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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려

운 대외경제의 침체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 국내 경제력의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날로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지
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경영변화와 더불어, 세계의 경영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이 추진되고, 자체적인 성장노력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 중소기

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접근의 토대를 제공

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 306.9만개

중 중소기업이 306.6만개(99.9%)이며, 종사자수

1,338만 명 중 중소기업이 1,175만 명(87.7%)을 차지

한다. 또한 전체 제조업 생산액 1,167조 원 중 중소

기업이 555조원(47.6%)이며, 제조업 부가가치 392조

원 중 중소기업이 198조원(50.5%)을 차지할 만큼 사

업체수․종사자수 및 부가가치 등에서 우리나라 경

제의 근간을 이룬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청

년취업난’ 등의 대규모 취업전쟁에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기업 종사자 수는 2000년 208만 명에서

2009년 164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종

사자 수는 2000년 868만 명에서 2009년 1,175만 명

으로 증가하였다.

위의 통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비중

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고 경제적 중요성과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

업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지

역경제발전이 국가경제 회생의 원천임이 틀림이 없

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및 조세지원 제도를 활성

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

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로 충

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분석과 연구가 매우 미

비하다고 판단되어 충북지역 중소기업을 토대로 경

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충북 지역에서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인 관

점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

엇인지에 관해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접근

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적 통한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배경

을 수립하였고, 후속연구에서 충북지역 소재 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실제의 재무자료를 이용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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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인

제조업 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체수
(개)

전체 119,132 112,576 111,722

중소기업
(비중,%)

118,506
(99.5)

111,957
(99.5)

111,126
(99.5)

대기업
(비중,%)

626
(0.5)

619
(0.5)

596
(0.5)

종사자수
(명)

전체 2,861,934 2,796,038 2,798,297

중소기업
(비중,%)

2,199,802
(76.9)

2,134,699
(76.3)

2,150,451
(76.8)

대기업
(비중,%)

662,132
(23.1)

661,339
(23.7)

647,846
(23.2)

생산액
(억 원)

전체 9,890,622 11,675,967 11,678,402

중소기업
(비중,%)

4,816,054
(48.7)

5,420,197
(46.4)

5,558,547
(47.6)

대기업
(비중,%)

5,074,569
(51.3)

6,255,770
(53.6)

6,119,855
(52.4)

부가가치
(억 원)

전체 3,449,638 3,848,731 3,926,600

중소기업
(비중,%)

1,746,770
(50.6)

1,895,164
(49.2)

1,981,962
(50.5)

대기업
(비중,%)

1,702,869
(49.4)

1,953,567
(50.8)

1,944,638
(49.5)

헌적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시자료, 중소기업진

흥공단,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중소기업 관

련 기관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이나 관련 법규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 고찰을 발췌하였다. 본 논문의 연

구 범위는 충북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연

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후속연구로 재무적인 경영전반에 대한 내

용을 중심으로 경영실태를 분석 할 계획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의 현황-중소 제조업 기준
5인에서 299인 사이에 중소 제조업 기준으로 중소

기업의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사업체 개수는

111,126개, 종사자수는 2,150,451명, 생산액은

5,558,547억 원, 부가가치는 1,981,962억 원으로 대기

업과 비교해볼 때, 사업체 개수는 99.5%, 종사자 수

는 76.8%, 부가가치는 50.5%로 높은 반면, 생산액은

47.6%로 4.8%차이로 낮았고, 2007년도 119,132개에

서 2008년 112,576개, 2009년 111,722개로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점차적으로 개수가 줄은 반면, 종사자

수는 2007년도 2,199,802명에서 2008년도 2,134,699

명, 2009년도에는 2,150,451명으로 2007년도는 2008

년에 비해 높았고, 2008년은 2009년에 비해 낮았다.

제조업기준 중소기업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조업기준 중소기업 현황(2006-2009년)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에서 재편 가공

2.3 중소기업의 경기 동향
최근 중소기업의 동향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기지

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세가

소상공인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제조업 분야는 생산, 가동률 등은 평년수준 이상이

나, 최근 재고 증가 등으로 체감경기는 다소 둔화

되었다. [표 2]에서 보면, 생산지수는 2010년도에

117.5에서 123.2로 증가되었고, 평균가동률은 작년대

비 72.1%로 동일하였다. 재고지수는 121.0에서 128.9

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체감경기가 2010년도 90.4

에서 2011년 3월에는 91.8이었다가, 5월에는 91.7에

서 7월에 87.0으로 다소 급격하게 떨어졌다.

[표 2] 중소기업 경기지표 동향
경기지표

년도

생산지수

(2005=100)
평균가동률

재고지수

(2005=100)

체감경기

(BSI)

2008 104.5 69.3 120.0 58.6

2009 102.9 68.3 115.0 86.0

2010 117.5 72.1 121.0 90.4

2011.1~7 123.2 72.1 128.9
91.8(3)
91.7(5)
87.0(7)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서 재편가공

3.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본 연구는 기업 활동을 위한 충북 지역의 경영환

경을 파악하고,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영 활동 각

분야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충북

도내 경제활동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및 충북지역

경기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1 충북 지역 현황
3.1.1. 경제활동인구
충북의 총 인구는 2010년 149만 8000명에서 2011

년 155만 명으로 5만 2000명 정도 늘었다. 충북의

인구 중 청주시 인구비중은 38.8%에서 42.3%로

3.5%p높아진 반면, 충주와 제천은 각각 1.1%p 감소

했다. 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함으

로써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며, 학

생·주부·환자 등 생산 활동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인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구분한다. 충북

지역의 생산연령인구의 수치를 보면 2009년도에 121

만 9천명에서 2010년도에 123만 6천명으로 1만7천명

늘었고, 경제활동인구 역시 73만 9천명에서 75만 3

천명으로 1만 4천명 늘었다. 반면 실업률은 2.2%로

작년 대비 0.1%늘었고, 실업자도 작년에 비하여 1천

명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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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5세

이상인

구

경제활

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

동참가

율

비경제

활동인

구

실업률

‘07 1,185 710 694 16 59.9 476 2.2

‘08 1,199 726 710 16 60.5 474 2.2

‘09 1,219 739 723 15 60.6 480 2.1

‘10 1,236 753 737 16 61.0 482 2.2

전국(‘10) 40,590 24,748 23,829 920 61.0 15,841 3.7

  [표 3] 충북 경제활동 인구표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3.1.2.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 생산은 ‘시·도별 GDP‘를 의미한다. 즉,

각 시·도 내에 거주하는 각 경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4] 충북 지역 내 총생산 표를 살펴보면, 충북 지

역내 총생산은 2006년에 27조9970억 원에서 2009년

에 32조1750억 원으로 87.0%p 증가했다. 전국대비

3.0%이고, 1인당 총생산 역시 2006년도 18,861천원

에서 2009년도에는 21,730천원으로 2,869천원 증가하

였다. 이는 충북지역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으로 인

해 지역내 총생산 급등은 물론 각종 지표가 비약적

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충북 지역 내 총생산 표
단위 : 십억원,%

년도
도내총생

산
전국대비 전국합계

1인당 총생산(천원)

도 전국

‘06 27,997 3.0 912,926 18,861 18,902

‘07 30,001 3.0 983,030 20,230 20,287

‘08 30,105 2.9 1,028,500 20,314 21,160

‘09 32,175 3.0 1,065,665 21,730 21,861

※ 자료: 통계청[지역내총생산]

3.1.3. 지방 재정 자립도
2011년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평균

51.9%에 비해 19.2% 낮다. 지난해에 33.7%에서 1%

하락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

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최근 6년간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31.3%,

2007년 33.3%, 2008년 34.2%, 2009년 33.3%, 2010년

33.7%, 2011년 32.7%이다. 이 수치는 매년 전국 평

균(51~57%대)에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국 지자체별

로는 서울시가 지난 해 85.8%에 비해 4.5%포인트

상승하며 90.3%를 기록,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북은 16개시도 중 10번째를 기록하

였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1.9%로, 작

년에 비해 0.3%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으로 이어

갔다. 2006년 54.4%, 2007년 53.6%로 하락추세로 이

어지다가 2008년 53.9%로 잠깐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다시 하강했

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세수는 늘지 않는

데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2 충북지역 중소기업 경기 동향
충북지역 중소기업 중 제조업 중심으로 [표 5]의

체감경기를 살펴보면, 2011. 5월 제조업 업황BSI는

89로 전월(92)보다 3p 하락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p)과 중소기업(-3p) 모두 하락 하였고,

업태별로는 수출기업(-5p)과 내수기업(-1p) 모두 하

락하였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영상음향통신,

비금속광물, 화합화학 등의 순으로 부진 의견이 늘

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체들은 6월 업황에

대해서도 다소 어둡게 보는 분위기이며, 6월 업황전

망BSI는 5월 업황전망BSI(89)보다 2p 낮은 87로 조

사되었다.

[표 5] 제조업 업황BSI
구 분

10.9
월

10
월

11
월

12
월
11.1
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변동 폭

전 체
94

(92)

92

(94)

92

(92)

89

(92)

87

(90)

85

(88)

87

(93)

92

(98)

89

(94)

-3

(-4)

대 기 업 96 105 95 98 93 88 90 98 97 -1

중소기업 93 89 91 87 86 84 86 91 88 -3

수출기업1) 98 107 103 102 108 100 107 110 105 -5

내수기업 92 86 87 84 79 79 80 85 84 -1

주：1)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2) 「좋음」응답 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 업체 구성비(%) ＋ 100

3) ( )은 전국BSI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결과자료‘에서 재편가공

제조업체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표 6]과 같이

원자재가격 상승(30%), 내수부진(13%), 환율(10%),

자금부족(10%), 인력난·인건비 상승(8%), 불확실한

경제상황(6%)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애로 사항을

전월과 비교하면 원자재가격상승(32% → 30%), 환

율(12% → 10%) 관련 애로는 줄었으나 자금부족

(9% → 10%), 인력난·인건비 상승(7% → 8%) 관련

애로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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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애로사항
10.9 10 11 12 11.1 2 3

4

(A)

5

(B)

증감

(B-A)

원자재가격

상승
16.2 15.0 15.1 21.1 32.2 29.7 36.9 31.9 29.6 -2.3

내수부진 17.8 18.7 19.8 18.1 12.6 11.3 13.2 12.9 13.4 0.5

인력난·인건

비상승
9.8 4.6 5.9 6.3 6.3 9.8 6.1 7.0 7.8 0.8

불확실한 경

제상황
10.1 13.7 11.7 7.5 6.3 9.6 5.4 6.1 5.6 -0.5

자금부족 10.2 9.0 8.7 10.1 10.8 9.4 7.9 9.4 10.5 1.1

환율 12.5 14.9 14.4 13.7 11.3 6.5 9.9 11.7 9.8 -1.9

경쟁심화 8.7 8.2 5.9 4.0 3.8 5.0 4.9 5.0 4.4 -0.6

비수기 등

계절적요인
4.5 4.4 5.4 5.2 3.6 4.7 1.8 1.2 1.3 0.1

생산설비 노

후
1.0 0.8 4.2 5.2 3.4 2.4 3.6 2.2 4.3 2.1

기타 9.2 10.7 9.0 8.8 9.7 11.6 10.2 11.7 13.3 1.6

[표 6]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결과자료‘에서 재편가공

4.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영실태 분석: 후속연구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한나

라의 사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체의 99.8%, 고용의 88.4%

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소재의 생산기지이

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며, 자원·원자재 사

용을 주도하고, 수출의 32%, 생산의 46%를 담당한

다. 또한 일상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생산할 만큼 막

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과 자립

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사회적 안정화 역할을 담

당하는 질적 의미에서 역할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산업구조의 고도

화와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클 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방화시대에 맞게 우

리의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기술력 있고, 성장잠

재력이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

로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이에 충북지역기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경영성과

가 우수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은 충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304개 업체

를 대상, 경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회계 및 재무 분야, 기업 정보화 분야, 영업/마케팅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결과를 통하

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조사는 추후 설문

지법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 할 예정이다.

5. 결 론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소기업의 성

장은 각 산업부문에서의 격차해소와 중산층의 확대,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각 소득분배 층의 균형유지를

위한 촉매역할뿐만 아니라 생산·고용·유통·가격 면

에서의 안정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을 후속 연구에서 경영실태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산출된 자료로 현 상태를 재점검하여 도

출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발전성 있는 해결 방

안을 제시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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