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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와 지역 내 일반은행 간 연계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사례로이 지 은*

The linkage between SMEs and regional commercial bank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case of Jeonbuk province
Lee, Ji-Eun
요약 :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 지방 기업과 지역 일반은행이 갖는
연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북 지역의 중소업체는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수준이 낮으며 직접 금융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조달을 주로 지역 내 일반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와 은행 사이
에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 접촉 빈도 교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업체와 지방 은행과의 연계가 더 긴밀하고 지역 자금은 지방
은행과 업체와의 정보연계가 존재하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시，익산시， 검제시는 지역 자금의
공급규모와 대부 조건에 있어 최상위지역으로 남원시， 김제시는 차상위지역， 기타 군 지역은 하위지역으로 존재한다. 전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거래은행의 유형에 따라 은행과 업체 간의 정보교류를통한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자
금조달에 영향을받으며자금공급규모와조건은공간적으로지역 위계를형성하며 차등적으로이루어진다.따라서 전북지역
업체와 일반은행 간의 정보 교류와 연계는 업체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 중소 제조업체
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업체와은행간의긴밀한연계를통해자금의공급이보다안정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주요어 : 자금 조달， 중소 제조업체， 지역 내 일반은행， 정보 교류， 연계， 지역 위계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SMEs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mmercial banks in regional unit. Most manufacturing SMEs in Jeonbuk province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such as small business size and low level in technological standards. This phenomenon leads SMEs to depend
on loanable funds of commercial banks for supply of money since their business conditions are not wellqualified enough to

atσact

equity financing. Manufacturing SMEs in Jeonbuk are more closely connected with

local banks considering relation with nationwide banks in depth of information content, frequency of contact,
way of information interchange. A great

p따t

of loanable funds are concentrated on such places where fmns

have already built strong linkages with local banks. In addition ,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oanable funds are
differently distributed according to regional hierarchy. Jeonju, Iksan, and Gunsan could be categorized as the
most supervior region. Jeongeup, Namwon, and Ki mje occupy next order and the remaining regio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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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of various counties, takes inferior stand in Jeonbuk province. In conclusion, fund rasing functions of
manufacturing SMEs in Jeonbuk province depend on type of transacting banks , information interchange with
banks and linkages between chief1 y dealing banks. ’The quantity , scale and quality of funds supply are unequal
in regional perspective. Funds f1 0w also shows regional hierarchy. To continue the growth of regional
manufacturing SMEs in the future , supply of funds for regional firms should be more stable through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frrms and commercial banks of region.
Key Words: Fund Rasing , Manufacturing SMEs , Regional Commercial Banks , Information Interchange,
Linkages , Regional Hierarchy

1.

‘

구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신성일， 1992; 임경

서론

숙， 1995; 조순철， 1994) 기존의 연구들은 금융 부문
으로의 접근을 위해 본사 기능이 금융중심지로 집

1) 연구배경과목적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온 총량 위주

적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

의 성장 정책과 정부에 의한 인위적 자원 배분으로

지만 기업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금융 부문

인해 성장을 위한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은

의 특성과 불확실성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게다가 산업

해서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인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파 생산자 서

기관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

비스 기능은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 때

다. 지방 기업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존재하는 상

문에 지방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황에서는금융기관과기업 간에 구체적인 정보연계
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지방

지방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의자금조달문제를해결할수있다.

기업이 생산자서비스부문으로쉽게 접근할수있

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금융 부문으로의 물리적 접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기업과 금융기관 간

과 연계， 원활한 정보 교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에 형성되어 있는 연계를파악하여 이를토대로지

금융기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하여 기업에

방기업이 자금을보다쉽게조달하고지역간자금

대한 자본의 공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

인지를분석하였다.

그러나금융부문으로의 접근성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다음과같다.

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입지시키거나 본사의 기능

첫째，지방에 입지하고있는기업이 갖게 되는특

을 하는 지사를 서울에 설립하여 금융 부문으로의

성을 고찰하였다. 성장을 위한 자원이 서울에 집중

접근성을 높이파 한다. 이는 주로 기업 본사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기업이 처한 현실은 지방

입지는 기업 본사가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과 관

기업의 특정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기업의 특징은

련된 서비스 산업들의 입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

금융기관과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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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기관 간의 연계에 선행하여 지방기업의 특성을

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지역에 입지하고

분석하였다.

있는 업체 중에서 3337TI 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둘째，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

74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8월 31사

뉘어 지며 이들은 업무영역과 대출관행에 있어 차

이 에 1차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16일부

이가있다. 따라서 대출금의 규모， 금리， 상환 조건，

터 19일에 걸쳐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빈도 태도에서 업체와 은행

기간 중에 전화 조사와 fax조사를 병행하였다.

간 연계의 정도를파악하고은행의 종류에 따라 연

2003년 9월 25 일까지 총 76부를 회수할 수 있었으

계의 내용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며 회수 웅답률은 10.16% (748개 중 76개)였다.

셋째，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연계가

이들 중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심층면담 조사를

공간적으로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병행하였다. 자금의 공급자인 은행 측에 대해서는

하였다. 즉， 자금 배분량의 지역 차이가 기업과 금

심층 면담조사와 은행 내부자료 조사를 통해 지 역

융기관 사이의 연계특성과 관련되는지， 자금 배분

기업과의 관계와 대출조건 및 대출금의 지역 별 할

의 조건이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연계 특성과 관

당 내 역을 조사하였다. 은행의 심층 면담조사는 시

련되는지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연계는 지

중은행을 대표하는 K은행과 지방은행인 J은행을

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위계구조를 갖는지를 파

각각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악하였다.
본연구는전북지역의시 군을대상으로하였으

2.

며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를 분석함에 있어
자금 수요자의 종류를 중소 제조업체로 자금 공급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자의 종류는 일반은행 (commercial bank)으로 한

정하였다.

금융과 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
대 후반부터 지역 경제학， 국제 금융학， 경제학， 지

2) 연구방법

리학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경제학에서는 통화의

전북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금융거래 및 서비

공간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간 이자율 차11

스 이용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 및

기금의 지역 간혹은지역적 흐름2) ’지역적 신용의

지방 산업단지가 있는 고창， 군산， 김제， 익산， 전

이용 행태시에 대해 연구해왔다. 국제 금융학에서

주 과학 산업단지와 제 1, 2 단지， 완주 산업단지와

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리적 차원의 이슈가 제

정읍 1, 2, 3 단지에서 415개의 표본을， 기타 국가

기 되기 시작했고 il 경제학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및 지방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남원， 진

지리적 구조와 공간적 진화를 이론화하는데 있어

1) Faini , Galli and Giannini ,l993; Hutchinson and Mcki11op, 1990: Mcki110p and Hutchinson , 1991퉁이 여기 에 해당된다.
2) Carlino and Larg ,1989; Moore and Hill1982; Short and Nicholas ,1981 둥이 있다.
3) Alessandrini ,l992 ,1994 ,1996: Amos ,l992; Amos and Wingender ,1993; Bias ,l992; Chick ,1993; Bias ,1992; Chick ,1993; Greenwald ,
and Stiglitz , 1993: Zazzoro:1997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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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은

에서 금융의 흐름과지역 발달사이의 관련성을찾

행 업무와 신용 할당의 지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i)

아내려는노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타당한근거

또 다른 예로는 금융 센터들의 성장과 경쟁에 관

를 제시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련된연구가있다6)

가있다.

지리학 내에서는 경제적 경관을 형성하는데 있

금융행위의 지역적 차원에 대하여 지역 경제학

어 금융과 통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연구해왔으

자들은 화폐와 금융시장이 갖는 역할이 중립적이

며 David Harvey는 자본주의적 공간 경제의 위기

라고 생각하고 지역 간의 자본 이동은 완전하다고

경향과 불평등한 발달과정에 있어 통화와 금융이

전제해왔으며 지역 통화의 공급은 내생적이고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마르크스적 이론을

떠한 실물 부분의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통해 지적해왔다.(Haπey ，19B2 ， 19B5 ，19B9b)

여겼다. 그러나 Richardson(1973)은 그 동안 지 역

한편， 은행， 벤처 캐피털， 주식 시장， 연기금:) 등

분석에서금융의차원이제외되어온것은지역 간

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금융시장 둥의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전제하는 성장

공간적 조직과 이들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가 진

이론(Growth theory)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지 역

행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한 국제금융센터의 경

적 수준에서의 금융 연구는 지역이라는 소규모의

제적 정치적 사회적 동학 관계에 대해 세계의 통화

개방경제들로 구성된 세계적 금융현상을 이해하는

지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내고 이들을 단위화하

데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ichardson , 1973 , p14)

려는 시도도 있다. 금융집단이 기반하고 있는 지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문제를 다룬 문헌들은

역기관들의 문화와 관행을 구성해내고 단위화하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통화

는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H) 마지막으로 지역 금융

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영향을 파악하는 시도이고

의 흐름과 지 역발달의 연계를 찾아내는 연구들이

둘째는， 지 역 금융의 변수와 지 역금융시장 자체를

있으며 9) 지역기업과지역금융간의 연계를찾는다

다루는 연구들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문헌들은 다

는 점에서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든다.

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지역통화

승수에 관한 연구와 기금의 지역 간 흐름， 지역 금

금융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융시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금융의 문제를 바

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고찰은 지 역적 차원

지역금융시장을 다루는 연구들은 세부적으로

4) Budd and Whimster ,1992; Cohen ,1993; Eichengreen ,l990; Eichengreεn and Flandreau ,l996; Laulajainen ,1998; 0 ’Brien ,1992 둥
이그러하다.

5) Dow ,1987 ,1988,1990; Moore and Karaska and Hill ,19857} 있다.
6) Porteous ,1995
7)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Clark ， 1993b; Gentle ,1993; Green ,1993; Lee and Schmidt-Marwede ,1993 , Leyshon and
πlrift ,1989 ,1997; 1ρrd ， 1987; Martin and Minns, 1995; Mason and Harrison ,1991 and 1995 , 0 ’hUallachain ,1994; Tickell ,1994;
πlOffiSon ， 1989

8) Clark ,1997c; Corbridge , Martin and Thrift, 1994 , Hudson ,1996; Leyshon and Thrift,1997; McDowell ,1997; Roberts ,1994 and
1995; Sassen ,1991; πlrift ， 1994
9) Clark and Wri밍y;l997b; Courlet and Soulage ,1995; Schamp , Linge and Rogers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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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이자율의 차를다루는 연구와 지역의 신용

리lUl 이다. 이 중에서 가장보편적인설명은지역마

이용도를 다루는 연구로 구분된다. 두 가지 연구

다 위험과 비용이 다르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경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Henderson(1944)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에 미국

다. 지 역 간 이자율의 차를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

에서의 대출이자율의 지역 간차이는 위험요인 보

분 미국의 사례에 관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세 가

다는 비용요인 때문임을 밝혀내었다. 한편

지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접근법은 효율적

Edward(1 964)는 지역 이자율과 지역금융시장의

시장 접근법으로 Keleher(1 979 )의 연구가 이 에 해

집적 정도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중

당한다. Keleher는 미국의 대출시장에서 지역 간

소규모의 기업들에 대해 이러한 연관관계가발견

이자율의 차를 모델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미국의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Straszheim(197 1)은 개 인

지역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과 지역 간 이

혹은 중소 규모의 기업 수준에서 신용시장의 분리

자율의 차는 지역마다 금융자산에 대한 동질성이

가존재할가능성이 있다고하여 기업규모와신용

나 위험，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발생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언급을 하고 있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 한편， 이러한 요인 이외의 서로 다른 요인들의

두 번째 접근법은 이자율의 지역 차가 있을 때 지

결합으로 지역 간 이자율의 차를 설명하고 있는
문헌도있다 111

역 간 통화의 흐름의 민감도를 검정 하는 연구인
데 , Cebula 와 Zaharoff의 연구가 이 에 해당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 역 간 이자율

이들은 1950년 -1971 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지 역

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지 역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예금이 이자율의 차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에 의해 개인 혹은 중소규모 기업 수준에서 신용시

않았다는 것을 모델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언급된

& Zaharoff,1974)

마지막 접근법은 지 역

문헌들이 모두 미국에 대한 사례 연구이므로 이것

간 이자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

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영국과 북아일랜드，

인데 지 역간 이자율 차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들121도 기업 규모에 따라 대

마지막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

부에 적용되는 01 자율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간 이자율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다음의

있다.

(Cebula

5

가지로 정리된다. 금융기관의 수와 집중도， 이자율

다음으로는 지역의 신용이용도 (regional credit

의 상한선 등 시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 지역의 수

availabiliψ)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으며 이들은 공

요에 관련된 요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위험 요

통적으로 지역의 신용이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인， 거래비용의 지역 차， 중앙금융시장으로부터 거

분석하고 있다. Robeπs와 Fis바ind(1979)는 Lösch

10) 중앙금융시장으로부터의 거리는개별 행위자들이 이용할수 있는정보의 양과질에 영향을미친다.

11) 여기에는 위험， 거리， 수요 압박 요인을 이용하여 지역 저당 이자율의 차이를 설명한Schaff(1%6)의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해
Wigner(1%9)는 위험요인의 지역 간 차는 지역의 차별적 성장의 결과일 수 있으며 위험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하
다고주장하였다.
12) 미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Hutchionson&Mckillop (1 990) , Mckillop싫-Iutchionson (1 990); D’amico et al.. (1 99이

Faini et al(1993)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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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54 년에 발표한

‘이자율의

공간적

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이

Fluctuation’ 에 관한 연구에 고무받아 지 역 신용시

들 문헌들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

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요인의 확인을 시도하여 지

지역으로의 자본 이통이 적어지는지， 나아가서 비

역 신용시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세 가지 주된 요인

대칭적 정보가 금융자본과 지역신용의 배분에 있

을확인하였다.

어서 왜곡을 가져오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 러한 관

첫 번째는 지역 행위자들의 정보 접근성이다. 지

점은 신고전적 모텔에 비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

역 외부에서 지역 내부의 금융환경에 대한지식과

는 측면이 있다. 지리적 제약과 정보제약은 밀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며 정보의 비대칭을 통해 신용 시장의

러한비용이 지역 간효율적인 재정거래를저해한

분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지방의 자금이 특정

다면 그 결과는 신용시장에 있어서의 지역적 분리

지역으로 몰리는 점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로나타나게 된다. 정보비용은고립된지역일수록

된다. 신용시장에 있어서의 지역적 분리 때문에 대

높을 것이므로 가장 고립된 지역이 신용시장에서

부를 확대하는 은행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인 지

분리될가능성이높다.

방은행의 부(wealth) 의 수준은 지역 신용할당을

두 번째는 유동성， 만기， 위험도에 있어서 서로

설명하는 한 요소가 되므로 지방은행이 외부자 보

다른 금융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

다는 지방의 투자기회에 대해 정보우위를 가지고

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자산간의 비교를 어렵게 할

있으며 이들은 외부자 보다 낮은 비용으로 투자기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금융시장의 분리를 유발하게

회를 감시할 수 있어 지 역 투자자들은 지방은행 에

된다는점에주목한다.

보다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금융시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요인

이러한 분석방법을 따라 Samolik(1 994)는 미국

은유동성선호와 위험회피에 대한 정도의 차이와금

의 주단위에서 경제행위의 수행력과은행활동조

융자산에 대한 이자율민감도차이의 관계이다.

건 사이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실증모델을 개발

신용시장의 지역분리에 대해 보다 차별화된 접

하였는데 모텔을 통해 검정한 결과 정보비용의 존

근볍을 가진 연구로는13) 새 케인즈 학파μ) 의 신용

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신용 제약을 만들

할당이론 11) 을 지역적 차원에 연결시킨 연구들이

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적으

있다. 앞서 언급한 문헌들이 주로 신고전적 모델을

로 건전한 지역에서는 정보비용의 존재가 신용제

수정한 것들이라면 후자는 지역적 요소로 정보의

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즉， 낙후지역 일수록 정

13) Samolik , 1989 , 1991 , 1994: Greenwald et a1. 1993 , and Faini et a1. 1993둥이 있다
14) 새 케인즈학파는 실업， 신용 할당， 경기변동 풍의 현실적인 현상이 기존의 미시이론과 방법론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새 고전학파가 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인 가격을 가정하여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반면 새 케인즈학파는 불완전경
쟁시장과 수량조정， 가격 경직성을 내세워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운찬，경제학원론，P587)
15)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출시장의 특수성과 가격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은행 대출시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의 대출자인 은행은 균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다 적은 양의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
려 하는데 이를 신용 할당이라 한다.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Pμ이 이는 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가계
대출자들을 신용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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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용의 존재와 정보비대칭은 신용제약으로 작

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중은행의

용할 가능성이 높다.161

매력이다.

(Samolik,1991;1994)

이처럼 새 케인지언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신

반면에 지방은행은 그 지리적 구조로 인해， 지역

용할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

경제 내에서의 제도에 보다친숙하고지역적 관행

과 같다 지역금융기관이 더 이상 대부할 여력을

에 착근되어 있다. 이것은 시중은행으로서는 갖기

잃게 될 때는 외부지역의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의

힘든 장점이다. 지방은행들의 정보우위는 역사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대칭정보로 인해 신

으로발달되어온그지역 공동체만의 독특한경험，

용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외부 지 역공급자의 신

그 지역 사회， 문화적 환경에 친숙하고 밀착된 경

용제공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신용할당이론을

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 종사자에 의해 형성된

통해 지역금융시장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연구들

다. 이들에 의해 직접적이고 깊이있는 지방기업가

은 그 핵심적 요소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지적하

들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는데 특히， 중소규모 기업

고있다.

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지

한편， 신용시장의 지리적 분리에 관한 문헌들을

역에서는 지방은행과 지방기업가와의 관계를 통

탐구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대로 시중은행과 지방

해 형성된 깊이 있는 지식이 은행의 수익 창출에

은행의 각각의 특성은지리적 제약하에 정보비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lessandrini,1994)

칭의 문제에 깊이 관련이 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

앞서 언급한 문헌들은 금융일반에 관한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들이었다면， 금융행위

행의 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중은행 시스댐의 주된 장

가지역과관련되어 지역의 성장을가져오는메커

점은 은행 업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니즘에 대한 분석은 지리학내에서 금융중심지

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금

(fmancial center) 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 시도되었

융시장에서 고객 기업을유치 하는은행의 능력은

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의 본질을 지역적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달

차원에 연결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기능과

려있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

서비스의 집적을다루는데그치고있다. 이것은금

비스의 제공， 전문화된 기술과 오퍼 레이팅 구조는

융중심지에 대해 기존연구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

지방의 광역화되어있지 않은 은행시스댐으로는

를 통해 파악된다. 예를들어 Porteous(1995)는 다음

제공하기 힘든장점이 된다.또한지방은행에 비해

과 같이 금융 중심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금융 중심지란 금융 중심지로서 성격을 특정짓

16) Samolyk는 1983년에서 1990년 사이의 자료를 토대로 주의 소득 성장률과 지역 신용 조건 사이의 관계를 검정했는데 지역 신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변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금의 실제 성장률， 대출되지 않은 대부금의 비율， 도산 기업의 부채， 국내
대부금의 실질 성장률， 상업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비한 순 소득의 비율. 대출되지 않은 대부금의 비율이 높거나 낮은 주에 대해
앞에 열거된 조건들의 차이와 관계를 각각 검정하였다.
Samolyk은 은행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지역에 비해 은행대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지방은행
섹터의 상황이 주 단위에서의 실질 소득 성장률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Samolyk ,1994 , p259) 이러한
결론은신용시장의 지역적 분리가존재할 때 지방은행의 잠재적인 힘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미친다는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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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차의 금융기능과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지

인식하고 있다. (Krugman ， 1991a ， 1991b ， 1995) 이 러

역을말한다

한 관점 에서 Krugman(1991a ， 1991b ， 1995)은 금융

또한， Keπ(1965)는 금융 중심지간의 상대적 중

중심지의 형성과 진화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

요도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하고

념적 frame을 제공하였다. Krugman은 금융 중심지

있다. 첫째， 총 노동력 중 금융 분야에서 고용되고

를형성하는집중하는힘과분산하는힘사이의 상

있는 정도. 둘째， 도시 내에 있는 금융기관 본사의

호작용을 통해 금융 활동의 집적을 가져오는 메커

자산(asset) 의 규모. 셋째 현금화가 가능한 요구불

니즘을설명하는데 이를토대로지역간자금배분

예금의 비율. 넷째， 주식 교환에 대한 배당가치의

에 있어 특정 지 역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를 파악할

정도이다.

수 있다. Krugman에 의하변 경제적 행위의 공간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금의 공급자 측면만을 주

적 집적을 가져오는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번

목하고 있어 자금의 수요자측면이나 자금의 수요

째 힘은 노동 시장의 외부성 (extemality )이다. 금융

자와 공급자간 연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금융

기관들은 매우 숙련된 고급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중심지는 고차의 금융기능과 서비스가 단순히 집

때문에 노동력 Pool의 규모가 커짐 에 따라 필요 인

적하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

력의 적시 충원이 가능해지고 보다 양질의 노동력

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의해 평

을 공급 받게 된다. 한편 노동자들은 규모가 큰 노

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Kerr의 4가지 지표들은

동력 Pool을 통해 보다 숙련된 기술을 얻을 수 있

그 지역의 잠재적 금융자산이 어느정도인가를 나

게 된다. 두 번째 힘은 중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다.

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자본력은 단순

금융 기관들은 법률이나 회계와 같은특화된 중간

히 금융자산의 양적 크기만으로 평가될 수 없고 자

서비스의 수요자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원

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와의 긴밀한 연계에 의해

천에 보다 근접하여 입지함으후써 더 낮은 가격으로

이것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고 대출액에 대한 이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할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실현된다.

힘은 금융 중개자들이 특정한 공간에 집적하는 이유

따라서 금융 중심지로서의 상대적 중요도는 효

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금융중개행위의 결과가

과적인금융중개행위를위해 지역내외에 어느정

한 지 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도의 정보연계를 갖추고 있는지 , 실제 금융중개 행

지 역 간 자금 배분 차를 가져오는 이유는 금융 행

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의 집적을 가져오는 세 번째 힘을 통해 설명될

위해서는 자본력의 크기 뿐 아니라 자본력을 실행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힘은 ‘지식과 정보의 파급

시킬 기능과 정보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효과’ 이다. 기관 사이의 지식과 국지적인 파급은

야한다.

기관들의 집중을 불러오게 된다. 금융 분야는 어떤

Economic Geography)

지 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입지를 집중하는 힘

그곳에서 무엇을하고 있는지에 관한광범위한유

(c entripetal force)과 분산하는 힘 (centrifugal

형의 지식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받는분야이다. 이

force)사이의 결과가 공간상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러한 지식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는 바가

최근 신경제지 리학(New

는 경제적 행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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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기 때문에 금융활동의 입지와 이들의 중심지로
의 집중에 있어서 정보집약적인 환경의 중요성은

(2004.3)

전북 지역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의 현황과특성

간과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정보에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며 정보의 흐름에 대한 접근을 극

1) 전북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일반적 특성

대화함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정보에

전북지역의 제조업은 사업체수와 규모에 있어

대한 접근은 양 뿐 아니라 질도 문제가 된다. 그러

매우 영세하며 업종 별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집약

므로 금융 중심지 내의 개인간에 구축되는 국지적

적이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종을 이루

인 정보 네트워크는 정보의 급속한 확산에 있어 중

고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업종은 생산성과 경상

요한 의미를 가진다 Lund School의 지리학자들은

이 익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이들 업종이 노동장비

정보교환에 있어서 면대면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

율에 비해 설비투자의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해왔는데 이들에 의하면 면대면 (face to face) 접촉

이들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설비 투자의 효율

은 도 시 화 (urbanization) 의 힘 으 로 작 용 했

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나 기술투자가 미약하다는

다. (Tomqvist ,1979) 결국， 금융 활동을 집적시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이들 업체들은 사업성과

힘의 이면에는국지적인 지역의 핵심 정보에 대한

기술력 변에서도매우낮은수준에 있는데 이처럼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비 투자의 효율이 낮고 사업성과 기술력이 낮다

한 지역의 금융활동은 정보의 흐름과 이용이 용이

는 것이 업체들의 자금차입 조건에 영향을 주게되

한 지역에 집중하게 되어 금융 중심지를 형성하게

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되는데 이러한 금융 중심지는 여러 배후지들로부

시에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

터 생성된 실물부문의 정보와 교역에 관한 새로운

로높게나타나게된다.

정보에근접할수있는지리적 잇점을가진지역에

전북의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업종 별 구성을 전

형성되고 공간적으로 금융구조는 전국적으로

국과 비교해보면 전북은 전국에 비해 음식료품， 비

단일한 형태를 띄는 것이 아니며 p) 중심부에는 매

금속 광물， 의복， 모피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더

우 발달된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금융센터가 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율로 본

고 배후지에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의존하고 있

생산성은 전국은 38.8%p , 전북은 36.5%p로 전국

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행 시스템이 공존하

평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재무구조 관련지표를 통

고있다.

해 전북지역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2년
말기준으로전북지역의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

률은 1.7%p로 전국의 4.7%p 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부채비율은 154.4%p 로 전국 평균 135 .4%p

보다 높았고 차입금 의존도 역시 전북은 38.90lop

17) 이것은 지역 금융 시장의 존재 가능성을 다룬 박원석(1 997) 의 논문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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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은 31. 7%p로 전국에 비해 높았으며 자기

2)

자본 비율은 39.3%p으로 전국의 42.5%p 에 비해

지역 내 일반은행의 자금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점

낮은 수준이다. 즉 전북 지 역의 제조업은 수익률은

전체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낮으며 부족한 자본을 차입을 통해 경영하는 구조

은 9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중소기업들

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

의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

이다. 또한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은 11.5%로 전국

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

평균인 7.7%에 비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

기업들이 그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자금공급에 있

을 금융 비용으로 나눈 금융 비용 부담률은 3.2%

어서도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

로 전국의 2.6%에 비해 높아 사업의 영세성에 비

중소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

해 자본을 조달 받기 위해 들여야 송F는 비용에 대

중도 매우 낮아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가능성은 매

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우 낮아보인다. 중소기업 협동중앙회가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93년 이후 지속적

〈표-1) 일반은행 대출 자금의 전북 내 지역 분포 와 비중

자료 : 전북지역 경제통계연보 2002 전북지역 경제동향
주 : *2000 년 인구 주택 총조사 **2002년 기준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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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

으로 감소해 왔고 2000년에 그 비중은 0.47%에 불

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자금의 공급에 있어 업

과했다깨뻐)

체 수 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

중소기업들의 사업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력의

성이 있다. 즉， 지역 일반은행들은 타지역의 업체

주요한 원인은 일반은행들의 총 대출액에 있어서

들에 비해 이 지역의 업체에 대해 차이가 나는 대

중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동안 꾸준히 감소

출관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금 배분에 있어서

해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총 대출액에 있어 중

지역차는기업과금융기관과의 연계에의해 형성

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줄어 94

된 정보비대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년의 58%에서 2002년 6월에 42.5%에 불과했다. 이

이러한 가설을 전북 지역 중소업체들에 대한 설문

중시중은행이중소기업에지원한실적은 총대출

분석을통하여 검증하파한다.

액의 36% ,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총 대출액의 63.8%로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해

4.

중소업체대출에보다소극적이다.

일반은행의 중소업체에 대한 소극적인 대출관행

전북지역 중소업체와 일반은행
간 연계특성과 연계의 지역 차

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에

1) 중소업체와 주거래은행 간 관계

있어 일반은행에의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어 지역
의 자금수요에 비한 공급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

현재，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역 금융기

하다. 한편， 일반은행의 총원화대출금중중소기

관은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나뉘어

업에 대한 대출된 비율은 1998년 3월에 29.2%였으

지고 은행금융기관에는 시중은행(조흥， 우리， 제

나 2002년 3월을 기준으로 37.1%에 달하였다. 또

일， 신한， 한미， 하나， 평화， 한국 외환 은행， 국민，

한전북지역 내에서 대출금액의 배분은특정지역

중소 기업 은행) 66개 지점， 지방 은행(전북은행)

에 집중되고 있다. 일반 은행의 대출 자금의 전북

68개 지점，특수은행(농，수，축협，한국산업은행)

내 시 ，군 분포를 보면，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전주

32개 지점이 영업 중으로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두번째가 익산시로

일반은행 영업점의 수는 2003년 현재 총 178개에

20.1% 였고 세 번째는 군산시로 13.9Yo를 차지하여
이들 세 지역으로의 대출 금액이 전북 전체의 70%

〈표-2)설문응답 업체들의 주거래 은행의 종류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전북 지역 내에서 특정지역으로의 자금의 집중
시중환행 ，;:1점

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김제시와 남

원시의 경우는대출자금의 지역 비중은같지만중
소업체 수에 비한 대출자금의 지역 비중은 남원시

25

32.89

확온챙 몇7 합지역룹월?웹

11

14.47

계

76

10(} 0

자료:설문조사

18) 중소 기업

협동 중앙회 , 중소 기 업 실태 보고， 각 년도 참고 (1993년-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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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의 공간분포

자료:설문조사

〈그림 -2)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의 공간분포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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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수적으로 보았을 때 전북지 역 내에서 활동

행간의 연계를 형 성하는 주된 요소이다. 설문조사

중인 금융기관 중에서 일반은행이 차지하는 범위

결과， 주거래은행 선정이유는 가깝고 이용이 편리

는 일부에 국한되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하다 (36 ， 84%) 오래 전부터 거 래관계가 있었다

는 일반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분석

(27 ， 63%) 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우가 좋다

의 범위를일반은행으로제한한것이다. 전북지역

05 , 79%)

에 분포하는 일반은행과 중소 제조업체들의 연계

거래를통해 이미 정보 연계가 있는은행을주거래

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거 래

은행으로 선택하며 근거리내의 특화된 서

은행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비스를 제공판 은행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순으로 이를 통해서 업체들은 지속적인

는것을알수있다.

분석결과， 주거래은행이 일반은행에 해당한다고

웅답한 업체가 85 .52%로 일반은행과 주거래 관계

2)

를 가지는 업체의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이중 전북

업체와 주거래 은행 간 물리적 거리， 서

비스질， 거래 지속기간

은행 지점이 52 ， 63%로 전북 지방의 유일한 지방
은행인 전북은행이 시중은행의 32 ， 89%에 비해 더

설문조사의 결과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금은행중에서도

관계는 먼저， 물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으며 서비스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비율이 이처럼

의 질에 있어서는 자금공급자의 종류가 시중은행

높은 것은 자금 및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이냐， 지방은행 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에게서 원인을찾아볼수 있는데 먼저，자금및 서

타났다. 서비스의 질은 보다 구체적으로 총 대출

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보자면 전북

금액 중 실제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액의

은행의 업무영역이 전북지역 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율 및， 대출이자， 상환기간 등을 통해 분석될 수

서 지역 기업에 대해 시중은행에 비해 보다 적극적

있다.

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 , 그러므로 시중은행

거래 은행의 종류에 분류한 대출액의 비율은 지

에 비해 지방기업과 보다 밀착적인 관계를 가지고

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시에， 총 차입금액

있고지방기업에 대한깊이 있는정보를확보하는

의 80%이상을 대출받는 업체 수가 훨씬 많았다.

것이 가능하다는 점 19)을 들 수 있다. 이는 전북은행

대출이자의 경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고

여신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율의 이자로 대출할 곳과 저율의 이자로 대출할 곳

업체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 이들과 주된

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상환기간의 경우，

연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업체와 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장기상환하는 경우

19) 지방은행은금융 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 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1%7년에서 1971 년 사이 설립된 107M 은행 체제가

1997

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1 도 1은행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은행이 소재한 행정구역상의 도로 제
한되다가 1989년에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5개 경제권으로 광역화하여 상대방은행의 동의하에 상호 원칙주의에 의해 통일 경

제권내 지점을 설치가능하도록 하였고 서울과 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는 지점 수에 대한 규제는 1998년 11월 폐지되었다，(우리나
라의 금융제도，p70)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해당 은행의 소재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심층인터뷰를
통해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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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많았다. 거래 지속 기간에 있어서는 지방은

어서 업체와 주거래은행 간 관계에서 시중은행과

행의 경우가 비교적 지속 기간이 짧고 시중은행의

지방은행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경우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 이는 지속적 거

는 업체와 은행사이의 정보 교류가 관련되고 있다

래관계를통해 경영자와사업성에 대해 확신을갖

즉， 이들 사이 에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 깊이 , 정보

는 경우에만 대부를 하는 시중은행들의 보수적 경

교환의 방법 , 정보교환을 위한 접촉빈도 동을 설문

영형태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를 통해 분석한결과， 업체와 주거 래 은행간에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은 업체와 은행 간의 교류 정

3) 주거래은행과의

정보 교류의 내용과 수준

도에 따라 재무재표와 같이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업체에 대한 정보의 문제는 은행에게는 업체에

정보로부터 해당기업의 지역평판이나 경영자의

대한 자금공급의 여부， 자금량과 조건을 결정하는

평판과 같은 주관적이고 질적인 정보에 이르기까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Alessandrini (1 994)

지 다양했다.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은 〈표-32) 와

는 지방기업과의 정보연계에 있어서 지방은행에

같다.

잇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전북지역에서

업체와 은행 간의 정보 교류의 방법은 물리적이

도 업체와 은행 간에 형성 교류되는 정보의 내용과

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업체와 은행 간 정보연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차지하고 있어 정보 교류에 있어 아직은 물리적인

간 차이가 나며 각각의 대출 행태의 차이를 가져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는주요한요인이라고판단된다. 이것은업체와은

간접적인 정보 교류 방법으로는 전화나 팩스가 차

행 간에 형성 교류되는 ‘정보’ 에 대한 심층인터뷰

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e-mail을 통한 방법은 그다

와 사전조사의 결과를 통해 뒷받침 된다. 분석 결과

지 높은 비율을 차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북 지

접근성， 서비스 질， 거래지속 기간 등의 지표에 있

역 업체들의 정보화수준이 높지 않다는사실을보

여준다. 직간접 접촉에 비해 공식적인 모임이나 제

3자를 통한 방법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

〈표-3)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교류정보의 내용

지만 사적인 인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비율은

1. 32%로 공식적인 모임에서의 정보교류인 5.26%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접촉빈도는 주 1 회 이상 접촉한다고 응답한 업체
가 46.05%~로 가장 많았고 응답업체의 75% 이상은
월 1 회 이상 접촉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주거래은행의 종류에 따른 접촉빈도는 지방은행

과시중은행 둘다월 1회 이상의 빈도로은행과접
촉하는 비율이 월 1회 미만으로 접촉하는 비율보다

높았고 월 1회 미만으로 접촉한다는 비율은 지방은
행 보다 시중은행 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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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중은행은 재무재표나 경영자 개인의 신

〈표-4)일반은행 대출 자금의 전북 내 시， 군별 분포

용정보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
에 의존하여 지역 업체들과 교류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 뿐

lH무lH표

만아니라，지역내에서 형성되는보다주관적이고

경영자의심용도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정보까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교류 내용에

55(72.37)

56(24.56)

11(1 4.4 7)

52(22.81)

경영짜의사휩적인져도

2(2.63)

10(4.39)

경영짜의성격

1(1.32)

6(2.63)

기업의처역 평판

1(1 .32)

10(4.39)

종업원과힐관계

0(0.00)

3( 1. 32)

행과 시중은행의 정보력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

하{당기업의 고정 거래처 수

2(2.63)

17(7 .4 6)

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류정보 없다

3(3.95)

5(2.9)

1(1 .32)

63(27.63)

있어서의 거래 은행의 종류에 따른차이는지방은

윌답안할

정보교환의 방법을주거래은행 별로분석해보면

76(100.00) I 228(100.00)

합7fI

해당업체가 직접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경우에

자료 : 전북지역 경제통계연보 전북지역 경제동향을 토대

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는 시중은행이 40% , 지방

로재구성
주 : 대출금의 지역 비중 대출금의 인구대비 비중은 전주시

은행이 37.5%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정보

(0. 6), 군산시(0 .5)， 익산시 (0.6) 기타 시 지역 평균
(0.26) 군 지역 평균(0.32)

교류가다소상호적이다. 주거래은행의 영업 담당

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전화，
팩스， e-mail 등의 간접적인 접촉 수단을 통해 사후

일수록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주거래 은행 별 업

관리를 하는 방법은 시중은행의 비율이 49% , 지방

체 소재지와 전북지역의 지역 내 자금 분포를 비교

은행이 500!o로다소근소한차이를보이고 있다.

해보면 전북 지역에서 자금의 배분이 가장 많은 지

역은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인데 이 지역은 다음의

4) 자금의

표에서 제시된바와같이 지방은행과의 거래가많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의 지역 차

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이다. 즉， 자금배분의 지
역적 ~}는 지방은행과 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1) 정보흐름의 지역간 불균형과 자금배분의 지역 차

입지와관련이 있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가 지방은행과

지역업체 간 더 밀착적으로 나타나고 정보교류의

즉， 전북 지방에서 자금의 배분이 가장 많이 이루

유형과 방법， 태도，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어지는 전주지역의 경우， 전북은행과 거래하는 비

중소 제조업체와 지방은행과의 사이에 시중은행

율 0127.7%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비율 0115 .4%로

에 비해 우월적인 정보연계가 형성되었다. 그렇다

지방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업체들의 비율

면 주거래은행의유형에따라차별적으로형성된

이 높았다. 익산 역시， 지방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정보가 자금의 지역 배분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있는 업체는9.2% ， 시중은행과 거래 관계를 맺고

분석할필요가있다.지방은행의 경우지역 업체와

있는 업체는 1.5%로 지방은행과의 거래 업체 수가

우월적 정보 연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 흐름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군산의 경우도 4. 6%는 지방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

은행과 1.5%는시중은행과주거래관계에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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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급자를 선택하였는가， 선택된 자금공급자

〈그림 -3) 지방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가지는
업체들의 입지

OE뼈

가 업체와 어떠한 연계를 맺고있는가， 업체와 자금

공급자가 맺고있는 연계로부터 창출된 정보가 고

100
8。

g;파n

차지와 저차지간에 정보비대칭을 발생시키는가에

60
40

따라특정 지역에 차둥적으로배분된다고볼수 있다.

20

(2)

연계의 지역위계

(Regional Hierarchy)

전북지역 내에서 자금의 배분은 막연히 한 지역

자료:설문조사

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지역 내에서 시， 군
〈그림 -4) 시중은행과 주거래 관게를 가지는 업체들

별로 위계구조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있

의입지

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를 반

C짧

100

푸

80

òl!

60

아보기 위해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40

내용에 있어서의 순서에 따라 주거래 은행으로부

κ

fγι/

영하는 지표에 지 역 내 위계구조가 나타나는 지 알

20

터의 대출금의 평균비율， 접촉 빈도，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거래지속기간 순으로 각각의 특정과 이
자료:설문조사

들의 지역 위계(앵onal hierarchy)를살피끄f 한다.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액 비율이 전북지

들 세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지

역 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응답업체가 입지

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와는 반대

하고 있는 6개시 5개군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로 정읍과 남원， 진안은 시중은행과 거래관계를 맺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대출금액의 비율에 있

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았다.

어 하나의 권역을 이루며 파중심지를 형성하고

전북 지역의 자금배분 현황을 보면 이들 지역은

있었고 다음으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가 전주

비교적 자금의 배분에 있어 열위를 형성하는 지역

시와 익산시 군산시의 하위지역을 형성하고 있었

으로 각각 총액의 5.8% ， 4.2% ， 1.7%를 차지한다.

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이러한 결과는 자금의 배분이 주로 이루어지는

고창군은 앞의 6개 시의 하위지역을 형성하고 있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에서 시중은행과는 차이가

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는 대출금액의 비율

나는 관계가 지방은행과 지역 중소업체와의 사이

에 있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지역이며， 실제

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주시， 익산시，

대출되는 대출 금액의 비율 형태상， 이 지역은 소

군산시와 기타 전북내 시，군， 구지역 사이에 정

액 대출， 중간 규모액수의 대출， 고액대출의 3가지

보비대칭이 발생하게 되고 전북지역 내에서 자금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이는 이들 지역에 소재

의 차등적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하고 있는 업체의 규모와 업종이 타 지역에 비해

다. 즉， 전북지역 내의 자금배분은 업체가 어떠한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의 성격에 따라 여러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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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의 비율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액대출이 15% , 중간 규모

전북지역 내의 최상위지역으로서 다양한 업종과

대출이

규모를 가진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차상위지역에 비해 소액대출을 받는 업체들의 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금액 비율의 세 가

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 지 역의 업체들이

지 유형 중에 고액대출을 받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자금여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간규모 액수， 마지막이

지역에 아예 지역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소

10%미만의 소액대출이었는데 고액대출의 비중이

요 자금 중 10%미만의 극히 적은 양을 차입 받고

가장 높은 것은 이 지역이 전북지역 내의 최상위

나머지는 사채나 친척 지인 둥으로부터 조달받거

지역을 형성하긴 하지만 전북지방 자체의 닥후성

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

과 영세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극도로 영세한 업체들이 상위 지역에 비해 상

알수있다

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35% , 고액대출이

50%로서 최상위지역과

김제시，남원시，정읍시의 경우는총대출금액에

따라서 이들 5개 군에서 10%미만의 소액대출이

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들 지역이

북지역 내 자금의 72.4%를차지함에 비해 전북지

전북 지역 내 자금 조달 권역에서 가장 하위 지역

역 자금의 14.2%를차지하여 지역 내 자금의 배분

을 차지하며 사실상 지역금융시장으로부터 차별

에 있어 상대적으로하위를형성하는지역임과동

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

시에 대출금액 비율의 형태에 있어서도 소액대출

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업체와 주거래 은행과의

과 중간액수 대출에 비해 고액대출을 받는 비중이

접촉빈도 역시 주거래 은행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압도적으로많았고설문응답업체 중 이 지역에 입

의 위계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

지하면서 소액이나 중간규모의 대출을 받는다고

난다. 전북 시 , 군 별 주거 래 은행과의 정보 접촉빈

응답한 업체는 없었다. 전주시와 익산시 , 군산시가

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 지역은 위계구조에 따라 3

전북지역 내의 최상위 지역으로서 업종과 규모에

지역으로 재분류된다. 주거래 은행과의 접촉 빈도

있어서 다양한기업이 입지하고있는반면이들지

에 있어 최상위지역은위계가낮은지역들에 비해

역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의 하위지역으로 최

상대적으로 빈번한 정보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

상위지역에 비해 업체들의 업종이나 규모가 비교

난다 그러나 하위지역과 차상위지역을 비교해보

적 단일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

면 하위지역은 차상위지역에 비해 정보접촉의 빈

어있는 지역으로 이들 업체들은 자금공급원이 다

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대출이자율이나 금액의 상

양하지 못하고 차입액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의

환기간에서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에 상당하는 유

존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어서 대출금액 비율에

리한 조건을 갖지 못한 점을 볼 때， 정보교류를 위

있어서 고액대출을 받는 비율이 전주시와 익산시

한 접촉빈도에서 차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순위

군산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전을 통해 하위지역 업체들은 정보교류를 위해

5개 군 지 역은 전북자금의 7.8%를 분배받는 지 역

들여야하는 노력이 상위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

으로 총 대출금액의 차지 비율에 있어 가장 하위지

로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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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업체와 자금공급자간의 연계에 따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위지역은

대출이자율의 분포에 지역적 위계가 나타나는지

10.4% , 차상위지역은 0% , 하위지역은 15.8%의 비

를 확인하였다. 시， 군 별 대출이자율의 분포를 지

율을나타낸다.

리적 위계구조에따라다시 정리하면다음과같다.

대출금액의 상환기간은 대출이자율과 더불어 자

역시 대부분의 업체들의 이자율은 이자율

금의 수요자들이 서비스의 질로서 주로 고려하는

5%-8%에 몰려 있으므로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

사항이다. 대출이자율이 지역적 위계 구조에 따라

지 구간을 살펴보면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차이

달라지며 하위 지역에서 고율의 이자율이， 상위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자율 3%미만의 가장

역에서 저율의 이자율이 강세를보였던 것처럼 대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업체들은 최상위 지역에만

출금액의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지역적 위계구조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이자율 %이하의 비교적

에 따라 대출금액의 상환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적은 이자를 부담하는 업체들은 역시 19%로 최상

확인 할 수 있다. 1 년 이상 3년 미만의 중기자금을

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출받는 업체 37개 중 최상위지역， 차상위지역，

최상위지역은 19% , 차상위지역 0% , 하위지역은

하위지역에 각각

16% 201 를 차지

다. 따라서 조사에 응한 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

하였다.

73% , 5.4%, 21%가 분포하고 있

이와는 반대로 이자율 10%이상의 최고 수준의

로 만기가 짧은 자금은 최상위 지 역에서 가장 많이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웅답한 업체는 하위 지역에

대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출

만 존재하여 은행들이 하위 지역의 업체에 대한 위

자금의 상환능력에 있어 최상위지역이 우위를차

험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자

었고，업체들의 영세성에비해무리한이자율을부

금의 상환 기간을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나누어

담하고 있어 향후 하위 지역 업체들이 지역 금융

보면자금상환능력에 있어 최상위 지역의 우위가

시장으로부터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있었다. 한편， 8%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상위지 역은 자금을 대출받는 업체의 81%가 상

이자율을 부담하는 업체 역시 최고 수준의 이자율

환기간 5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어 대다수

을 부담하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위지역에서

의 업체가 5년 안에 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

20) 차 상위지역에서 이자율 5%미만으로 대출 받는다고 웅답한 업체는 없었는데 이는 차 상위 지역에 입지한 업체들의 성격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 차상위 지역의 업체들은 이자율 50/0-8010로 대출 받는 다고 웅답한 업체가 75%로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사업성과 규모가 중간수준인 업체들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차상위 지역으
로서의 단위 지역 설정이 적절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은행 심층 인터뷰의 결과 이자율 5%-8%는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이자율 수준으로 업체의 사업성과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 판단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수준
에서 대출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업체에 대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고 이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는 장기간의 지속관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거나 은행들이 사업성과 규모에 있어 업체가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상위 지역에 이자율 3%미만을 부담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하위 지역에는 이자율 3% 미만인 업체가상대적으로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업체들이 특별히 안
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장기간의 지속관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은행들이 저율의 이자로 상
대적으로 적은 。&을 대출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용 할당의 형태가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용 할당에 관해서
는 2장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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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 대해 차 상

상인 업체가 80%를 차지하여 거래기간이 상대적

위 지역은 5년 이내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응답한

으로 긴 업체의 비중이 훨씬 많았다. 즉， 거래 지속

업체와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업체들의 수가 4년 이상인 업체

업체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다. 한편， 하위 지역은

들의 수보다많은 것은전북지역 전체의 특성이므

5년 이상의 장기로 상환한다고 응답한 업체 총 12

로 최상위지역과 차상위지역에서도 역시 이러한

개 중 41. 6%인 5개 업체가 5년 이상의 장기 상환

경향이나타나고있다.

기간을가지는것으로조사되어 타지역에 비해 장

전체적으로는 거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업체가

기로 자금을 차입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거래 기간이 긴 업체에 비해 많아서 이러한경향이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자율 조건과 마찬가지

위계구조와 관련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

로 이 지역 업체의 영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겠지만 거래 기간이 4년 이상인 업체는 상대적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은행들은 총 여신 중 비교적

로는 하위 지 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적은부분을장기저리의 조건으로하위 지역의 업

기 때문에 하위지역에서 비교적 장기의 거래지속

체들에게 대부하여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한

기간을 가지는 업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다는것을알수있다.

볼 수 있다. 이는 하위지역 업체들의 경우 사업의

업체와 은행 간 거래지속기간의 지역위계는 최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속적 거래 관계

상위지역은 거래 기간 4년 미만의 비교적 거래기

에 의존하여자금을차입 받고있고자금의 공급자

간이 짧은 업체가 48.57%를 차지하였고 거래 기간

에 대한 선택을 바꾸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 자금

이 4년 이상인 업체는 37.1% 를 차지하여 거래기

의 공급자에 대한선택을바꾸는데 있어 상위 지역

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체가 긴 업체들에 비해 더

의 업체들에 비해 하위지역 업체들의 정보 비용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분석한 바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이 지방은행이 업체와의 거래기간이 상대적

자금 조달 기능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을 분석해

으로 짧다는 것， 그리고 최상위지 역의 업체들이 지

본 결과， 전북지역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

방은행과거래하는비율이 높다는 것과같은논리

계는 지역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보중심지

에서 이해된다.즉，최상위지역은지방은행과의 정

와 배후지간， 자금 조달을 위해 요청되는 정보의

보연계가 높고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거

흐름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보

래지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최상위지역의

흐름의 문제점은 배후지의 자금 수요자들이 필요

업체일수록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지속기간이 상대

한 자금을 제공받는 데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그

적으로 짧은 업체들이 많아진다.

러므로공식적 지역정보기관의 설립을통해 금융활

한편 차상위지역은 거래기간이 4년 미만인 업체

동의 참여자들에 대한지역적이고상세한정보를보

가 42.8% 거래기간이 4년 이상인 업체가 28.5%로

다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더

역시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체들이 우위

불어 이들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하위지역은거래기간이

류할수있는공식적인모임의활성화가필요하다.

4년 미만인 업체가 55 .5%였고 거래기간이 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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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점망의 체계를 잘 갖추고있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매력으로 꼽았다. 이것은 비용에 비한 물리적 접근
본 논문은 전북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자금 수요

자인 중소 제조업체의 특성과 자금 공급자인 일반

성 면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잇점을 가
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은행의특성，자금수요자와공급자간의 연계의특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은 대출금액 규모， 금리， 상

성 그리고 연계의 지역위계를분석하여 기업과은

환 조건 등이 지방은행과의 거래시와 시중은행과

행과의 연계망이 지역 공간내에서 어떤특성을갖

의 거래시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함으로써 살펴

는가를분석하였다.

볼 수 있었다. 대출금의 규모에 있어 지방은행과

본논문의 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거래하는 업체들은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

전북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사업체 수와 규모， 기

에 비해 대출금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술력에 있어 소규모이고 영세하며 기술력이 낮다

이자율에 있어서는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 역 금융기관

은 업체에 대한 정보와 평가가 이자율의 평가에 어

중 일반은행은중소기업에 대한자금공급에 있어

느 정도 반영되어 위험도가 높은 업체에게는 고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접 금융방식을

의 이자율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에는 저

통해 자금을공급할 여력이 없는전북지역의 중소

율의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제조업체들에게 일반은행은 기업 운영을 위한 자

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금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중

는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

소제조업체의 의존도도높은편이다.그러나기업

과 위험도가 이자율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과 은행 간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전제되는

고 있었다. 즉. 지방은행의 경우 고율과 저율의 이

양자간정보는기업과은행의 연계에따라거래은

자율로 대부 받는 업체들이 확실히 구분되지만 시

행의 종류나 지역 별로차등적으로 흐르며 그 결과

중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중간 수준의

전북지역 내의 자금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배분

이자율로 대부하고 있었다.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1 년이상 3년 미만의 조건

되고있다.

업체들의 주거래은행은 대부분 일반은행에 해당

으로 대출받는 업체가 많았는데 장기자금의 경우

하고 있고 일반은행 중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비중

에는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이 더 높았다. 업체들의 주거래 은행의 선정기준은

조사되었다.

거래지속기간 면에서， 전북지역의 업체들은 10

접근비용의 저렴함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년 이상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갖는 업체들과 최근

구축된신뢰，서비스의 질적인수준등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들에 지방은행의 조건이 더

3-4년 사이 거래를 시작한 업체들로 OJ분된다. 지

잘 부합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

방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비해 최근 3-4년

행에 비해 이러한조건들을더 만족시키는것으로

사이 거래를 시작한 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지방은

조사되었다. 심층인터뷰의 결과 지방은행과의 거

행에 비해 시중은행들은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

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도내 지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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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적이지않았다.

보다는 기존 거래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이러한 결과를종합해볼 때 전북지역의 중소 제

수있다.더불어 이는신규기업인경우시중은행으

조업체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과 보다 밀

로부터의 대출이 매우어려울수있음을반영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업체들의 주거래은

착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행 선정 기준을 보다 만족시키는 이유는 은행과 업

이러한 밀착적인 연계의 주된 이유는 지방은행에

체의 정보연계의 수준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은행들의 태도와 은행과 업

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

체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의 흐름이 지방은행과 지

이 시중은행에 비해 정보연계의 우위를 차지하는

역업체 사이에서 보다 상호적이고 용이하게 이루

것은 다음의 세가지 기준에서 검증되고 있다.

어지고 있기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경영자

결국， 전북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와 일반은행과

의 성격， 기업의 사회적 인지도및 평판과같은주

의 연계에 있어서의 지방은행 우위라는 특정은 지

관적이고 질적인 정보의 교환이 많은 것으로 조사

역 자금의 차등적인 배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

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의 수집에 비용이 들고

북지역 자금의 흐름을 살펴 본 결과 지방은행과 업

상대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정보이고 정보수집에

체와의 우월적인 정보연계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있어 업체와의 지속적 교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지역 내 사적 관계에 기초하

배분되는 자금의 규모 뿐 아니라 대출조건에 있어

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유리하다는

서도전북지역 내 시 군별 위계에따라그내용이

것을부인할수없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북지역에

둘째， 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 빈도에 있어 지방은

서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군산시는 지 역 자금의

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업체와의 접촉 빈도가 좀더

규모와 대부조건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으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와의 잦은 접촉을 통

로 전북의 금융 중심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원시

해서 지방은행은 업체에 대한 세부적 지식을 개선

와 김제시， 정읍시는 전북지역의 차상위지역으로

해나감으로써 변제에 대한 위험에 보다 빠르게 반

존재하고 기타 군지 역은 기 업금융에 있어 전북 지

응할수있다.

역의 하위지 역으로서 이 지 역의 업체들은 자금 배

셋째， 정보교류에 있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분량이나 대부조건에 있어서 상위지역에 비해 차

비해 업체와의 상호 교류가 보다 활발하다. 즉， 지

등적인 지위를가진다. 지역 자금의 업체로의 공급

방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비해 주거래은행

규모와 조건은 지역위계를 형성하며 전북지역 내

의 담당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

에서 ~~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업체

고 전화， 팩스， e-mail을 통해 업체와 은행 간 정보

와은행 간 연계의 공간적 결과물로볼수있다.따

교환에 상호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정보 교환의 형

라서 업체와 일반은행과의 정보 연계는 자금의 지

태가 많았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해

역별 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해당 업체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대출

있다.

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흐름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 연구는 지역 중소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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