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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Credit and Investment: Evidence from
Firm-Bank Matched Data
(기업 불확실성이 기업 대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이서현(IMF 파견), 임현준

(연구배경)
□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
과 함께 설비투자 및 고용 등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둔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 대출 및 투
자간 부(-)의 관계가 뚜렷해지는 모습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확실성 지표는 2006~15년중 개별 기업 주식가격 일
별수익률의 연간 변동성임

□ 그 동안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내외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개별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의 측정
과 그 영향에 대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 본고에서는 개별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대출 및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금융기관 연결 대출 데이터*
(Firm-Bank Matched Data)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
* 개별 기업 단위의 총대출 뿐 아니라 각 기업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모든 대출 내역을 포함

ㅇ 또한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특성(유형자산 비중, 기업이 내구재 산업에
속해 있는지 여부, 기업규모, 레버리지 비율, 신용제약 정도)에 따라 대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이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기업 대출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를 식별
문의처: 김영주 조사국 국제경제부 아태경제팀장 (☎ 5283)
임현준 조사국 거시모형부 전망모형팀 차장 (☎ 4137)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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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 이론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은 실질옵션 경로(real option channel)와 위험
프리미엄 경로(risk premium channel)를 통해 기업 대출 및 투자에 부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ㅇ (실질옵션 경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은 투자와 이를 위한
대출 결정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미루는 경향* (Bernanke
1983; Pindyck 1991 등)
* 기업 투자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 및 대출 결정
을 연기하려는 기업의 유인이 커지면서 기업의 관망적인 태도(“wait-and-see” attitude)가 강화

ㅇ (위험 프리미엄 경로)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 부도위험 상승 → 위험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대출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hristiano et al. 2014; Gilchrist
et al. 2014 등)
□ (실증분석 기법) 기업-금융기관 연결 대출 데이터를 처음 활용하여 분석
한 Khawaja and Mian (2008)의 3중 고정효과 패널 분석 방법*(Triple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을 이용
* 3중 고정효과 패널분석은 각 기업이 2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bank-time fixed
effects를 모형에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대출공급 충격과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 효과
를 통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기존 해외 연구들은 기업 수준의 자료만을 활용한 2중 고정 효과 패
널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데 그쳐 불확실성 충격과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 충격의 영향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었음
ㅇ 각 기업의 불확실성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각 기업주가 일별수익률
의 연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측정
ㅇ 실증분석 기간은 2006~15년 중이며, 실증분석에 이용된 금융기관 및
기업은 563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과 2,175개의 비금융 상장기업
을 포함
― 분석에서 이용된 기업의 재무자료는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이를 기업-금융기관의 연결 대출 데이터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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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① 각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해당 기업의 대출 및 투자는 감소
ㅇ 불확실성의 기업대출 감소효과는 대출공급 충격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우리나라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는 위험 프리미엄 경로보다 실질옵션 경
로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불확실성의 부정적 효과는 투자의 비가역성이 큰 기업(총자산 대비 고
정자본 비중이 높거나 내구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차입비중이 낮은 기업 및 신용제약이
작은 기업에서 불확실성의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불확실
성의 파급 효과에서 실질옵션 경로가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확대
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축소 등 신용공급측 요인보다
해당 기업의 관망적인 태도가 강화되면서 투자와 대출이 줄어드는 경향
* 미중 무역분쟁 심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등

ㅇ 아울러 불확실성의 부정적 효과가 대규모 장치산업, 신용제약이 상대적
으로 낮은 기업에서 더욱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의 파급효과가 거시
경제적으로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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