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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장기화되는 경기성장둔화와 저금리 추세 속에서 수익성 악화일로

를 걷고 있는 국내은행업계는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이자손익비중의 증가가 그동안 국내은행의 경영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가지의 실증연구로 구성되었다. 첫째, 총영업이익 중 비이자손익 비중

의 확대가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와 위험성 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였다. 둘째,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각 주요 항목들이 비이자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설립원인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구

분하고, 각 은행그룹별로 비이자손익의 비중 확대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위험성 역시 개선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

자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그 비중이 크고 변동성이 낮은 수수료

손익의 비중 확대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험성의 개선에

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동성이 큰 유

가증권, 외환 및 파생상품부문 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

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수은행은 일반은행보다 비

이자손익비중의 확대에 의한 수익성과 위험성의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국내은행에 있어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

성과 위험성 양쪽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

내은행의 비이자업무의 확대를 지침으로 제시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역시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기적

으로는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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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졌을 때 나타나게 될 리스크에 대해서

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변동성이 큰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상품

부문의 비중이 커질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확장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비이자업무 확대의 효과가 일반은행보다 특수은행에서 낮으

므로, 특수은행에게 일반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이자업무의 확

대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내 은행들은 지난 13년

간의 영업행태와 달리, 각 은행별로 자신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업무

의 영역을 차별화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금융당국의 정책 역

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은행 겸업화 효과의 분석을 비이자손익

자체 뿐 아니라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하여도 수행하였

으며, 외국은행들의 사례를 주로 분석한 기존연구보다 국내 현실에 부합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이자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비이자

손익의 비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환 및 파생상품 등 양방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이자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왜곡을 줄이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비이자업무의 효과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은행 특성에 따라 겸업화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의 각 개별은행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도출하지

못했고, 분석대상은행이 17개로 많지 않고 분석대상기간이 13년으로 길

지 않은데 그 한계가 있다. 향후 더 세부적인 은행특성 분류에 따라 겸

업화의 효과를 비교하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은행산업의 향

후 정책 방향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은행의 겸업화, 비이자수익,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학 번 : 2013-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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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최근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0년대에 가파른 속도로 자산규모와 수익 양쪽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 온 은행업계이지만,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이익지표인 ROE(자기자본순이익률)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전체의 ROE는 1997년의 금융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 지난 2001년 12.80%를 기록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2003년 이른바 카드 사태로 3.41%로 주춤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14%이

상의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로 7%대로 급

락한 이후 2013년 말 2.82%를 기록하며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

려앉았다.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3년 말 약 4조원으로 2012년의 8조 8천

억원에 비해 1년 만에 반 토막으로 떨어졌으니, 상황은 자못 심각해 보

인다.

이러한 저수익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

말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중 비이자

수익의 지표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2014년 비이자수익의 확대에 초점

을 맞출 것을 권고하는 등, 금융정책당국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국내은행

이 지나치게 전통적인 예대 마진 방식의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국내은행들의 겸업화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겸업화라고 하면 은

행의 수익원천의 다각화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업계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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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겸업화는 영업수익 중 예대 마진방식에 의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

자수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금리 상황이 단기간 내에는 극복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이자수

익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분명 수익성 악화의 직접적

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들의 자체 경영능력이나 내부적인

노력보다도 외부적인 경기변동이 경영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한다. 2013년 국내은행들의 경영실적이 급속히 악화된 원인이

이렇게 예대 마진 위주의 수익구조가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

라는 분석(이수진, 2013)도 비이자수익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으며,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저성장 추세를 맞아

이런 변화로의 요구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은행의 겸업화는 최근만의 이슈는 아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주도 뿐 아니라 은행권의 자체적인 노력 하에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급속하고도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방카슈

랑스 도입, 2004년 자산운용법 시행으로 인한 간접투자상품판매업 도입,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

시장통합법)의 제정 등과 같은 규제완화 조치 및 우량은행 중심의 인수

합병과 같은 대형화 및 겸업화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구한 결과 국내 은행 수는 1997년 말 26

개에 달했던 것이 2013년 5월 현재 17개1)로 줄어들어 소수의 우량은행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KD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신한

금융지주회사, NH농협금융지주 등 5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세계 100대 은

1) 신한금융지주에 귀속된 제주은행, 우리금융그룹의 광주은행, 경남은행 및 하

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을 포함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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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진입2)하는 등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

에 따라 선진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내은행들의

대형화와 겸업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국내 상업은행들의

변화는 <표1>과 같다.

<표1> 국내 상업은행의 변화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시중은행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 하나, 보람,

평화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평화

조흥,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신한,

한국시티,

국민

우리,

한국SC,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지방은행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축협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은행수 31 21 18 17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외형

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금융지주회사들은 그

구조나 기능 면에서 볼 때 세계 유수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어깨를 겨루

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은행산업의 이익 대부분은 예대

마진에 기초한 이자수익에 대부분의 비중을 의존하고 있으며, 비이자수

2) 'The Banker'誌 201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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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비중의 확대라는 과제는 요원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은행의 비이자순수익비중은

2002년 15.7%에서 2007년 한때 25.6%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

기 여파로 12.8%까지 급락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말 다시 9.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겸업화의 길은 멀고도 먼 것이다.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는 이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금융규제완화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

융공학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이러한 금융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해

분업주의를 표방하던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

게 분리하던 Glass-Steagall Act가 1999년 전면 폐지되고 상업은행의 주

식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Gramm-Leach-Bliley Act가 제정되었으며,

일본도 금융 빅뱅 이후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금융기

관간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등 겸업화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론 부실화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전통적인 은행의 예대 마진 업무 외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대된

투자은행의 영업행태가 얼마나 큰 위험요소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발생·증폭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과

도한 위험추구 그리고 겸업을 확대한 상업은행의 영업행태 변화가 주요

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Gertrude Trumpel-Gugerell, 2009). 이

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동향은 최근 그동안의 탈규제(de-regulation)의

흐름이 주춤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재규제(re-regulation)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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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행의 겸업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범위의 경제(economics of scope)

를 통해 리스크가 분산되고 과거의 영업행태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개

선시키는 효과도 예상되는 반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업무에 주로 진출하면서 리스크가 오히려 증가하고 그 서비스의 질도 낮

아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조직이 복잡해지고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경영

자나 금융감독당국이 일선 담당자를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도

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 역시 영업행태의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에

매우 민감해지고, 수익의 변동성도 커지는 등 경영안정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손진식·김수진,

2013). 또 은행창구에서 펀드와 보험 판매를 하게 되면서 중소보험/증권

사에게는 판매 창구가 한층 다양해 진 반면, 대출고객에게 이른바 ‘꺾기’,

즉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펀드, 보험의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이

과거 일부기간동안 이루어져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창구에 앉은 모든 직원이 예금과 대출 뿐 아니라, 펀드, 보험,

신용카드 및 퇴직연금 등 새로이 도입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식을 갖추어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직원 교육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은 문제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많은 고객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서비스의 질 하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럼 리스크를

짊어지고라도 은행들은 다함께 겸업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

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굳이 논리적인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국내은행의 수익구조가 90%정

도가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

해서는 수익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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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금 비이자수익의 비중

을 증대시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여러 위험성이 내

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길로 보인다. 그러나 단

순히 비이자수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비이자수익이 갖는 특

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은행의 이자수익의 원천이 주로 대출채권 자산임에 비해, 비이자수익

은 그 성격이 종류별로 매우 다르다. 비이자수익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크게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유가증권관련수익, 외환거래이익 및

기타영업이익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자금이체서비스수수료 및 신용카

드판매와 이용대금수수료, 방카 및 펀드 판매와 운용수수료, 유가증권 매

매·평가·처분·배당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이익,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금융 이익까지 실로 다양

한 범위의 수익 창출 활동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이 모든 항목 중에서 어떤 비이자수익을 확대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종류의 비이자수익은 은행의 경영성과를 실제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비이자수익은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이재화·곽병진·박광우·박래수(2009)가 실시한 금융환경이 상이

한 66개국의 약 3천 3백여 개 상업은행들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

증분석에 따르면,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

는 반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부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되었다.

이순호(2008)는 은행 수익원의 다각화가 은행 수지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냈으며, 이것은 수수료 수입

이 대출이자수익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이자수익 자산에 대하여는

대출자산처럼 필요자본금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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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성격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은행이 다양한 종류의 비이자수익을 모두 증대시켜야 하는

것일까? 은행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비이자수익 중 유리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수익은 비교적 변동성이 적

은 것으로 생각되고, 유가증권,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수익은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각 수익 항목의 변동성은 은행 전체의 이익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은행의 특성에 따라 비이자수익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다. 국내 일반은행들이 영업방식이나 보유 상품에 있어 서로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처럼 설

립 목적부터가 특별법에 의거한 몇몇의 특수은행들은 그 자산구조나 영

업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일반은행과는 다르며, 비이자수익의 확대 역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내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상업은행들끼리 큰 차별화가

되지 않은 채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상

당부분 있어 왔다. 2003년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 전 수년간 너나 할 것

없이 카드영업 확대에 무분별하게 매진하던 때가 그러했고, 2008년 서브

프라임사태로 경기가 주춤하기 전까지 모든 은행들에게 자산 규모 키우

기가 화두였던 시기가 그러했으며, 더 과거에는 1997년 금융위기가 일어

나기 직전까지 뚜렷한 자체수익 모델도 없이 전 세계 각지에 국외점포를

확충하고 투자금융을 늘리던 때가 그러했다.

향후 국내 은행업계의 화두가 비이자수익 확대라면, 또다시 과거처럼

모든 은행이 비슷한 형태로 일정수준 이상의 비이자수익 비중을 위해 달

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하에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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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금융 정책 역시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은행의 겸업화가 실제로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 비이자수익 항목들

이 수익성과 위험성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소유의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에서 비이자수익비

중의 변화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관련 이론

을 살펴보고 주요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가 기존연구를 어떻게 연장하고 있는지 보인다. 제3장에서는 실

증분석에 필요한 가설을 세우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비이자수익과 그 항목별 비중 증가가 국내은행들

의 경영성과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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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은행연합회 소속 국내 17개 상업은행들의 2000년 ~ 2012년

사이의 연도별 경영지표를 이용하여 은행의 겸업화가 수익성과 효율성,

그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각 은행들의 기관별, 연도별 경영지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http://dart.fss.or.kr)의 개별은행 연도별 기초통계자료, 은행경영통계

보고서 자료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및 은행별 홈페

이지에 게시된 각 은행별 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 중 은행 간 합병이 있을 경우, 합병 법인은 존속하고 피합병

법인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에

따라 불균형 패널데이터 형태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은행, 조

흥은행, 평화은행, 서울은행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분석기간 중

존재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회사에 속하

는 각 은행은 개별은행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표본에 포함시켰다.

실증분석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2000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의 13

년간의 개별은행 정보가 누적된 패널자료이며, 분석대상 기간의 선정은

2000년 1사분기 이후에야 비로소 은행들의 분기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

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기 시작하여 은행의 분기별 및 연

도별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1999년 이전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직후 3~4년간 무

수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외환위기로 인한 큰 충격이 각 은행별 재무지표에 남아있는 기간이기도

하며, 본격적인 은행업무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2000년 이

후의 자료와는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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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특수은행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일

반은행과 소유구조가 상이하지만 상업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은

행들도 표본에 포함하여 겸업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다만 수

출입은행은 소매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등 타 은행들과 업무성격이

매우 상이하여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유형을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분

류방식인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류하여 소유

주체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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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은행 겸업화에 대한 정의

은행의 겸업화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확대를 통

한 수익의 다각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순호(2008)는 은행 수익

의 다각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대출이자수익 비중이 감소하고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

해 상업은행업과 보험업 또는 투자은행업 등을 겸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상업은행의 업무에는 대출, 자산관리 등이 포함되며 투자은행의 업무

에는 전통적인 IB업무(주식발행과 채권발행 등 자본시장업무, 즉 기업공

개,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등)와 자기자본투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업

무 등이 포함된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유럽

식이라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크(Universial Bank)의 경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의 내부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1999년 G

lass-Steagall Act를 폐지하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었으며 1999년 Gramm-Leach-Bliley Act 제정

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소유를 허용하게 되

었다. 단 상업은행의 증권업무 사내 겸영 및 증권회사의 예금수취는 여

전히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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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이후 국내의 은행업무는 상업은행이 전통적

IB업무를 제외한 일부 투자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적

인 IB업무인 자본시장업무는 증권사에게만 인가되어 있어, 향후 증권사

들이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김자봉(2008)은 금융 산업의 겸업화를 내부겸영방식과 외부겸영방식으

로 구분하였는데, 내부겸영은 단일 회사 내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이에 해당되고, 외부겸영은 사업의 독

립성을 갖는 자회사로 하여금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도록 하고 이

들 자회사 간 기능을 결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해당된다고 정의하였

다.

한편 은행의 비이자수익은 일반적으로 총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을 제

외한 부분을 칭한다. 전통적으로 상업은행의 업무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 추구라고 할 수 있는데, 비이자수익 비중

이 확대된다는 것은 은행의 총 영업수익 중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확대되

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겸업화에 대한 정의 중에서 보다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한하여 은행

의 겸업화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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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현황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3). 금융지주

회사는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없이 자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

하여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한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

관리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인하우스(In-House)방식의 겸업체

제와 구별된다.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

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으로 하는 회사로서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자산총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금융지주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0년도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IMF금융위기 이전에 기업들에게서 보이던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4).

첫째,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 하에서

는 지주회사 한 개가 종속회사 여러 개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배

구조가 명확하게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복잡한 순환출자식의 국

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비해 단순하고 투명해질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의 조정과 감독 하에 종속회사 간 업무 협조가 용이해

진다. 문제가 생기거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며, 지

3) 네이버 New 경제용어사전

4)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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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전념하고 자회사는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기존의 계열관계에 의한 구조보다 더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시너지 창출효과 및 유연한 조직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지주회

사 형태를 이용한 금융그룹의 형성은 기존의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에

비하여 유연한 합병전략의 추진, 상이한 금융업종간 통합의 마찰적 비용

절감 등 조직의 구조조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

사의 주식 취득을 통한 자회사 편입만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실적이 좋지 못한 자회사는 지분매각을 통해 간단하게 정리

할 수 있어 계열 기업 간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

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자격획득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이하, 상장한 종

속회사의 주식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50%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둘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의 일부만 소유함에 따라 자회

사의 소수주주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금융지주

그룹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반면,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은 해

당 자회사의 가치를 최대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이 있

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소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경영기

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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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흘렀고 제도 자체의 다양한 장

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대주주가 금융업에 주력하는 금융전업그룹(한국

투자증권지주주식회사, 주식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회사 등) 혹은 정부가 대주주인 일부 금융기관(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 산

은금융지주주식회사)만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른바 삼성, 동

부, 현대, 한화 등 금융(주로 보험회사)과 비금융간 순환출자체제를 지닌

대기업 집단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는 금

산분리의 원칙이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주회사에

있어서도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도록 정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은행업종

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정착되어가고 있다. 2000년 10월 금융지주

회사법이 제정된 이래 2001년 5월 정부주도로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

되었고, 2001년 9월에는 민간주도로 신한금융지주 및 세종금융지주5), 이

후 한국투자금융지주(2003년 5월), 하나금융지주(2005년 12월)가 설립되

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시대가 도래 하였다.

2013년 6월 현재 국내에는 총 12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존재하며, 이 중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회사가 모두 은행지주회사이다. 이를 정리

하면 <표2>와 같다.

5) 2005년 12월 농협에 인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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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요 자회사

연결기준

총자산

(조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농협은행,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농협증권
245 90,253

비에스금융지주
부산은행,BS투자증권,BS

저축은행
42 52,065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

우리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우리투자증권
325 142,038

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대구은행 34 35,628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11 3,032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산업은행,대우증권,

산은캐피탈
191 226,726

주식회사신한금융

지주회사

신한은행,제주은행,

신한생명,

굿모닝신한증권

300 380,089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국민은행,국민카드,

국민투자증권
282 142,166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하나생명
283 -145,964

한국씨티금융지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53 28,392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지주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8 27,801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20 86,849

<표2> 금융지주회사 현황 (2012년말 현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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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통합법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성

장하였으나, 은행 중심의 산업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국내 증권업계는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

음에도 은행권에 비해 겸업화, 대형화, 수익기반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

한 상황이었다. 금융법률체계는 사전규제 중심이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시장

의 발전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다.

자본시장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전

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인 금융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한 것이었

으며, 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에 대하여

겸영을 허용함으로서 기존의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신탁

회사 등이 모두 금융투자회사의 한 범주 안에 묶이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의 세가지 범주로 개편되었다.

둘째, 규제에 있어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투자업

무 관련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리츠 등 다

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셋째, 손실 관련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업자가 하게 되면서 일반투자자

6)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http://fisis.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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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었다.

넷째, 금융투자회사에게 지급결제권한이 부여됨에 다라 기존처럼 증권

사들이 은행 가상계좌를 빌릴 필요가 없게 되고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은 금융

빅뱅이 일어나고 한국형 골드만삭스의 탄생을 기대하는 등 매우 부푼 전

망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증권업계간의 본격적인 M&A가 이루어지는 등

업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다.

은행업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위기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증권사에서 은행고유의 업무영역이던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

면서 많은 고객들이 증권사의 CMA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신탁업무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회요인 역시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금

융상품들이 은행의 점포망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자산운용의 다변화

가 가능해지고 상품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수 있어 은행 영업력 확대의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비

슷해지면 이미 기존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탄탄했던 은행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막상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이 제도의 취지는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규제

완화 흐름이 주춤하고 다시 규제강화로 돌아선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대

폭적인 금융규제완화를 펼친 것도 시기상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 투자자보호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애초

에 기대했던 IB육성이나 금융혁신 등의 큰 변화는 제도도입 4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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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외풍과 제

도적 제한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더딜 뿐,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4.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차이

특수은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금융기관인

일반은행이 채산성이나 전문성, 재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공급하

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일반

은행의 기능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주목적

이다. 재원조달의 상당부분을 재정자금 및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전액 혹은 일부 출자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과 크게 구분 된다7).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수출입은

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 등 5개이

다. 이들 특수은행은 그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반은행들이 주주의 이윤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데 비해 특수은행은 각기 부여된 특수한 설립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매년 정부에 업무 승인을 받고,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해서

도 통제를 받으며, 그 업무 수행 내용에 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정부로

부터 받아야 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과 비교할 때 그 소유구조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특징에 있어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7)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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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정부의 규제, 관료주의적 행태,

주인·대리인 문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

익을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이윤극대화에 반하는 업무 수행을 하

기도 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 이외에도, 특수은행은 공기

업의 특징 중 하나인 독점적 지배력을 상당부분 갖는다. 이는 각 특수은

행의 설립 근거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과 연관이 있다.

예컨대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서는 그 설립목적을 중소기

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이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든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독점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대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22.6%, 2013년말 기준)를 고수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기업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구성원들의 위기의식

이 낮아,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자 하

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안형준, 2011년).

한편, 과거 국민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등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특

수은행으로 설립되었으나 일반은행들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서 특수은

행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하여 민영화되어 일반 시중은행에 편입된 경우들

이다. 2012년 말 현재 국내의 특수은행 현황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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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내 특수은행 현황 및 개요8)

(단위:천억원,평잔,일반직원기준)

구분
설립근거법 및

설립년도
주요경영지표 설립목적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1954년

임직원수 2.099명

점포수 98개

총자산 1,609

당기순이익 9.5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1961년

임직원수 7,785명

점포수 631개

총자산 2,024

당기순이익 11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인 경제활동을 원활하

게 하고 경제적 지위

의 향상 도모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법

1961년

임직원수 12,512명

점포수 1,190개

총자산 2.049

당기순이익 4

농업인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지위를 향

상시키고 농업인의 삶

의 질을 높여 국민경

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년

임직원수 1,552명

점포수 115개

총자산 228

당기순이익 0.5

어업인과 수산물가공

업자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지위를 향

상시키고 어업인과 수

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

바지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1969년

임직원수 731명

점포수 29개

총자산 580

당기순이익 1.4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

융을 제공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촉진

8) 2012년말 기준, 각 은행별 공시자료 및 각 은행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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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일반은행은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의 7개 은행이 해당되며, 지방은행

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6개

은행이 해당된다.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2012년말 현재 금융감독

원 은행경영통계 보고서 제출 기준으로 39개가 있다.

<표4> 국내은행 현황 (2012년말 현재)

구 분
총자산규모

(평잔,신탁포함)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시중은행 12,556천억원 897천억원 58천억원

지방은행 1,397천억원 99천억원 10천억원

특수은행 6,493천억원 539천억원 27천억원

외국은행국내지점 2,372천억원 309천억원 20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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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은행산업의 현황

가. 국내은행의 자산규모 변동 추이

국내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과 부실은행에 대한

합병 등을 거쳐 왔고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외

형적인 규모 키우기에 은행들이 몰입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 시장 활황세 유지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총자산규모는 빠

른 성장을 이어 왔으나, 은행 간 경쟁 심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

기침체로 다소 그 속도가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6,512

천억원이던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2012년에는 18,991천억원에 달해, 해당

기간 동안 3배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국내은행의 총자산 추이는

<표5>와 같다.

<표5> 국내은행 총자산규모 추이 (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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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은행의 수익성 변동 추이

한편 경기성장 둔화와 저금리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이자수익자산이 총

자산의 대부분인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성장세가 꺾이고 악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은행의 총영업이익 추이는 <표6>와 같다. 2012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영업이익은 464천억원이며, 이중 일반은행은 335천억

원, 특수은행은 129천억원에 달한다.

<표6> 국내은행 총영업이익 추이 (천억원)

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손익 비중 추이

2000년대 들어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방카슈랑스 도입, 간접투자상품판

매업 도입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굵직한 금융이슈가 있어 왔으며 이

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를 해 왔다. 그

러나 국내은행들의 총영업이익 중 비이자손익의 비중을 살펴보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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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세를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에 16.8%에서 2007년 29.

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후 12%로 급락한 이

후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듯하다가 2012년 이후 초저금리의

지속과 경기침체로 인해 8.2%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구조의 다각화

와 금융 산업 선진화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표7> 국내은행 비이자손익비중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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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비이자수익비중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전통적으로 은행은 여타 경제주체 및 금융시장에 비해 리스크의 평

가·관리에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난 수십년 간 지

속된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으로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이 확대되어 왔다.

규제완화와 그로 인한 경쟁 확대는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을 증대시키고

업무영역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유

동화 등의 금융혁신으로 은행과 금융시장의 연계가 밀접해지면서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도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은행의 영업행태의 변화, 특히 전통적인 은행업무라 할 수

있는 예대마진업무 이외의 비은행업무의 비중 변화가 은행 경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매우 복합적이며, 연

구대상과 시점 등에 따라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화 등 3인(2009)은 금융환경이 상이한 66개국의 약 3천3백여개 상

업은행들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반면 자산건전

성은 악화되고 부도가능성을 높인다는 결론을 냈으며, 따라서 은행이 다

양한 업무영역에 진출하여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건전성의

악화와 수지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여신 이외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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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도 수익이 창출될 경우 부실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질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가 은행수지

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이자수익의 변동성이 이자수익의 변동성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겸업화에 따른 리스크 분산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은행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 DeYoung and Roland(2001)는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비이자수익이 이자수익보다 큰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자

수익의 원천인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비이자수익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데, 이는 대출관계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데는 은행 및

대출자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거래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

속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이자 수익과 관련된 거래관계는 거래 조건의

변경 또는 종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 기인한다.

둘째, 비이자 수익활동의 확대가 은행의 고정비용 증가를 초래하기 때

문이다. 대출관계는 일단 성립이 되면 추가적인 대출에서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이자비용에 제한되는 반면 비이자수익 부문에 진출하는 데는 IT

시스템 구축이나 직원의 신규채용 및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인적,

물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고정비용의 증가는 은행 수익변

동의 폭을 확대시키기도 한다.

셋째, 은행 감독기관이 비이자 수익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유지를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leverage)가 가능해 수익의 변

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자수익자산은 대부분이 대출채권으로 금융당

국의 규정에 의해 일정 비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부실 위험을 관리

해야 한다. 그러나 비이자수익자산은 이러한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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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자수익자산은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항목에 기록되지 않고 부외거래

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리스크관리 유인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

한편 비이자수익비중과 수익변동성의 관계는 크게 두가지의 상반된 견

해로 나뉜다. 비이자수익이 이자수익에 비해 해당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은행수익원천의 다변화로 인

해 수익변동성을 상쇄시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순호(2008)는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심화

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겸업화를 촉진시켰는데 은행 겸업화로 은행

수익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지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수익원 다

각화는 은행 수지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은행 수익원 다각화가 수지 변동성을 높이는 이유는 비이자수익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자본금이 요구되지 않아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동일 고객에 대해

교차 판매할 경우 동일한 충격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효과

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광우, 박현성(2007)은 은행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 은행의 3개 년도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화는 은행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겸업화가

이루어져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면 은행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변현수(2010)는 비이자영업이 증가하면 은행 총영업 수익률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수익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은행은 파생상품영업 등

변동성이 매우 큰 비이자영업으로의 진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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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수진(2013)은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의 높은 경기변동성에 기인하므로 향후 비이자수익 비

중의 확대를 위한 은행권 및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들은 은행이 예대마진 이외의 분야로 업무영

역을 확대하고 비이자수익이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은행의 경영성

과를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며, 비이자수익부문의 종

류나 은행의 위험관리능력 등에 따라서 수익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비이자수익 대 이자수익이라는 큰 틀의 은행 수

익구조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구분석대상이

좀 더 큰 국외연구사례의 경우 겸업화의 범위를 지주회사와 같은 외부겸

영까지 확대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비이자수익 자체를 항목

별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

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비이자수익 항목에 속하는 이익지표들은, 대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대부분인 이자수익과는 달리, 수수료수익, 신

탁운용수익, 유가증권의 매매와 평가 및 처분 등 관련 이익, 외환과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각 항목의 특성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쳐서 일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한

계가 따른다.

또한 비이자수익비중을 분석함에 있어 대부분이 총 영업수익 중 비이

자수익비중, 즉 비용을 제하기 전의 전체수익의 개념을 그 대상으로 삼

고 있는데, 이럴 경우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비이

자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비이자순손익이 음(-)의 값을 갖거나, 영업

수익보다 영업비용이 더 커서 총 영업이익 자체가 손실을 기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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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총수익지표만으로 비중을 구하여 분석하는 경

우 그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일부 연구의 경우 비이자수익

을 총 영업이익9)으로 나누어 비이자수익비중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분모에는 비용이 고려되지만 분자에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가, 영업비용이 과다하여 영업이익이 비이자수익

총액에 비하여 크지 않거나 심지어 더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비이자수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파생상품이나 유가증권매매 및 평

가손익, 외환관련 손익 등은 양방향 거래가 많은 성격상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결산자료를 작성할 때에

도 이 항목들은 비용을 차감한 순손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세부내

역을 주석사항에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비이자수익비중을 비용을 제하

지 않은 총액으로 분석하려면 이 항목들 역시 순손익이 아닌 전체수익으

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금액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그 의미가 왜곡될 소지

가 있다.

2.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성과 차이 비교

국내의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비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수목

적을 수행하는 특수은행의 경영환경 자체가 일반은행과 판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유주체

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소유은행과 민간소유은행의 비교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유구조의 차이에 의한 은행의 성과 비교는 다수의 선

행연구가 존재한다.

9) 총 영업수익 - 총 영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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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안재욱(2002)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국내 14개 시중은행의

패널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은행일수록 과도한 부

실여신을 갖게 되고 경영측면에서 민간지배은행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윤미(2003)는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의 정부소유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고, 민간소유의 은행이 정부 소유은

행보다 규모나 기술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정부소유은행들

의 민영화 논리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안형준(2011)은 국내 은행을 정부소유, 민간소유 외국인 소유 그

룹으로 나누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

여 본 결과,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서는 소유구조에 따른 효율성은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정부소유여부 보다는 각 개별은행의 시장경쟁력에 좌우된

다고 결론짓고, 정부소유은행의 효율성 개선을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

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소유와 민간소유 은행의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외에도 몇 건

의 선행연구를 더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유주체의 차이로 인

한 성과 자체의 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은행의 소유주체에

의한 비이자수익비중의 성과에 대한 영향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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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본 연구의 특징과 의의

본 연구는 기존의 은행 겸업화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확대하고 있다.

첫째,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비중의 확대가 은행의 수익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비이자수익 전체 뿐 아니라 비이자수익을 구성하는 각 항

목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가 과거에 국내 자료가 충분히 없던 탓에 주로 미국이

나 아시아권, 전 세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 연구

는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3년간 쌓인 국내 상

업은행들의 겸업화 관련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겸업화의 정도를 총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손익, 즉 비이자수익에

서 비이자비용을 차감한 손익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겸업화의 측정을 총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비중, 혹은 총

자산대비 비이자수익비중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런 경우 비이자수익부문

의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의 비이자수익의 구성

은 수수료부문이익, 신탁부문이익, 유가증권이익, 외환 및 파생관련 이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유가증권이나 외환 및 파생관련 부문은 그 성

격상 비용이나 손실을 차감한 후의 순손익으로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고 총액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지나치게 과대한 값을 나타낼 우

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겸업화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특수은행의 공기업

적인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겸업화에 의한 경영성과의 변화 여부는 일반

은행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수은행에 대한 정

책 방향도 일반은행과는 달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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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겸업화는 전통적인 예대업무를 포함하여 은행의

업무 영역이 전 금융권으로 확장되면서 총 영업수익에서 총 영업비용을

차감한 총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손익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은행의 특성상 손익계산서 상에서 전통적인 예대마진 방식에 의한

이익은 이자이익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영업방식을 통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이 비이자이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8> 이자손익 및 비이자손익

총영업이익

이자손익 비이자손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손익

수수료순손익

- 수입수수료

- 수입보증료

- 신용카드수수료 등

신탁업무운용손익

유가증권관련손익

외환거래이익

기타영업손익

- 충당금환입액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기타영업잡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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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 영업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되며, 이자수

익에는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및 기타이자수익이 해당

되고 비이자수익에는 수수료수익10) , 신탁업무운용수익, 유가증권관련수

익, 외환거래이익, 기타영업이익11) 등이 해당된다.

비이자수익비중을 총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의 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은 국내외 기존 연구와 은행내부 경영평가 지표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이며, 비용 고려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용과 비이자영업의 비용을 고려하여

총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손익비중으로 겸업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1> 연구의 조작적 정의

10)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신용카드수수료 등

11) 충당금환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영업잡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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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겸업화가 이루어질수록, 즉 비이자손익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원

의 다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고 가정하였다. 은행의 수익 다

변화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상품이 다양해지고 수익이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로 영업 단위당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총자산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

익률(ROA)과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수익성지표라고 할 수 있다.

* 수익성지표

· ROA(Return On Asset, 총자산수익률)

= (당기순이익 / 평균자산총액) * 100

·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따라서, 비이자손익비중과 은행 수익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 가설 1 : 겸업화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은행의 겸업화에 따른 수익다변화로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서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전통적 수익원인 대출자산과 달리

겸업화로 인해 다변화된 수익원은 자산관리방식이나 비용에 있어 안정성

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위험성 지표로는 은행의 대표적인 위

험성 지표로 알려져 있는 자기자본비율과 무수익여신비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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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이라고도 하는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비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겸업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은행

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대마불사에 대한 기대로 자기자본비율이 소형은

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참고하였다(Demsetz an

d Stahan, 1997). 여기에서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

산과 동일하며,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대출자산 등 위험자산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종류별로 가중하여 합산한 것이

다.

무수익여신비율의 경우, 총여신 중 무수익여신의 비율로 정의되며, 비

이자수익 창출 자산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겸업화가 진행되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지면 무수익여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

가 약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한 것이다(DeYoung and Roland,

2001).

* 위험성지표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 100

· 무수익여신비율 = (총 대손충당금잔액 / 고정이하여신 ) * 100

따라서, 은행의 비이자손익비중과 위험성의 관계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가설 2 : 겸업화는 위험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비이자손익의 각 항목들은 그 특징이 서로 매우 다르므로, 그것을 합

산하여 한꺼번에 고려했을 때와는 달리 은행 경영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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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연구가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가설 3 : 겸업화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

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은행의 설립목적과 소유구조에 따라 겸업화의 정도는 그 경영성과에

각기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을 크게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은행 그룹에 비이자손익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각 은행 특성은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킨다.

○ 가설 4 : 겸업화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은행

과 특수은행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비이자수익 이외에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은 은행특성으로 인한 요인과 거시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은행 내부적

특성으로는 매우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경영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자산규모와 자산증가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자산대비대출금비율, 자산대비자본비율, 순이자마진, 예수금비율

등이 있다. 은행 외부적인 거시경제적 요인으로는 해당 기간의 실질경제

성장률과 금리수준, 소비자물가지수 및 주가상승률 등이 가장 대표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생각된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자산규모, 자산대비대출금비율,

순이자마진, 예수금비율, 그리고 주가상승률을 선택하여 통제변수화 하였

으며, 나머지 변인의 경우 그 영향이 중복되어 다중공선성을 높일 우려

가 있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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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행의 겸업화로 인한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 겸업화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 가설 2 : 겸업화는 위험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 가설 3 : 겸업화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

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 가설 4 : 겸업화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2> 연구분석 체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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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겸업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익성, 위험성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상정하

였다.

분석모형 (1) 비이자손익 비중과 수익성, 위험성의 관계

분석모형 (2) 비이자손익의 각 항목별 비중과 수익성, 위험성의 관계

분석모형 (3) 은행타입에 따른 비이자손익 비중과 수익성, 위험성의 관계

· 단, i : 횡단면(개별은행), t : 시계열(연도)

· e it = 오차항

· 설명변수 : NNIIR (비이자손익/총영업이익 비율)

NfeeR (수수료순수익/비이자손익 비율)

NtrustR (신탁부문손익/비이자손익 비율)

NsecuR (유가증권부문손익/비이자손익 비율)

NFXR (외환관련손익/비이자손익 비율)

NdrvtR (파생상품관련손익/비이자손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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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Yit =

수익성지표 ROA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비율),

수익성지표 ROE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 비율)

위험성지표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비율)

위험성지표 NPLR(무수익여신비율=무수익여신/총여신 비율)

· FV : 은행의 재무적특성을 나타내는 내적통제변수

lnAS (총자산로그값)

LibAssR (총자산대비부채비율)

NIM (명목순이자마진률=이자손익/이자수익자산평잔),

DEPOSITr (총자산대비예수금비율)

※ 수익성 분석시 예수금비율은 제외, 위험성 분석시 명목순이자마
진률 제외

※ 내적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1년의 시차를 두되, 명목순이자마진
률은 시차를 두지 않음

· D: 은행타입 더비변수 ( 0: 일반은행, 1: 특수은행)

· SP : 거시경제변수로서 외적통제변수

= KOSPIgwrate(주가지수변동률)

은행의 겸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서는 먼저 총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손익비중(NNIIR)을 사용하였다. 비이자손익비중을 구성하는 각 손

익 항목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또다른 설명변수

로서 총영업이익 대비 수수료순수익비중(NfeeR), 신탁부문손익비중(Ntru

stR), 유가증권부문손익비중(NsecuR), 외환관련손익비중(NFXR), 파생상

품관련손익비중(NdrvtR)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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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각각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순이익률(ROE), 위험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와 무수익여신비

율(NPLR) 지표를 사용하였다.

개별은행의 내부통제변수(FV)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총자산의로그값(lnAS), 총자산대비부채비율(Li

bAssR), 명목순이자마진율(NIM), 예수금비율(DEPOSITr)을 사용하였다.

이 중 총자산의로그값과 총자산대비부채비율은 수익성과 위험성 분석 양

쪽 모두에 적용하였고, 명목순이자마진율은 수익성에, 예수금비율은 위험

성 분석에만 각각 적용하였다. 자산증가율(Asgw), 원화유동성비율(LIQ),

대손충당금비율(ABD) 등도 고려되었으나 선택된 변수들과 중복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이들 내부적 재무지표 설명변수

들은, 은행의 연도말 경영성과가 다시 그 익년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점을 감안할 때,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정계

수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유의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위험이 있다. 따

라서 동 통제변수들은 종속변수와 1년의 시차(t-1)를 두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단, 명목순이자마진율은 해당 마진율이 곧바로 당해 연도 말 수

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예외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았다.

또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에 미치는 겸업화의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은

은행의 유형을 더미변수(D)화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때 일반은

행은 0, 특수은행은 1로 구분하여 은행특성에 따른 비교를 실시하였다.

은행 외부의 거시경제적인 변수(SP)는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BOKrate), 경제성장률(GDPgwrate),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CPIgwrate), 그리고 주가지수변동률(KOSPIgwrat

e) 중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주가지수변동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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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증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할지 혹

은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을 할지에 대하여 하우스만 검정(Housman tes

t)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라면 패널선형회귀모형의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렇지 않고 패널 개체들이 추출된 표본이 아닌 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하고자 하는 13개년도 각 은행별 경영성과지표 패널자료는 직관적으로

확률효과모형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하우스만 검정

을 실시한 결과 확률효과모형을 따른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고정효과

모형을 따르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동 연구의 경우 합병되어 사라진 은행들의 자료가 포함된 불균

형패널자료의 형태이나, 실제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조흥은

행, 평화은행, 서울은행, 주택은행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분석대상 데이터 수는 17개은행 221개의 자료로 한정되었다. 피합병은행

들의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은 연구에서 아

쉬운 부분으로 남으나, 합병 후의 은행재무지표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지

속적으로 종속하는 은행의 지표를 만들어 내어 분석할 경우 그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9>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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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분석대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구분 및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NNIIR 221 -100.0000 86.6799 10.9953 20.6104

NfeeR 221 -912.0252 2.1098 87.9232 222.0839

NtrustR 221 -672,1915 452.3870 15.9073 72.2237

NsecuR 221 -610.218 1.0411 37.4597 139.2340

NFXR 221 -2.8065 1.9033 12.6321 299.6832

NdrvtR 221 -1.8533 2.3836 16.8471 272.8521

종속변수

ROA 221 -6.746 3.050 .5764 .8783

ROE 221 -165.099 43.960 8.932 19.312

BIS 221 -40.687 18.080 12.297 4.078

NPLR 221 .358 14.682 1.614 1.778

통제변수

lnAS 221 9.503 14.838 12.845 1.333

LibAssR 221 .010 4.440 2.539 .729

NIM 221 26.299 75.141 53.342 10.387

DEPOSITr 221 9.482 84.018 61.875 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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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결과

제 1 절 총량자료 분석

1. 비이자손익비중과 수익성 지표의 추이 비교

분석대상기간의 국내은행 전체의 비이자손익비중과 ROA, ROE의 추

이를 각각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0> 비이자손익비중과 ROE의 추이 비교 (%)

대체적으로 ROA, ROE와 비이자손익비중의 움직임은 상당부분 일치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번과 같이 비이자손익

비중과 수익성이 서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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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자손익비중은 2000년 이후 일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2003년 방카슈랑스와 2004년 간접투자상품 도

입 이후 매우 가파른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

락하였으며,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듯 하였으나 장기저금리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2011년 이후 도리어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2. 비이자손익비중과 위험성 지표의 추이 비교

비이자손익비중과 무수익여신비율의 추이를 비교하면 <표11>와 같다.

<표11> 비이자손익비중과 무수익여신비율의 추이 비교 (%)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무수익여신비율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이자손익비중은 줄고 있어 서로 반대방향의 관계

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연구가설 2번에 반하는 현상이다. 패널분석 결

과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관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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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이자손익의 각 항목별 비중의 추이

국내은행들의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수수료순수익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순수익과 신탁관련손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증권과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

의 비중은 변동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큰

항목들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표12> 비이자손익 주요 항목들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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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이자손익 총영업이익 비이자손익비중

우리 7,506 64,932 11.56

한국SC 3,028 18,110 16.72

하나 1,577 32,603 4.84

외환 6,625 31,562 20.99

신한 9,834 59,251 16.60

한국씨티 1,417 16,281 8.71

시중은행 33,942 295,362 11.49

국민 3,956 72,623 5.45

대구 412 10,328 3.99

부산 561 11,908 4.71

광주 -209 5,405 -3.86

제주 -41 1,006 -4.12

전북 -78 3,348 -2.32

경남 -51 7,393 -0.69

지방은행 594 39,388 1.51

일반은행 34,536 334,750 10.32

산업 2,940 28,093 10.46

기업 1,181 48,728 2.42

수출입 4,081 7,540 54.12

농협 -4,146 40,197 -10.32

수협 -412 4,201 -9.81

특수은행 3,643 128,758 2.83

국내은행 38,179 463,508 8.24

4. 비이자손익비중의 은행별 차이

국내은행들 중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비이자손익비중은 매우 큰 차이

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은행의 비이자손익비중이 일반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투자금융업무 등 비이자업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특수은행의 비이자손익비중은 매우 미미

한 수준이었다. 단, 수출입은행은 상업은행이 아니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는 제외하였지만 그 설립특성상 예외적으로 비이자손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각 은행별 비이자손익비중을 비교하면 <표13>와 같다.

<표13> 각 특수은행의 비이자손익비중 비교 (2012년말,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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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널회귀분석 결과

1. 비이자손익비중과 경영성과

국내은행 전체에 대한 비이자손익비중과 경영지표와의 관계를 실증분

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표14>에 정리하였다.

<표14> 비이자손익비중과 경영성과의 관계 분석 요약

구 분
수익성

ROA

수익성

ROE

위험성

BIS

위험성

NPLR

총영업이익대비

비이자손익비중

(NNIIR)

0.028** 0.712*** 0.086*** -0.035***

총자산로그값

(lnAS)
0.211 -1.244 1.983** -0.970**

총자산대비부채비율

(LibAssR)
0.007 0.432*** 0.093** -0.059***

명목순이자마진율

(NIM)
0.492*** 10.513*** - -

총자산대비예수금비율

(DEPOSITr)
- - -0.026 0.011

주가지수변동률

(KOSPIgwr)
0.008*** 0.102** -0.006 -0.019***

R-sq

(모형적합도)
46.60% 55.54% 16.58% 20.78%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먼저 비이자손익비중을 포함한 각 지표들과 수익성 지표의 관계를 살

펴보면, 비이자손익비중은 총자산이익률에 유의미한(p<.05) 약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자본이익률에 유의미한(p<.01) 정(+)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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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

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여준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겸업

화가 확대되면 수익의 원천이 다양해지므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번은 채택된다.

○ 가설 1 : 겸업화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 채택

한편 다른 지표들과 수익성의 관계를 보면, 자산규모와 대출자산비중

의 증가는 수익성지표에 대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총자산수익률이나 자기자본이

익률이 단순한 수익만의 지표가 아닌,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기자본의

비중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복합적일 수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총자산이 늘어나면 이익 총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총자산의 증가가 이

익의 증가보다 크다면 총자산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은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에서 부채부분을 차감한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자산의 증가 원인이 순자산의 증가인지 혹은 부채의 증가인지

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비이자손익비중과 위험성 지표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비

이자손익비중은 자기자본비율에는 유의미한(p<.01) 약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무수익여신비율에는 유의미한(p<.01) 약한 부(-)

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

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무수익여신비율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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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주로 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

에서 비이자수익의 확대가 은행의 위험자산 통제 동기를 약화시켜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무수익여신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상반

된다. 2000년 이후의 국내 상업은행에게 있어 비이자손익비중의 증가는

오히려 위험성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이 결과는 보여준

다. 따라서 연구가설 2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 가설 2 : 겸업화는 위험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 기각

외국은행의 사례가 국내은행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분석결과가

달라진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선행연구의 분석대상

인 외국 은행들의 경우 국내은행과 달리 비이자수익업무의 비중이 이미

매우 큰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반해 국내은행은 그 비중이 아직 미미

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은행의 성숙도나 특성에 있어 미국

이나 유럽 등 국가들의 은행들과 국내은행들과의 차이가 분석결과를 달

라지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독일 중앙은행(Deutsc

he Bundesbank, 2013)이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이자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금융 중심의 중소형 은행들에게는 비이

자업무 확대가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이미 비이자업무의 비중이 큰 투자

금융 중심의 대형 은행들에게는 반대로 전통적인 이자업무의 비중을 확

대하는 것이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수익의 다변화와 연관성이 깊다. 위 연구에 따르면 독일

은행들 중 소매금융 중심으로 설립된 은행들은 비이자수익업무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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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경영안정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수익원천이 다양해져

경기변동과 같은 외적 요인이 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빨리 회

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비이자수익의 비중

이 커지면 만기변동과 이자율변동 위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업무 중심의 외국 대형은행들은 이미 소매금융과 예대업무

위주의 은행에 비하여 큰 비중의 비이자수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수익의 다변화에 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안정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은 유럽의 경우와 달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어 있으

며, 현재 대형 투자은행이라 말할 수 있는 금융사는 딱히 없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국내 상업은행들은 앞서 언급하였듯 비이자수익업무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비이자수익업무의 확대는 결국 수익 원천의

다각화로 이어지고, 예대마진에만 의존할 때 경기 변동 등에 취약 할 수

있는 상황을 상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비이자손익업무의 확대가 자기자본비율을 양호하게 만든다는 것

은 동 지표의 분모/분자인 위험가중자산과 자기자본 두 가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 비이자수익자산이 대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대

상을 일컫는 위험자산 즉 대출채권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임을 생각해 볼

때,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쪽으로 영

향을 미쳤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비이자손익이 늘어나 수익성이 개

선됨으로 인하여 자기자본 적립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은행에서 비이자손익업무의 확대가 무수익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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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분모/분자인 무수익여신과 총 위험자산 양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자본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위에서 언급한

분석과 연계지어 생각할 때 무수익여신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비이자손익자산이 확대되면 같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위험자산업무를 확대할 때에 위험성이 큰 자산에 집중할 유인이

적어지게 될 것이다. 즉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비이자손익

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쪽에

서는 저위험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무수익여신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위험성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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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이자손익의 각 항목의 비중과 경영성과

<표15>는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로 각 순익이 총 영업이

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패

널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15> 비이자손익 항목별 비중과 경영성과의 관계 분석 요약

구 분
수익성

ROA

수익성

ROE

위험성

BIS

위험성

NPLR

비이자손익대비

0.0007* 0.0213** -0.0003 -0.0013*수수료순수익비율

(NfeeR)

신탁부문손익비율

(NtrustR)
-0.0006 -0.0173 -0.0013 0.0017

유가증권부문손익비율

(NsecuR)
-0.0002 0.0018 0.0002 -0.0008

외환관련손익비율

(NFXR)
-0.0002 -0.0103 0.0022 0.0022

파생상품관련손익비율

(NdrvtR)
0.0002 -0.0042 0.0025 0.0019

총자산로그값

(lnAS)
0.1912 -1.455 1.3459 -0.7269*

총자산대비부채비율

(LibAssR)
0.0171* 0.6979*** 0.1343*** -0.0776***

명목순이자마진율

(NIM)
0.6885*** 15.5157*** - -

총자산대비예수금비율

(DEPOSITr)
- - -0.0634 0.0273

주가지수변동률

(KOSPIgwr)
0.0113*** 0.1721*** 0.0030 -0.0241***

R-sq
(모형적합도)

17.33% 11.75% 8.23% 22.6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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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이자손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수료순이익이 비

이자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 총자산이익률(p<0.1)과 자기자

본이익률(p<0.05)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위험성에 대

하여는 자기자본비율과 무수익여신비율(p<0.1) 모두 개선하는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보이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신탁부분순이익비중의 경우,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양

쪽 모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성에 있어서는 자기자본비율에는 부(-)의, 무수익여신비율에는 양(+)

의 영향을 보여 위험성 제고에 부정적으로 보이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가증권부문이익의 비중은 수익성지표와 위험성지표 양쪽에 모두 일

관되지 않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외환관련이익의 비중은 수익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위험성에 대한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파생상품관련이익 비중은 수익성 두 지표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위험

성 두 지표에도 서로 상반된 영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세 가지 지표 모두 변동성이 큰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익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가설 3번은 채택된다.

○ 가설 3 : 겸업화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

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 채택

따라서 본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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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추세도 안정적인 수수료순이익의 비중 확대는 수익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위험성 개선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신탁부

분순이익의 비중 확대는 수익성과 위험성 개선 모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변동

성이 심한 유가증권, 외환 및 파생상품 부문이 이익 비중의 확

대는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유의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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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특성에 따라 비이자손익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국내 상업은행을 은행특성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하고,

비이자수익비중의 확대 여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

과는 <표16>와 같다.

<표16> 은행특성에 따른 비이자손익비중과 경영성과의 관계 분석 요약

구 분
수익성

ROA

수익성

ROE

위험성

BIS

위험성

NPLR

총영업이익대비

비이자손익비중

(NNIIR)

0.022*** 0.684*** 0.019*** -0.042***

은행특성더미

*비이자손익비중

(NNIIR_banktype)

-0.003*** -0.017 -0.040*** -0.004***

총자산로그값

(lnAS)
0.279** -0.903 2.907*** -0.877**

총자산대비부채비율

(LibAssR)
-0.002 -0.384** -0.019 -0.070***

명목순이자마진율

(NIM)
0.440*** 10.253*** - -

총자산대비예수금비율

(DEPOSITr)
- - -0.030 0.011

주가지수변동률

(KOSPIgwr)
0.009*** 0.106** -0.0007 -0.018***

R-sq
(모형적합도)

50.27% 56.29% 50.12% 23.9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분석 결과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가 수익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일반은행보다 특수은행일 때 대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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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으며(p<0.01), 자기자본이익률에 미치

는 효과는 같은 방향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가 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은행보다 특수

은행에서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효

과와 무수익여신비율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비이자손익의 비중 확대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일반은행보다 특수은행에서 더디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

석된다. 따라서 연구가설 4번은 채택된다.

○ 가설 4 : 겸업화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은행

과 특수은행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채택

특수은행에서 비이자수익비중의 확대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줄어드

는 원인은 그 은행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은

행은 일반은행과 비교할 때 소유구조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는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다. 먼저 공기업 특

유의 여러 비효율성이 특수은행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지나친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적 행태,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수익구조

다변화에 의한 경영성과 제고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인사, 사업내용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매년 정부부처에

의해 감독받고 통제받는 특수은행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이

수익성이 확대된다고 하여 예산이나 인원을 급격히 늘린다거나, 수익성

높은 분야에 대하여 직원에 대한 보상을 파격적으로 늘려 업무동기를 더

유발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일반은행에 비해 제약이 많을 것이다.

또한 금융권에서 새로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신사업의 기획이나 추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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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발주자로 나서기 보다는 타 금융사들의 동향을 지켜본 후 후발주자

로 뛰어드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반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업무분야에 대한 축소도 제약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소유의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존립이

보장되므로,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위기의식

이 낮아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재빨리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도 낮

을 수 있고, 비효율적인 업무분야라고 해도 그 공공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상 원칙적으로 대기업에는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도 70%로 일반은행의 45%

대비 월등히 높은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일반은행보다 짊어져야 하는 리

스크 자체가 훨씬 높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비이자손익비중도 일반은

행 대비 매우 낮고(2012년말 현재 2.75%, 일반은행은 10.32%), 특정 분

야에 집중이 큰 사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 범위의 다각화 시도가

물론 있으나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청년인턴제나 경

력단절여성에 대한 시간직 준정규직원의 대거 채용은 국책은행이라는 특

성으로 인해 타 은행들보다 큰 규모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투입 대비 효

율성 등을 따지는 절차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 대표적인 예이

다.

이 같은 현상은 투자금융 등 비이자업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은

행을 제외하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의 비이자

손익은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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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은행

과 특수은행에서 다른 정도로 나타나며, 특수은행은 일반은행보

다 수익성과 위험성의 개선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른 연구 가설의 채택여부를 다시 한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 겸업화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 채택

○ 가설 2 : 겸업화는 위험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 기각

○ 가설 3 : 겸업화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

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 채택

○ 가설 4 : 겸업화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은행

과 특수은행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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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함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되는 경기성장둔화와 저금리 추세 속에서 수익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은행업계가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를 요구받

는 현 시점에서 과연 비이자손익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동안 국내은

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가지의 실증연구로 구성되었다. 첫째 비이자

손익의 비중이 총영업이익에서 확대되는 것이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

와 위험성 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각 주요 항목들이 비이자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의 수익성과 위

험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설립원인

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구분하고, 각 은행그룹별로 비이자손익

의 비중 확대가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로는 은행의 총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손익의 비

중,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수수료부문손

익, 신탁부문손익, 유가증권관련손익, 외환관련손익 및 파생상품관련손익

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은행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중 수

익성과 위험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

(ROE), 자기자본비율(BIS) 및 무위험자산수익률을 두었다. 이 중 총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을, 자기자본비율과 무위험자산수익률

은 위험성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은행특성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기 위

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나누고 이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적

용하였으며,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타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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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은행 내적 요인인 총자산규모, 자산대비대출금비율, 명목순이자마진

및 총자산대비예수금비율을, 은행 외적 요인으로는 주가지수변동율을 통

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가설과 반대로 위험성 역시 개선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외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서 은행수익의 다각화가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비이자업무의 비중이 선

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국내은행에게 있어서는 수익원천의 다각화

로 인한 안전성 제고의 효과가 리스크 증가의 효과보다 크기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비이자손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그 비중이 가장 크고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수수료손익의 비중 확대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위험성의 개선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신탁부문손익의 비

중 확대는 수익성과 위험성 개선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변동성이 심한 유가증

권, 외환 및 파생상품부문 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고 각자 달랐으며, 유의하지도 않았다. 국내은행은

선진국의 큰 규모의 은행들과 달리 비이자손익 중 이처럼 변동성이 심하

고 리스크가 큰 항목들의 비중이 수수료수익이나 신탁부문이익처럼 변동

성이 작은 항목들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비이자손익 전체의 성격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에서 효과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특수은행은 일반은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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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이자수익비중의 확대에 의한 수익성과 위험성의 개선의 효과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달리 공기업으

로서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공기업이 가지는 여러 비효율성에 노출되고,

수행업무도 일반은행보다 공공의 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결과로 볼 때, 국내은행에 있어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는 수익

성과 위험성 양쪽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

이자손익의 비중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일면 그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우

려하는 기존의 논의와는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

내은행의 비이자업무 비중이 타 선진국의 대규모 은행들과 달리 매우 미

미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비이자손익비중의

확대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비이자업무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졌을 때 나타나게 될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비이자업무의 확대를 지침으로 제시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역시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보았을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

만, 비이자수익 중 변동성이 큰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상품 부문의 비중

이 커질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한 업무 확장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이자업무의 확대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은행보다 특수은행에서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업은

행, 농협은행, 수협은행과 같이 그 설립목적 자체가 경제주체 중 일부 특

수 계층을 위한 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이자



- 63 -

업무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OECD 주요국가들의 대규모 은행들의 비이자수익비중이

30~40%에 달하는 것을 들며 일괄적으로 국내은행들의 비이자수익비중을

이에 맞추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 없이 같은 목표를 향해 몰려가

다 과당경쟁 끝에 2003년 카드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를 낳는다.

향후 국내 은행들은 지난 13년간의 영업행태와 달리, 각 은행별로 자신

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업무의 영역을 차별화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금융당국의 정책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은행 겸업화 효과의 분석을 비이자수익

자체 뿐 아니라 비이자수익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하여도 수행하였

으며,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산업의 일대 개편이 마무리되고 업무

확대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13년간 쌓인 국내은행의 자료

를 분석함으로써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은행들의 사례를

주로 분석한 기존연구보다 국내 현실에 맞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비이자수익비중의 확대를 논하면서, 총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수익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비이자부문의 비용을 차감한 비

이자손익과 총영업이익의 비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 외환 및

파생상품 등 양방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이자업무의 특성을 반영

하여 왜곡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비이자손익의 효과를 일반은행과 특

수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은행 특성에 따라

비이자손익비중 확대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의 각 개별은행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도출하지

못했기에, 각 은행별로 비이자손익확대에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분석대상 은행 수 자체

가 국내에 많지 않고, 분석기간도 국내은행산업 특성상 장기간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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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하고 최근 13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고정효과모형분석을 적용

함으로 인해 피합병되어 사라진 은행들의 정보가 분석에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운 점이며, 합병은행의 경우에도 합병 전과 후에 그 재무지

표의 변화가 큰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동 연구처럼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비교분석 뿐 아니라, 은행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겸업화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은행

산업의 향후 정책 방향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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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diversification of banking business

and management results

Kim, Eunhy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mid prolonged struggles attributable to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level of interest rate that has been kept low, it is

required for domestic banks to increase the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i.e., income other than the interest income) in their operating

income.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tains an empirical analysis on how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would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domestic banks.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parts.

Firstly, it was analyzed how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would affect the profitability and risk of th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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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part of the analyses evaluated how each component of

non-interest income would affect the profitability and risk of the

banks.

Lastly, the impact increased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would

have on the profitability and risk was analyzed for commercial banks

and special purpose banks (i.e., on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special purpose law), respectively.

Based on the above analyses, it was indicated that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the

profitability and risk level for the banks (e.g., increase in profitability

and decrease in risk).

The analyses also indicated that the increase in fee income, a

component that comprises large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and

does not fluctuate significantly, has a positive impact on profitability

while improving the overall level of risk.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portion of securities income, FX

income, and derivatives income did not indicate a consistent

correlation to the profitability and/or risk.

Lastly, it was resulted that the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and

risk through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would not

be as effective for special purpose banks as for general commercial

banks.

In view of the results of analyses summarized above,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appears to be beneficial not only for

the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but also for the management of risk.

As such, it was concluded that the policy of financial authorit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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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s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is practical

and appropriate.

Having said that, while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banks to

endeavor to increase the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for the

short-term, they shall be adequately prepared for potential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exceed certain

level in the long-term.

Furthermore,an increase in the portion of securities/FX/derivatives

-related income may have unexpected effect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banks to

take due care when planning for an expansion in those business

areas.

Meanwhile, as the positive impact of the increase in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is lower for the special purpose banks compared

to general commercial bank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the

special purposes banks to increase the 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by applying the same criteria as general commercial banks.

Unlike in the past 13 years, it is critical for domestic banks to

precisely understand their strengths/weaknesses and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s and the financial authority should implement

a policy taking such imminent needs of the banks into consideration.

Unlike prior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diversification in the banking business may have on banks’

profitability and risk by analyzing not only the non-interest income

itself but also various components of such income. Likewise, this

study has a different signification from prior studies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analyzing cases of foreign banks) in tha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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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elevant to domestic banks.

Furthermore, the interest revenue (e.g., before net of interest

expenses) has been used as a variable in prior studies. However, as

there are many financial transactions involving a companion

transaction (e.g., hedging) in relation to FX and derivatives, the use

of the revenue as variable may lead to a distortion in the analysis

results. Therefore, the income, which is revenue net of expense, was

used as a variable in this study to reasonably mitigate such

distortions.

Lastly, this study contains separate analysis conducted for general

commercial banks and special purpose banks, respectively, and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diversification in the banking business

have different impac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banks.

This study entails some limitations as individual analysis results

for each domestic bank could not be presented and the analyses

contain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seventeen (17) domestic banks

and for the period of thirteen (13) years.

If an additional study is carried out in the future that further

analyzes the impact of diversification in the banking business (e.g.,

more refined classification of banks, etc.), it would cast more practical

and relevant implications on the policy of financial authority.

key words : diversification of banking business, non-interest

income, general banks and special purpos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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