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경제학석사 학 논문

상호 축은행의 군집행동에 

한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공

김 창 섭



상호 축은행의 군집행동에 

한 연구 

지도교수  김  식

이 논문을 경제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공

김 창 섭

김창섭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2년  8월

원 장 김 인 (인)

부 원장 김 식 (인)

원 이 지 순 (인)



-i-

국문 록

본 연구는 상호 축은행의 군집행동에 해 연구해보고,군집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에 해 분석하 다.군집행동(HerdBehavior)이란 개별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향을 받아 유사한 행태를 보임을 의미한

다.평균 따라잡기 방식( 기,동기)을 통한 군집행동정도를 측정 하 으

며,각각의 측정방식은 순차 인 군집행동과 같은 기간 의 군집행동을

보여 주었다.

분석기간은 2001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개별 축은행의

출증가율을 이용하여 축은행의 출에 한 군집행동에 하여 분석

하 으며, 련변수의 경우 개별 축은행 특성변수는 이자수익비 ,신용

출비 ,고정이하 여신비율,개별 축은행의 출비 ,자 의 단기화

정도,거시 산업변수는 시장집 도(HHI)지수, 마진,경기변동정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 다.분석모형은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그 결과,상호 축은행의 총 출시장에서 평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

2009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군집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다.

한 군집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기 따라잡기의 경우 이자수익비

과 시장집 도 변수와 유의미한 값을 가졌으며,이는 정보생산능력이

취약한 축은행일수록 출시장에 군집행동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동기의 경우 개별 축은행의 출비 과 시장집 도 변수가 유의

미한 값을 가져 이는 출규모의 변동이 다른 축은행의 출행태에

향을 주어 군집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요어 :군집행동,상호 축은행, 출시장

학 번 :2008-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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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서 론

1.본 논문의 기여와 구성

시장에서 군집행동(HerdBehavior)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왔다.경

제주체들이 지나치게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경제주체들이 유사하

게 행동함으로서 시장구조를 왜곡하거나 뱅크런(BankRun)같은 기를

만들기도 하 다.1990년 후반 동아시아 기나 미국의 서 라임

기에서 보듯이 각종 경제 기의 주요한 원인 의 하나로 군집 상이

지 되고 있다.이처럼 군집행동은 세계 인 상으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도 융제도 환경의 변화와,자유로

운 자본 유출입 등으로 인하여 융시장에서의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

타나고 있다.2000년 반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출이나 2000년

반 융회사의 우량고객 확보 경쟁1),2000년 후반부터 지속된 가계

출의 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군집 상은 개별 경제주체의 경우 자신

들의 효용을 극 화하기 해 한 행동일 수 있지만,경제 체 으로는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강종구(2010)는 특정 경제주체의 쏠림

행태는 해당 경제주체의 자산건 성을 악화 시킬 뿐 아니라 부문별

시기별로 자 공 의 불균형을 래하여 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특히, 출시장의 경우 신용을 통해 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역할을 하며,직 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계나 소기업

을 심으로 주요 자 공 원이 되었다.이러한 분야에서의 쏠림 상은

안정성 과 부실비율 상승을 야기하여, 융시장 거시경제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이와 련하여 주로 은행에 한 쏠림 상에 한

1) 우량고객이 각계각층에 범 하게 분포되어 있는 데 비하여,각 융회사의

마 이 의사,변호사 등 특정 직종에 집 되는 것은 쏠림 상으로 볼 수 있

다.실제로 이들 직종에 경쟁 으로 확 한 출의 연체율이 일반 가계 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사례도 많이 있다.“강경훈(2005),우리나라 융시장의 쏠

림 상에 한 소고,한국 융연구원, 주의 논단,14권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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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이 존재 해왔지만,비은행권 특히 상호 축은행 과 련된 논

의는 부재하다.2000년 이후 축은행의 경우 고 리수신 정책에 기반한

고 험,고수익의 PF 출에 집 한 결과,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약

2.2배 정도 성장한 반면 축은행은 약 4.1배 정도 하 으며(̀10년 말 기

)2),하지만 최근 들어 부실 축은행 정리 등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

이다.2000년 이후 성장한 축은행 과 최근 부실로 인한 축은행의

정리 퇴출 사태를 지켜볼 때, 축은행의 출행태에 해 알아보고,

축은행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어떤 향을 받아 쏠림 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본다면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본 논문의 기여와 구성 과 군집행동에

한 기존연구에 해 소개하고,제2장에서는 군집행동의 의미와 본고에

사용될 군집행동지수를 구하고, 련 설명변수에 해 알아본 후 제3장

에서는 도출된 군집행동지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해보고 제4장에서는

결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기존 문헌 연구

강경훈(2006)에 따르면,카드사태의 경우 경기를 부양시키기 해 정

부가 카드사용을 장려하 으며,삼성카드,LG카드( ,신한카드)등 후발

업체들이 시장 유율을 확 하기 해 공격 마 을 펼친 결과 ,소

비자들의 결제능력을 넘어서는 수 의 서비스와 카드론을 사용하여,

연체율이 등하고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결국 카드회사들의 부실

로 연결되었다. 소기업 출의 경우 2002년 가계부실이 표면화되면서

부분의 은행들이 소기업 출시장에 뛰어들어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

졌으며,무분별한 출 드라이 로 인하여,제 로 된 심사없이 출이

이루어지 계로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 으며,추가 손실을 이

기 해 자 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소기업의 자 시장이 악화되었으

며,자 경색으로 인한 연체율이 더욱 등하 다 이러한 자 이 회수됨

에 따라 단기 인 경기변동 심화와 장기 인 잠재성장력 하로 이어 질

수도 있다.

2)총자산 :은행계 (783조(̀00)→ 1,718조(̀10)),

상호 축은행계 (21조(̀00)→ 87조(̀10))



-3-

서근우(2010)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 조달 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어

기업들의 은행차입의존도가 었으며,이러한 업활동 공백을 메우기

해 소기업 출 과 가계 출이 증가하게 되었다.가계 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담보 출의 자기확장 요인과 바젤 II

험가 치 왜곡효과,단기 업실 에 압력 하에 무리지능에 의한 군집

행동을 들고 있다.이러한 출의 증이나 쏠림 상은 경기순응성과 맞

물려,경기진폭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부실 출 유발로 인한 은

행의 건 성 악화 융안정 에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쉽게 할 수 있다.Rötheli(2001)에

의하면,1980년 ∼ 1990년 스 스의 경우 스 스담합 원회의 경쟁

구에 한 압력과 외 으로는 국제 경쟁으로 인하여,1980년 반

이후 총 출 액이 격히 증가 하 다.1990년 반 CreditBoom이

멈추면서,약 500억 스 스 랑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스 스 주

요은행 간 신용공 과 경기순응 인 출의 련성을 분석하 다.

UchidaandNakagawa(2007)는 1990년 반 NPL(NonPerforming

Loan)문제가 은행 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 되었다 부동산 부문에서

의 출 증 하 으며,이는 일본은행들의 비합리 인 군집행동이 NPL

축 의 원인으로 보았다.이러한 군집행동이 존재여부에 한 가설과 그

러한 행동이 합리 이냐 비합리 이냐에 해 연구하 다.Ueda(2000)의

사례를 들며,80년 후반 출증가는 은행 리자들이 토지가격 상승이

안정화되고,이로이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 이라는 기 하에

이루어 졌으나,그러한 기 는 잘못된 단으로 명되었다 LSV지수를

통해서 본 일본의 출시장의 경기순응 군집행동은 3차례 정도로 볼

수 있다 70년 후반 2차 오일쇼크 향,80년 반 융시장자율화

향,90년 후반 융시장 개 (Big-Bang)등을 들 수 있다.

Jain and Gupta(1987)는 미국 은행의 출행태를 분석하면서

Granger인과 계 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그룹의 은행이 다른 그룹의 은

행을 추종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그룹은 규모를 기 으로 상 9개 은

행(A),상 10∼ 24개 은행(B),나머지 125개 은행(C)을 묶어 그룹간 비

교를 하 다 그결과 그룹 A,B간 상호 향을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룹C는 각각 그룹 A와 그룹 B의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ötheli(2001)에 의하면 은행들 사이에서 군집행동은 신규고객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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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기존의 신용거래선을 확장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Rajan(1994)의 연구를 실례로 들며 은행 리자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평 (Reputation)을 시하고,이를 해 출결정에 있어 단기시야를 가

진다고 하 다.이와 련하여 경쟁 하에서 어떤 은행들이 뛰어난 성과

를 보이는 경우,다른 은행들도 뒤처져 있기를 거부하며,군집행동을 보

이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Rötheli(2001)는 1980∼90년 스 스 3 은

행(UBS,CS,SBC)을 통해 은행 간의 군집행동이 있음을 보이고,은행들

의 성향을 구분하여 시뮬 이션한 결과 공격 인 Follower성향의 은행

일 경우 신용사이클의 지속에 보다 큰 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스

스 은행의 경우,2개 은행(UBS,CS)은 다른 은행의 변화에 해 leading

and following 하는 모습을 보 으며, 나머지 은행(SBC)의 경우

Follower로서 행동하 다.

제 2장 모형 설정

제 1 군집행동의 모형설정

1.1군집행동의 이론 논의

군집행동(HerdBehavior)이란 쏠림 상이라고 하며,개별 경제주체들

이 다른 경제주체의 향을 받아 비슷한 행 를 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군집행동에 한 기존의 논문을 살펴보면,다양한 에서 군집행

동에 해 정의하고 있다. 군집행동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Banerjee(1992)는 사 정보가 제안하는 것 과 다르게 타인들이 하는 방

향으로 행동하는 상,Devenow andWelch(1996)는 개인들 간에 연계

되어 있는 행동 패턴,HirshleiferandTeoh(2003)은 개인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 유사성,강경훈(2006)는 사 의미로 특정 집

단의 개인들이 상호간의 조정없이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상이라고 정

의 하고 있다.이러한 문헌 볼 때 결국 쏠림이란,다른 경제주체의 향

을 받아 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더욱

요한 쏠림 상 자체보다는 이러한 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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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어떠한 경우 그런 원인이 주로 용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

이다.

군집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강경훈(2006)에 의하면,네트워크 효

과(NetworkEffect),정보의 폭포(InformationCascade)그리고 미인 회

(BeautyContest)세가지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란 외부성(Externality)의 일종으로 어떤 경제주체

의 행 가 동일한 행 를 취한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향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이 경우,외부성이 정 일 경우,경제주체들이 동일한 방

향으로 움직일 때,모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를 들어,달러화와

같은 공용통화는 미국 한 국가만 사용할 때 보다 유럽,아시아, 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고,유용성 한 증 된

다.한편,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쏠림과 련되어 보상체계(Payoff)에 의

한 쏠림도 들 수 있다.Scharfstein and Stein(1994)는 주인- 리인

(Principle-Agent)상황 하에서 주인이 리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

려운 경우,동류의 다른 리인의 실 을 기 으로 해당 리인을 평가

하게 되면, 험기피 인(Risk-Averse)효용함수를 지닌 리인은 동종

업계 다른 리인의 행동을 추종함으로써 보상격차를 이려 하 다.

Rajan(1994)은 은행 리자가 평 (Reputation)을 유지하기 해 다른 은

행들이 손충당 을 게 립하는 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

다.AcharyaandYorulmazer(2008)은 군집행동은 조게임(Coordination

Game)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하여 동시에 은행이 연 된 투자에 한 결

정을 한다고 보았다. 한,강종구(2010)는 특정은행이 부동산담보 출을

확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여타 은행들도 부동산 담

보가치 상승을 감안하여 부동산담보 출을 확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의 폭포(InformationCascade)는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직

인 향없이 특정 경제주체의 행 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측됨으로써

이들의 정보집합(InformationSet)이 변경됨에 따라 행 에 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 이다.처음 행동하는 경제주체의 경우 다른 경제주체의

를 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 정보(PrivateInformation)에 의거하여

행동을 결정한다.하지만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경제주체는 타인의 행동

자체가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로 인하여 다른 행 자들이 유사하

게 행동하는 것을 찰한다면,자신의 사 정보를 무시하고 다른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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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따라하는 것이 합리 일 수 있다.Bikhchandani,Hirshleiferand

Welch(1998)는 와 같은 근거를 통해 일시 유행(TransientFads)이나

지속 선택(PermanentChoice)을 설명한다 주식시장에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하기 보다는 다수가 선택한

주식을 선택하고,이를 추종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종종 볼 수 있다.

미인 회 모형의 경우 여러 상품이나 주제 에 하나의 상품에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집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Froot,Scharfstein and

Stein(1992)은 투자자의 시야가 단기인 경우 미인 회 상이 발생하여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어떤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경

우 그 자산의 내재가치가 실 되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의

기 에 별로 심이 없지만,단기 시야를 지니는 경우,다른 투자자의 투

자행 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 해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1.2군집행동의 측정

1.2.1.군집행동의 측정방식

군집행동을 측정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PCM 방식,퍼짐

(Dispersion)을 이용한 방식,기타방식(LSV방식,Granger인과 계방식)

으로 크게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군집행동의 경우 주로 융시장

에서 특히,주식이나 펀드시장에 쏠림을 악하기 해 고안된 방법이

며, 출시장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 PCM(PortfolioChangeMeasure)방식은 시차상 계를 이용한

방식으로 Wermers(1995)는 뮤추얼펀드시장에서 군집행동정도를 측정하

기 해 고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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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t-1,t]기간 포트폴리오 I의 비 변화,



는 [t-1,t]기간 포트폴리오 J의 비 변화,

 는 [t-1,t]기간 포트폴리오 I 에서 거래된 주식의 집합과

[t-τ-1,t-τ]기간 포트폴리오 J 에서 거래된 주식의 집합의 공통인

주식의 수,


  




   


 는 횡단면 표 편차의

곱의 시계열 평균

이를 통해 Wermers(1995)는 뮤추얼펀드 시장에서 유의한 수 의 군집

행동이 존재함을 밝혔다.

두번째로 퍼짐(Dispersion)을 이용한 방식은 Christie and

Huang(1995)는 미국주식의 일간 월간 수익률 데이터를 이용하여,개

별주식의 수익률이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퍼진 정도

(Dispersion)를 측정하여 군집행동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주식시장에서

시장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를 비교한 결과,시장의 불황과 호황은 군

집행동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에도 Nofsingerand

Sias(1999)는 1977∼ 1985년까지의 미국주식시장에서 기 투자자와 개

인투자자사이의 군집행동이 있는지를 연구하여,수익률과 기 투자자의

소유주식의 변화에 강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 투자자의 거래가 정 인 피드백을 주었으며, 기 투자자의 군집

행동이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보다 수익률에 보다 큰 향을 것으로

이해하 다.

기타방식의 경우 LSV방식과 인과 계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LSV방

식의 경우 Lakonishok,ShleiferandVishny(이하 LSV,1992)가 개발한

방법이며,투자자 집단의 체구성원 에서 주식을 매입(매도)한 구성원

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 다.따라서 체 구성원 매입(매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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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비율이 높다면,군집행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

H(i,t)는 t기 주식i의 쏠림 정도

p(t)는 투자자 집단 내에서 거래된 주식i들의 평균 p(i,t)

B(i,t)[S(i,t)]는 t기 주식i을 매입(매도)한 투자자의 수

UchhidaandNakagawa(2007)는 은행 출 련하여 LSV방식을 사용하

여,일본의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군집행동정도를 구하고,이를 합리

인 군집행동과 비합리 인 군집행동으로 구분하기 하여,GDP,토

지가격,자본자유화 향의 리변수로서 회사채 잔액 증가율을 설명변수

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을 한 후,그 잔차(residual)를 이용하여,조정된

LSV방식(adjustedLSV)의 군집행동정도를 측정하 다.이를 통해 경제

상황 외부 향을 통제하여 은행의 비합리 인 군집행동에 해 알아

볼 수 있었다.

인과 계를 이용한 기존연구는 JainandGupta(1987)는 미국 은행의

출행태를 분석하면서 Granger인과 계 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그룹의

은행이 다른 그룹의 은행을 추종하는 정도를 측정하 으며,

Rötheli(2001) 한 1980∼90년 스 스 3 은행(UBS,CS,SBC) 출자

료를 이용하여 Granger인과 계를 알아보고,이를 통해 개별은행별로

쏠림정도를 알아보았다.NakagawaandUchida(2003)는 1980∼2000년

까지의 일본은행의 출행태를 분석하면서,은행타입에 따른 군집행동정

도를 Granger인과 계를 이용하 다.이를 통해 은행타입에 따른 군집

행동이 존재하고,이러한 원인은 은행의 정보정도와 시기 인 특성과

련이 있음을 추정하 다.

1.2.2.군집행동 측정방식의 장단

PCM 방식의 경우 시장 참여자의 포트폴리오 비 의 상 계를 통

해 군집행동을 측정함으로써,참여자의 수에 의해 군집행동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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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보완할 수 있지만,BikchandaniandSharma(2000)는 해당 포

트폴리오의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 변화함에 따

라 군집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여러기간

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상 계를 이용하여 군집행동을 측정하므로 특정

기간의 군집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 포트폴리오 내 주식보유에

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출시장 같은 경우 상세내역을 악하기 힘든 경

우 사용하기 어렵다.하지만 개별 경제주체의 군집행동을 측정할 수 있

으며,순차 인(Sequential)군집행동에 해 측정가능하다.퍼짐을 이용

한방식의 경우 특정기간의 군집행동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 가능하

다.분산이나 표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 으로 분포정도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이 찰 가능하다.다만,외부 충격에 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LSV방식의 경우,쏠림정도가 주식시장 참여자(매입자,매도자)의

수에 결정되나 BikchandaniandSharma(2000)는 실제로 주식시장의 쏠

림은 매입(매도)의 수 보다는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

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를 들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

매도하는 참여자는 비슷할 수 있지만,매수하는 주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쏠림이 존재하더라도,LSV방식의 경우 이를 악하기 힘들다.

한 특정 집단내의 쏠림정도는 측정할 수 있지만,개별 구성원의 쏠림

정도는 측정할 수 없으며,강종구(2010)는 특정집단의 쏠림정도는 측정

가능 하지만,시장 체의 쏠림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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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식 장 단

PCM 방식

(평균 따라잡기

방식)

▪개별 경제주체의 군집행동
정도 측정가능

▪다른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 변화로 군집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임

▪시차를 두고 발생한
순차 군집행동 측정가능

▪해당 포트폴리오내 주식
보유에 한 정보가 필요
하지만, 출시장의 경우
상세정보 악이 어려움

▪여러기간이 포함된 포트폴
리오의 상 계를 이용하
여 특정기간의 군집행동이
라고 보기 어려움

LSV방식

▪다른 방식에 비해 간단
하게 측정 가능

▪군집행동정도가 규모보다
군집 행동에 참여한 주체
의 수에 의해 결정

▪개별 경제주체의 군집행동
측정불가

▪경제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군집행동
측정 안됨

퍼짐을 이용한

방식
▪특정기간의 군집행동을
설명가능

▪외부충격에 해 동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큼

<표1.군집행동 측정방식의 장단 >

1.2.3군집행동 측정방식 선정

본 논문에서는 강종구(2010)에서 사용된 군집행동지수를 통해서 국내

축은행의 군집행동정도를 측정 하 다. 먼 , Bikchandani and

Sharma(2000)등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경제주체들이 시차를 두고 유사

한 행동을 보인다면 군집 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이를 통해 강종

구(2010)와 마찬가지로 개별 축은행이 과거의 체 축은행의 출

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수록 축은행 출의 군집 상이 높다고 볼

수 있다.시차상 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축은행의 출증가율이 기

체 축은행의 평균 인 출증가율과 유사한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축은행이 다른 축은행을 추종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 군집행동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t기부터 t+k기 까지 k+1기간 i축은행의 군집행동지수(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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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평균 따라잡기 방식(PCM 방식)>


 


 




 




  

 
  

 

여기서 


은 체 축은행들의 t+j-1기 출증가율의 평균,




은 t-1기부터 t+k-1기 까지 


의 평균,




은 t-1기부터 t+k-1기 까지 


의 표 편차,



는 i축은행의 t+j기 출증가율,


는 t기부터 t+k기 까지



의 평균,


는 t기부터 t+k기 까지 


의 표 편차를 의미

한다

추가 으로 도출된 군집행동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모두 Uchhida

andNakagawa(2007)에서 마찬가지로 앞서 도출된 군집행동지수를 바탕

으로 경기변동 외부충격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잔차를 구한 후,해당잔차를 수정된 군집행동

지수라 간주한다.설명변수는 실질GDP성장률,명목GNI증가율,지가변

동률3)자료를 이용하 다 이러한 시도는 군집행동을 설명할 때,외부충격

에 의해 군집행동 향을 구분하기 함이다.

1.2.4 국내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지수 추이

앞서 도출한 군집행동지수를 통해 국내 축은행 출의 쏠림지수에

해 측정해 보았다 개별 축은행 출증가율 수치 가운데 극단 값을

가지는 통계 이상치(Outlier)들을 제거하 으며, 체 축은행들의

출증가율 값은 개별 축은행 출증가율의 평균값이 아닌 상호 축은행

3)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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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국내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 추이>

계 출증가율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극단 인 출증가율을 지닌

축은행 향을 완화 시켰다.

<그림 1>에서 국내특정시 의 군집행동지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

다4).평균 따라잡기 방식을 이용한 군집행동 지수의 경우,해당 시 이

후 4반기 동안의 평균 인 쏠림정도를 의미하며,이는 해당시 에서 2반

기 이후 시 을 기 으로 1반기 와 후 1반기의 평균 인 쏠림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평균 따라잡기 방식에 의한 군집행동지수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각각 0.23,0.44정도의 군집행동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9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사이 총 출이 높은 군

집행동정도를 나타냈음을 보여 다.

4)그림1의 경우,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축은행의 군집행동지수의 평균값

을 추이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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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모형 설정

본 논문에서는 앞서 구한 개별 축은행의 쏠림지수를 바탕으로 축

은행 출의 쏠림 상을 래하는 요인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미리 선정된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축은행별 특성과 시장구

조 거시 요인을 포함하여 패 분석 추정식을 설정하 다.앞서 논

의한바 와 같이 처음 도출된 군집행동지수를 바탕으로 경제변수와의 회

귀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는 구한 잔차(residual)를

조정된 쏠림지수(Adj_HI)라 간주하고,앞장에서 선정된 설명변수와의

계를 분석하 으며,그 지 않은 경우는 원래 도출된 쏠림지수를 이용하

여 설명변수와의 계를 분석하 다.5)




   
   



여기서 

:t기의 i 축은행의 조정된 출군집행동지수



는 원래 도출된 군집행동지수



:i은행의 특성 벡터 , :시계열 변수 벡터

실증분석 상기간은 2000년 상부터 2010년 상반기이며, 축은행 자료

특성상 반기별 자료를 사용하 다.11년 말 기 총 출 이 3,000억 이

상인 41개 축은행을 분석 상으로 하 으며,피인수된 축은행은 인

수은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 다.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축은행의 출의 군집행동정도를 각각 사용하 다.6) 한 본 논문에서

Pooled회귀모형(PooledRegressionModel),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Model)각각의 모형에 해 추정

해 보고,Pooled회귀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 해 어느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한지에 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Test,이하

LR검정),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검정에는 Hausman검정을 사용

5)본 연구에서는 경제변수와 군집행동지수 사이에 유의미한 계가 도출되지

않아 원래 군집행동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하 다.

6)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41개 은행*21반기인 861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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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한다.

제 2 군집행동의 원인 설명변수 선정7)

2.1 축은행특성에 기인한 요인

2.1.1정보보유정도

군집행동의 이론 모형에서 살펴 보았듯이,군집행동을 유발하는

표 인 원인은 경제주체의 정보의 부족이다.HirshleiferandTeoh(2003)

는 경제주체들은 다른 경제주체가 보유한 정보를 직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다른 경제주체의 행동을 통해 그가 지닌 정보를 추종한다고 보

았다.이를 축은행의 경우에 입해 보면,정보생산능력이 낮은 축은

행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집행

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ergerandUdell(1996)는 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취 하는 은행의 경우 은행의 자원 은행 리자의

심이 분산됨에 따라 출과 련된 정보생산능력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함 호(2008)은 은행의 정보생산능력이 높을수록 담보 보증 출보다

는 신용 출을 확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 강종구(2010)는 차

주에 한 정보생산능력이 낮으면 부실여신이 많을 것으로 상하 다.

이러한 을 토 로 축은행의 정보생산능력을 리하는 변수로 “이자

수익/총수익”,“신용 출/총 출”,“부실여신/총여신”비율을 활용하기로

한다.

2.1.2근시안 행태

경제주제가 단기 인 시야를 가지는 경우,군집행동이 발생할 수 있

다.Froot,ScharfsteinandStein(1992)은 단기시야를 가지는 경우,다른

투자자의 행동이 가격변동을 야기하므로 다른 투자자의 행동을 참고하

며,이로 인하여 군집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강종구(2010)는

7)강종구(2010),은행 출의 쏠림 상에 한 실증분석,p13-19,2쏠림 상 발

생원인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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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장기 수익를 추구하는 경우 일시 인 경 어려움으로 인한 산

이나 퇴출가능성을 방지하기 해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이러한 에서 축은행도 은행의 경우

와 동일한 논의를 용할 수 있으며, 축은행의 장기수익 추구 정도를

“BIS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측정 할 수 있다.

2.1.3시장 지배력 정도

강종구(2010)는 시장지배력이 큰 융기 은 높은 보상의 외부성을

지닌 경향이 있으므로 시장지배력이 작은 융기 이 시장지배력이 큰

융기 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Acharya and

Yorulmazer(2008)는 은행의 군집행동을 정보의 달(Information

Contag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은행 간 군집행동을 조게임

(CoordinationGame)에 기인하여 은행 출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

음을 보 다.따라서,개별 축은행의 출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축은

행이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군집행동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

다.

2.1.4자 의 만기 단기화 정도

강종구(2010)는 융기 은 출의 만기가 짧을수록 체 출자 의

규모를 신축 으로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 의 만기 단기화 정도

가 높을수록 출의 쏠림이 확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융기 은

리스크 리차원에서 가 자산과 부채의 듀 이션(duration)을 일치

하도록 조정한다.이는 이자율 험과 유동성 험으로 회피하기 해서

이다 따라서 융기 의 수신의 만기가 단기화 되면 여신의 만기도 만기

화됨을 의미한다.이로서 융기 의 수신자 단기수신 비 이 높을

수록 출자산의 만기도 단기화 되며 출의 쏠림 상이 나타날 수 있

다.따라서,수신자 의 만기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개별 축은행의 유

동성부채비 (유동성부채 /총 부채)8)활용하 다.(강종구,2010)

8)유동성 부채(LiquidityLiability)란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인 부채를 의미한다.



-16-

2.2시장 산업 변수 요인

2.2.1상호 축은행간 경쟁 확

강종구(2010)는 경제주체들간 시장 유율 확 경쟁이 발생하면,한

경제주체의 공세 인 행동에 해 다른 경제주체가 응하여 행동하게

된다면,쏠림 상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 인 가 2000년

반 신용카드 출과 가계 출 붐(boom)을 들 수 있다.과도한 자산 확

경쟁으로 인하여 제 로 된 심사없이 카드 출을 남발하여 이후 부실

을 야기하고,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 하 다.따라서,은행간 출경쟁

이 치열할수록 리와 출 리 격차가 확 된다면( 마진 축소),

은행 출의 쏠림 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은행의 경우도 이

와 동일하게 생각 할 수 있다.

2.2.2상호 축은행의 시장집 도 정도

강종구(2010)는 은행이 형화됨에 따라,보다 더 넓은 지역과 다양한

계층을 상 로 업활동을 하게 된다.이로 인해 은행들 간 출고객 기

반이 유사해진다.고객기반이 유사해지면, 출과 련하여 다른 은행이

받은 정 신호가 자행에게도 정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따라

서 형화된 은행시장에서 상 은행이 출을 확 하게 되면,자행도

출을 확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이는 은행의 형화가 쏠림을 확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축은행의 경우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형 축은행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축은행의 쏠림에

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축은행시장의 시장집 도

(Herfindahl-HirschmanIndex,HHI)상승하면,쏠림도 심화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2.2.3경기변동 정도

Craigetal.(2006)은 과도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융 기

의 주요원인으로 지 되었으며,정보비 칭, 융기 의 버리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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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응 감독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래된다고 보았다.강종구

(2010)는 경기순환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기 가 한쪽방향으로 쏠리는 것

을 군집행동의 일종으로 간주 하 으며 경기순환과정에서 과도한 기 가

형성되는 경우 군집행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경기변동폭이 클 때

군집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축은행의 경우도 “실질

경제성장률의 값이 클수록 군집행동이 심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시간추세변수는 축은행 변수와 거시변수 외 다른 구조 요

인의 변화가 군집행동에 향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제하기 해

추가하 다.

2.3설명변수 선정

앞서 정리한 내용을 표로 작성하 다.

요인 설명변수
상

결과

축

은행

특성

변수

(미시)

정보보유

정도

고정이하여신비율 (+)

이자수익비 (-)

신용 출비 (-)

근시안

행태
BIS자기자본비율 (-)

시장지배력

정도
개별 축은행의 출비 (+)

자 의

만기화정도
유동성부채비 (+)

시장

산업

변수

(거시)

시장경쟁정도 마진 (-)

시장집 도 HHI지수 (+)

경기변동정도 실질경제성장률의 값 (+)

시간 추세 시간 변수 (+)/(-)

<표2.설명변수 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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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증 분석

제 1 자료(Data)

1.1상호 축은행 데이터

상호 축은행(이하, 축은행)은 11년 말 기 총 99개9) 축은행이

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출 3,000억 이상인 41개10) 축은행을 상

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이는 11년 말 기 상호 축은행 체 총

출 에서 80%를 차지하 다.여타 58개 축은행이 나머지 20% 출

을 차지하므로 본 논문의 연구 상인 41개 축은행이 상호 축은행 본

논문에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의 축은행자료를 이

용 하 으며,개별 축은행의 데이터는 융감독원의 융통계정보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축은행별 차 조표를 이용하 다.

구분 출 액
출 액

비
축은행 수

2조 이상 841 17.9 3

1조 이상 ∼ 2조 미만 1550 33.0 12

3천억 이상 ∼ 1조 미만 1434 30.5 28

3천억 미만 871 18.6 56

상호 축은행 계 4696 100 99

<표3.국내 출규모별 축은행 황>

(단 :조 원,%)

자료 :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

축은행의 경우 은행,증권,보험 등 다른 형 융기 과 달리 분기가

9)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co.kr),총 자산규모 0이상

10) 출 이 3,000억 이상인 축은행은 총 43개 으나,데이터 측치가 짧은

2개 축은행( 랑새상호 축은행, 스 스사상호 축은행)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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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반기별로 공시되어 반기자료를 심으로 분석을 시도하 다. 출

액은 축은행 차 조표에서 출 을 기 으로 분석하 다.

1.2거시변수 데이터

축은행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거시변수는 상호 축정기

(1년),상호 축은행-일반 출(1년),상호 축은행 액 내 출,월별

자료를 사용하 다.분석기간은 축은행자료와 동일하게 1999년 1월부

터 2011년 12월까지 이며,실질 GDP성장률 과 명목 GNI성장률은 분

기별 자료를 이용하여,1999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 사용하 다.

해당 자료들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11)을 이용하 다.힌편 지가변동

률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에서 이용하 다. 축은행 특성

분석을 한 패 데이터 구축을 해 월별자료 분기자료는 반기자료

로 환 하 으며,이를 해 6개월 산술평균 2분기 산술평균 자료를

이용하 다.이 마진은 상호 축은행-일반 출(1년)에서 상호 축

정기 의 차이를 통해 구하 으나,상호 축은행-일반 출(1년)자료

의 경우 2003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그 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11월

이 자료는 상호 축은행 액 내 출 월별자료로 체하여 사용하 다.

제 2 실증분석 결과

평균 따라잡기 방식과 퍼짐을 이용한 방식 모두 LR검정 결과 동분산

성을 가정한 귀무가설이 기각하여 Haus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각되

어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표 4>은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과 련된 변수의 추정 결과이

다.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 평균 따라

잡기 방식의 경우 축은행 특성변수 에서는 이자수익 비 ,시장

산업변수 에서는 시장집 도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동기 평

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 축은행 특성변수 에서는 고정이하 여신비

11)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or.kr)



-20-

율,개별 축은행의 출비 ,시장 산업변수에서는 시장집 도,경

기변동 정도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나머지 변수인 신용 출비 ,BIS

자기자본비율,자 의 단기화 정도, 마진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추

정되었다.

먼 기 평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 앞서 설명변수 측과 련하

여 이자수익비 과 시장집 도 변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며,정

보생산능력을 리하는 설명변수인 이자수익비 은 축은행의 업수익

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 이며 축은행의 경우 수익이 부분

출을 통해서 발생한다.BergerandUedll(1996)는 은행이 출업무에

집 함으로서 은행의 자원 리자의 심이 집 됨에 따라 출에

한 정보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기들의 평균 인 축은행 출증

가율을 재의 축은행 출증가율이 추종하고 있는지 상 계를 이용

하여 군집행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 으로 나타나는 군집행동의

경우 외부성(Externality)의 원인보다는 정보의 폭포(Information

Cascade)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AcharyaandYorulmazer,

2008)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보생산능력의 리변수인 이자수익비 이

높을수록 군집행동정도가 낮아짐을 보이고 있다.

출시장 집 도를 나타내는 시장집 도(HHI)변수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축은행의 경우 2000년 반 이후 각종

규제완화와 인수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선정12),이후

축은행업계 한 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형화 되었다.보다 형화

된 시장에서 출과 련하여 차주에 한 상 축은행의 정 정보

는 해당 축은행에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로 인해 상

축은행이 출을 확 하는 경우 해당 축은행도 출을 늘이는 것

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지니게 된다.이러한 향 등으로 시장집 도 상

승은 군집 상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자 의 만기화 정도, 마진,경기변동정도와 같은 시장

산업(거시)변수는 군집행동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군집

행동의 외부경제충격에 의해 나타나기보다는 축은행의 내재된 속성에

12)2005년 12월 상호 축은행의 계열화 허용.상호 축은행간 M&A활성화을

해 감독규정 개정 2006년 8월 우량 상호 축은행(소 88클럽)에 하여 신

용공여한도 완화, 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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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동기 평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 축은행 특성변수 에

서 개별 축은행의 출비 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변수가 유의미하게 도

출되었다.개별 축은행의 출비 은 앞서 설명변수 선정에 있어서 언

한 바 와 같이 개별은행의 출비 이 증가함에 따라 타 은행의 행동

에 향을 미쳐 유사하게 움직임으로서 군집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이는 Takeda(2003)는 큰 은행이 출을 임으로써 조기 상

환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실패하기 쉬우며,큰 규모의 채권자가 보다 정

확한 정보를 통해 로젝트의 실패확률을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AcharyaandYorulmazer(2008)는 군집행동을 동시에 은행이 서로

련성 있는 투자 즉, 출활동을 조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며,이는 조게

임(CoordinationGame)과 같은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

럼 축은행의 출행태가 군집행동과 련이 있음을 뒷받침 해 다.

정보생산능력을 리하는 설명변수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유의하게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설명변수 선정시 측한 바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

었다.

시장 산업 련변수 에서는 시장 집 도와 경기변동 정도를 나

타내는 변수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출시장 집 도를 나타내는 시

장집 도(HHI)변수의 경우, 기 평균 따라잡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보다

형화된 시장에서 출과 련하여 차주에 한 상 축은행의 정

정보는 해당 축은행에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로 인해

상 축은행이 출을 확 하는 경우 해당 축은행도 출을 늘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지니게 된다.이러한 향 등으로 시장집 도

상승은 군집 상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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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따라잡기 방식

기 동기

이자수익비
-0.537** -1.390

(0.248) (0.309

신용 출비
-0.205 0.096

(0.170) (0.210

고정이하여신비율
-0.421 -1.972***

(0.491) (0.609)

BIS자기자본비율
0.496 -1.371

(0.729) (0.900)

개별 축은행의 출비
3.210 11.377***

(3.277) (3.843)

자 의 단기화정도
-0.210 -0.104

(0.202) (0.259)

시장집 도
2.742*** 3.971***

(0.500) (0.643)

경기변동정도
-6.382 -48.138***

(6.233) (8.015)

마진
5.104 1.924

(4.609) (5.915)

시간추세
-0.089*** -0.131***

(0.027) (0.035)

상수항
-2.871*** -2.668***

(1.553) (0.706)

AdjustedR2 0.1306 0.1534

<표4.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에 한 추정결과>

주 :1)***,**,*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의미함 호안의 수치는 표 편차를 의미함

경기변동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설명변수 측 시에는 경기변동정도

가 클수록 경기순환과정에서 과도한 기 가 형성되는 경우 군집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측 하 으나,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어 경기변동정도

가 클 때 축은행의 군집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시간추세를 나타내는 변수는 군집행동에 유의한 음(-)의 부호

를 나타났는데,이는 앞서 언 된 시장 산업 변수 외에도 다른 구조

변수가 군집행동에 향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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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의를 지닌 군집행동 에서 군집행동(Herd

Behavior)이란 개별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향을 받아 유사한 행

태를 보임으로 정의하 다.특히 2001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개별 축은행의 출증가율을 이용하여 축은행의 출에 한 군집행

동에 하여 분석하 다.평균 따라잡기 방식을 통해서 같은 기간 의

군집행동과 순차 인(Sequential)군집행동을 보여 주었으며, 련변수는

축은행의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 다.이러한 군집행동을

유발하는 이론 근거는 정보의 폭포(InformationCascade),네트워크 효

과(NetworkEffect),보상체계(Payoff)등이 있다.최근 10년간 격한

성장을 이룬 상호 축은행의 출에 한 군집행동에 해 실증분석을

해본 결과 상호 축은행의 총 출시장에서 평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

2009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군집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다.

한 도출된 군집행동지수를 통해 군집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에 하

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 평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이자수익

비 과 시장집 도 변수가 유의미한 값을 가졌으며 이는 정보생산능력이

취약한 축은행일수록 출시장에 군집행동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동기 평균 따라잡기 방식의 경우,고정이하 여신비율,개별 축은

행의 출비 ,시장집 도,경기변동 정도 변수가 유의미한 값을 가졌으

나 개별 축은행의 출비 ,시장집 도 변수가 측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이는 출의 규모정도가 다른 축은행의 출에 향

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이러한 군집행동은 조게임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이자수익비 이 높은 상호 축은행의 경우 정보생산능력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축은행들이 군집행동 할 가능성이 낮다.이처럼

상호 축은행 스스로 출이나 업활동에 한 리능력과 심사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한 출이나 자산의 변동이 다른 축은행에 향

을 주어 군집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과도한 자산 출 확장

을 억제하며,부동산 PF 출과 같은 고 험자산의 편 을 막도록 리

하도록 하여야한다.서민 융기 으로서의 본연의 목 을 다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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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모의 외형을 유지하며 서민과 소기업 심의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본 연구의 경우 입수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 인

은행시장과 달리 반기자료를 심으로 정리한 결과,보다 세 한 축은

행시장에 한 연구가 되지 못하 다. 한 상호 축은행의 여⋅수신증

가 여신건 성에 해 부정 인 향을 다는 연구가 있으나,본 논문

에서는 도출된 군집행동으로 인하여 여신건 성 악화 나 수익성 하와

같은 문제에 한 직 인 해답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군집 상이 상

호 축은행의 수익성이나 건 성에 미친 향에 해서는 좀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한 바이다.이를 통해 실제 군집행동이 융시스템의 안정성에

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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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최 값 최소값 표 편차 왜도 첨도

이자수익비 0.8899292 2.024977 0.20572870.1329229-0.207699414.22532

신용 출비 0.2584953 1.930577 4.43e-06 0.2207466 1.829449 9.457211

고정이하

여신비율
0.1244507 0.87 0.0055 0.1160313 2.781253 13.21609

BIS

자기자본비율
0.1066799 0.5076 -0.2728 0.0651052 1.118475 13.67236

개별 축은행의

출비
0.015005 0.09682130.00215510.0121199 2.484244 11.66051

자 의 단기화

정도
0.467529 1.07797 .0063615 0.32131070.7595986 1.802215

시장 집 도  1.480168 1.870999 1.101294 0.22566290.4486847 1.947755

마진 0.06234670.07733330.04956670.00866620.241991 1.623752

경기변동정도 0.013714 0.0265 0.003 0.0057215 0.417815 2.794874

부 록

<표5.설명변수의 기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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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h 0̀0.2h 0̀1.1h 0̀1.2h 0̀2.1h 0̀2.2h 0̀3.1h 0̀3.2h

평균

따라잡기
0.186 -0.078 -0.107 -0.128 -0.084 -0.389 -0.315 -0.672

0̀4.1h 0̀4.2h 0̀5.1h 0̀5.2h 0̀6.1h 0̀6.2h 0̀7.1h 0̀7.2h

평균

따라잡기
-0.548 -0.488 -0.528 -0.398 -0.282 -0.324 -0.255 -0.086

0̀8.1h 0̀8.2h 0̀9.1h 0̀9.2h 1̀0.1h

평균

따라잡기
0.000 0.229 0.439 -0.034 -0.052

<표6.국내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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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에 한 추정결과 : 기>

변수명 구분 1 구분2 구분3

이자수익비
-0.514**

(0.241)

신용 출비
-0.193

(0.176)

고정이하여신비율
-0.306

(0.473)

BIS자기자본비율
0.835 1.328** 1.055

(0.612) (0.648) (0.684)

개별 축은행 출비
4.069 5.554 4.960

(3.190) (3.603) (3.538)

자 의 단기화정도
-0.198 -0.181 -0.194

(0.195) (0.201) (0.195)

시장집 도
2.660*** 2.624*** 2.570***

(0.438) (0.493) (0.433)

경기변동정도
-6.135 -5.343 -5.317

(5.594) (6.140) (5.544)

마진
3.814 4.460 3.841

(4.459) (4.561) (4.448)

시간추세
-0.081*** -0.083*** -0.077**

(0.022) (0.027) (0.022)

상수항
-2.979*** -3.442*** -3.371***

(0.505) (0.502) (0.468)

AdjustedR2 0.1232 0.1107 0.1099

주 :1)***,**,*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의미함 호안의 수치는 표 편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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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축은행 출의 군집행동에 한 추정결과 :동기>

변수명 구분 1 구분2 구분3

이자수익비
-0.342

(0.312)

신용 출 비
0.018

(0.219)

고정이하여신비율
-1.858***

(1.487)

BIS자기자본비율
0.230 0.297 -0.776

(0.792) (0.806) (0.850)

개별 축은행 출비
15.341*** 15.353*** 12.834***

(4.117) (4.197) (4.097)

자 의 단기화 정도
0.011 -0.026 -0.056

(0.252) (0.259) (0.251)

시장집 도
3.642*** 3.842*** 3.653***

(0.567) (0.638) (0.562)

경기변동정도
-50.744*** -47.919*** -49.756***

(7.245) (7.949) (7.201)

마진
0.382 0.540 1.913

(5.775) (5.892) (5.766)

시간추세
-0.109*** -0.122*** -0.113***

(0.029) (0.035) (0.029)

상수항
-2.827*** -3.295*** -2.838***

(0.654) (0.648) (0.605)

AdjustedR2 0.1379 0.1308 0.1523

주 :1)***,**,*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의미함 호안의 수치는 표 편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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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국내 축은행의 출비 변화 추이>

<그림 3.시장집 도 군집행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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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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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herd behavior in saving banks using

correlationmethod.Iinterpretedherdbehaviortomovethesimilar

pattern by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This paper estimated

herding index was proposed by Jong-Ku Kang(2010) and what

variablesaffectedherdbehavior.InthemodelIusedthegrowthrate

ofindividualsavingbankloantomeasureherdbehaviorinsaving

banks.Datasetwascollectedfrom firsthalfof2001tosecondhalf

of2011.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First,Korean saving banks

herdingintensityinloanmarketwashighfrom secondhalfof2009

tofirsthalfof2010.Second,theresultofempiricalestimationsthe

intensity ofeach saving bank's herding as explanatory variables

revealsthatasaving bankwithsmalleramountofinformationis

morelikelytoherd:Thelowertheinterestincomeratio,thehigher

theintensityofherding.Andthevariationofloanamounteffectson

thebehaviorofothersavingbanksloan:thehigherHHIandloan

marketshare,themoreitislikelytoh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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