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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치적 경기 순환 주기의 기본적 개념은 정부 또는 집권당에서 재집권을 하

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를 조작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임 중의 정치인은 재선되기를 

바란다. 둘째, 재선가능성은 선거시점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재임 중의 

경제적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집권 정치인은 수중에 거시적 경제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일부를 갖고 있다.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이론에 따르면 선거 2년 전부터 경기 확장정책이 시행

되어 경기가 선거 이전까지 확장하다가 선거가 끝이 나면 긴축정책으로 바뀌어 

경기가 하강하며, 이에 따라 경기는 순환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변화이다. 선거로 인해 정부가 경기 

확장 정책과 긴축정책을 되풀이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비율의 증가,

감소 여부를 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집중

되는 시점을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선거 이전이라고 가정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선거가 있는 월말의 이전  6개월 전 대비 중소

기업대출비율 증가율과 비 선거 기간의 이전 6개월 전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합동OLS회귀분석과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두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결과는 동일하였다. 대통령 선거는 시중은행의 중소기

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선 이후 

일부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정치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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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주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받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공급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은행의 종류별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부응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일부 중소기업대출 공급과 관련된 

특수은행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부응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선거가 중소

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앙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학번 : 2014-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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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창조경제란 경제의 

본 취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마저 저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을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분할 

정도로 모든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는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주변국 일본은 만성적인 경기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엔화를 평가 절하하는 

환율정책을 중심으로 내수확대,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정책을 펴고 있어,

중국 제품과 일본 제품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제품들의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핸드폰마저 중국의 저가 핸드폰이 한국 제품의 점유율을 떨어

뜨리고 있다.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대외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고

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내수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중국 관광객

의 폭발적인 증가로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소비재 위주의 내수 경기와 관

광 경기는 조금이나마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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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이 무엇보다 대내․외적인 환경에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출발에서부터 강력한 정부 주도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정부와 산업의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 및 여타 선진국의 경제 원조가 초기의 강력한 성장 동

력으로 작용하고, 이후 생필품 제조, 건설, 무역업 등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는 산업이 초창기 주도적인 산업이었다. 전후 복구를 주도하면서 수동

적으로 산업과 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1960년도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기업들은 수입

을 대체하는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산업이 정유, 시멘트, 섬유, 신발 목재 등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경

공업이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주를 이루었다.

특히, 1960～80년대에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외채의 조달과 재정의 투입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 산

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그중에서 재정 투입을 위한 방법은 정책

금융 자금을 대규모 투입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는 국내전체 

금융에서 약 40～60%를 차지했었다. 또한, 정부는 자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

해 정부만 차관을 도입할 뿐 아니라 민간도 차관을 쉽게 도입하기 위해 지급

보증을 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대출의 심사

에 준하는 과정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정부가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개입

한 것이 사실이었다.

금융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일어나게 만든 1972년 8.3조치로 사채시장에서

도 정부가 자본에 관한 통제 수준을 기존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이는 정책으로 

신고가 된 사채는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도록 강제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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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민간분야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게 만들었다.

또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장벽을 두텁게 하여 당시의 수입자

유율은 수입 자유율은 55%정도에 불과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 경제 정책 및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의 안정이다. 하지만 당시의 통화당국의 역할은 원활

한 정책 수행을 위한 통화의 공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서 한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생필품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

하였다. 그러한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 GDP는 1960～1970년대에 8.4%의 고도 성장률을 기록한 이

후 2000년까지는 줄 곧 6%이상의 실질 GDP성장률을 보여 왔다. 2000년대 이

후에도 평균 4%대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단위 : %)

〔 그림 1-1 〕2000년 이후 한국의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경제성

장 초기 정부 주도의 차관 통제와 배분, 중․화학공업화 전략, 산업 구조조정

을 통해 경제지원이 특정산업과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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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제성장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특정분야 몇 개의 대기업 육성 

및 SOC분야의 공기업 설립을 통해 이들 기업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시켰으

며, 그 결과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 IMF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위 잘나가는 

여러 대기업들이 사라지기도 하였지만, 위기에 살아남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존의 중공업을 바탕으로 IT분야 및 금융, 서비스 분야로의 사업의 다각화 

및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

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업의 성장에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계층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우량 및 비우량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말조차 초기에 형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는 말이 

더욱 통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

소기업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왔다. 대기업의 매출 성장에 따라 중소기업

의 매출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의 이윤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지 못

하였으며 대기업이 구매자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기업의 수주를 받기 위

해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으로 초과이윤을 축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설비

투자 및 기술투자를 위한 잉여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

은 더뎌왔으며,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뛰

어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많은 숫자가 탄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업종 관련 중소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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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의 발전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납품이 늘

어나고, 중국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공급처가 다양화 되면서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값 86.3 87.1 93.2 94.7 99.1 100.0 107.0 112.8 113.5 106.9 122.4 127.0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표 1-1 〕연도별 중소기업 출하량 전년대비 증가율

하지만,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성장이라는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면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압력 및 생산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아직

도 자신들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동반

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

적으로 산정 · 공표함으로써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지만 중

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수준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완제품을 통해 생산을 통한 잉여가 발생해야 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성장 초기부터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한 결과 중소기업의 독자 생존 역사는 짧다고 할 수 

있다. 최근 IT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는 있지만 IT강국이

라는 한국의 기초 기반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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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선진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많아지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기업의 부실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충격이 덜할 것이다.

창조경제는 기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및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통

한 초과이윤 창출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그 초점이 중소

기업에 맞춰 져야 한다. 현재 한국 대기업의 연구 개발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

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술개발 없이는 성장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생산을 통한 초과이윤 창출에서 혁신을 통한 

초과이윤 창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보다는 아직도 대기업의 생산 납기를 맞추

는데 급급하다 맞추다 보니 비용절감, 납기절감을 위한 기술개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주식시장

의 경우도 특정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수의 

변동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

장되어 특정기업들이 아닌 많은 건전한 기업들이 상장하였을 때 자본시장 역

시 탄탄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까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기

업의 성장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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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기 중소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자금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에게 매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증대하였을 때 완만한 성장보다는 급성장을 이룰 수 있다. 최근의 기업

들의 성장을 보면 획기적인 하나로 향후 기업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일이 발

생하고 있다. 상품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매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시점에 투자를 위한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잉여자금과 공장 증설 및 기계설비투자 

등의 자본지출을 위한 여유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인력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제까지 대부분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다보니 획기적

인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대규모 생산 능력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다. 잉여자금 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간접금융인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주식발행, 채권발행)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

달이 가능하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유명 대기업의 채권발행과 주

식청약에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IPO시장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있어 은행

을 통한 자금조달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

업의 경우 일부 상장기업에 한해 직접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한 주요 창구는 은행이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 66.2 70.7 73.2 72.7 72.2 71.9 74.3 71.5 62.1 65.9 83.3 80.3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8 -

〔 표 1-2 〕 연도별 중소제조업의 은행을 통한 차입금 비중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 제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자금

을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금융시장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 외환

위기 때 주춤 하였으나 외환 위기의 진정과 함께 2011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

으며 여전히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의 절대적인 비중은 은행대출이다. 많

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 금융지원의 

형태는 대출이다.

은행업에서도 기업 대출 분야이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다. 1970년대 대기

업의 차입 조건이 원활할 당시 은행 대출 분야에서 주요 비중은 대기업 대출

이었으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발달과 함께 대기업 대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동안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관련 대출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출기관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성장 및 소규모 대출업자들

의 난립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로 인해 많은 

저축은행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여 경제적 충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저축은행

의 경우 무리한 영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담보

대출 및 소상공인, 건물 임대업 등 안전 영업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

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은 점점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개인대출 중

에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해 가계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기

초자산인 주택가격의 하락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가계대출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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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정책으로 쉽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가계 

대출시장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은행들 역시 정부의 제제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출시장 중에서 은행들이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장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중소기업과 은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

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정부의 숙원인 실업률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경제

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구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비율)

3,418,993개
3,415,863개
(99.9)

3,130개
(0.1)

종사자수
(비율)

15,344,860명
13,421,594명
(87.5)

1,923,266명
(12.5)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1-3 〕2013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비교 

 

요약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절실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의 증가가 중요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건전한 중소기업대출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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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기 확장을 위해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

는데 있어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정책 시차가 줄어

들고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발생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 확률을 줄

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은행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

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점을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선거를 기점으로 6개월 전이라 가정하고 선거가 지나면 긴축정책을 실시한다고 

가정한다. 정치적 경기 순환이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경우 선거 전 재집권을 

위해서 현 정부의 경제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할 것이며, 다수의 표가 집중

되어 있는 계층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다. 위의 표1-3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다수의 표가 집중되어 있는 계층은 중소기업 종업원일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금융시장에 금융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 확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중소

기업대출 증가를 주문하면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은행들의 중소

기업대출 비율 증가율을 향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본 연구를 통

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특수은행의 민영화 가능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경기 부

양책이 집중되는 시기에 특수은행만이 경기 부양책을 따르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경우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동조하여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증가시킨다면 특수은행의 설립 목적은 예전보다 많이 퇴색이 될 

것이며, 정부의 특수은행 민영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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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선거가 있는 월말의 이전  6개

월 전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과 비 선거 기간의 이전 6개월 전 대비 중

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이론에 따르면 선거 2년 전부터 경기 확장정책이 시행

되어 경기가 선거 이전까지 확장하다가 선거가 끝이 나면 긴축정책으로 바뀌

어 경기가 하강하여 경기는 순환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전 6개월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금 공급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의 정책에 따라 아주 빠르게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정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선거 전․후로 6개월 단위로 중소기업대출비

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보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선거에 따라 

증감하여 순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매년 6월말, 12월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자료를 집계하여 6

개월 단위로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을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는 상․하반기 단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 실적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마무리되는 반기 단위

의 실적이 정확한 대출 실적이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의 특성상 비교적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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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권리관계 등 법률관계 상의 문제만 아니라면 대

출이 아주 단시간에 이루어지므로 대출 준비기간으로 인한 분석단위는 무시하

기로 한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선거

의 종류별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차이가 나는지 보고자 한다.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별 중요

도가 차이가 나는지 보고자 한다.

그리고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특수은행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책의 수단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설립 목적 자체가 중소

기업대출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대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면 특수은행으로서 시중은행보다 더 의미 있는 대출 증

가율을 보였을 것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특수은행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것이며, 지방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은행에 비해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 가정하고 성

격이 다른 은행 간에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비교를 하고자 한다.

은행 대출 구분은 정의하기에 따라서 같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로 분류되는 

기업에게 은행에서 여신을 제공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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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출신 

정당은 당시 집권당보다 야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집권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은 부족할 것이라 가정하고, 지방선거당시의 중

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거시적인 접근법은 여러 종류의 개별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분리해서 해석하기가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 기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횡단면 자료

(특수은행 및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잔액)와 시계열자료(2004～

2014년)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및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의 경기부양책에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이 어떻게 반응하였

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거시적인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통계청을 통

해 수입하였으며,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금감원 금

융통계시스템․은행경영통계, 중소기업청 및 각 은행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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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제1장에서는 서론, 제2장에

서는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에 대한 선행연구 및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한 제도의 

정리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연구가설 검

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선거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의 

변화를 각종 데이터를 통해 실증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과

를 정리하고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정책적인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한다.



- 1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경기순환과 정치적 경기순환 관련 선행연구

1. 경기1)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는 멈추어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상승과 하강국면을 되풀이 하는 경기변동현상을 보이게 된다.

총체적 경제활동을 가장 근사하게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실질국민소득인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경기는 실질 GDP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고용, 실업, 투자와 같은 실물변수는 물론 이자율, 통

화량과 같은 금융시장변수들도 모두 동시에 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기변

동은 크게 확장과 수축의 양면을 보이는데 총체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국면을 확장국면, 위축되는 국면을 수축국면이라고 한다.

경기변동은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추세요인, 순환요인, 계절

요인, 불규칙요인이 그것이다. 추세요인은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장기적인 변동

요인이며 순환요인은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시키는 단기적인 변동요인이

다. 계절요인은 기후 관습 등에 의해 1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이며 일

시적이며 소규모이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기업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계

1) 네이버 지식 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개설 부분 인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14&cid=46630&categoryId=4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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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이다. 불규칙요인은 앞의 요인들을 뺀 나머지 요인

으로서 천재지변, 석유파동, 기후변화, 파업, 전쟁 등 우발적이며 비순환적으로 

발생한다. 추세변동에 의한 경제성장 경로를 성장추세선이라고 하며, 현실적으

로 경기는 성장 추세선을 따라서 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기복을 보이며 변화하는데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따라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기변

동이 순환적 경기변동(business cycle)인데 경기변동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

기도 한다.

2. 경기순환2)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제 변동 문제에 직면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의 실질 GDP는 연간 3퍼센트 내지 3.5퍼센트씩 성장한

다. 하지만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만을 볼 경우 일국의 성장률은 다른 연도의 

성장률에 비해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의 기초가 흔들려 성장률이 음이 

될 수도 있다. 국가 생산량의 이런 변동은 고용변동과 밀접히 연관된다. 일굴 

경제가 생산량의 감소와 실업의 증대를 경험할 경우 해당 경제는 후퇴기에 있

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생산량 및 고용의 이런 변동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단순히 

용어의의미를 해석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후퇴기는 빈번히 발생하며 불규칙적이다. 후퇴기에는 이전 후퇴기가 종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발생하기도 하며 또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발생하기도 

한다.

2)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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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3)

정치적 경기 순환 주기의 기본적 개념은 정부 또는 집권당에서 재집권을 하

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를 조작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론

의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임 중의 정치인은 재선되기를 바란

다. 둘째, 재선가능성은 선거시점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재임 중의 경

제적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집권 정치인은 수중에 거시적 경제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일부를 갖고 있다.

또한, 정치적 경기순환론(이하 PBC이론)의 기본적 논리는 정부여당은 선

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선거이전에는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여 실업률을 

낮추지만 선거이후에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물가상승률을 낮추게 되

는데, 그 결과 경제적으로 선거 시기를 주기로 하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

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Nordhaus,1975,1989: 최성관 2000). 이러한 정치적 

경기순환론은 Nordhaus의 전통적 PBC이론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유권자와 정당의 행태에 대한 기대 가설의 변화로 행태기준의 결

합여하에 따라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모형으로 발전되어 왔다.(이은국, 사회과

학논집, 2001)

먼저, Nordhaus의 전통적 PBC이론 모형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있어서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비합리적이라고 가정하며,

정부는 재집권만을 목적으로 하며, 차기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정부는 선거가 임박해 오면 비록 물가가 상승

3) 홍수정 외 7인(2006),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한국정책학회 주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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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실업률을 낮추는 팽창정책을 집행하며, 선거가 끝난 후(재집권을 하

였다고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집행하게 되어 실업률

은 다시 상승한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ordhaus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9개국 (1947～72)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

과, 임기동안 집권 초기에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집권 후반부에는 실업률이 낮

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미국, 독일, 뉴질랜드는 정치적 경기 순환 현

상이 현저하였고, 프랑스, 스웨덴은 그러한 현상을 조금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Hibbs(1977)는 단순히 정당은 재집권보다 정당의 이념실현을 추구한

다는 가정하에 Norshaus와 같은 가정 하에 이념적 PBC이론 모형을 제안하였

다. Hibbs는 유럽의 사회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였을 경우는 유렵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였을 때보다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물가 상

승에 보다 덜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사회당은 평균적으로 보수당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Alesina(1987)는 Hibbs의 이념적 PBC이론 모형에서 유권자들도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념적 합리PBC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경

우 정당은 정당 이념적으로 목적함수를 극대화 하지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투표자들은 정부의 체계적 경제정책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가정 하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 정부는 공화

당 정부에 비해 물가상승률보다는 생산(output)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실제효과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임기의 전반부 2년 동안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후반부 2년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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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ff와 Sibert(1988)는 정당이 재집권 유인적이라는 가정과 유권자는 합리

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가정 하에 합리적 PBC이론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유

권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유권자의 단기적인 정보비대칭성

으로 인한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PBC의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 이론 중 본 연구를 위한 한국에 적용

할 수 있는 정치적 경기순환 주기 이론은 전통적 PBC이론모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투표의식 수준이 과거의 경제정책

효과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정치인들은 향후 발전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정책 대결 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과거 

과오를 서로 비판하며, 그에 비해 자신의 유리한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 역시 부분적이지만 역사적인 지역감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과거의 향수에 집착한 투표 행태 및 보

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정부 및 집권 정당역시 정

당이념 구현보다는 오직 선거의 승리만을 우선목표로 하여 이념이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의 성향을 꾸준히 보이는 현상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상대 정당에서 추구하는 공약들이 다른 선거에서 상대 정당 공약이 되

기도 한다.

한국에서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가 존재하는가를 점검한 선행연구인 한국의 

선거와 경제:정치적 경기순환주기 가설의 검정(이은국, 1999)을 통해 한국에는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에 도달하였지만 해당 연구는 

14대, 15대 대선과 관련한 경기관련지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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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관련 지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그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주요 항목

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은

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의 형태를 보이고있

는 지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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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소기업 관련 제도 및 중소기업대출 관련 선행연구

1.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지원

박근혜 정권 역시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정책의 밑그림은 일

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조형 중소 중견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위한 7대 실천전략은 아래와 같다.

① (전 산업에 국민행복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국

민행복기술중에 과학기술, 특히 ICT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

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우선 시행

②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높

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디자인-콘텐츠 등을 융합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구축 등

③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실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창조형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Big Data 등을 활용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

④ (창업국가 코리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과 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는 나라

⑤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창조경제는 막대한 자

본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도 젊은 인재들이 작은 단위에서도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사람이 열정과 창의성으로 평가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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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시작) 벤처, 중소기업들과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K-move를 시작하는 등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하여, 해외 벤처캐피

탈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⑦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창조경제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부처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미래 선도 연구 지원, 지식생태

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을 담당4)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역시 일자리 창출이 주

요내용이다. 창조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대기업을 창조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대기업은 세계적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고용하고,

기술개발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 집중이 필요한 생산기지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과 동남아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융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

원책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절한 시기의 금융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4) 차두원,유지연.(2013),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국 경제 분석”,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2013-01호, p3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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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자의 정의와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분류기준

을 따르고 있다.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을 중소기업대출로 정의한다. 중소기업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자는 아

래와 같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

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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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

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

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분류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중소기업대출로 

정의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다만, 간접소유가 

2009.3.27 이전에 성립한 기업은 2011.12.31까지 중소기업 지위 인정)과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의 성장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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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

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포함한다.

3.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제도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4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원중개제

도,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 외화대출제도, 수출입금융지원제도가 그것인

데, 그 중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 시 신용 및 담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적

극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45%이상, 지방

은행의 경우 60%이상,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 35%이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당초 30%에서 현재 45%까지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비율 

미달은행에 대하여는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준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내용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해서는 미달금

액의 50% 해당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5) 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하고 

준수은행에 대해서는 차감한 한도여유 발생 분을 초과달성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재배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통화당국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대

5)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

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

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

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한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한도를 배정·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배정을 유보하여 필요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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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은 정부나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

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

Doddy Zulverdi.(2007)의 연구에서는 금융당국의 자기자본규제가 강할 경

우 안전자산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처럼 은행의 대출의 증가와 감소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경기 순환 주기의 기본 전제인 정부나 집권여당이 

경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기 조작의 행동이 중소기업대출에 유의미

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Den, H., J. Wouter, S. W. Sumner, and G. M. Yamashiro(2007)는 금융당

국의 통화정책이 은행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

다. 즉, 통화긴축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기업

대출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나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금융(간접금융:은행을 통한 대출지원)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동학림, 김문겸, 2013)을 통해 앞서 인용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처는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



- 27 -

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많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

기 보다는 소수의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은행은 좀 더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정보를 획득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후 원만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금융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

하다. 최근에는 적기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는 중

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까지도 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지원을 위한 

은행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정밀한 금융기법을 통한 대출 지원을 하

지 못한 저축은행의 부도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은행이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 증가

율의 비교는 기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은행만을 통한 비교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불가피한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서지용(2010)의 연구에서는 수익성의 한

계에 직면한 은행들의 경우 수익성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시장에 집중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대출시장과 은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대출 지원이 경기 확장뿐만이 

아니라 은행들의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의 은행소유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남주하, 김상봉, 2008)

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1993년과 2006년 사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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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특수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6.5%～8%이상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볼 때 특수은행의 민영화는 

중소기업대출의 위축을 초래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

므로 국책은행의 민영화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역시 경기부양책에 따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

율 비교를 통해 특수은행의 역할 수행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은행의 민영화 가능성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선행연구에서 중

소기업대출에 BIS자기자본비율, 은행의 자산규모, ROA, ROE, 거시경제변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서지용(2011)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관한 특징적 연구에서 

은행과 관련한 세 가지 가설인 대규모 은행 제약가설(large-bank barriers

hypothesis)과 재무건전성에 기인한 제약가설(distressed-bank barriers

hypothesis), 외국계 은행의 제약가설(foreign-owned bank barriers

hypothesis)을 검증하였으며, 대규모 은행 제약가설, 재무건전성에 기인한 제

약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외국계 은행의 제약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경기 및 금융시장의 변화

에 따라 은행들의 규모, 소유형태, 재무건전성의 특징적 차이는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경기확장, 평균이상의 예대금리차 충격

발생 시 자산규모가 작은 은행, 외국계 은행,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를 경기변화의 대리변수로서 경제성장률 및 GDP갭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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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최종범(2008)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의 경기 순응성이 경기 상

황이 악화되는 경우 그 진동폭을 확대하여 경기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는 우려를 점검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우

려할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의 경기 순

응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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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금융제약6)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

본을 조달하게 되는데 은행을 통해 차입하거나, 민간에게 채권을 판매하거나,

주식시장에 장래이윤의 몫을 파는 등 몇 가지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된다. 신고

전파 모형은 기업이 자본비용을 지불하려 할 경우 금융시장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기업은 가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 즉 

금융제약에 직면하기도 한다. 금융제약으로 인해 기업은 투자의 어려움에 직

면하게 된다.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용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자본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게 되고 금융제약은 가계가 대출의 제한으로 인해 제약

을 받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금융제약 때문

에 기업은 기대이윤보다 현재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이러한 금융제약은 단기간의 경기후퇴가 기업의 투자지출에 영향적인 측

면에서도 관련이 있는데 경기가 후퇴하면 고용, 자본의 임대가격, 이윤을 감소

시킨다. 그러나 기업이 경기후퇴가 단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투자가 장래의 

이윤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투자하길 원할 것이다. 즉 단기간

의 경기 후퇴는 토빈의 q7)에 단지 미미한 효과만을 미친다. 금융시장에서 자

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경기후퇴는 투자에 단지 작은 영향을 미칠 

6)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p581

7) 장치된 자본의 대체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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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자금조달 시장은 간접금융시장인 은행이 되

는데 은행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에 대한 신호가 발생하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경기 악화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신호를 보냈을 

때 신속한 중소기업대출 증가가 이루어져야만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발해 지고 

그 결과 중소기업대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경영에만 매달려 있는 중소기업

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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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 가설 1-1 〉 선거는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금융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정부와 집권당이 정권의 재집권 위해서 경기 확장 정책을 또는 

선거 이후 경기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그중에서 다수의 표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의 하나인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확대정책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이 평상 시 보다 증가하거

나 선거 이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가설 1-2 〉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부와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가 존재할 것이며, 어떠한 

선거에 정부와 집권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집중하는지 본 가설을 통해 분석

해 보고자하며, 선거에 따른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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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가설 2 〉선거는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의 은행소유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남주하, 김상봉, 2008)

에서 정부 소유의 은행의 경우 위기 시에 시중은행에 비해 큰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증명하였다. 경기후퇴 등 위기 시에는 정부의 경기 연착

륙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집중될 것이며,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 특수은행이 정

부의 경기 확장정책에 순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은행(특

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큰 증가액을 기록하였다.

(잔액,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평균 증가액

시중은행 합계 2,752,701 2,828,174 2,774,422 10,860.5

중소기업은행 733,944 838,006 889,587 77,821.5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 표 3-1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과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비교

따라서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선거 전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집중이 되는 시기는 평상시보다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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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가설 3 〉선거는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의 지방은행의 중소

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서 높다. 따라서 지방은행 역시 정부의 경기확장정책에 순응하는 정도가 시중

은행에 비해서 클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의 정권 창출 당시 지지율이 높은 지

역의 지방은행은 정권 창출이후 치러지는 선거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선거 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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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

은행의 종류

독립변수 종속변수

선거(2004～2014년)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통제변수

총자산

임직원 수

ROA

ROE

고정이하여신비율

중소기업대출금잔액

계절효과(연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제 2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거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대출 결정 체계, 이론적인 분석내용,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은행, 금감원, 중소기업청, 통계청을 활용한 거시적 지표 및 중소

기업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 및 중소기업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의 내부요인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 그림 3-1 〕연구의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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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2004년 6월말부터 2014년 6월말까지 한국 선거 전 6개월 동안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을 분석할 예정이며, 각 통제변수의 영선거

의 종류별․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Y = a + 총자산 + 임직원수 + ROA + ROE + 고정이하여신비율

+ 중소기업대출금잔액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계절적요인(연말)

+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 은행의 종류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국책은행, 비국책은행))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 중에서 특히 대출과 관련한 업무의 경우 대면채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단순히 영업점이나 임직원 수가 많은 경우 

대출 규모가 채널이 작은 경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은행별 자산규모 및 임직원 수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중소기업대출에 일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별 ROA, ROE를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선거가 중소기업대출 증가율(감소율)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건전성이 훼손된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대출을 취급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다라면 당초 설정

한 대손충당금 대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여유 수준이 낮아 신규 대출 취급

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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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소기업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인정한바 선거 당시에 실제로 

경기가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변수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

치를 설정하였다.

중소기업대출금의 잔액이 많은 은행들의 경우 대출금 잔액이 많음에 따른 

규모의 효과 발생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구입하기 위해 시설

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출의 상품의 연

계성에 따른 중소기업대출금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대출금 

잔액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들의 경우 신용등급 및 각종 재무관련 지표 특히, 부채비율 의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 등급의 개선, 각종 공사 등의 입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말

이 되면 일시적으로 부채를 감축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채감축은 인위적인 부

채감축으로 연말이 지남과 동시에 다시 복원된다. 따라서 기업들의 연말에 인

위적인 부채감축으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감소

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계절적 요인(연말) 통제변수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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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설명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적용이 되는 가

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중소기업대출금비율의 

반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단위를 반기별로 설정한 이유는 은행 지점

들의 중소기업대출금의 영업성과가 반기말의 잔액으로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

지기 때문에 반기별로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04년 6월말부터 2014년 6월말까지 한국의 대통령선거(이하 대

선),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이다.

2. 조절변수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원화대출금잔액과 중소기업대출

금 잔액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17개 은행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은행종류 은행명

일반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
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지방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국책은행 농협은행(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국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 표 3-2 〕은행의 종류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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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일반은행으로 규정하며, 영업하는 지역에 따

라 전국 영업망을 가지고 영업하는 은행을 시중은행,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을 지방은행이라고 한다.

특수은행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으로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자

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일

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하는 역할을 한다.8)

국책은행의 일반적인 의미는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란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의 공급을 

위해 임무를 부여받은 은행을 국책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타 특

수은행(농협은행(주), 수산업협동조합회)을 비국책은행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경

기부양책이 중소기업대출이 공급과 관련된 국책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종속변수

반기별 중소기업대출비율(은행별 중소기업대출금/은행별 원화대출금총액)

의 전기 대비 증가율로 설정하였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로 정한 이유는 단순 중소기업대출금의 증가율

로 나타낸다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이 높은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대출금 비

율이 높은데 따른 규모의 효과가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선거라는 독립변수의 순

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은행별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에 특화되어 있

는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8)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2775&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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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 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변수명 단위 변수의 정의9)

총자산 백만원
은행들이 1년 동안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등
에 운용한 모든 돈으로 은행계정 부문

임직원 수 명
은행의 임원 및 일반직원의 합으로 해외근무
임직원 및 현지채용임직원 제외

ROA %
은행의 일정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낸다.

ROE %
은행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나타낸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소기업
대출금잔액

백만원 은행의 반기별 중소기업대출금 잔액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에서 과거의 추세를 제거해 현재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으로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계절효과

(연말효과)

1
(12월말)
0
(6월말)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12월말이 되

면 기업의 재무제표 개선활동으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 표 3-3 〕통제변수 정리

9)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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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은행의 특성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

다.

아래의 표는 연구기간동안의 전 은행의 전기대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관한 기술통계이다. 평균은 -0.0037로 나타났고 표준편차가 0.0383인이고 최대

값이 0.1634, 최소값이 -0.1944인 것으로 볼 때 연구기간 동안 중소기업대출

비율의 증가율은 등락을 반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0.1944 0.1634 -0.0037 0.0383

〔 표 4-1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현황

아래의 기술통계는 위에서 정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관한 

기술통계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평균은 지방은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특수은행 중 국책은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

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최대값은 특수은행 중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국책

은행이 가장 크고, 최소값 역시 특수은행 중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국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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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작다.

기술통계를 통해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국책은행은 정부의 목적에 따라 중

소기업대출비율이 증가․감소가 일어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가 좋지 않

을 때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늘리거나 경기가 좋을 때

는 일반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켰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은행종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시중은행 -0.0068 0.0453 0.1294 -0.1716

지방은행 -0.0007 0.0213 0.0585 -0.0526

특수(국책은행) -0.0016 0.0572 0.1635 -0.1944

특수(비국책은행) -0.0047 0.0269 0.0552 -0.0678

〔 표 4-2 〕은행의 종류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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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합동 OLS 회귀분석

분석을 위한 변수들을 재무적 원인, 경기원인, 정치적 원인, 건전성 원인에 

따라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하고

자 하는 독립변수는 선거가 되겠지만,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은행의 대

출금의 증가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선거가 중소기업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적 요인, 건전성 요인, 수익성 

요인, 은행의 규모와 관련된 요인, 계절적 요인, 기타요인을 순차적으로 변수

로 삽입하여 통제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1. 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통제변수 배제)

모형을 단순화하여 정치적원인 선거와 중소기업 대출금의 영향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07 .003 　 -2.633

선거여부 0.008* 0.004 0.099 1.874

R2 0.010 -

범례 :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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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본 분석의 선거여부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선거로 설정하여 세가지 

선거중 하나라도 실시된 반기는 1, 아무런 선거도 실시되지 않은 반기를 0으로 

더미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선거는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1-1의 채택) 하지만 R2이 0.010인 점을 감안할 때 모형의 설명력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통제변수 포함)

선거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선거이외에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통제하고자 하였다.

모형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370 0.160 　 -2.316

총자산 -0.000 0.000 -0.138 -0.814

고정이하여신비율 -0.011*** 0.004 -0.183 -3.140

ROE -0.010*** 0.004 -0.152 -2.772

ROA 0.117 0.603 0.012 0.193

중소기업대출금잔액 -0.000 0.000 -0.110 -0.976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04** 0.002 0.134 2.357

시중은행 -0.010 0.007 -0.125 -1.468

특수은행 0.007 0.007 0.08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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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수 0.000* 0.000 0.284 1.852

계절효과(연말) 0.015*** 0.004 0.198 3.380

선거여부 -0.002 0.005 -0.022 -0.376

R2 0.106 -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4 〕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통제변수 포함)

위의 분석으로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여부(1,0)를 더미로 설정하여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위의 분석에서 지방은행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자동으로 본 분석

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언급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수익성의 영향을 받는 

다는 가설(서지용, 2011)이 지지되었다. ROE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수익성이 낮은 은행

일수록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건전성이 중소기업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서지용, 2011)

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은행 

다시 말하면 건전성이 우수한 은행일수록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정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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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351 0.161 　 -2.174

총자산x백만 -0.000 0.000 -0.162 -0.960

고정이하여신비율 -0.011*** 0.004 -0.173 -2.973

ROE -0.010*** 0.004 -0.152 -2.782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2008년 외환위기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대출은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입찰, 우수한 신용평가 등급 획득을 통한 금

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하반기가 되면 부채비율을 줄여 양호한 재무제표를 산

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기업들의 재무활동으로 

인해 은행들의 경우 연말이 되면 일시적으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하반기(12월)를 더미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말여부는 중소기업

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상당히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을 통해 선거여부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선거여부는 모든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첫 번째 분석결과와는 달리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1번 모형 연구결과에 비해 R2이 증가하였으며, 통제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3. 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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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0.126 0.600 0.013 0.209

대출금잔액x백만 -0.000 0.000 -0.111 -0.991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04** 0.002 0.126 2.192

시중은행 -0.009 0.007 -0.120 -1.421

특수은행 0.008 0.007 0.087 1.177

임직원수 0.000** 0.000 0.302 1.980

계절효과(연말) 0.020*** 0.005 0.267 3.845

대선 0.009 0.008 0.069 1.185

총선 -0.013** 0.007 -0.123 -2.008

지방선거 -0.002 0.007 -0.015 -0.254

R2 0.121 -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5 〕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위 분석은 앞선 분석에서 선거여부를 독립변수로 분석한 거와는 달리 가설2

의 선거별로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는 

앞의 분석과 동일하며 선거를 대선, 총선, 지방선거로 나누어 각 선거가 포함

되어 있는 반기는 1, 나머지 반기는 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선거 종류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당 모형 역시 2번 모형에 비해 R2이 증가하였다. 단순 선거여부를 독립변

수로 설정한 것보다 선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앞의 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통제변수 포함)의 분석과 통일하게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은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OE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의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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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의 건전성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절효과(연말)이라는 변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의 분석인 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통제변수 포함)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직원수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영업의 경우 은행 영

업점 창구에서 빈번하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장시간의 신뢰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최근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에 의한 영업이 발

전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중소기업대출 영업은 인적 자산의 크기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서지용, 2010)와 분석 결과에서처럼 은행의 수

익성 창출과 중소기업대출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은행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 분야의 인력 육성 및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 주목할 결과는 선거 종류별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해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대선 및 지방선거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

율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총선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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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49 0.162 　 -2.157

총자산 -0.000 0.000 -0.164 -0.967

고정이하여신비율 -0.011*** 0.004 -0.176 -2.998

ROE -.010*** 0.004 -0.151 -2.731

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는 연구 데이터의 관측 시점에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의

수집 시기는 매년 6월말, 12월말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전기 대비 증가율이다.

위의 연구결과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선거 전 6개월부터 증가하여 

선거가 지나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총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4월에 실시되는데, 분석 결과 치는 6월말의 중소기

업대출비율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 및 금융

당국의 구두개입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효과가 가장 단기간에 발생하는 확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월에 총선 실시이후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이 전기 대비 감소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거 전까지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이 높아졌다가 총선이후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큰 순환주기의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선거 전·

후 6개월 총 1년의 기간에는 순환주기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은행별․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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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0.089 0.603 0.009 0.148

중소기업대출금잔액 -0.000 .000 -0.114 -1.006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04** 0.002 0.126 2.184

시중은행 -0.012 0.007 -0.158 -1.645

특수은행 .009 0.008 0.105 1.219

임직원수 0.000** 0.000 0.305 1.991

계절효과(연말) 0.020*** 0.005 0.266 3.818

대선_시중 0.021* 0.011 0.107 1.907

총선_시중 -0.010 0.010 -0.062 -1.060

지방선거_시중 0.002 0.009 0.011 0.184

대선_특수 0.008 0.014 0.031 0.559

총선_특수 -0.024* 0.012 -0.113 -1.949

지방선거_특수 -0.007 0.012 -0.035 -0.601

대선_지방 -0.005 0.012 -0.022 -0.395

총선_지방 -0.010 0.010 -0.058 -0.999

지방선거_지방 -0.002 0.010 -0.010 -0.181

R2 0.132 -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6 〕은행별 ․ 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위의 분석은 은행 종류별(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로 각각 선거별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에서처럼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은행은 제외되었다.

앞의 분석에서처럼 재무적 원인, 경기원인, 정치적 원인, 건전성 원인에 관한 

모든 변수를 삽입하여 합동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무적 원인인 ROE,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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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인인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건전성 원인인 고정이하여신비율, 기타 연

말효과, 임직원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각 은행별로 선거에 따라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으며, R2값은 모형 3보다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대선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총선은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

은 정치적 경기순환주기를 나타내었으며, 총선 이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

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363 0.162 　 -2.246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04** 0.002 0.127 2.213

총자산 -0.000 0.000 -0.217 -1.157

고정이하여신비율 -0.011*** 0.004 -0.174 -2.985

ROE -0.009** 0.004 -0.145 -2.600

ROA 0.007 0.625 0.001 0.012

대출금잔액x백만 -0.000 0.000 -0.137 -1.153

임직원수 0.000** 0.000 0.375 2.009

계절효과(연말) 0.020*** 0.005 0.264 3.790

지방은행 0.009 0.007 0.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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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_비국책 0.015*** 0.008 0.124 1.933

특수_국책 0.022** 0.010 0.186 2.237

대선 0.009 0.008 0.070 1.197

총선 -0.014** 0.007 -0.125 -2.039

지방선거 -0.002 0.007 -0.015 -0.253

R2 0.122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7 〕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특수은행 국책, 비국책 분리)

위의 분석은 특수은행을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수은행

은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이 특수은행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

행은 그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자의 신용 거래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협

과 수협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특수은행에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국

책은행, 그 외 특수은행을 비국책은행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을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들에서는 은행의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 은행들의 성격

에 따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이라는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더미

(dummy)변수 지정하여 통제변수로 삽입하여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들에서는 

해당 고유의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본 분석에서는 특

수은행을 국책은행, 비국책은행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는 해당은행의 특성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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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국책은행보다 국책은행일 때 B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책은

행이라는 특성만으로 해당 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중소기업대출 증가를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은 꾸준히 경기를 비

롯한 다른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증가시켜온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총선이후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367 0.163 　 -2.259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04** 0.002 0.128 2.216

총자산 -0.000 0.000 -0.222 -1.175

고정이하여신비율 -0.011*** 0.004 -0.175 -2.978

ROE -0.010*** 0.004 -0.150 -2.644

ROA -0.023 0.633 -0.002 -.036

중소기업대출금잔액 -0.000 0.000 -.142 -1.192

임직원수 0.000** 0.000 0.384 2.047

계절효과(연말) 0.020*** 0.005 0.263 3.755

지방은행 0.012 0.007 .154 1.649

특수_비국책은행 0.018* 0.009 0.148 1.917

특수_국책은행 0.029** 0.011 0.243 2.606

대선_시중은행 0.021* 0.011 0.108 1.914

총선_시중은행 -0.010 0.010 -0.064 -1.088

지방선거_시중은행 0.002 0.009 0.010 0.176

대선_지방은행 -0.005 0.012 -0.022 -0.394

총선_지방은행 -0.010 0.010 -0.059 -1.009

지방선거_지방은행 -0.002 0.010 -0.011 -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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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_국책은행(특수) -0.001 0.020 -0.003 -0.060

총선_국책은행(특수) -0.034** 0.017 -0.115 -1.992

지방선거_국책은행(특수) -0.004 0.017 -0.014 -0.244

대선_비국책은행(특수) 0.018 0.020 0.049 0.887

총선_비국책은행(특수) -0.015 0.017 -0.049 -0.852

지방선거_비국책은행(특수) -0.010 0.017 -0.035 -0.612

R2 0.136 -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8 〕은행별 ․ 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특수은행 국책, 비국책 분리)

위의 분석은 특수은행을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비국책은행

(농협, 수협)으로 분류하여 선거별, 은행종류별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특수은행을 국책, 비국책은행으로 분

리하지 않은 앞의 은행별․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보다 R2값이 증가

하였다.

앞의 분석들과 각 통제변수들의 유의한 영향의 정도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대선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선은 국책은행의 중소대출금비율 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선 이후 국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는 특수은행 중 중소기업대출금과 관련이 깊은 국책은행은 일부 

선거에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또한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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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366 0.151 　 -2.430

계절효과(연말) 0.015*** 0.004 0.191 3.379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4** 0.002 0.131 2.468

총자산 -0.000 0.000 -0.155 -1.003

고정이하여신비율 -0.009*** 0.004 -0.149 -2.641

ROE -0.007** 0.003 -0.109 -2.078

ROA 0.053 0.602 0.005 0.088

대출금잔액 0.000 0.000 0.036 0.363

임직원수 0.000 0.000 0.095 0.710

집권_지방은행_선거 -0.008 0.009 -0.051 -0.950

R2 0.091 -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은 시중은행에, 총선은 특수은행 

중 국책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가설 1-1과 가설 1-2 또한 채택되었다.

5.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증가율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9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로서 다른 분석결

과들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지방은행 중 선거가 있었던 당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방은행들을 더미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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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정당별 득표율(%)

해당 지방은행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당선)

전국 46.6 48.9

서울 45.0 51.3

부산 66.7 29.9 부산은행

대구 77.8 18.7 대구은행

인천 44.6 49.8

광주 3.6 95.2 광주은행

대전 39.8 55.1

울산 52.9 35.3

경기 44.2 50.7

강원 52.5 41.5

충북 42.9 50.4

충남 41.2 52.2

전북 6.2 91.6 전북은행

전남 4.6 93.4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앞의 분석결과들과 동일하게 경기, 수익성, 건전

성, 임직원수, 계절효과(연말)이라는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선거가 있었던 시기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의 지방은행

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선거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아래 표는 지역별 정당득표율과 지방은행이다. 2002년부터 각 대선 결과를 바

탕으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의 지방은행들은 더미로 지정하여 분석

하였다. 아래의 표는 2002년 이후 각 대선별 지역별, 정당 득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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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정당별 득표율(%)

해당 지방은행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당선)

합계 26.1 48.7

서울 24.5 53.2

부산 13.5 57.9 부산은행

대구 6.0 69.4 대구은행

인천 23.8 49.2

광주 79.8 8.6 광주은행

대전 23.6 36.3

울산 13.6 54.0

경기 23.6 51.9

강원 18.9 52.0

충북 23.8 41.6

충남 21.1 34.3

전북 81.6 9.0 전북은행

전남 78.7 9.2

경북 6.8 72.6

경남 12.4 55.0 경남은행

제주 32.7 38.7 제주은행

경북 73.5 21.7

경남 67.5 27.1 경남은행

제주 39.9 56.1 제주은행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표 4-10 〕16대 대선결과(2002. 12. 1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표 4-11 〕17대 대선결과(200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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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정당별 득표율(%)

해당 지방은행새누리당
(당선)

민주통합당

전국 51.6 48.0

서울 48.2 51.4

부산 59.8 39.9 부산은행

대구 80.1 19.5 대구은행

인천 51.6 48.0

광주 7.8 92.0 광주은행

대전 50.0 49.7

울산 59.8 39.8

세종 51.9 47.6

경기 50.4 49.2

강원 62.0 37.5

충북 56.2 43.3

충남 56.7 42.8

전북 13.2 86.3 전북은행

전남 10.0 89.3

경북 80.8 18.6

경남 63.1 36.3 경남은행

제주 50.5 49.0 제주은행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표 4-12 〕18대 대선결과(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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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252 0.173 　 -1.461

계절효과(연말) .020*** 0.005 0.263 3.710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003* 0.002 0.106 1.834

총자산x백만 -0.000** 0.000 -0.974 -2.085

고정이하여신비율 -0.014*** 0.004 -0.229 -3.620

ROE -0.007* 0.004 -0.107 -1.753

ROA -0.334 0.765 -0.033 -0.437

대출금잔액x백만 0.000 0.000 0.578 1.607

임직원수 0.000 0.000 0.249 0.503

제 3 절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분석

본 자료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자료로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패널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개체별로 관찰이 되지 않는 이

질성 요인을 감안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별 고정효과만을 고려하였다. 연도 더미의 경우 선거 시

기 더미와 겹치기 때문에 공선성 문제가 있어가 있어서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해 각 개체더미를 지정하여 개별 은행별 특성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패널분석의 장점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

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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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_시중 0.021* 0.011 0.108 1.919

총선_시중 -0.011 0.010 -0.068 -1.148

지방선거_시중 0.003 0.009 0.019 0.321

대선_지방 -0.005 0.012 -0.023 -0.409

총선_지방 -0.010 0.010 -0.056 -0.955

지방선거_지방 -0.002 0.010 -0.012 -0.209

대선_국책 -0.001 0.020 -0.004 -0.069

총선_국책 -0.032* 0.017 -0.107 -1.865

지방_국책 -0.006 0.017 -0.020 -0.353

대선_비국책 0.017 0.020 0.046 0.834

총선_비국책 -0.016 0.017 -0.052 -0.911

지방선거_비국책 -0.009 0.017 -0.031 -0.541

R2 0.176 -

범례 : * p<0.1, ** p<0.05, *** p<0.01

〔 표 4-13 〕은행별 ․ 선거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특수은행 국책, 비국책 분리, 개체 고정효과 고려)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분석은 앞의 합동OLS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경기적 

요인, 건전성 요인, 수익성 요인, 은행의 규모와 관련된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절적 요인인 연말 변수와 경기적 요인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

치, 수익성 원인인 ROE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

며, R2은 합동 OLS분석 결과보다 증가하였다.

선거가 은행 종류별로 미치는 영향은 대선은 시중은행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선이 국책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설 1-1, 가설 1-2,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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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의 형

태를 보이는 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합동 OLS 회귀분석,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 은행의 규모, 수익성 요인, 경기적 요인, 건전성 요인, 계절적 요인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선거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

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들의 경우 수익성 원인인 ROE, 계절적 원인인 연말, 은행의 

규모와 관련된 임직원 수, 건전성 원인인 고정이하여신비율, 경기적 원인인 경

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합동 OLS 회귀분석을 통에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

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의 경우 수익성이 저하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증가시켜 수익

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은행의 가계대출 상품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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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및 제2금융권까지 가세하여 노마진 경

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익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규모와 관련된 임직원 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창구에서 일어나는 단시간에 일어나는 영업 형태라고 

하기 보다는 기업의 신용분석, 담보상태,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간에 일어나는 영업형태이다.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영업

이다. 분석결과 은행의 임직원수가 증가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전성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대손충당금이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다라면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것이고 가

계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 일반적이라면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상

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대출 비율이 증가

하기 때문에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은 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2007년말부터 2～3년간 외환위기가 속해있는 기간이다. 따라

서 경기가 악화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통제변수 중 경기적 요인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포함시켰으며, 분석결과 경기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의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

기가 좋을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증가하고 반대로 나쁠 때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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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선거 있기 6개월 전에 비해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는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적용되는가

를 보고자 함이었다.

합동 OLS 회귀분석 결과 총선은 전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선 전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증가하였다

가 총선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수집 시기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의 중소기업대출비

율의 증가율이다. 총선은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 실시하게 되며, 총선이 있었

던 6월말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을 더미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선

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총선 전․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은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를 나타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의 종류별로, 은행의 특성별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 OLS 회귀분석 결과 대선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

출비율 증가율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총선 직후 특수은행 중에서 중소

기업대출과 관련된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때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은 커지며, 총선 직

후 일부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선거별,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선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 64 -

으로 나타났으며, 총선은 일부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중소

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 수집시기(6월)와 총선(4월)시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총선 직후 중소

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전제는 집권 여당이 선거가 다가오면 모든 정

책적 수단을 이용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정치적 경기 순환이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중에 

하나가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였다.

은행이 정부의 경기 부양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은    

자금 공급의 수단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중소기업대

출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은행대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

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거가 다가오면 정부가 재집권을 위해 경기를 활성화하려

는 노력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특정 선거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은 대선에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영향을 받았으며, 특수은행 중에서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산업은행과 중소기

업은행이 총선에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

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받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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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공급

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은행의 종류별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부흥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이 정부의 경기 부

양책에 부흥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선거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앙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에 

일부 은행이 반응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를 형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은행의 경우 예전에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산업의 부양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특수은행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도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일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은행을 통해 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특수은행 설립의 정당성은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특수은행의 민영화 가능성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수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중은행역시 은행의 생존을 위한 수익성 

확대를 위한 수단은 중소기업대출 증대이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금융관련 정책 결정 시 특수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구결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은 정치적, 경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중소

기업금융 관련 정책 결정 시 거시적,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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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대한 자료가 반기별 

자료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 잔액에 대한 월별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증가율을 선거 전․후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움직임을 각 선거별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의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종 거시적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뿐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세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부족하고, 중소

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과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 부족하였다.

셋째,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많은 통제변수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대출은 

단순히 은행의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대출에 영향

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통한 계량적 지표를 삽입하였으나, 좀 

더 많은 거시변수에 대한 계량적 지표가 통제변수로 삽입되지 못함으로 인해 모형이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이해단체의 압력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정권 초기 MB정부 때는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는 

기술금융 각 정권 초기 중소기업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정권이 끝이 날 때마다 부실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0) 정부의 정책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

10) 매일경제(2015), 정치에 휘둘리는 금융…기업지원․구조조정도 널뛴다. (2015. 1.

26)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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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압력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계량적 지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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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the election is

enforced bout expansion policy from two years ago, since the

extension before the economy election, it changes to the austerity

measures After completion election, the economy will be circulated

economy is lowered We have set will be.

To explore throughou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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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lending ratio of the bank, implementation and

economic activ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nalyze this, a time when the economy activ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is concent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it is assumed that someone before the election, the

end of which there is an election in June 2004 to June 2014 We

analyzed the rate of increase of the data of 6 months ago ratio small

business lending ratio of the previous growth rate and a non-election

period of six months ago ratio small business lending ratio of the

previous.

As the analysis method and the Joint OLS regression analysis we

used the fixed effects panel analysis. Results were analyzed by either

method, the result was the same. Presidential election, was found to

affect the growth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an

ratio of commercial banks. Some of the rate of increase of the

percentage of small business loans of special bank after the general

election was reduced.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SMEs loan ratio of banks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cycle, under the influence in the election,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it is affected by the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measures I can.

And I have shown that bank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an

supply for the economic stimulus of government has become an

effective means. Also, by type of bank, the degree of reconstruction

efforts economic stimulus Government may be interpreted as a

difference. In particular, a special bank related to the supply of

commercial banks and part of the small business lending has revived

the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package, local banks, significant

to the election rate of increase of the small business len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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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 does not affect, the central government stimulus can be

interpreted as the absence is not tuned.

Keywords : The rate of increase of SMEs loan ratio of banks,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Student Number : 2014-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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