정성, 매출액 등

을 고려한 신용평가등 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평가등 을 합산하여 최종기술신

용평가등 을 산출하며, 신용등 과 기술등 의 가 치는 평가기 별로 상이하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9월부터 기술신용평가서 발 을 시작하 고 본 연구에서는 

KEB하나은행 기술평가 에서 평가된 2,719건의 평가결과를 분석 하 으며, 평가분석  

그래 는 통계분석 로그램 ‘R’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KEB하나은행의 기술등 과 신

용등 이 결합되어 확장된 기술신용등 을 표시하 으며, 등 의 결합비율은 기업규모

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 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용등 의 비 이 높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기술등 의 비 을 높여 결합된다.

재무내용을 기 로한 신용등 에 기술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등 을 가 결합하여 

기술신용등 을 산출하게 된다. 기술등 과 신용등 의 결합은 기기업, 외감, 비외감 

기업에 따라 결합비 을 달리하고 있다. 결합비율은 각 평가기 의 고유값으로 정해지며 

외비로 리한다. 일반 으로 기, 비외감 기업일수록 기술등 의 가 치가 높다. 

를 들면 기기업일수록 기술등  비 은 0.4에 가까워지며 신용등 은 0.6에 가까워져 

기술등 의 향이 커지게 된다.

<그림 1> KEB하나은행 신용등 과 기술등 의 결합

본 논문의 반부에서는 2016년 하반기 평가된 406개 업체를 상으로 기술평가를 실

시하여 신용등  상향의 타당성을 연구하 으며,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하반기 까지 

수행된 기술평가 상 2,719개 업체를 상으로 기술력, 업력, 성장유망업종 여부를 기

으로 하여 신용등 의 상향정도를 상세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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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요

기업에 한 정책자 , 외부자 의 조달에 있어 정보비 칭으로 인하여 자 지원  

성과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한 정확한 기술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은행은 기술 문가를 배치하여 기술평가조직을 운 하고 있고 

KEB하나은행도 기업사업본부내 기술평가 을 운 하고 있다. 기술 융은 양 , 질  

지원이 담보되어야 정책  목표달성  실질 인 성과산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직간

융시장에서 정보비 칭성 해소에 도움을  수 있는 신용평가의 일환으로 기술평가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융당국, 은행과 학계는 이러한 기술평가 생태계조성을 한 

요한 축으로써 긴 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된 평가결과

를 한국표 산업분류표(KSIC)를 기 으로 하여 업종을 구분하 다.2) 업종별 신용등 , 

기술등 , 상기 두 개의 등 을 결합한 기술신용등 을 분석하여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

도를 분석하 다. 한국표 산업분류(이하 업종분류 코드)는 1963년 국제표 산업분류에 

기반하여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KEB하나은행에서 평가된 업체는 한국

표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등 변동 내역을 분석하 다. KSIC

는 분류(알 벳문자), 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

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분류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1. 기술등

KEB하나은행의 평가모델은 25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8개의 

항목, 2개의 항목으로 묶을 수 있다. 항목은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8개의 항목은 경 주역량, 경 진역량, 기술개발역량, 제품화

역량, 업역량, 기술우 성, 시장 황, 시장경쟁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항목등

이 가 결합되어 기술등 으로 표시된다. 기술등 은 최상  등 인 T-1부터 T-10까지 

10개 등 으로 구분되며, 재 기술신용평가기 은 모두 10개 구간의 기술등  표기체계

를 따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신용등 은 a1～a7, b1～b6, c1～c3, d 으로 17개 구간

으로 표시된다. 기술등 은 이러한 신용등 과 가  결합되어 신용등 과 같은 17개 구

간(A1～A7, B1～B6, C1～C3, D)으로 표시된다.

2) 통계청 (2014), “한국표 산업분류”, https://kssc.kost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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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술보증기

<그림 2> 기술보증기  기술평가모형 운  황-11종류 56세부 모형

재 기술신용평가기 (TCB)과 은행에서 사용하는 평가모형의 모태겪인 기술보증기

의 기술평가모형은 신기술사업자 보증지원을 해 2005년 7월에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제하에 개발되었다. 2014년 기술 융정책이 시행되기 10년 부터 기술

보증기 은 소기업지원을 지속해와 축 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지원을 한 

기술평가가 도입된 이후 재까지 기술보증기 은 KTRS 계열모형 3종과 정책목 용 모

형 8종을 운  이고, 총 56개의 세부모형을 보증지원 시 활용하고 있다. 기술보증기

의 KTRS 계열모형은 KTRS, KTS-SM, KTRS-BM 3종이 운 되고 있으며, 모형개발 

기에는 KTRS를 이용하여 일반기업에 용하기 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기업의 업력 

 매출수 을 감안하기 해 KTRS-SM, KTRS-BM이 추가로 개발되었다. 즉, 

KTRS-SM과 KTRS-BM은 KTRS의 변형된 모형에 해당된다. 재 기술평가기 , 자체

기술평가은행 들은 KTRS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3)

2. 기술등  구성요소

기술등 이 높을수록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높은 바, 기술등 에 향을 미치는 

3) 기술보증기  홈페이지, http://www.kib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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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요소들을 조사하 다. 기술신용평가기   시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술평가모형은 

기술보증기 의 KTRS에 모태를 두며, KTRS는 4개의 항목, 12개의 항목, 33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은 경 주의 동업종 근무경력, 기술지식수  등을 포

함한 경 주역량, 기술개발 담조직 구축수 , 기술개발실  등을 고려한 기술성, 시장

성, 사업성으로 나뉘며, 정성  평가지표 (기술차별성, 기술경 리능력 등)와 정량  

평가지표 (기업인증, 특허 등 지식재산권)들이 가 결합되어 최종등 이 산출된다. 

<그림 3> KTRS계열모형 산출방법

3. 기술등  항목별 상 계

KEB하나은행 평가모형은 기술보증기  KTRS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일부항목을 변형

하 으나 기본골격은 동일하다. 등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정량요소로는 기술개발 담

조직, 기술인력, 지식재산권(인증, 특허 등), 연구개발투자비율, 경 주종사기간 등이 있

다. 업종별 업체들의 이러한 정량요소들을 조사하여 기술등 상향요인을 분석하 다. 기

술등 과 정량요소들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상 계분석을 수행하 다. 

표 1은 정량지표  산출된 기술등 간의 상 계를 산출한 도표이다.(손석  외, 

2017) 상 계분석은 피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 으며, 상 계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4이상 는 이하의 값을 유의미한 지표로 분류하 다. 총 25개의 지표가 가

결합하여 기술등 이 산출되므로 개별지표의 상 계수 값이 0.4 이상이면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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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량요소와 등 의 상 계(손석 외, 2017)4)

기술개발

담부서

기술

인력
인증 특허

연구개발

투자비용

경 주

종사기간

기술

등

기술개발

담부서
1

-0.12

(<0.05)

-0.26

(<0.001)

-0.26

(<0.001)

-0.47

(<0.001)

-0.06

(<0.5)

0.60

(<0.001)

기술인력
-0.12

(<0.05)
1

-0.03

(<1)

-0.02

(<0.1)

-0.03

(<0.1)

0.04

(<0.5)

0.05

(<0.5)

인증
-0.26

(<0.001)

-0.03

(<1)
1

0.18

(<0.001)

0.24

(<0.001)

0.01

(<1)

-0.29

(<0.001)

특허
-0.26

(<0.001)

-0.02

(<1)

0.18

(<0.001)
1

0.13

(<0.05)

0.01

(<1)

-0.44

(<0.001)

연구개발

투자비용

-0.47

(<0.001)

-0.03

(<1)

0.24

(<0.001)

0.13

(<0.001)
1

0.06

(<0.5)

-0.42

(<0.001)

경 주 

종사기간

-0.06

(<0.5)

0.04

(<0.5)

0.01

(<0.1)

1.00

(<0.1)

0.06

(<0.5)
1

-0.12

(<0.05)

기술등
0.6

(<0.001)

0.05

(<0.5)

-0.29

(<0.001)

0.06

(<0.001)

-0.42

(<0.001)

-0.12

(<0.05)
1

<표 1>을 보면 기술개발 담부서, 특허수, 연구개발투자비용이 기술등 (Tech-rating)

과 상 계가 ±0.4 이상 는 이하의 값을 보여줬으며, 항목간에는 연구개발투자비용과 

기술개발 담조직의 상 계가 -0.47의 값을 보여주어 지표간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기술등 과 상 계가( 값의 크기) 작은 것부터 순서 로 표시하면 기술인력, 경

주 동업종 종사기간, 인증, 연구개발투자비용, 특허, 기술개발 담부서로 나타났다.

Ⅲ. 기술력 평가의 타당성

1. 업종분류 분포

2016년 하반기 KEB하나은행 기술평가 이 평가한 업체 에서 T-6등  이상으로 평

가된 406개 업체의 업종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출 업’이 4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기계  장비제조업’, ‘ 문직별공사업’이 뒤를 이었다. 출 업에는 세분류에 소 트

4) 손석 ⋅김재 ⋅김재천 (2017), “기술신용평가기 (TCB) 효율성 제고  기업기술력 강화를 

한 평가지표간 상 계 분석연구”, ｢기술경 경제학회｣, 제25권 제4호, pp. 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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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 업체수

T-1 0

T-2 5

T-3 28

T-4 85

T-5 133

T-6 155

<표 3> 기술등 별 업체수

웨어업이 포함되어 평가업체수가 많았다. G46‘도매  상품 개업’의 평가업체가 15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력을 갖추고 도소매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표 2>는 평가

상 업체가 10개 이상인 한국표 산업분류 코드를 정리하 으며 10개 미만인 경우 분

석 상에 포함하기에는 수가 어 제외하 다.

분류코드 분류명 업체수

J58 출 업(소 트웨어업 포함) 43

C29 기타기계  장비 제조업 40

F42 문직별 공사업 35

C26 자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0

C28 기장비 제조업 24

C27 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15

G46 도매  상품 개업 15

C22 고무제품  라스틱제품 제조업 14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2

C25 속가공제품 제조업 12

C10 식료품 제조업 11

S95 수리업 11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10

10개 미만 평가된 업종(33 KSICs) 121

<표 2> 평가 상 업체가 10개 이상인 KSIC코드

2. 기술등  분포

<표 3>과 <그림 4>는 체 406건의 평가결

과를 분석한 결과로, 분석 상업체 에서 

T-6가 155건(38.17%)으로 가장 많았고 T-5가 

133건(32.75%), T-4가 85건(20.93%)으로 뒤를 

이었으며, T-1으로 평가된 건은 없었다.

은행 기술평가의 평가 상은 소기업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 이며, 업 에서 

출이 실행되기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등 에 따라 출신청 업체에 출 리  규

모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본 기술등 은 조달업체평가, 기업 력업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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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등  분포

코스닥 특례상장제도, 기술 융펀드(TCB

기반 투자펀드) 등에 활용되고 있어 차 

기업의 기술력에 기반한 융지원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기술 융 사업

은 2015년말 60조원, 2017년 3월 잔

액 103조원을 돌 하 고 출건수는 같

은 기간 11만 3,877건에서 22만 6,284건으

로 늘어 은행의 주요사업으로 정착했다. 

2018년 정부는 2017년 3분기말 기  116

조 2,000억원의 기술 융 공 규모를 140

조원 까지 확 하기로 결정하 고 이에 

따라 은행은 응방안을 수립 이다.5)

신용등 과 기술신용등 은 데이터처

리의 편의를 해 체 17개 등 을 숫자로 매칭하 다. 가장 우수한 신용등 인 a1 등

은 1로, a2 등 은 2로, 가장열 한 등 인 d는 17로 표시하 고 기술신용등 도 마찬

가지 방법으로 매칭하 다. 숫자가 작을수록 우수한 등 을 나타낸다. 기술등 도 마찬

가지로 T1부터 T10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술등 에 해 1～10의 값을 매칭하여 상향

정도를 분석하 다.

기술신용등 신용등 기술등

8.32 8.87 4.99

<표 4> 체 평가업체의 평균등

체 분석 상인 406개 업체의 평균 신용등 은 8.87이고 기술신용등 은 8.32, 기술

등 은 4.99로 나타났다. 신용등  비 기술신용등 은 0.55등  상향되었다. 기술 융

정책이 의도한 바 로 기술등 에 의한 신용등 상향이 이루어졌다. 표3의 기술등 별 

업체수는 체 피평가업체의 기술등  분포도이고 기술신용등  상향정도 분석에서는 

업종별로 구분했을 시 10개 미만의 업체가 속한 업종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

5) 서울경제 (2017), “100조 돌 한 기술 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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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하여 제외하 다. 아래의 <표 5>는 10개 이상 업체가 평가된 업종들을 기술신

용등 이 상향된 순 로 정리한 것이다.

업종분류
평균 기술

신용등

평균

신용등

평균 

기술등

신용등 비 

기술신용등  상향정도

J58 8.35 9.40 4.16(1) 1.05 

C10 8.18 9.00 5.00(6) 0.82 

C26 8.63 9.40 4.53(3) 0.77 

C27 8.27 9.00 4.20(2) 0.73 

C29 8.40 9.10 4.65(4) 0.70 

C28 8.58 9.25 5.08(8) 0.67 

C22 8.93 9.57 5.50(12) 0.64 

C25 8.33 8.92 5.33(11) 0.58 

C14 8.46 9.00 5.31(9) 0.54 

G46 8.53 8.93 5.53(13) 0.40 

F42 8.34 8.69 5.31(10) 0.34 

C20 7.80 8.10 5.00(6) 0.30 

M72 7.08 7.25 4.71(5) 0.17 

S95 8.82 8.82 5.64(14) 0.00 

<표 5> 업종별 등   기술신용등  상향정도

<표 5>의 상단에 표시된 J58‘출 업’의 기술신용등 은 신용등 비 1.05등  상향

되어 상향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C10‘식료품 제조업’이 두 번째로 상향정도가 높았다. 

S95‘수리업’ 상향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신용등 과 기술신용등 은 같은 등 으로 산출

되었다. 표 6의 평균기술등 의 호는 기술등 의 순 를 표시한 것으로써 기술등  순

가 비슷한 C10과 M72는 신용등 과 결합된 후 기술신용등  순 는 반 로 움직 다. 

즉 C10‘식료품제조업’은 기술신용평가의 수혜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평가결과의 시사

상 계분석에 따르면 기술등 은 기술개발 담부서 보유여부, 특허, 연구개발투자

비용, 인증, 경 자의 동업종종사기간의 순으로 상 계가 높았다. 이 게 산출된 기술

등 을 기반으로 신용등 이 기술등 에 의해 상향되는 정도를 분석하 다.

신용등 비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높은(수혜효과가 큰) J58, C10, C26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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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정도가 가장 낮은 S95, M72, C20 업종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수혜상  업종인 J58, 

C10, C26의 신용등 은 각각 9.40, 9.00, 9.40 으로 조사 상 업체의 신용등  스펙트럼

(7.25～9.57)에서 하 그룹에 속하 다. 

반면, J58, C10, C26 업종 각각의 기술등 은 4.16, 5.00, 4.53 으로 조사 상 업체의 기

술등  스펙트럼 (4.16～5.64)에서 상 그룹에 속하 다. 따라서 그 상향정도가 커 기술

평가 수혜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신용등 비 기술신용등 이 상향되지 않았거나 정도

가 미미한 하  3개 업종은 S95, M72, C20로서 각각의 신용등 은 8.82, 7.25, 8.10으로 

조사 상 신용등  스펙트럼(7.25～9.57)에서 상  그룹에 속하고 각각의 기술등 은 

5.64, 4.71, 5.00으로 조사 상 업체의 기술등  스펙트럼 (4.16～5.64)에서 하  그룹에 

속하 다. 상기 업종은 기술등 은 낮고 신용등 이 높아 비교  기술평가 수혜효과가 

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상 계 분석결과에 따라 업종별 업체들의 정량요소들을 기 으로 수혜여부를 분석

하 다. 업종별 업체들의 연구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보유수 은 뚜렷한 차이를 보 다. 

기술평가 수혜 상  3개 업종인 J58(출 업, 소 트웨어업 포함), C10(식료품 제조업), 

C26( 자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은 재무자료 주의 평가인 신용

등 이 비교  열 하나 기술인력, 지식재산권, 연구소보유여부 주의 기술력 평가인 

기술등 은 상 으로 상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제조업은 일반 인 인식과 달리 객 인 기술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소 트웨어업을 포함한 출 업과 자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은 기술인력의 수 이 높고 연구소보유 비율이 높았다. 기술평가 수혜 하  3개 업종인 

S95(수리업),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20(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의 신용등 은 비교  상 에 속하나 기술등 이 상 으로 열

하여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상 으로 열 하 다. 하  3개 업종에 속하는 자동

차수리업, 건설업체들의 상당부분이 재무내용은 양호하나 지식재산권, 연구소보유 여부

에 있어 수혜업종에 비해 열 에 있어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4. 기술신용평가의 타당성

업종분류코드 J58은 신용등 비 기술신용등 이 1.05등  상향되어 가장 큰 상승갭

을 보 다. 평균상승갭은 0.55등 으로써 0.7등  이상의 갭을 나타내는 C10, C26,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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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업종이 상향정도가 높았다. 신용등 이 낮고 기술등 이 높을 경우 상향정도가 높

게 나타나므로 J58업종은 높은 기술력 비 신용등 은 상 으로 낮게 분포되어 나타

난 결과이다. 

C10과 M72업종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인 M72의 기술등 은 상 권인 5 를 기록했으나 기술신용등  상향

정도는 0.17로 기술평가의 향이 비교  작았다. M72업종의 신용등 이 비교  높았기 

때문에 기술등 에 의한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낮았다. ‘식료품 제조업’인 C10의 

기술등 은 6 로 M72기술등 보다 낮았으나 상 으로 신용등 이 낮아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는 높았다. 따라서,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높은 ‘출 업(소 트웨어 

련업 포함)’, ‘식료품제조업’, ‘ 자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의 경우 기술평가에 의한 혜택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의 기술 융 상 업체 발굴시 상기 업종에 집 하면 정책 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업종별로 10개미만 업체가 평가된 업종은 제외되었으므

로 데이터가 축 되고 평가 상 업체가 증가하면 추가 인 수혜업종이 나타날 것으로 

기 된다. 상기와 같이 406개 업체를 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하여 자 지원효율

성을 기할 수 있는 지원 상 업종의 선정에 있어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2016년 하반기

부터 2017년 하반기 까지 실시한 기술신용평가 상 2,719개 업체에 한 기술력, 업력, 

성장유망업종 별로 상세분석연구를 수행하 다.

Ⅳ. 상세분석

2016년 평가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은 기술 융사업의 수혜업종을 구분하기 한 비

실험의 성격으로 업종별 상향정도의 상이함을 확인하 다. 기술 융사업 수행시 유무형 

자원의 한계로 모든 산업분야에 충분한 융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상세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행된 기술신용평가 상업체 2,719개 업

체를 상으로 상세분석을 수행하 다. 기술등 별 신용등 의 상향정도, 5년을 기 으

로 기기업과 계속기업의 상향정도, 성장유망업종 해당업체의 상향정도를 분석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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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효율성을 악하고자 하 다. 표6은 체 분석 상기업의 기술등 과 신용등 의 

분포도로써 평가 상업체가 기술등  T-4 ～ T-6, 신용등  A7(7) ～ B3(10)사이에 집

되어 있는 종형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a4 a5 a6 a7 b1 b2 b3 b4 b5 b6 c1 c2 c3 d

T-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2 0.04 0.07 0.29 0.15 0.07 0.11 0.07 0.07 0.07 0.00 0.00 0.00 0.00 0.00

T-3 0.22 0.33 1.14 0.66 1.14 1.40 0.88 0.66 0.70 0.07 0.00 0.07 0.00 0.00

T-4 0.11 0.48 1.98 2.76 4.08 3.86 2.98 2.06 1.32 0.62 0.00 0.11 0.04 0.00

T-5 0.07 0.33 2.46 5.44 7.61 8.31 6.03 4.78 1.80 1.32 0.00 0.48 0.07 0.00

T-6 0.00 0.11 2.50 4.34 6.17 6.47 6.36 3.42 1.95 0.81 0.00 0.40 0.07 0.04

<표 6> 분석 상업체의 등 분포 비율

1. 기술등 별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

<그림 5> 기술등 별 평균기술신용등 , 평균신용등  비교

체 인 기술등 분포는 T-5, T-6 등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T-3, T-2 

순으로 은 비 을 차지하 다. 그림 5와 같이 T-6이상 기술등 에서 신용등 비 기

술신용등 의 상향이 이루어져 기술력을 고려한 기술신용평가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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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 평균 기술신용등 평균 신용등 신용등  향정도

T-2 6.54 7.65 1.11

T-3 7.41 8.55 1.14

T-4 7.96 8.83 0.87

T-5 8.51 9.05 0.54

T-6 8.87 9.09 0.22

<표 7> 신용등 비 기술신용등  상향정도

체기술등  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T-3, T-2 등 에서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

가 가장 컸으며 기술력이 상 으로 열 한 T-6등 에서 상향정도가 가장 낮았다. 특

이 으로는 T-2등 보다 T-3등 에서 상향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체 으

로 T-4등  이상 업체의 상향정도가 높아 T-4 등 이상 기업에 한 지원효율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2. 업력기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

체 평가 상 업체 2,719개 업체 에서 5년 미만 기기업은 287업체, 5년 이상 기업

(계속기업)은 2,432개 업체이다. 아래 그림 6은 기기업과 계속기업의 기술등 과 신용

등 별 그래 이다.

<그림 6> 업력별 기술신용등  분포

체 으로 설립 5년 이상 계속기업의 기술등 과 신용등 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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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 상향정도는 설립 5년 이상기업이 0.58등 , 5년 미만기업이 0.35로 계속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설립 5년 이상의 기업이 기술신용평가의 수혜를 더욱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8에서 설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여 비교하 다. 기업존속기간

이 길수록 기술등 , 신용등  모두 높았고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도 0.62로 가장 높았다. 

설립 10년 이상 설립 5년 이상 설립 5년 미만

평균 기술등 4.74 4.90 5.40

평균 신용등 8.83 8.95 9.14

평균 기술신용등 8.21 8.37 8.79

신용등  향정도 0.62 0.58 0.35

<표 8> 업력별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

설립 5년 이상의 계속기업의 평균기술등 은 4.9로 설립5년 미만기업 5.4 비 0.5등  

높았으며 신용등 은 각각 8.95, 9.14로 계속기업의 등 이 높았다. 기술평가실시 후 신

용등 의 상향은 각각 0.58, 0.35로써 0.23등  격차를 나타내었다. 설립10년 이상기업의 

경우 평균 기술등 이 가장 높았고 기술신용등 도 0.62 상향되어 수혜정도가 가장 크

다. 계속기업의 기술신용등  상향정도가 높아 기기업과 계속기업의 구분은 실효성이 

은 것으로 단된다.

3. 신성장유망업종의 기술신용등  상향정도

KDB산업은행은 2017년 1월에 미래 신성장분야 지원에 활용할 신성장공동기 을 수

립하고 9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하 다. 275개 신성장품목은 제

조업에 편 되지 않고 서비스업  융합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 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내에 설치된 신성장정책 융센터는 신성장 공동기 의 활용도 제고

를 해 상기 신성장품목과 한국표 산업분류(KSIC)를 연계하여 신성장유망업종을 제

정하 다.6) KEB하나은행 평가업체 , 신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1,576개이고 

그 에서 업종코드 J58에 해당하는 소 트웨어 련 업체는 431개이며, 그 외 1,143개 기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신성장유망 소(이하 유망 소) 업종과 소 트웨

어 업종, 그 외 기업의 신용등  상향 정도를 분석하 다. 

6) KDB산업은행 (2017),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에 활용할 신성장 공동기  수립”,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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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망 소  소 트웨어 업체의 등 분포 

기술등 은 소 트웨어업체가 가장 높았고 유망 소기업, 그외 기업순이었다. 기술평

가에 의한 기술신용등 의 상향정도는 소 트웨어업체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유망 소기

업, 그 외 기업순이었다.

유망 소 소 트웨어 그 외

평균 기술등 4.75 4.32 5.23

평균 신용등 9.00 9.30 8.93

평균 기술신용등 8.37 8.40 8.49

신용등  상향정도 0.63 0.91 0.44

<표 9> 유망 소  소 트웨어업체 업체의 기술신용등  상향정도

유망 소기업의 신용등 의 상향정도는 0.63등 으로써 그외 기업 0.44등  비 유의

미한 수 으로 상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논문 반부에서 2015년 하반기에 수행된 406개 업체에 한 기술평가 결과를 분석

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업종별 신용등 의 상향정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소 트웨어

업체가 포함된 J58업종의 기술신용등  상향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 로 수리업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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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로서 기술신용평가의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이를 확  분석하

고자 2016년 9월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KEB하나은행에서 수행한 2,719개 업체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기술등 별, 업력별, 유망 소기업별로 구분하여 기술력평가를 통한 신

용등 의 상향정도를 분석하 다. 기술등 별 분석결과 기술우수등 인 T-3, T-2, T-4

등 (상향정도가 높은 순서)의 상향정도가 타 등 비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T-5등

비 T-4등 의 신용등  상향격차가 0.33등 으로 T-4이상 기술력 보유기업에 한 

지원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설립 5년 이상의 계속기업의 평균기술등 은 4.9로 

설립5년 미만기업 5.4 비 0.5등  높았으며. 기술평가실시 후 평균신용등  상향은 각각 

0.58, 0.35등  상향되어 0.23등  격차를 나타내었다. 계속기업과 기기업의 기술신용

등  상향정도는 계속기업이 오히려 높아 업력을 기 으로 한 구분은 실효성이 은 것

으로 단된다. 신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신용등 상향정도는 그 외 기업

비 신용등 의 상향정도가 높아 해당업종 기술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종합하면 기

술력 T-4 이상업체와 신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

하면 소기업 융지원에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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