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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蔚 中企 2곳 中 1곳 ‘2년연속 설자금 확보 곤란’
- 한은 금리인상 여파, 설자금 애로 ‘높은 금리’ 응답 10.9%p 증가 - 설 상여금, 기본급 약 59.7% 또는 72만원 수준, 휴무일 평균 4.8일 □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회장 허현도)에서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227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설자금 수요조사’ 결과(`22.1.6 ~ 1.10), 2곳
中 1곳 이상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했다.
ㅇ `20년 40.2%에서 `21년 54.7%, `22년 53.3%로 2년 연속하여 곤란
응답의 비율 절반을 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ㅇ 자금 사정이 곤란한 업체의 82.4%가 ‘코로나19’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응답 비율이 ‘그렇다’ 1.9%p 증가, ‘아니다’
3.1%p 감소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상승하였다.
□ 자금 사정 곤란의 원인은 지속적인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30.4%)이 `21년도 대비 13.4%p 증가하여 1위를 하였고, ‘판매(매출)
부진’(29.1%), ‘인건비 상승’(13.5%) 순이었다.
<그림 1> 자금사정 곤란 원인(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설’ 상여금 지급계획은 ‘전년수준 지급’(38.3%)이 가장 높았으며, 미지급
및 축소지급이 43.2%, ‘결정 못 함’ 응답도 16.3%였다.
ㅇ 상여금을 정률 지급 시에 기본급의 59.7%, 정액은 1인당 72.2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1년도 65%와 76.4만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휴무일은 평균 약 4.8일(주말 포함)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설’상여금 지급계획

□ 자금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조기회수’(30.7%), ‘금융기관 차입’(19.0%),
‘결제연기’(15.8%) 등의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의 1/4은 ‘대책 없음’(
25.6%)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 부족한 ‘설’자금 확보 방안(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곤란하다는 응답이 36.1%로 원활하다
(8.4%)보다 27.7%p 높아, `21년도 25.1%p에 비해 간격이 더 벌어진 것
으로 나타나 조달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은행에서 설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으로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
사’(22.2%), ‘대출한도 부족’(21.6%), ‘높은 대출금리’(20.7%)가 서로 비슷
한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높은 대출금리’는 `21년 9.8%에서 10.9%p나
증가하여, 금리상승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한은의 급
격한 금리 인상은 지방경제회복을 둔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
금확보와 지원정책이 매우 절실하다.”라며,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
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가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붙임] 「2022년 설자금 수요조사」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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