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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IMF,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거

쳐 2020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또 한번 최대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이어지

고 있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

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라 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부터 국내은행들로 하여금 특별자금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

을 종용하였다. 이에 보증기관과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초저금

리 특별대출’ 등의 정책자금을 활발히 지원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에

서 나타난 시중은행과 특수 은행간의 온도차와 실질적인 수요에 못 미치

는 자금 공급액 등의 이유로 국내은행들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에 관한

문제점이 다시금 대두되게 되었다.

은행의 대출 지원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경기 호황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출 지원에 나서고 불황기에는 대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함으로

써 경기침체의 심화와 경기 회복 지연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신용위험 등

으로 인해 대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의 중소

기업대출 부문의 경기순응성의 변화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새로운 경제위

기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구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은

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부문에서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

기업대출과는 대조되는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경기순응성의 비교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들의 중소기업대출분야의 경기순응성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

내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누어 은행형태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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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은행

형태별 유의한 차이점을 찾지 못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 하

여 각 은행형태별 경기순응성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은행형태별

경기순응성의 변화정도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시중은

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뚜렷이 나타났던 중소기업대출 지원부문의 경

기순응성이 금융위기 이후 미미한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지방은행 역시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기순응성이 존재하긴 하나 이전에 비하여 완화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지원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일부 존재했던 경기순응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경기 역행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정책금융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지원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

기순응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경기에 순응하여 무분별하게 대출 지원을

하던 행태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및 건전성 관리와 실질적인 대출심사

를 통한 중소기업대출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들의 강화된 심사 절차에 따른 소극적인 대출 지원이라는 결과로 이

어질 우려가 있어 이러한 부분은 정책금융 지원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더불어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금

융 집행 시 대출지원금 총액에 대한 관리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과 같이 자금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순응성,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학 번 : 2020-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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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또 한번 최대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유럽, 미국 등지로 퍼져나

가며 전 세계의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 될 경우

이러한 세계적 경제 불황 현상 또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20

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우

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의 역성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선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

째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외환위기로 인해 -5.5%를 기록한 1998년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1-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p)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4월 6월 10월 4월 6월 10월 4월 6월 10월 4월 6월 10월

세계 -3.3 -5.2 -4.4 5.7 5.4 5.2 미국 -5.9 -8.0 -4.3 4.7 4.5 3.1

선진국 -6.1 -8.1 -5.8 4.5 4.8 3.9 유로존 -7.5 -10.2 -8.3 4.7 6.0 5.2

신흥

개도국
-1.2 -3.1 -3.3 6.5 5.8 6.0 일본 -5.2 -5.8 -5.3 3.0 2.4 2.3

한국 -1.2 -2.1 -1.9 3.4 3.0 2.9 중국 1.2 1.0 1.9 9.2 8.2 8.2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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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4.4%로 예상하고 있어 이는 대

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 보

다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

건성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악

화 및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유동성 부

족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한 만

큼 시의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다수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

업 부채의 대규모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

고서, 2020년 6월).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지

원, 금리 인하, 이자 상환 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책을 국책은행은 물론 시

중은행에까지 요구하고 있다. 경제 위기시 마다 거론되어 온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 은행’이 또 한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알려진 금융의 경기

순응성 때문이다. 경기순응성이란 경기 상승기에는 은행의 자산, 대출,

예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반해 경기 하강기

에는 은행의 자산, 대출, 예금이 경기 하강 속도 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

는 현상으로 이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발생시켜 경기침체의 심화

와 경기 회복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liss and Kaufman, 2002). 이

러한 금융사들의 경기순응적인 태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원인으

로 지목되며 많은 지탄을 받았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

께 개선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기

시 금융시장의 일부에서 발생 된 부정적 효과가 다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또 다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경기순응성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 결과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전성을 위협하여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윤석현·

신지영·강경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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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직면하게 된 경제위기 상

황에서,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에 있

어서의 경기순응성의 변화 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은행 형태별(시중은행

/지방은행/특수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정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경기순응성 변화에

있어 각 은행 형태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경기순응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기업대

출의 경기 순응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해 봄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의 경기

순응성의 특징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

되는 경기순응성의 완화 방안과 새로운 경제 위기 시 은행형태별 국내

은행의 역할 및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

보는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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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업대출을 지원하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 및 대기업대출변화율을 측정하여 금융위기 이

후 은행형태별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의 변화를 실

증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기업대출을 지원하는 14개 국내은행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은

행 형태를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표 1-2] 은행명 및 형태

※ 한국은행분류 국내 금융기관
* 기업대출에 대한 연구 특성상 특수은행 중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
은행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연구 기간은 연구데이터 확보 가능 연도인 2003년부터 2019년을 대상

으로 하며, 금융위기 이전(2003년~2009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년~2019

년)로 연구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다. 분석에 필요한 거시경제변수에 관

한 자료는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서 발췌하며, 은행별 기업대출 관련 수

치 및 경영지표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통계 자료와 한국

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패널자료

를 활용한다. 연구방법은 패널분석 중 Pooled OLS 및 고정효과, 확률효

과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 순응성에 미치는 금

융위기와 은행형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은행형태 은행수 은행명

시중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6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2개* 기업은행,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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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금융위기와 영향

1.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2008년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선진국으로부터 시

작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글

로벌 금융위기의 1차적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초반, 불황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저금리 정

책이 펼쳐졌고, 추후 경기회복기에 들어서도 계속된 과도한 유동성에 따

라 주택투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대출심사의 약화에 따른 역선택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rd)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

게 된다.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지 연체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모기지 대출회사의 부실로 이어졌다. 2007년 이후 New

Century Financial의 파산신청을 시작으로 미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줄

지어 몰락하게 되고, 이러한 개별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심각한 전염효과

를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Lehman Brothers의 파산은 본격적인 글로벌 금

융위기의 신호탄이 된다. MBS(주택저당증권)나 CDO(부채담보부증권)

등 미국 모기지 채권과 관련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위험에 처함에 따라

신흥국가에 투자되었던 자본을 회수하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급속히 전 세계적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1)

1) 최경욱·전봉걸(2011)「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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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의 영향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하향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실질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3.4%)에

크게 못 미치는 2%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5년에는 잠재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 한 바 있다. 소비자 물가 역시도 한국은행의 목표물가인 3%

수준에 크게 모자란 1%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이에 2016년

한국은행은 목표물가를 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이승석, 2018).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은행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은행

들의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개인 및 기업

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었다.

급속한 경기위축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 여신의 거래상대방의 위

험이 가중됨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회피로 해석해 볼 수 있다.2)

은행대출 감축의 또다른 원인은 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의 악화와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인한 은행의 BIS자기비율의 하락

에서 기인한다. 국내 은행들의 BIS자기자본 비율은 2007년말 12.31%에

서 2008년 9월 말 10.86%까지 하락하였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바

로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소

기업대출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2008년 1월~8월)의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월평균 5.5조원 증

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직후(2008년 9월~12월)에는 월평균 2.2

조원 증가에 그친 바 있다.3)

2)「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서울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 p.34
3)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 효과 분

석」, 중소기업연구원,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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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추이

[그림 2-2] 주요국의 2009~2010년 성장률

※ 출처:「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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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금융의 경기순응성

1. 경기순응성의 정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란 대출의 증가량 및 증가 속도가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은행들은 경기상승(하

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순응성은 경기상승

(하강)기에 신용의 과잉 팽창(축소),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소(과대) 평가,

자산가격 급등(급락)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확장(위축)시킴으로써 시스

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기순응성은 실물경기의 변

동성을 확대 시켜 그 자체로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4) 호황기 동안 지나치게 확대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침체기에 부실자산으로 전환되어 시스템 위험을 키

울 수 있기 때문이다(김자봉·이동걸, 2009).

2. 금융의 경기순응성이 갖는 문제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은행들의 대출행태를 빗대어

“날씨가 맑을 때는 억지로 우산을 쥐어주고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

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다. 특히 은행 대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은행들의 경기순응적 대출 취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서지용, 2011). 경기상승기에는 유동성이 증가되는 반면 경기

하강기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이러한 경기

순응성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의 경우 이러한 경기 순응성에 크게 노출되어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

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 예상되는 본격적 경기 하강기에는 심각한

경영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태규, 2018).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주목하고 이를 완

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

4) 한국은행 금융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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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해 국제적 비교 연구를 실시한 한국은행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이 미국보다 더

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5) 국내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 및 완화방

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3] 한국과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실질 GDP변동률

※ 출처: 한국은행

5) 부상돈·이병록(2012), 금융의 경기순응성 측정 및 국제비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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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1. 은행 형태별 특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

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각각 2016년, 2017년에 은행업을 인가받

아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포함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다.6)

[표 2-1] 금융기관(은행)

2018년 2월말 기준

※ 한국은행분류 국내 금융기관

* 인터넷전문은행 2개 사(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포함

6)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구분 기관수 비고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8*

지방은행 6

외은지점 38 점포 수 47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은행 1

농협은행 1

수협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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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으로 나누어진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에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

한은행, KEB하나은행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있으며 지

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들의 금융활동을 지원하

는 지방은행에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

주은행이 있다. 지방은행은 전국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과는 달리 정해

진 지역 내에서만 영업점의 개설 및 영업이 가능하며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지방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특화가 가능하고 지역가계 현

황 및 경제 현황분석을 토대로 지역특화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화 긴축시에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자금 순환기능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역 내 중소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1/10정도의 자산규모(은행계정+신탁계정)를

보유하고 있으며 IT시스템 투자 및 교차판매를 위한 지주회사 구축에

한계점이 있으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시중은행 못지않은 수익성, 건

전성, 자본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홍종의, 2013).

한편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각 중소기업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한 국책은행이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국책

은행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목적이 희석됨에 따라 일반은행으로 민영

화 되었다. 국책은행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소유자인 정부의 정치적, 행정

적, 재정적 지배를 받게 된다. 이에 실제로 국가가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

하게 되면 국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위한 책무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책은행은 각기 부여된 특수한 설립목적을 수

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업무계획과 그 결과물에 대한 정부의 승

인 및 감사과정을 거치게 된다(안형준, 2011).

7)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015년 KEB하나은행으로 합병 공고됨.



- 12 -

2. 중소기업대출과 대기업대출의 비교

은행의 기업대출은 크게 중소기업대출과 대기업대출로 나누어진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갖고 있는 태생적 차이는 은행의 기업

대출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경훈·김명규·김석용(20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은 대

기업대출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담보 여력이 취약하며, 거래비

용이 높아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한다.

은행입장에서 살펴보면 대출 건수당 거래비용이 대출 규모와 관계없

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출 심사, 관리, 회수 등에 들이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사실

이다.

또한 실적 공시자료의 부재나 잘못된 회계원칙 적용 등으로 차주와

은행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

은 규모의 영세성과 시장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중소

기업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금융사가 요구하는 물적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금융사와의 거래형 금융관계 형성에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신용상, 2006).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의 규모가 상

대적으로 작지만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이

는데 있어서는 대기업과 대등하다 할 수 있다. 여러나라들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금융정책 및 중소기업지원제도

를 실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이건희·정상진, 2014).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은행으로 하여금 경기침체기에 대출 지원을 기피

하게 하거나 대출 회수를 통해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결과를 낳게 된

다. 소위 경기 상황에 연동하여 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기순응성이 중소

기업 대출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저

해하는 원인이 된다(서지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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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대출금액 현황이다. 이

를 통해 전체 기업대출금액에서 중소기업대출과 대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4] 대출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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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연구

Ayuso et al.(2004)은 1986년~2000년 스페인의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완충자본(capital buffer)8)과 경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그의 논문에서

GDP성장률과 완충자본의 변화사이에 부(-)의 관계가 나타남을 입증한

바 있다. 완충 자본은 대출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시에 감소하므로

동 결과는 스페인 은행의 경우 경기상승 국면에서 대출이 증가하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대출이 감소하는 경기순응적인 대출행태가 나타났음을 의

미한다.

Jokipii and Milne(2008)은 1997년~2004년 EU(유럽연합) 15개 국가들

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완충자본과 경기와의 관련성을 입증

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모가 큰 은행에서 이러한 경기와 완충

자본사이의 부(-)의 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대규모 유럽계

은행들에게서 경기순응적인 대출행태를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상(2006)은 1999년~2004년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대출 증가율과

실질 GDP 및 내수 증가율간의 시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통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입증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기순응성은 대형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서지용(2011)은 2002년~2009년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경기변화와

은행의 대출행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그의 연구에서 국내 은행들

의 기업대출부문에서의 경기움직임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정형권(2009)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과 거시건전성에 대한 연

구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전후 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되었는지

8) 위기 상황에서도 최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자본적립기준 : 금융감독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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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GDP성장률과 원화기업대출의 유의성

을 확인하였고,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유의성이 뚜렷이 큰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민준·이정환(2019)은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의 결정요인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 결정요인의 차

별성에 따른 경기순응성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대출

은 은행의 전체 신용위험을 상승시켜 경기순응적 신용정책가설을 지지하

는 반면 대기업대출은 전체 신용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중소기업대출과 대기

업대출 부분에서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2. 은행형태와 경기순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Micco and Panizza(2006)는 1995~2002년 사이 Bankscope에서 제공하

는 6,628개 은행을 소유형태별로 구분하여 경기와의 관련성을 실증분석

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상업은행 및 외국계 은행들에 비

해 정부가 소유한 국책은행에서 경기순응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당 논문은 국책은행들이 정책금융기

관으로서의 정책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

고, 은행의 소유형태와 경기순응성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논

하고 있다.

황치열(2015)은 2009년~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그의 연구에서 은행의 형태별로 경기순응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더불어

경기순응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책은행에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성

과에 가장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지용은 과거 본인의 연구에서 국책은행의 대출행태는 경기 움

직임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의 대출행태는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입증한 반면(2011), 보다 최근 연

구인 2008년~2015년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해소를 위한 금융규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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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다른 그의 논문에서는 소유형태에 따라 중소

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차별적이지 않음(2017)을 확인하기도 했다.

남우진(2013)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주도 긴급자금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중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

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

편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확대, 보증한도 증가,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적극적 중소기업금융지원 행태를 보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건희·정상진(2014)은 중소기업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개에 대

한 회귀분석을 다룬 연구에서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의 규모와 비

율에서 단독은행 중 가장 높으며 이는 정부의 소유구조하에서 정책적 공

조가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금융위기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대출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은 동 은행이 중소기업지원

이라는 사명의식, 정부의 위기관리에 호응, 그리고 노하우가 강하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Ki Beom Binh(2017) 역시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의 역할과 경

쟁력에 대한 논문에서 중소기업은행은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2003년

카드사태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대출

을 확장한 정책금융기관임을 언급하며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논하고 있

다.

한편 김영철·강승구(2003)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시스템 관련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중소기업대출이 감소하

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1998년 이후 지방은행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

과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지방은행이 존재하는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시중은행

과 지방 은행간의 중소기업금융 지원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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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연구의 한계

앞서 살펴본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실제 국내외 은행 산업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은행들의 경기순응적 태도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

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한편 금융위기 직후 더욱 심화 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선행 연구들은 은행대출에 있어서의 경기순응적

태도가 특히 중소기업대출 지원 분야에서 두드러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경기순응성은 은행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기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경기순응

성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데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경기순응성의 심화

또는 완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드문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경기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비교분석을 연구주제로 삼고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및 은행형태별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변화율의 정도를 측정해봄으로써 국내은

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

로운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함께 실시하여 중소기업대출지원 부문

의 특수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국면에 놓인 현 상황에서 금

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

여 새로운 경제 위기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

책제언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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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분야에 있어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에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의 변화를 측정하

고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 이전/이후 및 은행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

로써 최종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은행 형태별 중소기업대출 경기순응성

정도 및 변화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금융

의 경기순응성이 대기업대출 부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

한 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부분 경기순응성의 특수성을

연구해본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조절변수

금융위기 이전/이후

은행형태별 국내은행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기변수

(GDP성장률)

중소기업대출변화율

대기업대출변화율

통제변수

고정이하여신비율

자산규모

BIS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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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경기 순응성은 신용 공여가 경기 활황기에는

확대되고, 침체기에는 반대로 축소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동시에 금융부

문이 실물경기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은행 대출의 경우

이러한 경기순응성은 일정부분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경기순응성의

존재 그 자체 보다는 크기에 대한 측정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일

정 수준의 경기 순응성은 정상적인 조정과정으로 인식되나 과도한 경기

순응성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Craig et

al.,2006).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원인을 분석

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 요인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은행

대출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기순응성의 확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국

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부문에서의 경기순응성의 확대여부와 은행형태별

차이점에 대해 실증분석해 보려 한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경기순응성의 비교

둘째. 은행형태별(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중소기업대출

경기순응성의 비교

셋째. 금융위기 이후 은행형태별(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중소기업대출 경기순응성의 비교

KDB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증감액기준)는 2007년 79.3조원에서 2008년

78.3조원, 2009년 14.5조원, 2010년 10.9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은 경기 순응성이 특히 높아 경기 하강국면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크게 축소하여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에 미흡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경기순응성은 취약 중소기업 및

경기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로 먼저 나타나고 있어 금융

위기 직후인 2008년 중 총 기업대출 규모는 2007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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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28% 급감한 바 있음을

밝힌 바 있다.9)

한편 은행의 소유구조에 따른 대출행태의 차이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

을 살펴보면 민간은행과 정부소유 은행, 그리고 지방은행과 일반은행, 외

국계은행과 국내계은행 등 은행의 형태에 따라 대출행태 및 경기순응성

에서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정성창·전선애,2014 외).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가설 2)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가설 3) 금융위기 이후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가설 4) 금융위기 이후 특수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약화되었을 것이다.

 

9) 이시은(2020)「코로나19에 따른 기업대출시장 동향 및 전망, KDB 미래전

략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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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의 행태를 경기순응

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연구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은행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대출총량자료(aggregated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경기 변동에 따른 은행별 대출의 변동을 구분하

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은행별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보

완하려 한다(신용상,2006 참조).

상기 언급한 4개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전년대

비 금년도 중소기업대출의 증가(감소)율을 나타내는 중소기업대출변화율

로 선정하며, 대기업대출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함께 활용함으로써 중소기

업대출부문과 비교해 본다. 각각의 대출변화율은 금융감독원의 은행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2. 독립변수

경기 변동에 따른 은행기업대출의 변화율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는 독립변수로서의 경기변수에 대한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

기변수에 대한 조작적정의를 위해 경기와 은행의 대출행태를 연구한 선

행연구들을 참조하여(서지용,2001. 이태규, 2018. 이건희·정상진, 2014. 정

성창·전선애,2014 등) 경제성장률(GDP성장률)10)을 경기에 대한 대리변수

로 설정하여 경기순응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의 모든 경

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한 국

10)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

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e-나라지표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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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특히 실질 GDP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하도록 만든 지표로

서 서로 다른 기간의 생산량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GDP의 증

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의 경기상황과 성장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 경제성장률(GDP성장률)

3. 조절변수

본 연구는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금융위기 전후 및 은행형태별 경기순응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두 가지 변수를 조절 별수로 사용한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성이 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

위기 이전(2003년~2009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년~2019년)를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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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한다.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2009년에 들어

서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급속히 위축됨

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인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신용경색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실물경제의

위축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IMF는 2008년 10월에 2009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0.7%p(3.7% → 3.0%) 낮춘 데 이어, 2009년 4월

까지 무려 4차례나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1.3%로 낮추었다. 우리나

라도 2008년 4/4분기 전기대비 ˗5.1% 성장하는 등 경기가 위축되었으며,

정부는 당초 4% 내외로 전망했던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수준으

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11)

이처럼 당시 금융위기는 2008년을 시작으로 그 영향이 2009년까지 미

쳤던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된 2003

년~2009년 시기를 금융위기 이전으로 분류하고,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

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2010년 이후 기간을 금융위기 이후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 비교에 있어 은행형태

별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국내은행을 크게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KEG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

북. 제주은행),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3개의 유형으로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시중은행 중 인터넷 은행 2개사와 특수

은행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차별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대출에 대한 본 연구의 특성상 연

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018년 2월 한국은행에서 분류한 국내 금융

기관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편찬위원회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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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금융기관의 분류

※ 2018년. 한국은행 분류 국내 금융기관

은행

일반은행

(은행법)

시중은행

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

SC제일은행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함

지방은행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금융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

외은지점
외자도입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위해 허가

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특수은행

(개별특수은행법)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국민경제의 특별한 부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개별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

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적용

-자금조달방법 : 예금수입+정부차입+장기채권발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

호금융),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재보험회사, 보

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기타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비은행지주),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할부 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

사). 증권금융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보조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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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대출분야의 각 은행형태별 경기순응성에 대한

순수 상관관계의 측정을 위해 경기 외에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앞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신용상 2006, 서지용 2011, 이

태규 2018 등) 고정이하여신비율(NPL)12), 자산규모, BIS자기자본비율13)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표 3-2] 변수별 측정방법

12) Non Performing Loan(NPL)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 금융감독원 용어사전
13)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

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기준 : 한경경제용어사전

www. hankyung.com

구분 변수명 변수 산식

독립변수 GDP성장률 - 한국은행고시기준

종속변수

중소기업대출 변화율
- {(금기중소기업대출금액 – 전기중소기업대출금  

  액)/전기중소기업대출금액} x 100

대기업대출 변화율
- {(금기대기업대출금액 – 전기대기업대출금액)/

전기대기업대출금액} x 100

조절변수

은행형태 변수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특수은행 

금융위기 더미변수
- 금융위기 이전 0 (2003-2009년)

- 금융위기 이후 1 (2010-2019년)

통제변수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x 100

총자산 - 로그값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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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실

증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기존의 선

행학술 논문과, 금융 관련 한국은행 및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등

을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연구모형을 설정하는데 참고하였

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각종 거시경제 변수 및 각 은행들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의 은행경영통계 자료와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의 각 은행별 경영공시자료,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통

계시스템(ecos.bok.or.kr)과 e-나라지표(www.index.go.kr) 등의 재무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이때 분석기간(2003~2019년) 중 합병 및 폐업한 신한

은행과 조흥은행,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합병 및 폐업 전후의 은행을

모두 각기 다른 은행으로 취급하여 총 253개 관측치의 패널자료를 본 연

구에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통합된 패

널자료로 Pooled OLS기법 및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GDP성장률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순응성 여부를 측정하며, 이때 고정이하여신비

율(NPL), 총자산, BIS자기자본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은행형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와 금융위기 이전/이후 변수는 더미변수

로 하여 조절변수로서의 효과를 측정하였고 분석도구는 통계 패키지인

STATA 13.0을 활용하였다.



- 27 -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중소기업대출변화율과 대기업대출변화율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p)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은 평균값이 6.741%,

표준편차 11.407%, 최솟값 –85.265%, 최댓값 38.372%로 변화율에 있어

매우 넓은 범위(123.637%)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대출변화율과의 비교연구를 위해 선정한 종속변수인 대기업

대출변화율은 평균값이 15.915%, 표준편차 48.301%, 최솟값–80.395%,

최댓값 468.328%로 중소기업대출변화율과 비교할 때 표준편차 및 변화

율에 있어 더 큰 범위(548.723%)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중소기업대출변화율 6.741 11.407 -85.265 38.372

대기업대출변화율 15.915 48.301 -80.395 4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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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p)

[그림 4-1] 독립변수(GDP성장률)의 변화 추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경기변수로서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GDP성장률을 활용하고 있으며 평균값은 3.565%, 표준편차 1.449%, 최솟

값 0.8%, 최댓값은 6.8%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변수를 살펴보면 금융위

기 직후인 2009년의 GDP성장률이 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해인 2010년의 GDP성장률이 6.8%로 최댓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GDP성장률 3.565 1.449 0.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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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과 자산규모(로그값), BIS자기자

본비율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p, 억원)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평균값 1.307%, 표준편차 0.716%, 최솟값 0.36%, 최댓값 5.68%를 나타내

고 있다. 최솟값은 지방은행(제주은행, 2008)에서, 최댓값은 특수은행(산

업은행, 2015)에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산규모의 경우 각 은행들의 자산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단위 수가 큰 만큼 정규성 및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로그값

을 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는데, 평균값은 13.319억원, 표준편차는

1.325%, 최솟값은 9.797억원, 최댓값은 15.328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최솟

값은 지방은행(제주은행, 2003)에서, 최댓값은 시중은행(신한은행, 2019)

에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시계열에 따라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평균값 13.761%, 표준편차 2.039%, 최솟값 8.87%,

최댓값 19.56%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최솟값(조흥은행, 2003)과 최댓값

(한국씨티은행, 2019)은 모두 시중은행 통계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고정이하여신비율

(NPL)
1.307 0.716 0.36 5.68

 자산규모(로그값) 13.319 1.325 9.797 15.328

 BIS자기자본비율 13.761 2.039 8.8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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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 경기변동이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연구기간(2003년~2019년)동안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부분의 경기순응성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증을 선행하고자

GDP성장률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분산성검정 및 Hausman test를 통해 고

정효과모형14)을 적용하였다.

[표 4-4] GDP성장률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GDP성장률(Coef.=1.242, p<.01)은 1%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한 바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한편, 동일 연구기간동안 GDP성장률의 변화가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은행형태별로 구분된 패널자료의 특성상 패널 그룹의 특성을 확률변수로

인식하지 않고 고정된 상수값으로 인식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함.

중소기업대출변화율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1.242*** 0.465 2.67
BIS자기자본비율 -1.37*** 0.422 -3.25

자산규모(ln) 0.33 0.93 0.36
고정이하여신비율 -6.444*** 1.119 -5.76

상수 24.525* 12.984 1.89
R² within 0.236

  R² between 0.102
 R² Overall 0.104

Chi² 51.729
Prob > chi² 0.000

N 236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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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의 조절효과

가설1에 대한 검증을 위해 GDP성장률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금융위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4-5] 금융위기의 조절효과(중소기업대출)

상기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3.9%(R²=0.139)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6.16, P<0.01). 분석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도 GDP성장률(Coef.=2.314, P<0.01)은 중소기업대

출변화율에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경우 GDP성장률 * 금융위기이후 상호작용변수

(Coef.=-2.516, P<0.01) 는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DP성장률이 중소기업대출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금융위기 이후 여부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음(-)의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대출변화율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2.314*** 0.811 2.85

금융위기이후 6.193* 3.361 1.84

GDP성장률*금융위기
이후 -2.516*** 0.937 -2.69

BIS자기자본비율 -0.462 0.731 -0.63

자산규모(ln) -0.013 0.428 -0.03

고정이하여신비율 -3.107 2.224 -1.4

 상수 10.192 11.479 0.89

 R² 0.139

Adj.R² 0.1165

F(sig.) 6.16***

N 236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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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과 중소기업대출변화율간의 관계에서 금융위기 이후 여

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4-2] 금융위기 조절효과 그래프(중소기업대출)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성장률의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대출변화율 역시 양(+)의 방향으로 변하는 경기순응적 행태가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 GDP성장률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서

는 경기역행적 행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변화율과는 대조적으로 GDP성

장률 * 금융위기 이후 상호작용 변수(Coef.=9.816, P<0.05)가 5%수준에

서 대기업대출변화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

내은행의 대기업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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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형태의 조절효과

금융위기 이후 각 은행형태별 경기순응성에 대한 분석에 앞서 전체 연

구기간(2003년~2019)동안 국내은행 기업대출부문 경기순응성에 있어 은

행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

해 GDP성장률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 및 대기업대출변화율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은행형태의 조절효과 유무를 측정하였다. 본 패널자료

의 회귀분석을 위해 개체특성 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고 표본

이 증가하더라도 고정효과모형처럼 자유도를 잃지 않고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확률효과

모형(ram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은행형태의 조절효과(중소기업대출)

중소대출변화율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1.576** 0.67 2.35

은행형태
지방은행 9.821** 4.4 2.23

특수은행 15.913*** 5.91 2.69

GDP성장률
*은행형태

지방은행 0.339 0.91 0.37

특수은행 -1.079 1.37 -0.79

BIS자기자본비율 -1.231*** 0.406 -3.03

자산규모(ln) 2.595** 1.153 2.25

 고정이하여신비율 -6.838*** 1.132 -6.04

상수 -14.093 16.786 -0.84

R² within 0.236

  R² between 0.331

 R² Overall 0.257

Chi² 73.478

Prob > chi² 0.000

N 236
*** p<.01, ** p<.05, * p<.1

은행형태 기준값: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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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은행형태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은행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

형태의 은행(시중은행)을 기준값으로 하여 그 외 은행(지방은행, 특수은

행)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은

행형태는 GDP성장률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전 이후로 기간을 나누지 않

은 전체 연구기간(2003~2019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GDP성장률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의 증감에 있어 은행형태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가로 실시한 대기업대출변화율에 있어서도 은행형태는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금융위기 * 은행형태의 조절효과

가설2, 가설3, 가설4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위에서 살펴본 패널회귀분석

에 GDP성장률*금융위기*은행형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중소기업대출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 은행형태별로 금융위기 이

후 경기순응성(GDP성장률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의 증감)의 변화와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으로 변수의 특성에 대한 고려 및

Hausman검증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때 은행형태별 금

융위기이후의 경기순응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전 각각의

은행형태를 기준값으로 하는 3가지 연구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

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심화 또는 완화되었는지와 함께 그 정도의 차이

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 통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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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금융위기*은행형태의 조절효과(중소기업대출)

중소대출변화율
연구모형1(금융위기이전 시중은행기준) 연구모형2(금융위기이전 지방은행 기준) 연구모형3(금융위기이전 특수은행 기준)

Coef. St.Err.  t-value Coef. St.Err. t-value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2.796*** 0.806 3.47 3.073*** 0.826 3.72 1.428 1.243 1.15

은행
형태

시중은행 -13.548*** 4.728 -2.87 -17.523*** 5.910 -2.96
지방은행 13.548*** 4.728 2.87 -3.975 6.715 -0.59
특수은행 17.523*** 5.91 2.96 3.975 6.715 0.59

금융위기이후 2.056 3.474 0.59 2.056 3.474 0.59 2.056 3.474 0.59
GDP성장률

*금융위기이후 -2.112** 0.968 -2.18 -1.968** 0.978 -2.01 -2.832** 1.236 -2.29

GDP
성장률
*금융   
위기
 이후
*은행   
형태

금융위기이전 
시중은행 -0.277 0.897 -0.31 1.368 1.391 0.98

금융위기이후 
시중은행 -2.112** 0.968 -2.18 -0.421 1.050 -0.40 2.088 1.521 1.37

금융위기이전
지방은행 0.277 0.897 0.31 1.645 1.382 1.19

금융위기이후
지방은행 0.421 1.050 0.40 -1.968** 0.978 -2.01 2.509 1.549 1.62

금융위기이전
특수은행 -1.368 1.391 -0.98 -1.645 1.382 -1.19

금융위기이후
특수은행 -2.088 1.521 -1.37 -2.509 1.549 -1.62 -2.832** 1.236 -2.29

BIS자기자본비율 -0.138 0.554 -0.25 -0.138 0.554 -0.25 -0.138 0.554 -0.25
자산규모(ln) 3.906*** 1.278 3.06 3.906*** 1.278 3.06 3.906*** 1.278 3.06

 고정이하여신비율 -5.258*** 1.2 -4.38 -5.258*** 1.200 -4.38 -5.258*** 1.200 -4.38
상수 -51.587** 20.61 -2.50 -38.039** 18.098 -2.10 -34.063 21.348 -1.60

R² within 0.273
  R² between 0.427
 R² Overall 0.311

Chi² 90.906
Prob > chi² 0.000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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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금융위기*은행형태 조절효과 그래프(중소기업대출)

가설2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1에서 GDP성장률 * 금융

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수(Coef.=-2.112, P<0.05) 는 중소기업

대출변화율에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시중은행의 경우 GDP성장률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

치는 영향인 경기순응성이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래프 분석결과 GDP성장률이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울기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 선명하게 드러났던 경기순응성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설3에 대한 연구모형2를 살펴보면 GDP성장률 * 금융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수(Coef.=-1.968, P<0.05)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 역시 금융위기 이후 GDP성장률의 변

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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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GDP성장률의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

의 증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이 금융위기

이후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4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3 역시 GDP성장률 * 금

융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수(Coef.=-2.832, P<0.05)가 중소기업

대출변화율에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고 있다.

즉 특수은행 역시 앞서 살펴본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기를 기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수은행의 경우 그래프를 통해 경기역행의 현상이 보다 뚜렷이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8]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 설 결 과

가설1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기각

가설2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기각

가설3
금융위기 이후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을 것이다
기각

가설4
금융위기 이후 특수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약화되었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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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일한 연구모형을 GDP성장률에 따른 대기업대출변화율의 증

감에 대한 실증분석에 적용해 본 결과, 연구모형1에서 GDP성장률 * 금

융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수(Coef.=10.792, P<0.05)는 대기업대

출변화율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의 대기업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이 심

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

경기 역행의 행태를 나타내던 모습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순응의 행태

로 변모 하였음을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형2에서는 GDP성장률 * 금융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

수(Coef.=11.310, P<0.05) 대기업대출변화율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전까지 경기 역행의 행태를 나타내던 모습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특수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모형 3에서는 GDP성장률 *

금융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수가 대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기

순응성의 변화에 대해 유의한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세가지 형태의 국내은행 모두 중소

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약화된 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기

업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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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지원에 있어서의 경기순응성의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

서 은행 형태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GDP성장률의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대출변화율의 증가 여부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은행형태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해 보았는

데 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지원

에 있어 경기순응적 형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GDP성장률

의 변화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체 연구기간(2003

년~2019년)에 걸쳐 14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15) 그 결과

GDP성장률의 증가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중소기업대출부문에 있

어 경기순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연구 모형을 대기업

대출 부문에 적용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어 이는 경기순응

적 행태가 중소기업대출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임을 나타

내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지원에 있어서의 경기

순응성의 변화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이전, 이후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GDP성장률이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15) 연구기간 동안 폐업 및 합병된 은행이 있어 불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들 은행은 폐업 및 합병 전후 은행을 각기 다른 은행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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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체 연구기간에 걸쳐 14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금융위기* GDP성장률 상호작용변수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설정한 가설1과

는 상반되는 결과로 국내은행들의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

기순응성은 완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 뚜렷하

게 나타났던 경기순응적 행태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역행의

행태로 변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금

융권의 자생적 노력과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 및 바젤 III, 동태적대

손충당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동일 연구모형을 대기업대출에 적용해본 결과 중소기업대출변

화율과는 대조적으로 GDP성장률 * 금융위기 이후 상호작용 변수가 대

기업대출변화율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렇듯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대출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된 것은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심사과정이 보수적으로 변모하였거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회사채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은행대출금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앞서 확인한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에 있어 각 은행

형태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눈 은행행태 변수와 GDP성장률의 상호작용항은 중소기

업대출변화율과 대기업대출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들이 입증한 은행소유형태와 경기순

응성의 상관관계와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페인 은행 등 해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국내은행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와의 차별성 및 은행형태 구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파악된다. 국내은행의 경기순응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과 같이 소유구조를 중심

으로 한 형태의 구분을 적용한 반면 본 연구는 은행의 설립목적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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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을 세 가지 유형(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

행)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차별성이 존재함을 밝히는 바이

다.

넷째,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 변화

를 각 은행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각 은행형태별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총 3가지 연구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1은 금융위기 이전의 시중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시중은행

을 비교한 것으로, 연구 결과 금융위기 * 은행형태 * GDP성장률 상호작

용변수는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경기 순응적 행태는 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그래프 분석 결과 금

융위기 이전의 시중은행에서는 경기순응적 형태를 뚜렷이 찾아 볼 수 있

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에 있어서의 경기순응적 행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역시 당초 설정한 가설2와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수익성 및 건전성 추구 성향이 커 다른 경

기순응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금번 연구 결과 이

러한 시중은행의 경기순응적 성향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2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지방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지방

은행을 비교하였는데 연구모형1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 은행형태 *

GDP성장률 상호작용변수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

가지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이 완화되었

음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가설3 역시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래프를 통한

분석 결과,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그 정도는 완화되었으나 여

전히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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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지방은행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지역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업구조상 경기순응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구모형3은 금융위기 이전의 특수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특수은행

의 경기순응성을 비교한 것으로 앞서 연구모형들과 같이 금융위기 * 은

행형태 * GDP성장률 상호작용변수가 중소기업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4와 일치하는 결과로

특수은행 역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소기업대출지원에 있어서의 경기

순응적 성격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래프 분석 결과 특수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다소 존재했던 경기순응적 행태가 금융위

기 이후에는 경기역행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여타 은행과 달리 경기 하강기에 오히

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덧붙여 중소기업대출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구모형을 대기업대출

에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에서는 GDP성장률 * 금융위기이후 * 은행형태 상호작용변수가 대기업

대출변화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은행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완

화된 반면 대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심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대출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소

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 등과 같은 규제 및 제도들이 도입된 반면 대기업

대출분야에는 특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어 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움

직임의 결과라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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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금융권의 경기순응적 성격은 일정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

운 현상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과도한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바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중

심으로한 경기순응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

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부문의 경기순응성은 모든 유형의 은행에서 완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비

올 때 우산을 뺏고 화창할 때 우산을 내미는’ 경기순응적인 행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국내외 은행들에서 뚜렷이 나타났던 경기 순응적

대출 지원 양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

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내외 은

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건전성 관리와 같은 은행 자체적인 기초체력

강화를 꾀하여왔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지원에 있어서도 대출심사기법의

발달을 통해 과거와 같이 경기에 순응한 무분별한 대출 지원이 아닌 진

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한 대출 지원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경기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인 반면 보수적인 대출 심사로 인해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서 소외되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보신적 중소기업대출지원 양상이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

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단순히 정책자금 지원 금액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실제 자금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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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비교연구

를 통해 새로운 경제 위기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

어내는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우리 경제에 막대

한 영향을 미쳤고 전례 없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20년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연구 시점상의 한계로 인해 2019년까지의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및 금융권의 정책자금집행이 활

발했던 2020년의 데이터를 추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시 중소기업대출지원에 있어서의 은행 형태별 차별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융위기 이

후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부문 경기순응성 완화의 원인 및 대기업

대출 부문과의 차별성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금

번 연구에서 행하지 못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원인 분석 및 인터뷰

등을 활용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GDP성장률의 변화에 따른 각 은행별 연도말 대

출총액의 변화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세 가지 형태의 은행 모두에서 경기순응성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 지원이 실물경제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



- 45 -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지원금액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대출지

원의 세부 형태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대출 지원 대상 및 담보 여부, 금리, 대출 기간 등에 대한 추

가 연구를 통해 실제 실물경제 발전에 직접적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출 지원 형태에 대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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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4-1] GDP성장률의 변화가 대기업대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대출변화율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3.344 2.217 1.51

BIS자기자본비율 -3.311* 1.762 -1.88

자산규모(ln) -4.153* 2.453 -1.69

고정이하여신비율 0.041 4.809 0.01

상수 105.326*** 38.777 2.72

R² within 0.041

  R² between 0.315

 R² Overall 0.063

Chi² 15.489

Prob > chi² 0.004

N 236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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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금융위기의 조절효과(대기업대출)

[부록 4-3] 금융위기 조절효과 그래프(대기업대출)

대기업대출변화율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1.322 3.044 -0.43

금융위기이후 -28.482* 16.944 -1.68

GDP성장률*금융위기
이후 9.816** 4.369 2.25

BIS자기자본비율 -5.11** 2.155 -2.37

자산규모(ln) -3.83 2.439 -1.57

고정이하여신비율 -2.798 4.954 -0.56

 상수 143.892*** 42.667 3.37

R² within 0.064

  R² between 0.418

 R² Overall 0.085

Chi² 21.213

Prob > chi² 0.002

N 236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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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4] 은행형태의 조절효과(대기업대출)

대기업대출변화율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0.637 3.261 0.20

은행형태
지방은행 -23.656 19.226 -1.23

특수은행 10.354 27.023 0.38

GDP성장률
*은행형태

지방은행 6.798 4.442 1.53

특수은행 0.58 6.671 0.09

BIS자기자본비율 -3.203* 1.801 -1.78

자산규모(ln) -4.794 4.17 -1.15

 고정이하여신비율 -2.485 5.285 -0.47

상수 123.3* 64.845 1.90

R² within 0.052

  R² between 0.506

 R² Overall 0.079

Chi² 19.489

Prob > chi² 0.012

N 236
*** p<.01, ** p<.05, * p<.1

은행형태 기준값: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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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5] 금융위기*은행형태의 조절효과(대기업대출)

중소대출변화율
연구모형1(금융위기이전 시중은행기준) 연구모형2(금융위기이전 지방은행 기준) 연구모형3(금융위기이전 특수은행 기준)

Coef. St.Err.  t-value Coef. St.Err. t-value Coef. St.Err. t-value
GDP성장률 -4.970 3.933 -1.26 1.872 4.033 0.46 -2.186 6.179 -0.35

은행
형태

시중은행 29.271 20.211 1.45 -13.425 27.246 -0.49
지방은행 -29.271 20.211 -1.45 -42.670 29.202 -1.46
특수은행 13.426 27.246 0.49 42.697 29.202 1.46

금융위기이후 -27.613 17.183 -1.61 -27.612 17.182 -1.61 -27.613 17.183 -1.61
GDP성장률

*금융위기이후 10.792** 4.750 2.27 11.310** 4.813 2.35 5.999 6.152 0.98

GDP
성장률
*금융   
위기
 이후
*은행   
형태

금융위기이전 
시중은행 -6.842 4.464 -1.53 -2.784 6.881 -0.40

금융위기이후 
시중은행 10.792** 4.750 2.27 -7.361 5.252 -1.40 2.009 7.607 0.26

금융위기이전
지방은행 6.842 4.464 1.53 4.058 6.859 0.59

금융위기이후
지방은행 18.153*** 6.374 2.85 11.310** 4.813 2.35 9.370 7.744 1.21

금융위기이전
특수은행 2.784 6.882 0.4 -4.058 68.859 -0.59

금융위기이후
특수은행 8.783 8.462 1.04 -9.370 7.744 -1.21 5.999 6.152 0.98

BIS자기자본비율 -5.89** 2.348 -2.51 -5.89** 2.348 -2.51 -5.89** 2.348 -2.51
자산규모(ln) -5.767 4.326 -1.33 -5.767 4.326 -1.33 -5.767 4.326 -1.33

 고정이하여신비율 -5.121 5.553 -0.92 -5.121 5.553 -0.92 -5.121 5.553 -0.92
상수 193.817*** 74.535 2.60 164.546** 65.983 2.49 207.243*** 77.332 2.68

R² within 0.080
  R² between 0.626
 R² Overall 0.108

Chi² 26.918
Prob > chi² 0.008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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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6] 금융위기*은행형태 조절효과 그래프(대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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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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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yclicality in SME

lending of domestic bank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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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IMF in 1997, the credit card crisis in 2003,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Korea is facing another major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In unprecedented

pandemic situation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ontinues,

especially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Korea government urged domestic

banks to provide special funds from the first half of 2020 when was

the beginning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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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policy funds such as "special loans with ultra-low

interest rate for Covid-19 " were actively supported by guarantee

agencies and special banks, but in this process,

The procyclicality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hearafter SME)

lending emerged again under the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banks and special banks and insufficient funds compared to the actual

demand. The procyclicality of the bank's loan is cit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s it actively

supports loans during the boom and passive in lending during the

recession. In particular, the procyclicality of loan market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is known to be relatively more compliant

than large enterprise loan becaus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high credit risk.

So, in this study I wanted to analyze how domestic banks have

changed the procyclicality in the SME lending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eek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role in the new

economic crisis. Studies have shown clear procyclicality in the SME

lending of the domestic banks, as known in previous studies, which

is in contrast to loan for large enterprises. And in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howed that the

procyclicality of the SME lending in the domestic banks has

mitiga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I didn’t get a significant

result in a study to verif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procyclicaltiy by the type of bank, divided domestic banks into

commercial banks, local banks, and special banks. On the other hand,

studies that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the procyclicality of each

bank type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 in the procyclicality. In the case of

commercial banks, the procyclicality of the SME lend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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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eviden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was mitigated to a

small level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local banks also mitigated

compared to befor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pecial banks'

support for SME len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cyclicality that

existed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reverse after 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can know they actively carry out their role. .

According to this study, domestic banks' procyclicality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lo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has been

generally mitigat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lo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being

made through BIS equity ratio, soundness management and practical

loan screening comapred to the past when loans were provided

indiscriminately in conformity with the economy.

Meanwhile, these kinds of positive changes could lead to passive

lending assistance by banks in times of a sharp conomic crisis such

as Covid-19 reces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make up the problem

by the policy financing support.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conomy by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en carried out the policy financing support to get over the

financial crisis.

keywords : global financial crisis, procyclicality, domestic bank,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 lending.

Student Number : 2020-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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