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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거래은행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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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은행 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들로 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시 경제변수도 

거래은행 수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기업의 출 

거래은행 수에 한 결정요인을 종합 으로 악하는데 있다. 즉 앞서 언 한 개별 기업들의 특성들의 

향과 더불어 경기변동의 향도 살펴보았다. 개별기업 특성변수들 각각의 향에 해서 기존의 해외 

논문의 결과와 비하여 보고하 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간 융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자 조달 행

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경기변동의 향에 한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기업의 거

래은행 수 결정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 다. 기업들은 거래은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 인 행태를 보 는데, 경기확장기에는 은 수의 은행과 거래 계를 유지하는 반면 경기수축기

에는 보다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만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 인 행태를 보 고,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가 경기와 상 없이 안정 이었다. 한 안 인 자 조달 수단에 근이 상 으로 어려

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 인 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도 측면에서는 경쟁 인 시장에서만 경기역행 인 특징을 보 고, 비경쟁 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이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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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은행여신은 기업의 요한 자 조달원이다. 

2016년 말 기  은행의 기업 출 잔액은 745조

원
1)
이며, 체 기업 출에서 은행의 기업 출이 

차지하는 비 은 77.6%
2)
이다. 따라서 은행-기업

계를 분석함에 있어 은행의 역할은 매우 요

하다.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실에서 은행은 

반복 인 출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에 한 가

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은행들은 기업과의 장

기간의 계형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

여 변제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을 식별하고 그들

에게 자 을 제공함으로써 신용 험을 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은행과의 계형성은 낮은 

이자비용, 낮은 담보요구와 같은 편익을 제공한

다(Petersen and Rajan, 1994; Berger and Udell, 

1995). 한 반복 인 출을 통해 수익성이 있

는 사업 로젝트에 안정 인 자 조달을 확보

할 수 있다. 이처럼 은행-기업 간 긴 한 계형

성은 은행과 기업 사이 존재하는 정보비 칭성

을 완화하고 거래실 (track record)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안정 인 자 공 이라는 편익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황수 , 이정진, 2014).
3)

계 융에 한 실증연구에서 은행-기업 

계의 강도에 한 리변수로 출 거래은행 수

가 많이 사용된다.
4)
 은행-기업 계의 리변수인 

거래은행 수는 출을 제공하는 은행의 상력

에 한 지표로서 이해될 수 있다(Machauer 

and Weber, 2000). 한 거래은행 수는 다른 은

행들(non-informed banks)이 계은행의 잠재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은행과 거래할수록 기업들이 은행 간 경쟁을 부

추기는 효과를 가진다. 반 로 기업들이 그들의 

주거래은행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면, 은행 간 

경쟁은 무시할 만한 수 이 될 것이다. 

기존의 많은 해외 연구에서 거래은행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려는 시도들이 있

어 왔다. 일반 으로 기업규모나 업력, 버리지

도, 신용도, 수익성, 연성 산제약, 신과 련된 

기 유지 효과 등이 거래은행 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들로 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계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지 까지의 실증연구는 주로 기업특성

이 거래은행 수에 미치는 향에 분석의 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 거시 경제 변수도 거래은

행 수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Gomez-Gonzalez and Reyes, 2011). 경

기변동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이 은행의 신용

공 의 행태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는 어

떤 식으로든 기업의 자 조달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기업의 출 거래

은행 수에 한 결정요인을 종합 으로 악하

는데 있다. 즉 앞서 언 한 개별 기업들의 특성

1) 한국은행, 2017.1.12, 2016년 12월  융시장동향. 

2) 한국은행, 2017.3.29, 2016년  자 순환.

3) 그러나 동시에 강한 은행-기업 계가 기업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지 되기도 한다. 윤석헌, 박래수(2014)에 

따르면 미국의 실증연구에서는 편익효과를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한 반면, 유럽에서는 은행-기업 계가 할수록 오리려 

출조건이 불리해지는 비용효과가 자주 보고되기도 한다(Kracaw and Zenner, 1998; Degryse and Van Cayseele, 2000). 한

국에서는 계 융의 편익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로는 Ferri, Kang, and Kim(2001), 이정진, 황수 (2013) 등이 있으며, 비용효

과를 지지하는 연구로는 박래수, 윤석헌(2002), 김석진, 김지 (2007) 등이 있다.

4) 은행-기업 계의 리변수로는 출 거래은행 수, 출비 , 거래기간 등이 이용되는데, 자료 수집상의 문제로 출 거래은

행 수가 특히 많이 이용된다(Berger and Udell, 1995; Degryse and Ongena, 2001; Detragiache et al., 2000; 강태수, 2001; 이

상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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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향과 더불어 경기변동의 향도 살펴보

았다. 기본 으로 기업규모, 버리지도, 신용도 

등은 개별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고, 

경기변동은 체 기업에 동시 으로 향을 미

치는 시계열 변화이기 때문에 거래은행 수에 미

치는 요인으로서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

겠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

에 있어서, 개별기업특성의 향을 살펴볼 때에

는 경기변동 변수를 일종의 통제변수로 간주하

고, 경기변동의 향을 살펴볼 때에는 기업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간주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한 방법일 것이다.

분석 결과에 해서는, 우선 개별기업 특성변

수들 각각의 향에 해서는 기존의 해외 논문

의 결과와 비하여 보고하 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간 융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자 조

달 행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해 살펴보았

다. 

경기변동의 향에 한 분석에서는 경기변동

이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 다. 기업들은 거래은

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 인 행태를 보

는데, 경기확장기에는 은 수의 은행과 거래

계를 유지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만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 인 행태를 보 고,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가 경기와 상 없이 안정 이었다. 

한 안 인 자 조달 수단에 근이 상

으로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 인 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도 측면에서는 경쟁 인 

시장에서만 경기역행 인 특징을 보 고, 비경쟁

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이 찰되지 않았

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비 융기업을 상으로 거래은행 수에 

한 횡단면  시계열 변화를 살펴 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에 한 논문이 거의 없는

데, 이번에 실제 기업의 여신자료를 이용하여 실

증분석하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은행-기업 간의 장기 인 거래 계 형성

에 해서는 매우 범 한 실증  연구가 존재

한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따라 기업의 거래은행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소기업과 기

업 사이에 뚜렷한 행동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에서 이를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

료와 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에 해 설명한다. 

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추

가 으로 강건성 분석을 실시한다. 제 Ⅴ장에서

는 분석의 결과를 요약․정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기업의 에서 최  거래은행 수에 한 논

의는 계 융의 한 범주로 진행되어 왔다. 

Diamond(1984)는 그의 이론모형에서 기업이 단

일은행 계를 선택하는 것이 최 이라고 주장

하 다. 단일은행 계의 형성은 감시비용

(monitoring cost)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인센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Sharpe(1990)는 이 비용(switching 

cost)의 에서 단일은행 계를 최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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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오랜 기간 동안 단일은행과 반복 으로 

거래한 기업은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이 할 경

우 비용이 수반된다. 특히 새로운 출은행은 그 

기업에 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수집

에 소요된 비용을 출 이자율에 가함에 따라 

기존 거래은행에 비해 높은 출이자율을 부가

할 수도 있다.

한편 다수 은행과 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

이라는 연구들도 많다. von Thadden(1992)은 다

수은행과의 거래 계 형성이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홀드업 문제에 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다수 은행과의 거래 계

는 은행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여 각 은행의 독

 우 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 다수 은행 

거래 계는 연성 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하에서 차입기업 경 자의 략 인 부도를 

이고(Bolton and Scharfstein, 1996), 유망한 로

젝트가 계은행의 출 철회로 인해 조기에 청

산되는 유동성 험의 가능성을 일 수 있다는 

도 지 된다(Bris and Welch, 2005).

최근의 연구들에서 기업들의 거래은행 수 결

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한 다

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먼  정보의 비 칭성 

에서 기업규모와 업력이 거래은행 수 결정

의 요한 요인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Ongena and Smith, 2000; Detragiache et al., 

2000; 이상욱, 2009).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업력이 짧아 업실 (track record) 확보가 어렵

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외

부은행들(non-informed banks)은 소기업의 정

확한 신용도를 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기

업은 단일은행 혹은 은 수의 은행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업은 넓은 범 의 복잡

한 은행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특화된 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다(Ongena and 

Smith, 2000). 은행의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다각

화하기 하여, 기업에 상당한 익스포 를 

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다수의 은행과 함께 공

동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방식을 선

호할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의 에서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older firms)은 비 계은행(non- 

relationships bank)으로부터 자 을 조달하고자 

할 때, 역선택 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s)

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수은행 계

를 이용할 가능성이 을 수 있다(Detragiache 

et al., 2000). 반면에 은행 계 형성에 시간이 소

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업력은 거래은행 수와 양

(＋)의 계를 가질 수도 있다(Detragiache et 

al., 2000).

기업의 버리지도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 

 하나이다. 버리지가 높은 기업일수록 부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한 높은 버리지는 계형성에 한 

낮은 단 당 비용(unit costs)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버리지가 높은 기업일수록 다수은행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Detragiache et al., 2000). 

Cosci and Meliciani(2002)은 거래 융(transaction 

lending)의 융시스템하에서는 기업이 버리지

를 증가시키기 하여 다수은행 계에 의존한

다고 보고하 다.

한편 기업의 신용도(credit quality)도 거래은

행 수에 향을 미친다. Bolton and Scharfstein 

(1996)은 다수은행 출은 기업의 청산가치를 

이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의 기업만이 다수은행

으로부터 차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Guiso and Minetti(2010)도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비해 다수은행 거

래 계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다수

은행 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한편 Bris and Welch(2005)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산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신호를 

보내기 해 은 수의 은행들과 거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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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 다.

기업의 수익성도 기업-은행 계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인  하나이다(Karceski et al., 

2005; Degryse et al., 2009). Detragiache et 

al.(2000)에 따르면 기업은 n개의 최  거래은행 

수를 선택함으로써 기 수익을 극 화하게 된다. 

그런데 다수은행 계는 좀 더 안정 인 자 공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투자 로젝트가 조기

에 청산될 험을 낮추고, 로젝트가 완수될 가

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거래은행 수 간

에는 양(＋)의 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상욱(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기업을 상

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수익성과 거래은행 수 간

에는 양(＋)의 계에 있다고 보고하 다. 한편 

Degryse and Ongena(2001)은 노르웨이 상장기

업을 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다수은행 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 다.

연성 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에서 자산의 청산가치도 거래은행 수 결정에 

요한 요인이다. Guiso and Minetti(2010)은 자산

의 청산가치(시장가치)가 높을수록 기업이 다수

은행 계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고 주장하 다. 

다수은행 계는 회사정리(reorganization) 시 청

산가치를 낮추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자산 재

활용(asset redeployment)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

문이다.

기업의 신 련 기 유지 효과도 거래은행 

수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은 기업의 신 

련 요한 정보를 해당 기업의 경쟁자들에게 

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이 

단일 은행보다는 다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정보 수(information 

leakage)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 Bhattacharya 

and Chiesa(1995)는 신 인 기업은 거래은행 

수가 많을 경우 신과 련된 정보가 거래은행

을 통해 경쟁기업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은 수의 은행과 거래 계를 유지하는 경

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 반면에 Guiso and 

Minetti(2010)는 신 인 기업들은 높은 신용도

를 다수은행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차입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 기꺼이 정보 수의 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은행 시장의 경쟁 정도도 거래은행 수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 만일 경쟁이 낮다면 거래은

행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 로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수의 은행들이 신규 출 확 를 

해 경쟁한다면 기업들은 거래은행 수를 늘려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계은행의 특성도 거래은행 수에 향을 미

치는 요인  하나이다. Detragiache et al.(2000)

은 무수익여신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은행일

수록 유동성 충격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하

면서, 이들 취약성이 높은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일수록 은행의 자체 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자

신들의 로젝트가 단될 수도 있는 유동성 

험을 이기 해 차입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시

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앞서 살펴본 요인들은 기업이나 은행의 특성

과 련된 것들이었다. 한편 경기변동(business 

cycle)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이 기업의 거래은

행 수 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가 최근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일반 으로 은행의 신용

공 은 경기순응 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경기 

상승기에는 출공 이 증가하고 경기 하락시에

는 출공 이 어드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

서 경기 하락 시에는 은행들의 신용공 이 어

들게 되어 기업들이 은행차입 곤란으로 로젝

트가 단될 험에 직면할 수 있다. Samolyk 

(1992)는 미국의 경우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에 경제성장률과 은행성과 사이의 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은행 성과는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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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과 련이 있음을 보 다. 그는 경제상

황이 나빠질 경우 은행의 출포트폴리오의 질

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은행 건 성 악화

는 기업 로젝트의 자 조달을 어렵게 해 투자

활동을 축시킨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불황기

에는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해 차입을 분산

할 가능성이 높다.
5)
 일례로 Gomez-Gonzalez 

and Reyes(2011)는 경기확장기에는 거래은행 수

가 감소하고 경기수축기에는 거래은행 수가 증

가하는 상을 발견하고, 거래은행 수는 경기역

행 (counter-cyclical)임을 보고하 다.

Ⅲ.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수행을 해서는 기업특성, 은행특

성, 그리고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필요

하다. 이를 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KISVALUE 데이

터베이스에 장된 비 융기업의 재무정보와, 은

행연합회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은행신용정보, 그

리고 각 기업에 출한 은행의 재무상태표( 차

조표)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6)
 분석 상 기업은 외감 상기업으로 유가

증권․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업  출 융

기 은 시 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 

등 총 18개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 을 

포함하 으며, 제2 융권은 출 액이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분석의 일 성을 해 12

월 결산기업의 자료만을 이용하 으며, 분석 상

기간  은행 출이 1억원 미만인 기업, 신규 기

업, 상장기업  리 상 기업들은 제외되었다. 

최종 으로 10,925개 기업, 61,307개 기업-연도 

측치를 사용하 다. 기업의 출 자료는 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자료를 이용하 고, 출, 

지 보증, 무역 융 등 모든 신용공여를 포함하

고 있다. 그리고 기업특성을 보여 주는 재무자료

는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 시스템을 

이용하 다. 은행특성 자료는 융감독원에 등록

된 은행 재무상태표( 차 조표) 자료를 이용하

다. 

 

2. 변수선정 및 연구방법

2.1 변수선정

종속변수는 기업의 거래은행 수(number of 

bank relationships)다. 거래은행 수는 각 연도말 

기업과 출 계에 있는 거래은행 수로서, 거래

은행 수가 을수록 은행-기업 계는 계 지향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설명변수는 기업특성 변수, 은행특성 변수, 경

기변동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특성 변수로

서 먼  버리지(Firm leverage)는 기업의 총 

은행 출을 총자산으로 나  값을 사용하 다. 

정보투명성을 보여  수 있는 용변수로 기업

규모와 업력을 사용하 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

록 정보가 더 넓게 공개될 것이고, 업계에 오래 

있을수록 기업 정보의 과거실 (track record)이 

더 많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는 총

5) 기업들이 경기침체기에 자 조달을 분산하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다각화 략과 유사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재

욱, 2016).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황수 , 이정진(2014)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가공하여 사용하 는데, 개별 기업의 거래은행 신용정

보는 쉽게 근하기 어려운 자료들로서 분석시기가 다소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미시  분석에 의미있는 결과를 가

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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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로그변환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기업규모의 용변수로 총자산 신 매출액규모

로 체하여도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보투명성의 두 번째 용변수인 기업 업력은 

설립일로에서 측년도 말일까지의 날짜수를 연

단 로 환한 후 로그변환하여 사용하 다.

기업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투자등

(Investment grade) 변수를 사용하 는데, 이는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 

이상이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기업의 신용등 은 KISVALUE에 따른 회사채 

신용등 을 사용하 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당기순이익

을 총자산으로 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사

용하 다. 

기업 자산의 청산가치는 Berger, Ofek, and 

Swary(1996)가 사용한 자산의 기 청산가치를 

사용하 다. 그들은 1984년에서 1993년까지의 

COMPUSTAT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장부

상 1달러는 매출채권의 경우 71.5센트, 재고자산

은 54.7센트, 고정자산은 53.5센트에 해당하는 출

구가치(exit value)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Almeida and Campello(2007)

는   등가를 추가하여, 총자산의 장부

가치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의 기 청산가치를 

계산하 다.

자산의 기 청산가치(Tangibility)＝

  (   등가＋0.715×매출채권＋0.547×

재고자산＋0.535×고정자산)÷총자산

기업의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Guiso(1998)와 Guiso and Minetti(2010)의 연구

에서와 같이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인 연구개

발집약도(R&D)를 사용하 다. 연구개발비는 지

출 시 (무형)자산화되는 부분과 비용 처리되는 부

분의 합계인데, 자산처리 부분은 당기 개발비 취

득분을, 비용처리 부분은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로 각각 계산하 다(최수

형, 최철안, 2014). 

은행특성 변수로서는 Detragiache et al.(2000)

의 연구에서처럼 은행규모(Bank size)와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NPL)을 포함시켰다. Detragiache 

et al.(2000)에서는 모든 출거래은행의 총자산

비 무수익여신 비율의 가 평균과 은행규모의 

평균을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계은행의 총여신 비 무수익여신비

율과 은행규모를 사용하 다. 계은행은 최다

출 은행으로 정의하 다. 은행규모는 해당 은행

의 총자산을 로그변환하 다.

마지막으로 경기변동 변수로서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설명변수에 포함하 다. Samolyk 

(1992)는 은행 성과측정 연구에서 미국의 주별

(state-level) 실질 GDP 성장률 자료를 이용하

는데, 체 국가수 (national-level) 실질 GDP 

성장률을 이용하게 되면 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신용경로를 분명히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을 고려

해서 우리나라 체 실질 GDP 성장률 신 통

계청에서 발표한 16개 역자치단체별 실질 

GDP 성장률자료를 사용하 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 융기업의 거래은행 

수로서 최소 1에서 최  30까지 범 의 정수값

을 가지는 확률변수다. 그러므로 계수자료(count 

data) 모형을 사용한다. 계수자료의 분포는 일반

으로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르

는 확률변수로 모형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포아송 확률효과 모형(Poisson 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Hausman, Hall and 

Griliches, 1984). 확률효과 패  모형은 기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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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과 시간 특수성에 한 확률오차항을 구분

하여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기업 속성과 시간 속

성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Baltagi, 

1996).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6∼2011년 간

의 불균형 패 자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에서 i는 기업을 나타내며, t는 시계열 연

도를 의미한다. 는 종속변수로 기업의 

거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설명변수에는 기업 특

성변수들과 은행특성변수, 그리고 거시경제변수

인 GDP 성장률을 포함하 다. 모형에서 산업별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통제하기 해

서 산업더미를 포함시켰다. 산업더미는 한국 표

산업 분류 기 에 따랐다. 아울러 연도별 시

간에 따른 변화의 향을 통제하기 하여 연도

더미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은 오차항을 나타

낸다. 

한편 경기변동이 기업의 거래은행 수에 미치

는 향이 기업특성과 출시장 경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체 표본을 

5가지 기 (① 기업규모, ② 상장여부, ③ 재벌여

부, ④ 신용도, ⑤ 출시장 집 도)에 따라 구분

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출시장의 

집 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채택하

다.

Credit Market Concentration(HHI) 
 






(2)

 식(2)에서 는 해당 지역 업  수를 기

으로 한 은행 의 시장 유율(은행 체의 총

업  수 비 은행 의 업  수 비 )을 나

타내며, 은 해당 지역 내 은행들의 수를 의미

한다. 시장 유율 산정 시 지역은 구우편번호 

앞 세자리(postal zone)를 기 으로 국을 251

개 지역으로 나 어 계산하 다. 이와 같이 계산

한 HHI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될텐데 

경쟁 일수록 낮은 값을, 독 일수록 높은 값

을 가질 것이다.
7)
  

한편,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해

서는 표본분포 양극단 1%에 해 화기법

(winsorization)을 용하여 이상치의 왜곡된 

향을 감소시키려 시도하 다.
8)
 지 까지 설명한 

분석 상 변수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7) 이와 같이 경쟁도의 측정변수로서 업  수 기  HHI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로는 Boot and Thakor(2000), Elsas(2005), 

Degryse and Ongena(2005, 2007) 등이 있다.

8) 이상치의 왜곡된 향을 이기 해 사용하는 화(Winsorization) 기법은 분포의 상하 % 이내에서 그 값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90% 화의 경우 5th percentile 미만의 값들은 5th 

percentile 값으로 체하고, 95th percentile을 과하는 값들은 95th percentile 값으로 체한다. 화 기법은 양쪽 극단치

를 제거하는 트리 (Trimming) 기법에 비해 표본수는 유지하면서 검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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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NBank 기업의 거래은행 수

기업특성 변수

Firm leverage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 ln(총자산)

Firm age ln (업력)

ROA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 신용등 이 투자등 (BBB이상) 이면 1, 아니면 0

Tangibility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Liquidity 유동자산/유동부채

R&D 연구개발비/매출액

은행특성 변수
Bank size ln (은행 총자산)

NPL 무수익여신비율 

거시특성 변수 GDP growth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

<표 1> 변수정의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표 2>는 연도별 거래은행 수 추이를 나타낸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비 융기업은 

표본기간 내 많은 기업들이(84.3%) 2개 이상의 

은행과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지 15.7%만이 단일은행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다수은행 계를 유지하는 기업들 

에 부분은 많은 수의 은행을 이용하 다. 2

개의 은행과 거래하는 비 은 22.9%, 3~5개 은행

과 거래하는 비 은 45.4%, 6개 이상의 은행과 

거래하는 비 은 16.0%로 나타났다.  표본 기

간내 거래은행 수 평균은 3.5개, 앙값 3개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로 단일은행과 거래하는 비 을 

살펴보면, 로벌 융 기로 인해 경제  충격

의 향이 컸던 2008∼2010년 사이 단일은행 거

래비 은 2008년 14.8%, 2009년 15.3%, 2010년 

14.5%로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정상기간의 단

일은행 거래 비 은 2006년 16.9%, 2007년 15.8%, 

2011년 16.9%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충격 시 기업들이 자 조달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해 다수은행과 거래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도별 거래은행 

수 평균은 2006년에 3.3개에서 2011년 3.6개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

는 시장집 도(HHI)가 감소하면서 은행 간 경쟁

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은 산업별 거래은행 수 분포를 나타낸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거래은행 수는 

보건․사회복지(4.7개) 기․가스․수도(4.1개), 

도소매(3.8개), 농업․임업․어업(3.7개), 제조업

(3.7개)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개인서비스

(1.8개), 술․스포츠․여가(1.9개), 부동산임

(2.3개) 등은 낮게 나타났다. 반 으로는 서비

스업의 단일은행 거래 비 이 높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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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행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n=1
1,671

(16.9)

1,597

(15.8)

1,518

(14.8)

1,563

(15.3)

1,514

(14.5)

1,753

(16.9)

9,616

(15.7)

n=2
2,463

(24.8)

2,397

(23.7)

2,291

(22.4)

2,314

(22.6)

2,289

(22.0)

2,292

(22.1)

14,046

(22.9)

3≤n≤5
4,524

(45.6)

4,653

(45.9)

4,726

(46.2)

4,672

(45.6)

4,773

(45.8)

4,460

(43.0)

27,808

(45.4)

n≥6
1,256

(12.7)

1,485

(14.7)

1,692

(16.5)

1,690

(16.5)

1,840

(17.7)

1,874

(18.1)

9,837

(16.0)

합계
9,914

(100.0)

10,132

(100.0)

10,227

(100.0)

10,239

(100.0)

10,416

(100.0)

10,379

(100.0)

61,307

(100.0)

평균 3.3 3.4 3.6 3.6 3.7 3.6 3.5

앙값 3.0 3.0 3.0 3.0 3.0 3.0 3.0

시장집 도(HHI) 0.1797 0.1766 0.1732 0.1728 0.1724 0.1726 0.1745

<표 2> 연도별 출거래은행 수 추이

아래의 표는 2006～2011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비 융기업자료 61,307개의 기업-

연도 측치를 상으로 연도별 출거래은행 수 추이를 나타낸다. 시장집 도는 업 수를 기 으로 한 HHI를 

나타낸다.

거래은행 수(개) 거래은행 수 비 (%)

Obs. 평균 앙값 최 값 n=1 n=2 3≤n≤5 n≥6

A 농업, 임업, 어업 209 3.7 3 10 11.0 22.0 50.7 16.3

B 업 165 3.4 3 8 7.3 21.2 61.8 9.7

C 제조업 36,882 3.7 3 30 13.1 21.0 47.5 18.4

D 기, 가스, 수도 283 4.1 3 22 14.1 21.2 44.9 19.8

E 폐기물, 환경복원 754 3.2 3 11 16.0 24.7 49.1 10.2

F 건설업 4,201 3.5 3 24 13.0 25.2 47.8 13.9

G 도매  소매 7,285 3.8 3 27 12.1 20.3 49.0 18.6

H 운수업 2,449 3.1 3 19 22.7 27.1 39.8 10.5

I 숙박  음식 업 910 2.5 2 10 28.9 29.9 37.1 4.1

J 출 , 상, 정보 등 2,160 3.1 3 21 17.2 27.5 44.9 10.4

L 부동산, 임 2,963 2.3 2 12 38.2 32.6 24.1 5.2

M 문, 과학, 기술 1,224 3.5 3 25 15.6 25.9 43.5 15.0

N 사업시설, 사업지원 405 2.7 2 9 21.0 34.3 37.5 7.2

P 교육서비스 146 2.7 2 7 25.3 30.1 37.7 6.8

Q 보건  사회복지 18 4.7 5 7 5.6 0.0 55.6 38.9

R 술, 스포츠, 여가 983 1.9 2 9 44.5 33.2 21.0 1.4

S 기타 개인서비스 270 1.8 2 4 38.1 45.6 16.3 0.0

합     계 61,307 3.5 3 30 15.7 22.9 45.4 16.0

<표 3> 산업별 거래은행 수 분포

이 표는 2006～2011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비 융기업자료 61,307개의 기업-연도 

측치를 상으로 한국표 산업분류(KSIC) 기  산업별 거래은행 수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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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anel A는 기업규모별 거래은행 수 

분포를 나타낸다. 기업규모는 총자산을 5분 수

로 나 어 각각 살펴본 결과이다. 1분 는 가장 

작은 자산규모를, 5분 는 가장 큰 자산규모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

른 거래은행 수의 분포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거래은행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가장 작은 1분  기업의 평균 거래

은행 수는 2.6개인데 반해 5분  기업의 평균 거

래은행 수는 5.0개로 나타났다. 다수은행 거래 

비 도 1분  기업 77.0%에서 5분  기업 91.0%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Panel B는 기업 업력별 거래은행 수 분포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거래은행 수가 증가하 다. 업력이 3

년 이하인 기업의 평균 거래은행 수는 2.3개 인

데 반해 업력이 50년을 과하는 기업의 평균 

거래은행 수는 5.7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의 비 칭성이 낮은 기업 즉, 기

업규모가 크고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많은 수

의 은행과 거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Panel C는 

기업의 신용등 별 거래은행 수 분포를 나타낸

다. 신용등 이 나쁠수록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등  이상의 기업들의 

평균 거래은행 수는 2.6개인 한편, B등  이하의 

기업들의 평균 거래은행 수는 3.8개로 나타났다.

Panel A : 기업 규모별

거래은행 수(개) 거래은행 수 비 (%)

Obs. 평균 앙값 최 값 n=1 n=2 3≤n≤5 n≥6

1(smallest) 12,159 2.6 2 10 23.0 31.1 42.3 3.6

2 12,257 2.9 3 10 19.0 27.1 47.0 6.9

3 12,282 3.3 3 11 16.2 22.8 49.5 11.5

4 12,276 3.8 3 11 11.4 19.5 48.6 20.4

5(largest) 12,333 5.0 4 30 9.0 14.2 39.3 37.5

합계 61,307 3.5 3 30 15.7 22.9 45.4 16.0

Panel B : 기업 업력별

   year≤3 744 2.3 2 9 34.0 34.0 28.2 3.8

3<year≤5 2,330 2.7 2 28 23.7 31.9 39.0 5.4

5<year≤10 14,558 3.1 3 28 17.7 26.9 44.8 10.5

10<year≤20 24,153 3.5 3 27 14.3 22.1 48.4 15.1

20<year≤50 18,324 3.9 3 30 14.5 19.8 43.9 21.7

50<year 1,198 5.7 5 30 8.9 12.0 35.2 43.8

합계 61,307 3.5 3 30 15.7 22.9 45.4 16.0

Panel C : 기업 신용등 별

A 이상 5,785 2.6 2 30 27.4 32.0 35.5 5.1

BBB 6,072 3.0 2 28 21.5 28.6 41.1 8.8

BB 10,109 3.5 3 29 15.1 24.9 45.1 14.8

B 이하 39,341 3.8 3 30 13.2 20.2 47.5 19.1

합계 61,307 3.5 3 30 15.7 22.9 45.4 16.0

<표 4>  기업 규모별, 업력별, 신용등 별 거래은행 수 분포 

이 표는 2006～2011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비 융기업자료 61,307개의 기업-연도 

측치를 상으로 거래은행 수 분포를 나타낸다. Panel A는 기업 규모별 거래은행 수 분포이다. 기업규모는 자

산을 5분 로 나 어 1분 는 가장 작은 규모를, 5분 는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낸다. Panel B는 기업 업력별 거래

은행 수 분포이며, Panel C는 기업 신용등 별 거래은행 수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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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  총자산 비 은행 출 비 인 기업 

버리지(Firm leverage)는 평균이 41%, 앙값

이 38%로 나타났다. 총자산 업이익률(ROA)은 

평균, 앙값 모두 3%이다. 기 청산가치

(Tangibility)는 평균이 49%, 앙값은 46%이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는 유동성비율은 평균 

145%, 앙값 108%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  연구개발집약도는 평균 1%이

다.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NPL)의 평균은 

1.22%, GDP 성장률 평균은 4%로 나타났다.

<표 6>은 체표본을 상으로 변수 간 상

계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독립변수  기

업의 특성 변수인 버리지(Firm leverage), 기업

규모, 업력, R&D 집약도는 1% 수 에서 거래은

행 수(NBank)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인 반면 기업 수익성(ROA), 투자등 (Investment 

grade), 기 청산가치(Tangibility), 유동성비율

(Liquidity)은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나타냈다. 계은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은행규모(Bank size) 변수는 1% 수 에서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인 반면 무수익여신비

율(NPL)은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주요 심변수인 GDP는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설명변수들 간에는 상 계수는 크게 높지 않았다. 

한 독립변수에 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 여부를 단하기 해 분산팽창인수(VIF)

를 측정한 결과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변수명 측치 평균 앙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Dependent variable

NBank 61,307  3.53    3 2.27  1 30

Firm-specific variable

Firm leverage 61,307  0.41 0.38 0.26  0.01  1.25

Firm size 61,307 10.16 9.89 1.17  8.03 14.25

Firm age 61,307  2.25 2.74 0.59  1.30  4.02

ROA 61,307  0.03 0.03 0.12 -0.56  0.34

 Investment grade 61,307  0.19    0 0.39  0  1

Tangibility 61,307  0.49 0.46 0.24  0.15  1.87

Liquidity 61,307  1.45 1.08 1.45  0.02  9.71

R&D 61,307  0.01    0 0.03  0  0.19

Bank-specific variable

Bank size 61,307 18.67 18.83 0.64 16.62 19.38

NPL(%) 61,307  1.22  1.14 0.52  0.60  3.34

Macro-economic variable

GDP growth 61,307  0.04  0.04 0.03   -0.04    0.13

<표 5> 기 통계량

아래의 표는 2006～2011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비 융기업자료 61,307개의 측치

를 상으로 분석한 기 통계량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NBank는 거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

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

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

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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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NBank

(2) Firm leverage
0.264

(0.000)

(3) Firm size
0.452

(0.000)

-0.207

(0.000)

(4) Firm age
0.199

(0.000)

-0.146

(0.000)

0.345

(0.000)

(5) ROA
-0.051

(0.000)

-0.161

(0.000)

-0.028

(0.000)

-0.014

(0.000)

(6) Investment grade
-0.137

(0.000)

-0.407

(0.000)

0.064

(0.000)

0.135

(0.000)

0.371

(0.000)

(7) Tangibility
-0.053

(0.000)

0.127

(0.000)

-0.105

(0.000)

0.099

(0.000)

0.060

(0.000)

0.198

(0.000)

(8) Liquidity
-0.142

(0.000)

-0.267

(0.000)

0.003

(0.464)

0.062

(0.000)

0.184

(0.000)

0.432

(0.000)

0.073

(0.000)

(9) R&D
0.028

(0.000)

-0.062

(0.000)

-0.013

(0.002)

-0.071

(0.000)

-0.065

(0.000)

0.044

(0.000)

0.049

(0.000)

0.117

(0.000)

(10) Bank size
-0.020

(0.000)

-0.032

(0.000)

0.000

(0.991)

0.034

(0.000)

-0.035

(0.000)

-0.002

(0.603)

0.024

(0.000)

0.013

(0.001)

0.046

(0.000)

(11) NPL
0.038

(0.000)

0.138

(0.000)

0.011

(0.006)

0.111

(0.000)

-0.092

(0.000)

-0.025

(0.000)

0.342

(0.000)

-0.035

(0.000)

0.025

(0.000)

0.234

(0.000)

(12) GDP growth
-0.024

(0.000)

0.121

(0.000)

-0.134

(0.000)

-0.073

(0.000)

-0.003

(0.508)

0.005

(0.269)

0.193

(0.000)

0.009

(0.027)

0.040

(0.000)

-0.005

(0.000)

-0.017

(0.000)

<표 6> 변수 간의 상 계

종속변수 NBank는 거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

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

총자산, R&D는 연구개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 )는 p-value를 나타낸다.

2.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표 7>은 비 융기업 표본에 한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은 설명

변수 간 높은 상 도를 가지는 변수를 제외하여 

실시하 다. (1)열은 투자등 (Investment grade) 

변수가 기업 버리지(Firm leverage), 유동성비

율(Liquidity), 기업 수익성(ROA)과 높은 상 도

를 보여, 투자등 (Investment grade) 변수를 제

외하 다. (2), (3)열은 기업 규모(Firm size)와 

기업 업력(Firm age) 간에 높은 상 도를 보여 

각각의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 다. (4)열은 모

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보

면, 먼  기업 버리지(Firm leverage)는 유의

한 수 에서 양(＋)의 계를 보 다. 기업들이 

거래은행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차입여력

(debt capacity)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버리지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의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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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한다고 주장한 Cosci and Meliciani(2006), 

Detragiache et al.(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기업규모와 업력 모두 거래은행 수

와 유의한 수 의 양의 계를 보 다. 이는 정

보 투명성이 높은 기업(기업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

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기

업들은 양호한 외형  특성으로 인해 은행 출

시장에서 거래은행 다변화가 용이한 것으로 풀

이된다. 

종속변수 : NBank

(1) (2) (3) (4)

Firm leverage  0.724***

(0.013)
0.564***

(0.014)
0.681***

(0.013)
0.692***

(0.013)

Firm size 0.236***

(0.003)
 0.248***

(0.003)
 0.236***

(0.003)

Firm age 0.070***

(0.007)
0.257***

(0.008) 
 0.073***

(0.007)

ROA 0.028
(0.024)

 0.070***

(0.024)
 0.049**

(0.024)
 0.061**

(0.024)

Investment grade -0.087***

(0.009)
-0.088***

(0.009)
-0.092***

(0.009)

Tangibility -0.068***

(0.015)
 -0.186***

(0.015)
 -0.029**

(0.015)
 -0.044***

(0.015)

Liquidity -0.035***

(0.002)
-0.037***

(0.003)
-0.027***

(0.003)
-0.028***

(0.003)

R&D 0.743***

(0.107)
0.768***

(0.114)
0.644***

(0.107)
0.732***

(0.107)

Bank size 0.002
(0.005)

-0.007
(0.005)

0.002
(0.005)

0.002
(0.005)

NPL -0.005
(0.007)

0.001
(0.007)

-0.007
(0.007)

-0.006
(0.007)

GDP growth  -0.291**

(0.117)
 -0.306**

(0.120)
 -0.308***

(0.117)
 -0.291**

(0.117)

Constant  -1.537***

(0.116)
 0.594***

(0.124)
 -1.462***

(0.115)
 -1.539***

(0.115)

Industry dummy Yes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1,307 61,307 61,307 61,307

<표 7>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아래 표는 Poisson random effect를 이용하여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 NBank는 거

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

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

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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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는 (1)열을 제

외하고 부분 거래은행 수와 유의한 양의 계

를 보 다.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은 은행 출시

장에서 신규은행과의 계가 용이하므로 더 많

은 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등 (Investment grade) 더미는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이는 신용등 이 좋은 

기업이 신용등 이 좋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은 수의 은행과 거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용도가 좋은 기업일수록 산하지 않는다는 자

신감의 신호를 보내기 해 은 수의 은행들과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는 Bris and Welch(2005)

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업의 기 청산가치(Tangibility)와 유동성비율

은 모두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이는 자

산의 청산가치가 높거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진 기업일수록 다수은행 계를 선택할 확률

이 낮다고 한 Guiso and Minetti(201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들은 다수은행 계는 회사

정리(reorganization)시 청산가치를 낮추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자산 재활용(asset redeployment)

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 다. 

연구개발집약도(R&D)는 거래은행 수와 유의

한 양의 계를 보 다. 이는 신 인 경향의 

기업들은 그러한 사실을 은행에게 드러내는 것

이 차입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행

과 거래함에 따르는 정보 수의 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Guiso and 

Minetti(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은행규모(Bank size)와 은

행의 무수익여신비율(NPL)은 모두 유의한 계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차입 

시 은행이 취약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 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입을 여러 은행으

로 분산시킬 것이라는 Detragiache et al.(2000)

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은행이 산재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부분의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의 

은행에 한 규제가 더 하고 직 이므로 

기업들이 은행 취약성으로 인해 차입을 분산시

킬 유인이 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거시경제  요인인 실질 GDP 성장률은 1% 

수 에서 거래은행 수와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경기확장

기 동안 거래은행 수가 감소되고 경기후퇴기에

는 거래은행 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은행 수는 경기역행

(counter-cyclical)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Gomez-Gonzalez and Reyes(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경기후퇴기에 유동성 험을 해소하기 해 차

입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경기변동이 거래은행 수에 미

치는 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 경기변동의 효과

<표 8>에서는 거래은행 수에 한 경기변동

의 효과가 소기업과 기업에 해 어떻게 다

른지 알아보기 해 그룹간(intra-group) 회귀분

석을 수행하 다. 총자산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5분 수(quintile)로 나 었는데 (1)열은 1분 로 

가장 작은 자산규모의 기업을, (5)열은 5분 로 

가장 큰 자산규모의 기업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GDP 성장률에 

응하는 회귀계수는 (1)열과 (2)열의 기업들에 

해서만 1% 수 에서 유의하 다. (3)열과 (5)

열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4)열은 10% 유의수

에서 유의하 다. 즉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경기

변동과 거래은행 수 사이에 강한 부(－)의 계

를 보이는 반면, 규모가 상 으로 큰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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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과 거래은행 수 사이에 계가 없거나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는 소

기업들이 경기변동에 따라 거래은행 수를 유연

하게 변화시킨다는 증거이다. 소기업은 경기침

체 국면에서 은행과의 계를 다변화시키려 한 

반면, 기업은 경기의 부침에 따른 은행 계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안 인 자 조달 수단이 많지 않은 

소기업들이 경기후퇴기에 유동성 험을 해소하

기 해 차입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래한 것은 은

행 출의 경기순응성과 련이 깊다. 

종속변수 : NBank

(1) Smallest (2) (3) (4) (5) Largest

Firm leverage  0.557***

(0.024)
 0.718***

(0.027)
 0.801***

(0.027)
 0.849***

(0.026)
 0.729***

(0.030)

Firm age  0.096***

(0.013)
 0.082***

(0.013)
0.049***

(0.012)
 0.070***

(0.012)
 0.191***

(0.014)

ROA  0.072
(0.052)

 0.080
(0.055)

0.147***

(0.052)
 0.098*

(0.050)
 0.104**

(0.049)

Investment grade -0.032
(0.020)

-0.113***

(0.021)
-0.100***

(0.020)
-0.121***

(0.018)
-0.104***

(0.016)

Tangibility  -0.225***

(0.027)
 -0.226***

(0.039)
 -0.244***

(0.039)
 -0.224***

(0.036)
 -0.149***

(0.034)

Liquidity -0.003
(0.005)

0.001
(0.006)

-0.030***

(0.006)
-0.039***

(0.005)
-0.059***

(0.005)

R&D 1.209***

(0.201)
1.330***

(0.189)
 1.243***

(0.189)
0.589***

(0.205)
0.180
(0.277)

Bank size -0.001
(0.010)

0.002
(0.010)

0.022**

(0.010)
0.011
(0.010)

-0.005
(0.010)

NPL -0.006
(0.016)

0.009
(0.018)

-0.028
(0.017)

0.001
(0.016)

-0.000
(0.013)

GDP growth  -0.741***

(0.250)
 -0.710***

(0.257)
 -0.314
(0.254)

 -0.423*

(0.243)
 -0.208
(0.237)

Constant  0.669***

(0.212)
 0.761***

(0.216)
 0.553***

(0.198)
 0.909***

(0.207)
 1.104***

(0.241)

Industry dummy Yes Yes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2,159 12,257 12,282 12,276 12,333

<표 8> 기업 규모별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아래 표는 Poisson random effect를 이용하여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총자산규모에 따라 표

본기업을 5분 수로 나 었는데, (1)열은 1분 로 가장 작은 자산규모의 기업을, (5)열은 5분 로 가장 큰 자산규

모의 기업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NBank는 거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

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

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나타낸다.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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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승기나 호황기에는 기업의 자산이나 담

보가치가 상승하여 기업들의 차입 여력(debt 

capacity)이 확 되어 기업들이 은 수의 은행

으로부터 충분히 자 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하강기 내지 침체기에는 기업의 자산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은행은 추가 인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되고 이를 충

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의 일부 혹은 부를 

회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충분한 담보

를 보유하지 못한 소기업은 다른 은행에서 추

가 인 자 을 조달하기 해 출은행을 분산

하게 된다. 소기업에게는 은행 이외의 안

인 자 조달 수단으로의 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채권과 같은 비은행 자 조달 수단

은 은행 출에 체재가 되기 어렵다(Kashyap, 

Stein, and Wilcox, 1993). 따라서 소기업은 거

래은행 수를 늘리거나 이는 방법으로 재무정

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기업 경

우 은행 출과 직 융시장을 통한 조달은 서

로 체 계에 있다(Kashyap et al., 1993)고 볼 

수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거래은행 수가 유의

한 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 수요를 내부자 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많은 부분 충족시키면서 은행 출에 한 

의존도를 낮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Gomez-Gonzalez and Reyes(2011)는 콜

롬비아의 출시장을 상으로 경기변동과 거래

은행 수 사이의 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거래은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 인 행태

를 보 는데, 이를 소기업과 기업으로 구분

하여 분석해본 결과 소기업은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기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부

(－)의 계를 보여 본 연구와는 정반 의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성숙도, 경

제규모, 은행 출과 직 융시장 사이의 상호

체성, 은행 출 의존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

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9>는 안 인 자 조달 수단이 

풍부한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을 하 표본으

로 구분하여 경기변동이 거래은행 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1)열과 (2)열은 상장기

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 어 분석해 보았다. 분

석결과 상장기업의 GDP growth 회귀계수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비상장기업의 GDP growth 회

귀계수는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3)열과 (4)열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으로 나 어 분석해 본 결과이다. 재벌은 한국의 

기업집단(business conglomerate)의 형태이다. 재

벌은 공정거래 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으로 정의하 다. 분석결과 재벌기업의 GDP 

growth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재벌

기업의 GDP growth 회귀계수는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재벌기업의 경우 

계은행으로부터 자 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재

벌에 속한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 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기업들은 경기에 상 없이 안

정 으로 자 을 조달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반면에 비재벌기업의 경우 은행 이외에 다

른 안  자 조달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은행 수는 경기에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안 인 자 조달 수단에 

근이 쉬운 상장기업과 재벌기업은 경기와 상

없이 거래은행 수가 안정 이었으나, 안 인 

자 조달 수단에의 근이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들은 경기역행  행태를 보 다.

<표 10>의 (1)열과 (2)열은 기업의 회사채 신

용등 이 좋은 기업(투자등 , BBB 이상)과 좋

지 않은 기업(투기등 , BB이하)로 표본을 나

어 분석한 결과이다. 신용도 기업의 경우 GDP 

growth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부(-)의 계를 보

인 반면, 고신용도 기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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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

록 안 인 자 조달 수단에 근이 상 으

로 어렵기 때문에 경기 축기에 거래은행 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3)열과 (4)열은 출시장의 집 도가 높

은 비경쟁 시장과 집 도가 낮은 경쟁 시장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업 수 기

 HHI를 5분 수(quintile)로 나 고 그  1분

와 2분 를 경쟁시장, 4분 와 5분 를 비경쟁

시장으로 구분하 다. 분석결과 (3)열의 경쟁시

종속변수 : NBank

(1) 상장기업 (2) 비상장기업 (3) 재벌기업 (4) 비재벌기업

Financial leverage  0.808***

(0.039)
 0.685***

(0.014)
 0.534***

(0.059)
 0.697***

(0.014)

Firm size 0.274***

(0.009)
0.219***

(0.004)
0.305***

(0.013)
0.226***

(0.004)

Firm age 0.006
(0.020)

0.074***

(0.008)
0.126***

(0.029)
0.070***

(0.008)

ROA -0.016
(0.059)

0.074***

(0.026)
-0.003
(0.107)

 0.061**

(0.025)

Investment grade -0.086***

(0.018)
-0.095***

(0.010)
-0.035
(0.030)

-0.098***

(0.009)

Tangibility  0.078**

(0.033)
 -0.100***

(0.018)
 0.066
(0.058)

 -0.059***

(0.016)

Liquidity -0.048***

(0.006)
-0.024***

(0.003)
-0.029**

(0.014)
-0.027***

(0.003)

R&D  -0.047
(0.235)

 0.912***

(0.119)
0.646
(0.552)

0.720***

(0.109)

Bank size -0.008 
(0.013)

0.004 
(0.005)

 -0.021
(0.021)

 0.003
(0.005)

NPL -0.007 
(0.016)

-0.006 
(0.008)

0.002 
(0.023)

-0.008 
(0.007)

GDP growth  0.151
(0.289)

 -0.339***

(0.127)
 0.082
(0.469)

 -0.316***

(0.121)

Constant  -1.599***

(0.299)
 -1.390***

(0.126)
 -2.825***

(0.795)
 -1.428***

(0.118)

Industry dummy Yes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7,061 54,246 2,539 58,768

<표 9> 기업 형태별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아래 표는 Poisson random-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 NBank

는 거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

률을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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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계를 

보인 반면 (4)열의 비경쟁 시장에서는 유의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 경쟁시장의 경우에만 경기

변화에 따른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  행태를 

보인 것은, 경쟁 인 시장일 경우 많은 수의 은

행들이 고객확 를 해 경쟁할 것이므로 기업들

이 경기변동에 따라 거래은행 수를 늘리거나 

이기가 용이했을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속변수 : NBank

(1) 신용도 기업 (2) 고신용도 기업 (3) 경쟁시장 (4) 비경쟁시장  

Firm leverage 0.685***

(0.014)
0.904***

(0.035)
0.661***

(0.022)
0.729***

(0.022)
 

Firm size 0.248***

(0.004)
0.218***

(0.006)
0.236***

(0.005)
0.226***

(0.005)
 

Frim age 0.076***

(0.008)
0.066***

(0.015)
0.077***

(0.011)
0.097***

(0.011)
 

ROA 0.098***

(0.025)
-0.160*

(0.082)
 0.100**

(0.041)
0.077*

(0.041)
 

Investment grade -0.094***

(0.015)
-0.091***

(0.015)
 

Tangibility  -0.194***

(0.022)
 -0.021
(0.031)

-0.039*

(0.023)
 -0.089***

(0.026)
 

Liquidity -0.022***

(0.003)
-0.033***

(0.004)
-0.031***

(0.004)
-0.025***

(0.004)
 

R&D  0.817***

(0.113)
 1.127***

(0.246)
1.095***

(0.190)
 0.679***

(0.175)
 

Bank size 0.003
(0.005)

-0.002
(0.012)

-0.009
(0.010)

0.021***

(0.007)
 

NPL -0.003
(0.008)

-0.029*

(0.018)
-0.010
(0.011)

0.007
(0.012)

 

Liquidity -0.025***

(0.005)
-0.025***

(0.005)
-0.01**

(0.005)
-0.025***

(0.005)
 

GDP growth  -0.364***

(0.126)
 -0.284
(0.283)

 -0.604***

(0.199)
 -0.082
(0.198)

 

Constant  -1.586***

(0.122)
 -1.354***

(0.258)
 -1.320***

(0.204)
 -1.873***

(0.170)
 

Industry dummy Yes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49,450 11,857 20,073 19,906  

<표 10> 기업특성  시장특성별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아래 표는 Poisson random effect를 이용하여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 NBank는 거

래은행 수를 나타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

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

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

타낸다.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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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단계 추정

본 에서는 Detragiache et al.(2000)의 방법

론에 따라 Heckman의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거

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기업들은 단일은행 는 다수은행과 거래할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 다수은행 거래 조건부 즉, 2

개 이상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상으로 

얼마나 많은 은행과 거래하는지를 결정한다. 분

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i f     
     

 
 

(3)

      
    i f   

 (4)

식 (3)은 기업이 다수은행 차입을 선택할지 혹

은 단일은행 차입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종속

변수 은 단일은행 거래 계의 경우 1, 다

수은행 거래 계의 경우 0을 지정하는 더미변수

다. 식 (4)는 다수은행 차입을 조건으로, 즉 2개 

이상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상으로 최

 거래은행 수를 결정한다. 추정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선택방정식 (3)을 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게 구한 추정량

에 근거하여 자기선택의 수정치인 (inverse 

Mills ratio)를 구한다. 2단계에서는 선택  편의

를 올바르게 수정하기 하여, 1단계에서 구한 

를 결과방정식의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하여 

OLS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이와 같은 Heckman의 방법론에서는 1단계에

서의 선택방정식과 2단계에서의 결과방정식에 

동일한 설명변수들이 이용되면 다 공선성과 

련된 식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9)
 

이 경우 선택방정식에 포함되는 설명변수 가운

데 어도 하나는 결과방정식에서 제외되어야하

는 제약(exclusion restriction)에 따라 선택방정

식의 종속변수와는 한 계를 가지면서, 결

과방정식의 종속변수와는 계가 없는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포함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은행의 특성을 도구변수로 사용

하 다. <표 11> (1)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은행의 특성인 은행규모(Bank size)와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NPL)은 first-stage의 종속변수

인 단일 혹은 다수은행 계의 결정에는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10>

에서 second-stage의 종속변수인 거래은행 수와

는 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1), (3), (5)열은 1단계 로빗 모

형으로 단일은행 선택확률을 추정한 결과다. 종

속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거래 계

여부에 따른 더미변수다. (2), (4), (6)열은 2단계 

결과방정식의 추정치로서 1단계 로빗 모형에 

따라 단일은행 선택확률을 추정한 후 inverse 

Mills ratio를 구하고, 이를 2단계 모형의 설명변

수로 포함시켰다. Inverse Mills ratio의 회귀계수

가 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계를 

보여 표본선택의 편의(bias)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는 Heckman의 선택모형(selection model)

이 함을 의미한다.

<표 11>의 (1)열과 (2)열은 체 표본을 상

으로 수행한 2단계 추정 분석의 결과다. 분석결

과, 버리지, 기업규모/업력, 수익성, 신용도, 연

성 산제약 등 앞서 살펴본 모든 기업특성 변수

들의 향은 <표 10>에서 보고한 것과 그 방향

성이 유의한 수 에서 일치하고 있다. 경기변동의 

향과 련하여서도 (2)열의 GDP growth의 회

귀계수가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여 앞의 결과

와 큰 차이가 없었다. (3)～(6)열은 체 표본을 

9) Cameron and Trivedi(2005), p. 5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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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에 따라 5분 수(quintile)로 나 고 규

모가 작은 1분 와 2분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모가 상 으로 큰 4분 와 5분  기업을 기

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4)열 

소기업의 GDP growth 회귀계수는 유의한 부

(－)의 계를 보인 반면 (6)열 기업의 GDP 

growth 회귀계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 이것 역시 앞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체 소기업 기업

(1) 
Pr(Single)

(2)
NBank

(3)
Pr(Single)

(4)
NBank

(5) 
Pr(Single)

(6)
NBank

 

1stStage 2ndStage 1stStage 2ndStage 1stStage 2ndStage  

Firm leverage  -1.397***

(0.056)
 5.567***

(0.213)
 -1.209***

(0.066)
 2.865***

(0.204)
 -1.841***

(0.130)
 5.587***

(0.304)
 

Firm size -0.344***

(0.014)
1.651***

(0.059)
-0.360***

(0.036)
1.014***

(0.074)
-0.297***

(0.026)
1.586***

(0.077)
 

Firm age  -0.132***

(0.024)
 0.561***

(0.036)
-0.106***

(0.034)
 0.312***

(0.034)
 -0.208***

(0.040)
 0.621***

(0.063)
 

ROA  -0.304***

(0.073)
 1.420***

(0.105)
-0.166*

(0.099)
 0.392***

(0.098)
 -0.330**

(0.133)
 1.468***

(0.180)
 

Investment grade 0.226***

(0.027)
-0.941***

(0.055)
0.213***

(0.037)
-0.411***

(0.055)
0.210***

(0.045)
-0.792***

(0.085)
 

Tangibility  0.207***

(0.040)
 -0.991***

(0.061)
 0.240***

(0.053)
 -0.697***

(0.064)
 0.239***

(0.087)
 -1.098***

(0.118)
 

Liquidity 0.038***

(0.008)
-0.206***

(0.011)
-0.009
(0.011)

0.022**

(0.009)
0.088***

(0.011)
-0.349***

(0.024)
 

R&D -3.012***

(0.393)
10.019***

(0.638)
 -3.211***

(0.490)
5.968***

(0.642)
-2.492***

(0.685)
7.048***

(1.075)
 

Bank size -0.039**

(0.019)
-0.036
(0.025)

-0.008
(0.034)

 

NPL 0.078***

(0.024)
0.016
(0.032)

0.158***

(0.041)
 

GDP growth  0.109
(0.388)

 -2.829***

(0.451)
 0.939*

(0.506)
 -3.554****

(0.497)
 -1.804**

(0.728)
 -0.936
(0.905)

 

Constant  3.260***

(0.412)
 -16.652***

(0.791)
 3.426***

(0.595)
 -8.310***

(0.880)
 2.258***

(0.758)
 -15.684***

(1.108)
 

Inverse Mills ratio -7.451***

(0.438)
-3.079***

(0.426)
-5.336***

(0.587)
 

Industry 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1,307 51,691 24,416 19,295 24,600 22,092  

(Pseudo) 0.144 0.420 0.103 0.155 0.186 0.428  

<표 11> Heckman의 2단계 추정 차를 이용한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분석

아래 표는 Heckman의 2단계 추정 차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총자산을 기 으로 5분 수로 나  후 소기

업은 1분 와 2분  기업, 기업은 4분 와 5분  기업으로 정의하 다. 종속변수 NBank는 거래은행 수를 나타낸

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개별 기업수 에서 클러스터 강건 표 오차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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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단계 추정과 련된 분석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확인하기 해서 추가분석을 실

시하 다. 첫째, 선택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가운

데 결과방정식에서는 체 되어야 하는 도구변

수를 바꾸어 추정해 보았다. Detragiache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R&D 집약도

를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R&D 집약도를 

도구변수로 하여 분석해보았으나 결과값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로,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에서 내생성 문

제(endogeneity problem)를 고려하 다. 본 연구

에서 거래은행 수는 기업의 선택의 문제라고 가

정하 다. 따라서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분

석할 때 내생성이 련될 수 있다.
10)
 따라서 거래

은행 수 결정이 외생 으로 주어진 상황보다는 내

생 으로 결정됨을 보여  수 있는 련 측정변

수를 설정하여 추정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

일 것이다. 보통 내생성의 문제는 요한 설명변

수가 추정방정식의 잔차항(residual)과 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과의 상호연계성이 존재하

는 경우에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버리지(Firm 

leverage)의 결정은 거래은행 수와 상호 연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Firm leverage)를 내

생변수로 하는 도구변수 추정법(IV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이때 도구변수는 Ongena 

et al.(2012)이 사용한 융 버리지의 기 값

(lagged value)과 매출액증가율을 사용하 는데, 

이는 차입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기간의 차입패

턴과 성장에 따른 자 수요를 반 하기 해서다. 

도구변수 추정법(IV estimation)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표 11>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기업특성변수와 련하여 기 청산가치

(Tangibility)는 Berger et al.(1996)의 연구에 기

하고 있는데, 이들의 방식이 한국의 실을 제

로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기 청산가

치의 용치로 유동비율, 즉 유동자산을 유동부

채로 나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일반

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은 매각시 낮은 시

장가격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의 

청산가치는 자산의 유동성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Berger et al.(1996)이 사용

한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간  로벌 융 기가 

있었던 을 고려할 때 로벌 융 기 후로 

구분하여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분석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1)열은 로벌 융 기 

인 2006년-2007년, (2)열은 로벌 융 기가 

한창인 2008년-2009년, (3)열은 로벌 융 기

가 지난 2010년-2011년의 시기를 상으로 분석

한 결과이다. (1)열과 (3)열의 GDP growth 계수

는 부(-)의 부호를 보 으나, 로벌 융 기 

동안인 (2)열의 GDP growth 계수는 유의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로벌 융 기 동안 

자 의 통로가 막히는 신용경색이 발생함에 따

라 거래은행 수를 늘리거나 인다고 해서 유동

성 험을 일 가능성이 낮아져 경기와 거래은

행 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열의 GDP growth 계수

(-0.769)의 치 크기가 (1)열의 계수(-0.486)보

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로벌 융 기 후 경

제  충격의 학습효과로 인해 경기변동이 거래

은행 수에 미치는 향의 민감도가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 를 들어 거래은행 수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그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

성이 높은 기업들(profitable firms)이 더 많은 거래은행 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경제  충격 후로 기업의 재무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를 보면, 정범석(2011)은 외환 기 후로 재무의사결정 행태가 

버리지도 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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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NBank

(1) 융 기 (2) 융 기 (3) 융 기 후

Financial leverage  0.790***

(0.019)
 0.769***

(0.020)
 0.738***

(0.017)

Firm size 0.238***

(0.004)
0.244***

(0.004)
0.251***

(0.004)

Firm age 0.094***

(0.007)
0.080***

(0.008)
0.066***

(0.009)

ROA 0.109**

(0.046)
0.177***

(0.040)
0.146***

(0.034)

Investment grade -0.089***

(0.013)
-0.138***

(0.014)
-0.134***

(0.014)

Tangibility  -0.583***

(0.053)
 -0.645***

(0.053)
 -0.051***

(0.017)

Liquidity -0.039***

(0.004)
-0.045***

(0.004)
-0.028***

(0.004)

R&D  1.281***

(0.149)
 1.188***

(0.144)
 1.105***

(0.145)

Bank size 0.006 
(0.007)

0.008 
(0.007)

-0.009 
(0.007)

NPL 0.198*** 
(0.031)

0.019 
(0.013)

-0.009 
(0.009)

GDP growth  -0.486**

(0.213)
 -0.233
(0.217)

 -0.769***

(0.154)

Constant  -1.706***

(0.150)
 -1.558***

(0.153)
 -1.453***

(0.155)

Industry dummy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Observations 20,065 20,524 20,798

<표 12> 융 기 후 거래은행 수 결정요인

아래 표는 Poisson random-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을 융 기 (2006～2007), 융

기 (2008-2009), 융 기 후(2010-2011)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 NBank는 거래은행 수를 나타

낸다. Firm leverage는 총은행 출/총자산, Firm size는 ln(총자산), Firm age는 ln(age), ROA는 당기순이익/총자

산, Investment grade는 신용등 이 투자등 (BB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Tangibility는 

(   등가＋0.715*매출채권＋0.547*재고자산＋0.535*비유동자산)/총자산, R&D는 연구개발비/매출액, Bank 

size는 ln(은행 총자산), NPL은 무수익여신비율, GDP growth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비 융기업들을 상으로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에서 기업특성, 은

행특성, 그리고 경기변동이 미치는 향을 알아

보고자 하 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에서 기업의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기업특성의 

이질성에 한 증거를 발견하 다. 정보가 투명

하며, 수익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거래은행 수가 

많았다. 외형  특성이나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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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은행 출시장에서 거래은행 다변화가 용

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D 집약도는 거래

은행 수와 유의한 양의 계를 보 다. 이는 

신 인 기업들이 은행 차입 시 그들의 높은 신

용도를 은행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차입에 유

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정보 수의 험을 

감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등 이 낮고 기

청산가치와 유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은행과 거래 계를 가지는 경향을 발견하 다. 

이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일수록 산하지 않는

다는 자신감의 신호를 보내기 해 은 수의 

은행들과 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은

행 계는 회사정리 시 청산가치를 낮추고, 유동

성 부족으로 인한 자산 재활용을 복잡하게 만들

기 때문에 기업의 청산가치와 유동성비율은 모

두 유의한 부(-)의 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

다.

둘째, 거래은행 수의 결정요인에서 계은행의 

특성은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은행산업이 한층 강화된 자본규제로 인해 리스

크 리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건 성이 양호하고, 

신뢰성이 높아 기업들이 은행 취약성으로 인해 

차입을 분산시킬 유인이 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셋째, 거래은행 수는 경기역행 인 행태를 보

다. 즉 경기확장기 동안에는 감소하고 경기수

축기 동안에는 증가하는 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경기후퇴기에 유동성 험을 

해소하기 해 차입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기업규모에 따라 경

기변동이 거래은행 수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의 거래은행 수는 경기와 상

없이 안정 이었다. 그러나 소기업에 의해 유

지되는 거래은행 수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

화의 증거를 얻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흥미로

운 결과로 안 인 자 조달 수단이 많지 않은 

소기업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성 험을 

해소하기 해 거래은행 수를 늘리거나 이는 

방법으로 재무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안 인 자 조달 수단에 근

이 상 으로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 인 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특성의 에서 경쟁 인 시

장에서 경기역행 인 특징을 보인 반면 비경쟁

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이 찰되지 않았

다. 경쟁시장의 경우에만 경기변화에 따른 거래

은행 수가 경기역행  형태를 보인 것은 경쟁

인 시장일 경우 많은 수의 은행들이 고객확 를 

해 경쟁할 것이므로 기업들이 경기변동에 따

라 거래은행 수를 늘리거나 이기가 용이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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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Banking Relationships in Korea: 

Firm-specific Determinants and Effects of 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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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in 

Korea. Firm-specific determinants considered here include leverage, size, age, return on asset, 

investment grade, tangibility, liquidity, R&D expenditure. We estimat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from previous studies performed for other economies. 

Concerning the effects of business cycle, we find that the business cycle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varies over the 

business cycle, and we notice a counter-cyclical behavior, which means the number decreases 

during economic expansions and increases during contraction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firms' diversification of borrowings into multiple banks in order to reduce the liquidity 

risk during the recession. In the subsets, however,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for large firms 

is stable regardless of the business cycle. Unlisted firms, non-chaebol, and low credit quality firms 

which have relatively limited access to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 show counter-cyclical 

behavior. Finally, such phenomena is not observed in the non-competitive credit market, while they 

show a counter-cyclical behavior in the competitive credit market.

Key Words: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business cycle, counter-cyclical behavior,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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