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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거래은행 이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황수영*·이정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기업이 그들의 주거래은행을 이전(main bank switching)하는 동기를 분석한다. 그리고 주거래은행 이전

후에 자금가용성과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있으나 그 원인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2006~2011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비금융기업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첫

째, 정보비대칭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증

가하는 대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은행

의 규모, 건전도 등 은행 특성도 주거래은행 이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주거래은행 이

전 후에 기업의 자금가용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주거래은행 이전 후 기업의 자금가용

성은 증가하였으나, 경영성과는 악화되었다.

핵심단어: 주거래은행 이전, 정보비대칭성, 재무적 제약

JEL 분류기호 : G21, G24, G34

Ⅰ. 서론

효율적인 대출취급을 위해 기업과 은행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형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기업-은행간 긴밀한 관계형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

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형성은

자금가용성(credit availability)을 증가시키거나 조달비용과 담보요구를 줄인다는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업들은 왜 장기간 관계를 형성해온 그들의 주거래은행을 변경하

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기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주거래은

행에 의해 금융제약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은행으로 거래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더 많은 자금수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성

장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거래은행 이

전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더 나은 대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이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간 밀접한 관계형성이 오히려 결속문제를 일으켜 기업에게

비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 경우 기업은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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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래은행이전과 관련하여 기업특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규모가 작고 정보가 불투

명한 기업일수록 이전비용(switching cost)이 높고 새로운 주거래은행이 요구하는 레몬프리미엄

(lemon's premium)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정보가 투명한 기업일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래은행 이전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특징은 분석상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를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은행대출 신청과 주

거래은행 이전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KISVALUE의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출기업과 대응되는 은행 관련자료는 금융감독원

은행별 재무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매년 그들의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있으나 그 원인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

업들의 주거래은행 변경 이유와 주거래은행 이전 후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연구의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주거래은행 이전과 사후적 효과

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1. 주거래은행 이전의 주요 원인

거래은행의 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연구 관점에서 많이 논

의되고 있다. 관계금융에서 가중 중요한 논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업력이 짧은 기업들

은 거래실적(track record)이 부족하여 자신의 가치를 금융기관에 입증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

한 새로운 은행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기업들은 은행과의 오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

행과의 관계가 긴 기업일수록 관계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하겠다. Farinha and Santos(2002)에

따르면 관계의 기간이 길수록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 주었다. Gopalan,

Udell and Yerramilli(2011)의 연구에서도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 혹은 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기

존의 주거래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관계은행의 수도 중요한 요인이다. Farinha and

Santos(2002) 따르면 단일은행 관계 기업의 경우 다수은행 관계 기업에 비해 거래은행 이전에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일은행 관계 기업의 정보는 다른

은행으로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은행은 기존의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거래은행을 이전하려는 기업의 신용도에 의문을 가지기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전기업

에게 높은 레몬 프리미엄(Lemon's premium)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Sharpe, 1990; Rajan, 1992).

주거래은행 이전에서 또 다른 중요 요인중 하나는 이전비용(switching cost)이다.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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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3)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대출 이자율의 약 1/3 수준이라고 주장하여 이전비용이 주거래

은행 이전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 이전비용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 새로운 은행과 일하기 위한 학습비용, 새로운 금융기관의 질에 대한 불

확실성 등이다(Sharpe, 1990). 이전비용에는 주거래은행의 변경으로 기존에 설정된 관계가치의

손실과 같은 기회비용도 포함한다(Kim et al. 2003). 이전비용은 고객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다(Hubbard, Kuttner and Palia, 2002). 따라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으며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더 높

다(Ongena and Smith, 2001).

이와 같이 주거래은행 이전은 비용과 불편함이 수반되는데도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주거래은행 변경 후에 누리는 편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Vesala(2007)는 대출관계의 초기단

계에서 은행들은 자신의 은행으로 거래를 바꾼 고객에게 더 큰 자금가용성을 제공한다고 주장

하였다. Gopalan, Udell and Yerramilli(2011)에 따르면 주거래은행 이전은 기업이 재무적 제약

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규모와 평판이 증가할 때 대형은행으로 주거래관계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이전한 기업들은 새로운 관계은행으로부터 높은 자금가용성을 확보하였음

을 보였다. Ioannidou and Ongena(2010)는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는 더

나은 대출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낮은 금리의 대출제공은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비대칭성의 관점에서 정보 불투명성이 높은 기업은 주거래은행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과

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Farinha and Santos(2002) 따르면, 위험분산(risk-diversification)의 목적

하에서 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낮은 신용기업의 리스크를 공유할려는 유인을 가진다고 한다. 은

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익스포저(exposure)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은행(incumbent bank)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이들 기

업들은 추가적인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Degryse and Ongena(2001)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

거래은행을 이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구조는 주거래은행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쟁적인 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전비용은 완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적 시장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대안이 많아지

기 때문이다(Elsas, 2005).

2. 주거래은행 이전의 사후적 효과

Ioannidou and Ongena(2011)에 따르면, 외부은행(outside bank)으로 이전한 후 신규차입 금

리는 기존 거래은행(inside bank)의 신규차입 금리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거래은행 이전 후 1

년 반 이후에는 차입금리가 기존은행의 차입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Degryse and

Ongena(2001)은 단일관계 기업이나 다수거래 관계기업이 거래은행을 변경할 경우 사건발생일

로부터 2년 후에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건기간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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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와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6~2011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비금융기업 18,805개의 기업자료이다. KISVALUE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은 외감대상기업, 코스

닥과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주거래금융기관이 제2금융기

관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주거래은행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경우에도 제외하였다. 그

리고 분석대상기간 중 한 해라도 은행대출이 없는 경우도 모두 제외하였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12월 결산기업의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 기간중에 신설한 기업은 제외하

였다. 상장기업중에 관리대상 기업도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자료는 11,272

개 기업을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6~2011년 까지의 6년간이며,

각 연도의 자료를 페널로 하여 총 67,632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자료를 위한 기

업의 주거래은행 및 대출액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업특성에 이

용된 기업관련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은행특성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로는 주거래은행 이전(switch), 자금가용성(Loan growth), 경영

성과(Performance)를 사용하였다. 먼저 주거래은행 이전(Switch)은 더미변수로서 주거래은행을

이전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주거래은행이란 일반적으로 최다대출 은행을 말하

며, 기의 최다대출은행과 기의 최다대출은행이 다르다면 이는 주거래은행을 이전한 것으

로 보았다. 주거래은행 이전(switching)은 주거래은행을 변경(move)한 경우와 은행 관계를 추가

(add)한 경우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일은행 관계의 기업은 주거래은행

이전이 곧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해석해야 하나, 다수은행 관계의 기업의 경우 새로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았지만 기존 거래은행과의 대출이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의미있는 구분이 아닐 수도 있다.

<Table 1>에서는 표본기업의 구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체표본의 22.1%가 주거래은행

을 이전한 기업이었다.

 <table 1> No. of sample firm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Switch
2,864

(25.4%)
2,612

(23.2%)
2,452

(21.8%)
2,318

(20.6%)
2,361

(20.9%)
2,369

(21.0%)
14,976
(22.1%)

non-Switch
8,408

(74.6%)
8,660

(76.8%)
8,820

(78.2%)
8,954

(79.4%)
8,911

(79.1%)
8,903

(79.0%)
52,656
(77.9%)

Total
11,272

(100.0%)
11,272

(100.0%)
11,272

(100.0%)
11,272

(100.0%)
11,272

(100.0%)
11,272

(100.0%)
67,632

(100.0%)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자금가용성(Loan growth)은 기업의 주거래은행 대출 증감분을 총자산

으로 나눈 값이다. 경영성과(Performance)는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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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는 크게 기업특성변수와 은행특성변수로 구분하였다. 기업특성변수에는 단일은행관

계 여부, 주거래은행 대출규모, 대출집중도, 중소기업 여부, 기업 업력, 매출액증가율, 레버리지

비율, 유동비율, 상장기업 여부이다. 단일은행관계 여부(Single)는 기업이 단일은행과만 대출거

래를 할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주거래은행 대출규모(ln(Loan

Amount))는 주거래은행의 대출액에다 1을 더한 후 로그변환 하였다. 대출집중도(Loan

concentration)는 기업의 총 은행대출액에서 주거래은행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소기업

여부(SME)는 기업의 총자산이 중앙값 이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기업업력

(ln(1+Firm age))은 기업업력에 1을 더한 후 로그변환하였다. 매출액 증가율(Sales growth)은 매

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출수요가 커서 주거

래은행 이전가능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 레버리지는 (부채/자산)의 비율로 하여 사용

하였다.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유동부채)로 정의하였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거래은행 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상장기업 여부(Listed firm)는 기업이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기

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s

Dependent 
variable

Switch =1 if the firm switch the main bank

Loan growth =△Loan amount/firm total asset

Performance firm operating income/firm total asset

Firm 
characteristics

Single = 1 if the firm is a single bank relationship

ln(Loan Amount) =ln(1+the loan borrowing from the main bank)

Loan concentration the sum of square of (bank  's loan/total bank loan)

SME = 1 if the firm is a small and medium sized firm which 
firm asset is below median

ln(Firm age) = ln(1+ firm age in year)

Sales growth the growth rate of the sale

Leverage total debt/total asset

Current ratio current assets/current liabilities

Listed firm 1 if the firm is a listed company, KOSDAQ or KOSPI

Bank 
characteristics

Large Bank =1 if the main bank is a large bank which bank asset is 
above median 

ln(Bank size) = ln(1+bank total asset)

BIS ratio BIS Capital adequacy ratio

NPL ratio non-performing loan/total loan

Bank growth the growth rate of the Bank's firm loan

은행특성변수로는 대형은행 여부, 은행규모, BIS 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형은행 여부(Large Bank)는 해당은행의 총자산이 중앙값 이상이

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은행규모(ln(Bank size))는 은행 총자산에다 1을 더

한 후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고정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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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율(NPL ratio)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하였다. BIS비율

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기업이 주거래은행 선택시 은행의 건전도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여

포함하였다. 은행의 성장율(Bank growth)은 해당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로서 은행산업의 경

쟁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기업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주거래은행

이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분석대상 변수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2 연구방법

주거래은행을 변경할지 않을지의 의사결정과 더 많은 은행대출을 획득하려는 행동은 상호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생변수로서 주거래은행 변경 더미변수를 정의할 경우 자기선택

편의(self-selection bias)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헤

크만(Heckman)의 선택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주거래은행 변경에 관한 기업의 선

택결정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이분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를 가진

헤크만 형태의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거래은행 변경에 대한 내생적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패널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Xit는 외생변수로서 관찰 가능한 기업특성들의 집합이다. Switchit는 만일 기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한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0, 1, 2}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들의 벡터이다. eit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업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기업의 확률표본이 아니다. 만일 기

업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이 기업의 경영성과(Performance)와 상관성이 있다면,

기업의 성과는 식(1)의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의 OLS 추정치는

편의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은 다음의 식에 의해 결

정된다고 가정하자.


  (2)

   
  

   
  

여기서, 

는 관찰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Zit는 주거래은행 변경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들이다.  it는 오차항이다. OLS를 이용한 1의 추정은 편의가 존재

할 것이다.

식(1)에서 Switchit와 eit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1의 불편 추정량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한 식(1)의 고정효과

추정량을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오차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야기하는 모든 관찰할 수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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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성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둘째, 식(1)과 식(2)를 연립방정식 형태로 동시에 추정한다. 연립방정식 체계의 추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Switchit에 대한 도구변수들(관찰할 수 없는 기업특성들)은 식(1)에 이미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식(1에서 좋은 도구변수의 특징은 식(1)의 오차항 eit와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주거래은행 변경 더미 Switchit와는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셋째,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Heckman의 2단계 절차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기선택을 통제

한다.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기업에 대한 조건부 기대되는 기업성과를 추정한다.

E(Yit|Switchit=1) = 0 + 1 + 2Xit + E(eit|Switchit=1). 식(1)과 식(2)에서 eit와  it는 평균 = 0,

표준편차() = 1을 가지고 상관계수는 인 이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그리고

E(eit|Switchit=1) =  이다. 여기서

 


,

·과 ·는 각각 표준정규 확률밀도함수,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이다. 이와

유사하게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조건부 기대되는 기업성과는

E(Yit|Switchit=0) = 0 + 1 + 2Xit + E(eit|Switchit=0) 이다. 이 경우에 E(eit|Switchit=0) =

 이다. 여기서

 


,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기업과 변경하지 않은 기업의 기대값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3)

식(3)의 오른쪽 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1)에서 OLS방법을 이용하여 Switchit의 계수를 추정할

경우 두 오차항들의 상관계수()가 음이면 하향 편의될 것이고 양이면 상향 편의될 것이다.

Heckman의 2단계 절차에 따라 먼저 의 일치추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Probit모형을 이용

하여 식(2)를 추정한다. 이렇게 구한 추정치는 자기선택의 수정치인 과 의 추정치를 얻는

데 사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의 식을 추정하여 를 추정한다.

      (4)

 

여기서   이다. 의 부호는 식(1)과 (2)에서의 오차항들간의 상관계수인 에 의해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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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서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표본 분포의 양극단 0.1%에 대해 윈저

화기법(winsorization)*을 적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주거래이전 기업

(Switch)은 표본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은행 관계 기업(Single)은 표본의 19.7%,

상장기업(Listed firm)은 표본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래은행 대출 평균은 140억원이며,

중앙값은 50억원이다. 기업의 자산은 평균 1,030억원이며 중앙값은 190억원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주거래은행 이전기업(Switch)과 비이전기업(non-Switch)의 기초통계량을 상호 비

교한 결과이다. 두 비교집단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Wilcoxon Rank-sum test를 사용하였다.

주거래은행 이전기업(Switch)과 비이전기업(non-Switch)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주거래은행의 대출량은 비이전기업이 더 크다. 이는 이전기업의 대출크기가 작아

자금수요가 더 클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5>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은행 거래관계

(Single)와 대출집중도(Loan concentration) 그리고 대형은행(Large Bnak)과 은행규모(Bank Size)의

상관관계가 높아 이후의 분석에서 따로 분석하였다.

* 이상치의 왜곡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윈저화(Winsorization)기법은 분포의 상하 % 이내에서 그 값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90% Winsorization은 5th percentile 미만의 값들은 5th percentile 값으

로 대체하고, 95th percentile을 초과하는 값들은 95th percentile 값으로 대체한다. 윈저화기법은 분포의 상하 % 이내에서 양

극단치를 제거하는 트리밍(Trimming)기법에 비해 표본수는 줄이지 않고, 검정력은 높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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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ean Median SD Min Max

Firm Characteristics
 Switch 67,632 0.221 0 0.415 0 1
 Single 67,632 0.197 0 0.398 0 1
 Loan concentration 67,632 0.725 0.740 0.238 0.178 1
 Loan growth 55,267 0.016 0.0004 0.141 -1.323 0.885
 Loan amount(￦billion) 67,632 14 5 66 0.001 1,384
 SME 67.632 0.489 0 0.500 0 1
 ASSET(￦billion) 66,089 103 19 64 0.7 13,700
 Firm age(year) 67,632 17.4 14.3 11.3 1.3 72.3
 Sales growth 67,632 0.330 0.092 2.765 -1 70.545
 Performance 66,079 0.068 0.052 0.158 -0.959 1.956
 Leverage 66,085 0.694 0.700 0.307 0.220 3.205
 Current ratio 66,085 1.900 1.109 4.817 0.003 105.013
 Listed Firm 67,632 0.111 0 0.314 0 1
Bank Characteristics
 Large Bank 67,632 0.616 1 0.486 0 1
 Bank Size(￦trillion) 67.632 150 151 64 2 262
 BIS ratio 67,632 0131 0.126 0.017 0.087 0.176
 NPL ratio(%) 67,632 1.219 1.140 0.528 0.100 3.860
 Bank growth 65,170 0.126 0.107 0.118 -0.881 0.681

  <Table 4> Switch vs. non-Switch

Variables
Switch non-Switch

z-wilcoxon
mean median SD mean median SD

Firm Characteristics
 Single 1.474 1.386 0.430 1.327 1.386 0.472 -34.120***

 Loan concentration 0.618 0.570 0.242 0.756 0.789 0.227 62.008***

 Loan growth 0.026 0.013 0.181 0.013 0.000 0.128 -16.354***

 ln(Loan amount) 7.891 8.184 2.008 8.172 8.468 1.910 20.203***

 SME 0.424 0 0.494 0.507 1 0.500 17.879***

 ln(Firm age) 2.745 2.741 0.606 2.735 2.719 0.596 -2.128***

 Sales growth 0.377 0.098 2.995 0.316 0.090 2.696 -3.211***

 Performance 0.074 0.057 0.173 0.066 0.051 0.153 -8.451***

 Leverage 0.665 0.665 0.309 0.703 0.709 0.307 14.399***

 Current ratio 2.068 1.215 5.115 1.852 1.080 4.728 -20.416***

 Listed Firm 0.149 0 0.356 0.100 0 0.300 -17.027***

Bank Characteristics
 Large Bank 0.599 1 0.490 0.608 1 0.488 1.811***

 ln(Bank Size) 18.680 18.832 0.666 18.667 18.832 0.662 -3.849***

 BIS ratio 0.132 0.128 1.635 0.131 0.126 1.677 -3.291***

 NPL ratio(%) 1.173 1.090 0.517 1.233 1.180 0.530 14.583***

 Bank growth 0.132 0.112 0.018 0.124 0.104 0.112 -5.395***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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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Matri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Switch
-0.142

***
-0.241

***
0.038

***
-0.060

***
-0.069

***
0.006

*
0.009

**
0.022

***
-0.050

***
0.019

***
0.066

***
-0.002 0.009

**
0.007

*
-0.047

***
0.028

***

(2) Single 1
0.566

***
-0.047

***
-0.371

***
0.110

***
-0.071

***
0.019

***
0.034

***
-0.054

***
0.128

***
-0.082

***
0.045

***
-0.008

*
-0.078

***
0.016

***
-0.016

***

(3) Loan concentration 1
0.062

***
-0.301

***
0.225

***
-0.151

***
0.031

***
0.037

***
-0.047

***
0.114

***
-0.167

***
0.041

***
-0.013

***
-0.135

***
-0.009

**
0.006

(4) Loan growth 1
0.177

***
0.001 -0.074

***
0.027

***
-0.024

***
0.009

**
-0.015

***
-0.028

***
-0.005 -0.016

***
-0.088

***
-0.061

***
0.090

***

(5) ln(Loan amount) 1
-0.290

***
0.110

***
0.010

**
-0.131

***
0.217

***
-0.245

***
0.168

***
-0.070

***
-0.019

***
0.125

***
0.022

***
-0.012

***

(6) SME 1
-0.227

***
-0.013

***
-0.053

***
0.103

***
-0.004 -0.303

***
0.050

***
0.019

***
-0.117

***
0.015

***
-0.006

(7) ln(Firm age) 1
-0.088

***
-0.029

***
-0.140

***
0.015

***
0.261

***
-0.009

**
0.030

***
0.149

***
0.115

***
-0.116

***

(8) Sales growth 1
0.020

***
0.051

***
0.002 -0.020

***
0.007

***
-0.005 -0.010

**
-0.010

**
0.015

***

(9) Performance 1
-0.097

***
0.062

***
-0.010

**
0.003 0.006 0.022

***
0.106

***
-0.061

***

(10) Leverage 1
-0.178

***
-0.186

***
0.033

***
0.007

**
0.151

***
0.271

***
-0.160

***

(11) Current ratio 1
0.045

***
0.024

***
0.007

*
-0.018

***
0.012

***
-0.008

**

(12) Listed firm 1
-0.040

***
0.007

*
0.097

***
0.013

***
0.000

(13) Large Bank 1
0.681

***
-0.098

***
0.126

***
0.068

***

(14) Bank size 1
0.091

***
0.232

***
-0.034

***

(15) BIS ratio 1
0.389

***
-0.432

***

(16) NPL ratio 1
-0.451

***
(17) Bank growth 1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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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주거래은행 이전 확률의 추정 : Probit Estimation

본 절에서는 주거래은행 이전 확률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본 추정 결과는 헤크만의 자기선

택 모형(Heckman's self selection model) 뿐만 아니라 도구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이전확률의 결정요인 추정의 결과는 <Tables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프로빗(probit)의 계수

값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표본 평균에서 계산된 각 설명변수 변화의 한계효과

(margial effect)를 함께 나타냈다. 주거래은행 이전의 확률은 기업속성과 주거래은행 속성에 의

해 결정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선 단일은행 관계기업(Single)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확률이 낮았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의 대출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Loan concentration)가 높을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은행-기업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확률이 낮음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는  기의 대출규모(ln(Loan amount))의 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은행의 대출규모가 작을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Current ratio)의 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 처럼 기업의 자금수요

가 높을수록, 기업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기

업의 증가하는 자금수요나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이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성장률은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의 성장

성이 높을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

(Performance)가 높을 수록 상장기업(Listed firm)일 경우 주거래은행 이전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가 투명한 기업이 이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편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은해의 규모, 건전도 등 은행의 특성도 주거래은행 이전의 중

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기의 대형은행(Large firm)의 계수는 유의

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과거 대형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주거래 은행을 이전할 가능

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총자산으로 나타낸 은행규모(Bank size)가 양의 값을 가졌다. 이

는 주거래 이전기업들이 주로 대형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거래은행 이전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A. 분석순서

이번 절에서는 주거래 은행변경이 은행대출 접근성,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4가지 방법 즉 ① OLS법, ② 고정효과모형, ③ 2SLS, ④ 표본 선택모

형(sample sele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첫째, 벤치마킹을 위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정효과 추정(fixed-effect estimation)을 실시하였다. 관찰되지 않은

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 기업효과(fixed firm effect)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주거래

은행 이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효과(year effect)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셋째,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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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주거래은행 이전 확률을 추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주거래

은행 이전에 대한 도구(instrument)로서 1단계에서 구한 추정값(fitted value)을 이용하였다. 넷

째, 내생적 자기선택모형(endogenous self-selection model)의 2단계 추정을 하였다.

     <Table 6> Probit Estimates for Switching Firms

Pr(Switch)

Variable (1) Coffieicnts
  (2) Marginal 

effect
(3) Coffieicnt

  (4) Marginal 
effect

Firm Characteristics

 Single   -0.799***

   (0.024)
  -0.174***

   (0.004)
 

 Loan concentration -1.886***

   (0.035)
 -0.508***

   (0.009)
 ln(Loan amountt-1)  -0.141***

   (0.005)
 -0.039***

   (0.001)
-0.159***

   (0.005)
 -0.043***

   (0.001)
 SME   -0.275***

   (0.016)
  -0.076***

   (0.005)
-0.173***

   (0.016)
  -0.046***

   (0.004)
 ln(Firm age)  -0.038***

   (0.015)
 -0.011***

   (0.004)
-0.084***

   (0.015)
 -0.022***

   (0.004)
 Sales growth   0.007***

   (0.002)
  0.002***

   (0.001)
0.009***

   (0.002)
  0.002***

   (0.001)
 Performancet-1   0.178***

   (0.043)
  0.050***

   (0.012)
0.178***

   (0.044)
  0.048***

   (0.012)
 Leveraget-1  -0.142***

   (0.036)
 -0.039***

   (0.010)
-0.197***

   (0.038)
 -0.053***

   (0.010)
 Current ratiot-1  -0.009***

   (0.002)
 -0.002***

   (0.001)
-0.006***

   (0.002)
 -0.002***

   (0.001)
 Listed firm   0.258***

   (0.025)
  0.077***

   (0.008)
0.205***

   (0.025)
  0.059***

   (0.008)

Bank Characteristics

 Large Bankt-1 -0.055***

   (0.015)
 -0.015***

   (0.004)
 Bank Size   0.054***

   (0.012)
  0.015***

   (0.003)
 

 BIS ratio   3.307***

   (0.489)
  0.919***

   (0.136)
1.644***

   (0.496)
  0.443***

   (0.134)
 NPL ratio  -0.165***

   (0.019)
 -0.046***

   (0.005)
-0.161***

   (0.019)
 -0.043***

   (0.005)
 Bank growth   0.071***

   (0.012)
  0.020***

   (0.003)
0.058***

   (0.012)
  0.016***

   (0.003)
 Constant  -0.374***

   (0.265)
 1.266***

   (0.267)

No. of Obs. 53,702 53,702
Pseudo R2 0.0670 0.1107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All model include firm, year, industry fix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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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거래은행 이전과 자금가용성

<Table 7>은 주거래은행 이전 후 대출규모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 이전(Switch)의 계수는 모든 column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다. 이는 주거래 이전 후 새로운 관계은행으로부터 이전의 주거래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확

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래은행의 수와 기업규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항

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교차항 Switch×Single과 Switch×SME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

다. 즉 주거래은행 기업 중 단일관계 기업(Single) 기업과 중소기업(SME)은 이전은행으로부터

기존은행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자기선택 모수인 Lambda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자기선택이 존재함을 의

미하며, 주거래은행을 이전하게 만든 기업특성들이 대출액 증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전기업들이 비이전 기업들에 비해 정보가 투명하고 우량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은 이미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출 이전 후에 더 많은 대출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 또한 높

다고 하겠다.

Ioannido and Ongena(2010)은 주거래은행 이전 기업은 이전초기에 더 낮은 이자의 편익을

누렸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홀드업(hold-up) 효과가 점차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을 변경한 기업들은 더 위험한 존재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경쟁적

인 가격에 추가적인 대출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주거래은행 변경은 기업들의

자금가용성을 증가 시킨다.

C. 주거래은행 이전과 경영성과

<Table 8>은 주거래은행 이전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경영성과는

총자산수익률(영업이익/총자산)을 사용하였다. 주거래은행 이전(Switch)의 부호를 살펴보면

OLS에서는 양의 값을 보였으며,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2단계 회귀분석(2SLS)과 선택모형(Selection Mdel)에서는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주거래은행 이전 후 수익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2SLS모형에서 주거래은행 이전(Switch)의

계수는 -0.070으로 주거래은행 이전 후 수익성이 7%나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선택모형에서는

-0.316로 나타나 수익감소가 31.6%나 일어났다. 두 개의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Switch×Single은 주거래은행 이전기업(Switch) 중 단일은행 거래관계 기업과 다수은행 거래관

계 기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Switch×SME는 주거래은행 이전기업

(Switch)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Switch×Single의 OLS 추

정치와 고정효과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하는 2SLS와

선택모형(Selection model)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주거래은행 이전 기업 중

단일은행 거래관계 기업의 수익이 다수은행 거래관계 기업의 수익보다 47.3%더 낮다는 의미이

다. 이처럼 단일은행 거래관계 기업은 주거래은행 이전으로 수익이 오히려 하락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전기업이 레몬프리미엄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witch×SME의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여 주거래이전 기업중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

업의 수익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거래 은행을 이전하지 않은 단일관계기업

(Single)과 중소기업(SME)의 계수는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밀접한 은행-기업의

관계가 안정적 자금조달에 기여하여 기업의 성과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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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ambda의 계수값은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주거래은행을 이전하게 하는 기

업의 특성이 주거래은행 이전 후 기업의 성과와는 관계에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7> Impact of Switching on Firm Loan Growth

Loan growth

Variable  Pooled OLS   Fixed effect IV 2SLS
  selection 

model

 Switch   0.013***

   (0.002)
  0.024***

   (0.002)
 0.644***

   (0.020)
 0.644***

   (0.020) 
 Switch×Single  -0.065***

   (0.008)
 -0.059***

   (0.009)
 0.132***

   (0.030)
 0.138***

   (0.030)
 Single  -0.008***

   (0.002)
 -0.013***

   (0.003)
 0.101***

   (0.007)
 0.100***

   (0.007)
 Switch×SME   0.004***

   (0.004)
  0.004***

   (0.004)
0.237***

   (0.023)
  0.237***

   (0.023)
 SME  -0.004***

   (0.001)
-0.043***

   (0.003)
-0.043***

   (0.006)
 -0.043***

   (0.006)
 ln(1+Firm age)  -0.013***

   (0.001)
 -0.152***

   (0.012)
-0.114***

   (0.012)
 -0.114***

   (0.012)
 Sales growth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Performance   0.039***

   (0.004)
  0.071***

   (0.006)
0.011***

   (0.006)
  0.011***

   (0.006)
 Leveraget-1  -0.007***

   (0.003)
 -0.055***

   (0.006)
-0.003***

   (0.005)
 -0.003***

   (0.005)
 Current ratiot-1  0.001***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Lambda 

    
  0.003***

   (0.001)
 Constant  0.059***

   (0.007)
0.481***

   (0.034)
 0.161***

   (0.035)
 0.161***

   (0.035)

No. of Obs. 53,702 53,702 53,702 53,702
F-value 53.68*** 107.44*** 171.82*** 166.15***

R2 0.0320 0.0479 0.1079 0.1081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All regressions include firm, year, industry fixed effects.



- 15 -

  <Table 8> Impact of Switching on Firm Profit

Performance

Variable Pooled OLS   Fixed effect IV 2SLS
  selection 

model

 Switch   0.004***

   (0.002)
  -0.003***

   (0.002)
 -0.070***

   (0.018)
 -0.070***

   (0.014) 
 Switch×Single  -0.011***

   (0.008)
 -0.008***

   (0.008)
 -0.225***

   (0.042)
 -0.225***

   (0.026)
 Single  0.017***

   (0.002)
 0.011***

   (0.004)
 0.032***

   (0.007)
 0.031***

   (0.005)
 Switch×SME  0.009***

   (0.004)
 0.009***

   (0.004)
0.124***

   (0.032)
 0.124***

   (0.017)
 SME   0.011***

   (0.001)
  0.045***

   (0.004)
0.016***

   (0.007)
  0.016***

   (0.005)
 ln(Firm age)  -0.021***

   (0.001)
 -0.065***

   (0.012)
-0.064***

   (0.012)
 -0.064***

   (0.011)
 Sales growth   0.002***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Leveraget-1  -0.145***

   (0.004)
 -0.067***

   (0.005)
-0.069***

   (0.006)
 -0.069***

   (0.004)
 Current ratiot-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ambda 

    
  0.000***

   (0.001)
 Constant  0.261***

   (0.014)
0.248***

   (0.032)
 0.268***

   (0.033)
 0.268***

   (0.030)

No. of Obs. 53,699 53,699 53,699 53,699
F-value 74.66*** 150.04*** 153.15*** 344.77***

R2 0.1093 0.0994 0.1019 0.1019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All regressions include firm, year, industry fixed effects.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주요 이유들과 변경후의 성과

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업-은행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기존 주거래은

행으로부터 증가하는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새로운 은행으로 주거래를 이전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로 기업규모가 크고 정보가 투명한 기업일수록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은행의 특성도 주거래은행 이전의 주요한 결정요

인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이전할 때 은행 규모가 크고 건전성이 양

호한 은행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들이 규모가 증가하고 평판

이 쌓일수록 증가하는 대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형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 이전 후에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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