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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중

어떤 요인들이 저축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부실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을 위하여 PF대출비율, 가계대출비율, 비이자수익비율, 차입금 비

율을 설명변수로 선정하고, 종속변수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여

부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PF대출비율, 비이자수익비율, 차입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계

대출비율은 증가할수록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부실화의 주된 요인인 PF대출비율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상호

저축은행업권 전체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고위험고수익 특성의

PF대출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규제 조치

를 시행하였지만, 시기가 늦어 규제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

PF대출 여신한도를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본격적인 규제조치를 시행한 시기가 2010년이었는데, 이미 미국의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가 현실화된 상황이라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형태의 PF대출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낮

추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관련 여신에 대한 여신편

중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지표개발의 주체가 상호저축

은행이라면, 내부 리스크관리를 위한 장치가 되는 것이고, 지표 개

발의 개발의 주체가 금융당국이라면 금융규제의 도입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주요어 : 상호저축은행, 부실, PF대출, 가계대출, 차입금, 비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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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

에서 소외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1972년 제

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수 및 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수의 상호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대출 건전성 악화 등으로 2011년부터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이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0개1)의 부실상

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 부실상호저축은행으로 지정된 30개 상

호저축은행의 우량자산 및 5천만원이하 예금은 제3자 또는 가교저축은

행(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에 계약이전되었고, 계약이전 되

지 않은 자산과 5천만원 초과 예금 등 부채는 기존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잔류한 상태에서 파산절차를 거쳐 법원의 감독하에 자산회수 및 채권자

들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

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016년말까지 27.2조원의 자

1) 자체정상화하여 제3자 매각된 대영저축은행을 포함시 31개 저축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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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투입하면서 기존 부실 상호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상시적으로 매각

하고 회수함으로써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배

경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 금융위기와 연관이 있

는데 그 중심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부동산업종 관련 대출을 주요 영업

으로 해온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위기가 잠재되어 있었다. 그 위기가 현

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권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했

던 기존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규제 강화조치들을 시행하였지

만, 이미 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원했던 규제효과를 얻기가 어려웠

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 적기에 금융정책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에

규제조치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

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부실화 요인들은 어떻게 찾아

갈 것인가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정된 상호저축은행 영업 범위 즉, 수익

모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그 주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상

호저축은행들이 기업, 가계, PF대출, 비대출상품 등 수익을 얻기 위한 자

산운용의 주요 방식과 자산운용을 위한 재원을 예금 또는 차입금으로 마

련하는 자금조달의 주요 방식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여부와 관련성을 탐

색하고, 이러한 탐색과정을 통하여 부실화 과정의 결정적 요인을 규명하

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조치를 시행하는 금융당국이나 상

호저축은행들이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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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중

어떤 요인들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부실

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상호저축은행 부실요인들에 대한 금융당

국의 기존 금융규제 조치를 살펴보고,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데 있다.

부가적으로 동 연구결과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자들과 대출

자들에게 공개되는 상호저축은행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영위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상호저축은행 수익모델을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제11조(업무) 내용2)을 바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부실원인들을 규명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연관성이 높다고 추정되

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실화와 연관이 높은 주요 원인들

에 대해서는 예금자 등 일반에게 전자공시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

고서 상의 재무제표와 주석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

하여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대출업무, 예금업무, 내외국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기업합병 및 매수 중개·주
선 또는 대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대리 등의 주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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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1997년 외환위기

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2011～2013년으로 크게 구별이 가능하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대규모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

성이 크게 악화된 상호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는데, 저축은행 수는 1997년말 231개에서 2002년말 116개로 감소하였고,

2003～2010년 사이에는 상호저축은행 업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매년 3개 미만의 상호저축은행들이 퇴출되며 2010년말 기준 105개 상호

저축은행이 영업을 하였다.

〔표1-1〕 1997～2010년중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 경과

연도 연초
연중
영업
정지

저축은행수 변동사유
변동 연말계약

이전 신설 청파
산 합병 해산

1997 236 4 5 △5 231
1998 231 27 4 (4) 18 2 - △20 211
1999 211 22 6 (6) 15 10 - △25 186
2000 186 391) 141) (2) 14 13 - △39 147
2001 147 3 1 22 1 1 △25 122
2002 122 7 5 1 - △6 116
2003 116 1 2 - - △2 114
2004 114 3 1 - - △1 113

2005 113 3 3 (2)2) - 1(삼환) - △2 111

2006 111 1 1 (1)3) 1(플러스) - - △1 110

2007 110 3 44) (2) - - - △2 108
2008 108 3 25) △2 106
2009 106 2 26) (1) - △1 105
2010 105 - 17) (1) - - - - 105
계 118 38 (19) 78 33 1

주: 1) 영업정지없이 계약이전된 5개 포함, 2) 한마음 → 부산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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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으로 계약이전, 한중․아림 → 예가람(신설법인)으로 계약이전

3) 인베스트→파랑새(신설법인)로 계약이전, 4) 좋은․대운․홍익→

예아름(신설법인), 경북 → 예한울(신설법인)으로 계약이전

5) 분당, 현대→ 예한울(신설법인)으로 계약이전,

6) 전북→ 예쓰(신설법인)으로 계약이전(09.4.1.), 으뜸→ 예쓰로 계

약이전(09.11.18.),

7) 전일→ 예나래(신설법인)으로 계약이전(10.4.7.)

자료: 저축은행 부실행태분석 및 부실예고지표에 관한 연구(2016.8 김

학건, 박광우, 오승곤)

2011년 이후 이루어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방식을 살펴보면, 17

개는 제3자 계약이전(P&A), 13개는 가교저축은행(bridge bank)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2011년 9월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의 경우 자체정상화 과정을

거쳐 현대증권에 매각되었다.

〔표1-2〕 2011년 이후 부실상호저축은행 정리 현황

연도 제3자P&A 가교저축은행 소계

2011 10 5 15
2012 3 5 8
2013 2 3 5
2014 1 - 1
2015 1 - 1
소 계 17 13 30

자료: 예금보험공사(자체정상화하여 매각된 대영저축은행은 불포함)

부실저축은행의 인수주체를 살펴보면, 구조조정 초기에는 금융지주사

등 국내금융회사가 계약이전을 받았으나, 2013년 이후에는 외국계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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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부업체 등이 참여하며 지배구조가 다원화되었고, 인수주체를 찾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솔, 예한별 등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설립

하여 우선 계약이전한 이후 인수주체 물색 및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되

었다. 아래 〔표1-3〕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약이전 현황’

은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정리방식과 인수주체들을 보여주

고 있다.

〔표1-3〕2011년 이후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현황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계약이전방식 정리후 은행명 인수주체

1 삼화 2011-01-14 제3자 우리금융 우리금융

2 부산 2011-02-17 가교 예솔 IBK

3 대전 2011-02-17 가교 예나래 OK2

4 부산2 2011-02-19 제3자

대신 대신5 중앙부산 2011-02-19 제3자

6 도민 2011-02-23 제3자

7 전주 2011-02-19 가교
예쓰 삼호산업

8 보해 2011-02-19 가교

9 경은 2011-08-05 가교 예솔 IBK

10 프라임 2011-09-18 제3자
비에스 BS금융

11 파랑새 2011-09-18 제3자

12 제일 2011-09-18 제3자 KB KB금융

13 제일2 2011-09-18 제3자
하나 하나금융

14 에이스 2011-09-18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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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계약이전방식 정리후 은행명 인수주체

15 토마토 2011-09-18 제3자 신한 신한금융

16 솔로몬 2012-05-06 제3자 우리금융 우리금융

17 한국 2012-05-06 제3자 하나 하나금융

18 미래 2012-05-06 제3자 친애 KC카드(친애)

19 한주 2012-05-06 가교 예나래 OK

20 토마토2 2012-10-19 가교 IBK 예솔

21 진흥 2012-11-16 가교 신한 신한금융

22 경기 2012-12-28 가교 KB KB금융지

23 W 2012-12-28 가교 예성 한국투자

24 서울 2013-02-15 가교 예주 OK

25 영남 2013-02-15 가교 IBK IBK

26 신라 2013-04-12 가교 예신 웰컴저축은행

27 스마일 2013-11-01 제3자 오릭스 오릭스

28 한울 2013-12-27 제3자 페퍼 페퍼저축은행

29 해솔 2014-05-02 제3자 웰컴 웰컴저축은행

30 골든브릿지 2015-01-16 제3자 조은 조은저축은행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3)이 설치되어 부실 상

3)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기존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2011년
1월이후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은 특별계정을 통해서만 지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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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1년임에

따라 2011년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구조조정된 부실 상호저축은행 30

개 그리고 현재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

자 한다.

현재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총79개로 총52.4조원 자산(2016.12

월말 기준)을 보유 및 운용중에 있으며, 2016년 당기순이익은 8,511억원을

달성하였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53%인 42개 저축은행이 영업하고 있다.

〔표1-4〕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지역별 현황

(2017.3월말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수 BIS
고정이하

여신비율
당기순이익

서울 23 14.24 7.5 1,255

경기,인천 19 12.74 5.1 664

부산,울산,경남 12 14.49 6.3 218

대구,경북,강원 11 11.31 8.3 75

광주,전남,전북,제주 7 16.27 8.4 87

대전,충남,충북 7 15.15 5.0 174

합 계 79 14.53 8.8 2,474

자료: 예금보험공사

총자산이 1조원이하인 상호저축은행이 64개로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81%

수준이며, 총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은 SBI, OK, HK, 한국

투자상호저축은행 등 4개에 달하고 있다.



- 9 -

〔표1-5〕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별 현황

(2017.3월말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수 BIS
고정이하

여신비율

당기

순이익

2조원 초과 4 11.92 8.3 520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11 13.11 5.4 695

3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33 14.68 6.5 1,077

3천억원 이하 31 18.84 8.1 182

합 계 79 13.90 6.8 2,474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관련 설명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결과들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된 업무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요 설명변수들과

관련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가설과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들은 매

년 전자공시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재무제표 등)상의 관련 회계

계정 항목을 활용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개요와 현황 그리고 개별 상호저

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중 세부 요인들이 상호저축은행 부

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실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파악할 필요

성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의 결정적인 요인 연구결과의 의미에 대하

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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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결과들을 검토한다. 기존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할 설명변수와 통제변수 선정에 반영하고

자 하였다. 또한, 설명변수와 연관된 정부 규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규제

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결과 등을 고려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의 열거

된 업무내용을 감안하여 도출한 자산운용방식 및 자금조달방식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설 선정과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설명변

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과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도출

하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및 가설검증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후 제5장에서는 향후 상호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그 위험요인 관리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 및 정책점 함의를 살

펴보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정부의 규제 변화

제1절 선행연구

지금까지 저축은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축은행 부실 원인, 도산 예

측 모형에 관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찬우(201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원래 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

의 신용도와는 관계없이 그 사업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기법을 지칭하며,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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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규모 개발자금이 소요되는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개발이나 항만,

도로, 발전소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주로 활용되나, 국내 부동산

PF의 경우,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건립에 따라 미래 분양수익금을 바

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는 대출조건으로 시공사인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나 채무인수약정을 요구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금융비용 등 모든 위험이 시공사에 대부

분 전가되어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도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부도위험이 급증하고, 시공사의 부실은 다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실에 따른 모든 부담을 안

는 현재의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시행사가 부실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

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주체별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시연(2011)은 상호저축은행 부실화는 상호저축은행업에서 진행되어

온 구조적 취약성이 제도적 요인 및 감독상 결함으로 악화된 데 그 원인

이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집중화된 소유·지배구조, 주 여신

대상군의 변화,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고위험

투자에 집중할 유인이 계속 높아져 왔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내부통

제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상호저축은행 부실의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은 자

산운용측면에서 상호저축은행업의 주 고객군이 신용위험이 높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 비우량 고객으로 점차 변화하였으며, 감소한 여신 수요를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한 부동산 관련 대출로 대체하였던 점, 그리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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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요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력이 약하고 자금조달 구조가 불안정하

여 고금리 예금수신 중심으로 수신기반을 확대하였고, 고금리 단기예금

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자 수익성 보전을 위해서 고위험-고수익 투자 유

인이 더욱 상승하게 된데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

의 소유 집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대형화·계열화도 빠르게 이루어졌으

나 지배주주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시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

체적인 위험관리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업의 장기적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

의 고위험 투자 유인을 통제하기 위한 경영감시 장치를 명확히 확립하고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순호(2011)는 미국의 저축기관(상호저축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총자

산 규모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감소하

였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저축기관의 수익성이 2006년까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관련 손실로 자기자

본과 총자산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예금의 경우 금융위기후 저축

기관의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자금운용의 경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라 주택 모기지대출보다 소기업 및 소비자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올 보여 주었다.

김동열·한상범(2012)은 105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영성과와 낙하산인사, 소유구조, 정책변화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호저축은행 관련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상호

저축은행 경영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이

라는 명칭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위

8·8클럽4)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효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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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둘째, 낙하산인사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같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다만, 낙하산인사가 수익성과 자본

충실도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셋

째, 상호저축은행그룹, 금융지주그룹, 산업자본그룹, 독립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소유구조의 차이는 경영성과의 차이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

지 않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외형이 작은 독립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수

익성과 자본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험도 역시 낮다고 하는 유의

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방

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활용한 주택가격증가율 변수는 경영성과 및 자본충실도와 양의 상관관

계를, 위험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에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장영광 김영기(2004)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지표(CAMELS)를 활

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도산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식별하고자 했

으며, 그 결과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

산경비율, 유동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증감 등의

변수들이 유의미하였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한 도산예측

모형은 타당성 검증결과 모형의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8·8클럽이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선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2005년 말 금융당국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개별 법인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였다.(매일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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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이민환(2007)은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률경계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부실채권 발생원인을 추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 비효율성을 계측한 결과, 2000～2006년 기간동안 101개 상

호저축은행의 비효율성은 11.6%이며, 2006년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저축은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축은행의 규모도

확대되는 동시에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하였

다.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부실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Bad luck가

설과 Skimping가설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ad luck가설에 대해서는 분석기간 동안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정

책에 따라 위험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액신용대

출을 시행하게 되고 2002년이후 가계부실화로 인한 외생적 충격으로 부

실이 심각해진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타당하다고 보았다. Skimping가설

에 있어서도 소규모인 상호저축은행의 대부분이 신용위험에 대한 인

식 및 기법 부족과 이를 도입하기 위한 설비투자 여력 미비로 자산에 대

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결과

라고 보았다.

최영수 장욱(2007)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와 시장 변수(주가

및 신용스프레드 등)를 활용하여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유의미하다고 분석하였다.

Emery(2007), Carty(1998), Altman et al.(2005), Khieu at el,(2012),

Grunert and Weber(2009)에 따르면, 은행대출은 회사채보다 높은 회수율

을 보이는데 은행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조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기

업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로인해 담보확보에도 큰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은행대출의 담보가치가 회수

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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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PF 대출에서 담보가치의 하락은 회수율의 감소

로 나타나고, 이는 저축은행 부실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김학건·박광우·오승곤(2016)은 상호저축은행 부실행태분석에서 부실

상호저축은행 경우, 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이 정상 상호저축은

행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높은 지분율을 가진 최대주주가

정상 상호저축은행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는 정상 상호저

축은행에 비해 부실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율을 가질 경우 최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경향이

강해져 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하

였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의 단순한 영업기반과 수익구조, 고위

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과 같은 리스크관리 능력 부족, 대주주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 등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연구들에는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방식과 자금조달방식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구체

적인 실증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중 세부

요인들(기업대출, 가계대출, PF대출, 비이자수익, 예금, 차입금 비율 및

그 변화 추이)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실

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상

호저축은행들과 금융당국이 부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관리함으로써 상

호저축은행 건전성 제고에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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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았듯이 최근까지의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PF대출의 비중확대에 따른 위험증대가 가

장 큰 원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거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업권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였다. 1997년말 231개 상호저축은행은 2002년말 116개로

급감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업권 전체가 이전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권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을 도입하는 데, 우선 2001년 3월 상호저축은행의 신인도 제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업권의 예금증가를 도모하고자 명칭을 신용금고에서 상호저

축은행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 2006.8월까지 다양한 금융규제 완화책을

시행하였다.

더욱이 2005년 이후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자산

규모가 큰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수신 확대

를 바탕으로 부동산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부실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상호저축은행들이 외형확장 위주의 경영

전략을 추구하면서 부동산관련업종 (PF,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동산관련 업종 중 특히 PF 대출의 비중이 중소형 상

호저축은행에 비해 대형상호저축은행에서 높아 상호저축은행산업의 위험

증가를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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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종 대출 및 PF대출 취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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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51.7 % 50.4 % 50.4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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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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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05.6월 '05.12월 '06.6월 '06.12월 '07.6월 '07.12월 '08.6월 '08.9월

부동산관련업종대출 취급비중 PF대출 취급비중

자료: 예금보험공사

상기 그림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비중이 소폭 감소세로 반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및

PF대출 대손충당금을 201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일반대출보다 최고 6배

추가적립하도록 적립기준 상향 조정(2008.2월) 등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1. 상호저축은행간 인수 허용

2005년 12월에는 상호저축은행간 M&A를 제한해온 감독규정을 개정하

여 상호저축은행간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화 도모 및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고자 하였고, 이로인해 상호저축은

행은 타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계열화를 형성하고

모상호저축은행과 계열상호저축은행이 같은 PF사업장에 공동으로 대출

할 수 있는 길이 생김에따라 거액의 공동 PF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18 -

아래의 표는 2005년말 감독규정 개정 이후 주요 상호저축은행간 주식취

득을 통한 지분변동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2006～2009년간 상호저축은행의 타상호저축은행 지분취득 현황

저축은행명 승인일 지분율
대주주 변경 상황

현재 명칭
변경전 변경후

(서울)중앙 ’06.04.14 100 이용한 외 부산 중앙부산

(전북)나라 ’06.04.28 90 조용석 외 솔로몬 호남솔로몬

(서울)예가람 ’06.05.26 76.4 예금보험공사 고려 예가람

(경북)솔본 ’06.09.29 100 (주)솔본 삼화 삼화두리→드림

(경기)한진 ’07.09.21 100 유정근 외 솔로몬 경기솔로몬

(부산)부민 ’07.10.12 100 SLS중공업(주) 한국 영남

(부산)동광 ’08.06.16 94.9 최재열 HK 부산HK

(경기)예한울 ’09.09.23 80.1 예금보험공사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4

자료: 금융위원회(2011)

이러한 지분인수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 계열화도 진전되었는데, 2005

년 6월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112개(총자산 37.2조원) 중 13개가 상호

저축은행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0년 6월에는 상호저축은행 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들은 총

11개 계열 31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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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계열상호저축은행 현황 (2010. 6월말 기준)

계열명 편입저축은행 계열명 편입저축은행

부산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한국 한국, 진흥

경기, 영남

솔로몬
솔로몬,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
경기솔로몬

현대스
위스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Ⅱ
현대스위스Ⅲ, 현대스위스Ⅳ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2 제일 제일, 제일2

H K HK, HK2 푸 른 푸른, 푸른2

미 래 미래, 미래2 고 려 고려, 예가람

대 아 대아, 대원 11개
계열 31개 저축은행

자료: 금융위원회 등(2012)

2. 상호저축은행 대형화

2006년 8월에는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상호저축

은행인 소위 8·8클럽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개별차주의 여신한도 80억

원을 자기자본 20% 이내로 변경하여 여신한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8·8클럽 상호저축은행들은 개별차주(법인)에 대하여 80억원 한도없

이 자기자본의 20%까지 여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완화조치에 따

라 이에 따라 8·8클럽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 수는 2005년말 33

개에서 2006년 6월 53개, 2008년 6월에는 66개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

다. 아울러 자기자본 규모가 400억원 이상인 8·8클럽 상호저축은행들도 2005년

말 7개에서 2008년 6월에는 24개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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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8·8클럽 상호저축은행 추이

‘05말 ‘06.6 ‘07.6 ‘08.6 ‘09.6 ‘10.6

전 체 111 110 108 107 106 105

8·8클럽 33 53 65 66 60 49

8·8클럽 중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7 15 18 24 27 25

자료: 금융위원회

2005년 이후 상호저축은행들의 공격적인 외형 확대 전략으로 여수신 등 자

산규모의 급격히 확대하는데, 2010년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총

자산 및 여수신 규모는 2005년 6월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

신증가가 여신증가 규모를 상회하고 운용상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표 2-4〕 상호저축은행 자산 및 여수신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5.6
(a) ’06.6 ’07.6 ’08.6 ’09.6 ’10.6 ’10.12

(b)
증감(률)
(b-a)

총자산 38.3 46.5 53.2 63.7 74.9 86.4 86.8 48.5(127)

총수신 35.1 41.1 46.5 56.0 65.9 76.4 76.8 41.7(118)

총여신 31.4 37.1 43.7 50.7 57.3 63.4 65.1 33.7(107)

자료: 금융감독원

한편, 2010년말 현재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평균자산규모도 8,269억원으

로 2005년 6월 대비 142% 성장하였는데, 자산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상호저축은행도 6개에서 29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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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상호저축은행 평균자산 추이

(단위: 억원, 개)

구 분 ’05.6
(a) ’06.6 ’07.6 ’08.6 ’09.6 ’10.6 ’10.12(b)

증감(률)
(b-a)

전체
저축은행수 112 110 109 107 107 105 105 △7(△6)

1사당
평균자산 3,423 4,221 4,879 5,953 6,999 8,227 8,269 4,846(142)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수 6 13 16 21 25 28 29 23(383)

자료: 금융감독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호저축은행간 인수 허용과 8·8클럽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완화 등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상호저축은

행의 대형화와 계열화를 촉진하였고, 2005.6월에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상호저축은행은 6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말에는 29개로 확대되는 등

꾸준히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진전되었다.

이로인해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호황과 맞물려

PF대출 비율 증가, 예금외 후순위채권 발생 증가, 기업대출비율 증가 및

가계대출비율 감소, 영업이익 중 PF대출 취급수수료 증가로 비대출이자

수익 비율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부동산관련업종 대출로의 쏠림현상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심각하

여, 2008년 9월 기준 1조원이상 대형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관련업

종 대출비중이 총대출의 53.7%, PF대출 취급비중은 27.0%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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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별 부동산관련업종 대출 및 PF대출 취급현황

(2008.9월말 기준)

구 분 1천억원미만 1천억원이상3천억원미만
3천억원이상
1조원미만 1조원이상

부동산관련업종대출비중 20.3% 34.0% 52.4% 53.7%

PF대출 비중 2.9% 9.7% 22.0% 27.0%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3절 부실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

1.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부작용

거품우려를 낳던 부동산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

으며 건설수주 급감, 미분양주택 급증 등 주요 건설지표들이 침체로 바

뀌는데, 2008년 건설업 GDP 성장률은 전년 2.6% 성장에서 △2.5%의 마이

너스 성장으로 반전되며, 민간부문의 미분양주택도 16만 4천호로 최대치

를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경기의 급락은 부동산관련업종 대출비

중이 높던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표 2-7〕 주요 건설지표 추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건설업 GDP 성장률 △0.3% 2.2% 2.6% △2.5% 1.8% △2.7%

(민간) 건설수주 증감률 11.1% 15.2% 16.7% △13.9% △23.0% 7.9%

(민간) 미분양주택(만호) 5.1 7.2 11.0 16.4 12.3 8.9

자료: 저축은행부실행태분석및부실예고지표에관한연구(2016.8김학건, 박광우, 오승곤)



- 23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

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저축은행 신인도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2001.3

월), 상호저축은행 계열화 허용(2005.12월), 8·8 클럽 여신한도 완화(2006.8월)

등 다양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수립 집행하였는데,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과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호한도 제공에 따

라 상호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수신 등으로 외형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5년 12월 상호저축은행간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완화됨에 따라 2006～

2008년 9월까지 총 8건의 상호저축은행간 주식취득이 이루어지며 상호저축은

행 계열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2006년 8월에는 BIS비율 8% 이상과 고정

이하여신비율 8% 이하(8·8 클럽)인 요건을 갖춘 우량상호저축은행에는 80

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까지 개별차주에게 신용공여가 가능

하도록 규제 완화함에따라 2005년말 33개에 불과하던 8·8클럽 상호저축은

행 수가 2006년 6월에는 53개로 급증한 반면, 상호저축은행들이 8·8클럽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순위채 발행, BIS 비율 조작 등의 불법부당행

위를 유발하기도 하였고, 대출한도 확대로 고위험 PF대출이 빠르게 늘어

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호

저축은행 부실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표 2-8〕2006～2008년 9월간 저축은행간 인수 현황

인수 부산 고려 솔로몬 솔로몬 한국 HK 삼화 현대
스위스

피인수 중앙
부산 예가람 나라 한진 영남 부산HK 솔본 예한울

자료: 금융위원회 등(2012)

한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및 감독체계의 한계도 저축

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은 BIS비율 5%로 은행(8%)보다 낮고,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등도 느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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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정되어 있어 위기시 상호저축은행의 자체 대응능력이 미흡하게 되

었고, 부실상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보고자료가 실제 검사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허위작성된 정황들이 드러난 사례가 많았

는데, 저축은행 수 대비 검사인력이 부족하고, 검사기간도 짧아 금융당국

이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표 2-9〕경영개선명령 저축은행들의 실사자료 비교

발동일시 회사명
실사기준자료 자체보고 기준 자료

평가

기준일
BIS비율 순자산

보고

기준일
BIS비율 순자산

2011.2.22 (강원)도민 2010.9 -5.52 -135 2010.6 4.16 84

2011.2.19

(부산)부산2

(서울)중앙부산

(전북)전주

(전남)보해

2010.12

-43.35

-28.48

-11.56

-91.35

-8,557

-1,120

-432

-4,381

2010.12

6.00

3.55

5.56

-1.09

-125

176

195

-83

2011.2.17
(부산)부산

(대전)대전
2010.12

-50.29

-25.29

-16,800

-2,263
2010.12

5.13

-3.18

-216

-323
2011.1.14 (서울)삼화 2010.6 -1.42 -504 2009.12 -1.42 -137

2009.12.31 (전북)전일 2009.9 -11.13 -1,583 2009.6 -2.53 -276

2009.8.11 (제주)으뜸 2009.3 -13.93 -668 2008.12 1.60 63

2008.12.26 (전북)전북 2008.12 -41.15 -490 2008.6 3.34 27

2008.8.24 (전북)현대 2007.12 -40.41 -255 2007.12 -4.22 -27

2008.2.21 (경기)분당 2007.12 -16.96 -661 2007.6 4.52 153

2007.5.25 (경북)경북 2006.12 -33.96 -445 2006.12 3.34 25

2007.3.16 (전남)홍익 2006.12 -29.39 -1,671 2006.6 6.97 354

2007.1.19 (전남)대운 2006.6 -26.86 -439 2005.12 2.18 27

2006.9.8 (경기)좋은 2006.6 -21.81 -1,233 2005.12 3.85 133

2005.7.22 (부산)인베스트 2005.3 -17.91 -618 2004.12 5.63 119

2005.1.28 (부산)플러스 2004.9 -5.55 -265 2004.6 3.00 71

2005.1.14 (서울)한중 2004.9 -39.73 -722 2004.6 1.19 9

2004.12.16 (경남)아림 2004.9 -1.96 -269 2004.6 14.84 6

2004.9.20 (부산)한마음 2004.6 -3.46 -351 2003.12 8.56 214

2004.2.17 (경남)한나라 2003.12 -14.27 -198 2003.12 1.41 9

2003.2.20 (경북)김천 2002.12 -37.40 -391 2002.12 9.80 56

자료: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김상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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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저축은행 PF대출 부실추이 및 관련 규제 강화

2005년 이후 상호저축은행들의 PF 대출 등 부동산관련 여신이 급증하

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전반의 침체가

이어지며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부실우려가 고조되었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건설사들의 자금난 가중 및 부도업체수5)

증가함에따라 부동산관련 여신이 많은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우려는 더

큰 상황이었다.

아래〔표 2-10〕를 보면, 2008년 6월말과 2009년 12월말을 비교하면,

악화우려로 분류되는 PF대출 금액이 1조 5,130억원에서 3조 9,089억원으

로 2조 3,959억원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상호저축은행 PF대출 실태조사 결과 비교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사업장 기준 금액 기준

08.6월말 09.12월말 증감 08.6월말 09.12월말 증감

정 상 447 (49.7) 177 (24.8) △270 67,044 (54.9) 33,158 (26.5) △33,886

보 통 263 (29.3) 248 (34.7) △15 39,926 (32.7) 52,695 (42.2) 12,769

악화우려 189 (21.0) 289 (40.5) 100 15,130 (12.4) 39,089 (31.3) 23,959

계 899 (100) 714 (100) △185 122,100 (100) 124,942 (100) 2,842

자료: 금융연구원(2012)

5)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2006(106개)→2007(120개)→2008(130개)→2009(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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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8년 11월과 2010년 4～5월에 각각 상호저축

은행 PF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PF채권을 캠코에 매각하

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2008년 11월 1차 전수조사에서 899개 사업장 12.2

조원중 1.7조원을, 2010. 4～5월의 2차 전수조사에서 714개 사업장 12.5조

원중 3.8조원의 부실우려 PF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연

체율이 2010.6월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13.4%에서 2013. 6월 27.2%로 배 이상 상승하였다. 부동산 PF대출 연체

율은 59.8%로 급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1〕 상호저축은행 연체율 추이

구 분 '09.6말 '10.6말 '11.6말 '12.6말 ‘13.6말

연체율(%) 15.8 12.8 15.8 21.6 21.5

기 업 16.3 13.4 17.5 25.8 27.2

　 가 계 14.5 10.7 9.3 11.3 11.4

PF대출 연체율 9.6 8.7 20.4 51.2 59.8

자료: 예금보험공사

한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2013년

6월을 정점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이 마무리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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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자료: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 수익성을 나타내는 당기순이익과 총자산이익율(ROA)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부실문제가 대두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

는 추이를 보이는데, 2010.6월말에는 전년대비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게

되었다.

〔표 2-12〕 상호저축은행 수익성 추이

구 분 ‘08.6말 '09.6말 '10.6말 '11.6말 '12.6말 ‘13.6말

당기순이익
(억원)

3,367 △566 △7,728 △27,777 △16,608 △9,924

총자산이익율
(ROA)

0.6 △0.1 △0.9 △3.8 △3.0 △2.1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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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업계를 포함한 금융산업은 수백만명의 예금자들의 불안심

리와 맞물려 있어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뱅크런 등 대규모 예금인출이 다

른 상호저축은행의 연쇄적인 영업정지로 확산되어 금융산업 전체의 시스

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기존의 규제 완화 정책을 규제 강화 정책

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PF대출

등 여신한도 축소, 둘째, 저축은행간 인수 금지, 셋째, 공시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PF대출 등 여신한도 축소 조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6.8월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한도 30% Rule 행정지도 및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2010.4월엔 30% Rule를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에 반영하고, PF대출 여신한도 30%를 단계적으로 축소〔30%(2010년)

→ 25%(2011년) → 20%(2013년)〕하도록 하였고, 「PF대출, 건설업, 부

동산 및 임대업」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규제하

였다. 또한, PF대출 여신한도 초과에 따른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

체적으론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였다. 2010.8월에는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1)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분류와 2)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 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하

도록 하였고, 2011.7월엔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 차주를 동일차주로

간주하여 개별차주가 아닌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를 적용(자기자본 25%)하

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신한도를 축소하였다.

2011.7월엔 상호저축은행 인수 금지 조치와 공시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

강화 조치가 함께 시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PF사업 공동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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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주식취득을 통한 상호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15% 지분 초과 보유금지) 및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현황(연체율·자산

규모·규모 등)을 외부 감사보고서상 정기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로인해 거액의 공동 PF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PF대출 연체율 등

세부현황이 대외에 공시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규율이 작동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1. 연구문제 선정

본 연구의 문제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인 상

호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기업, 가계에 대

출함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중 어떤 요

인들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부실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금융당국

이나 상호저축은행들이 부실화가 현실화되기전에 사전 관리함으로써 저

축은행 건전성 제고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운용 방식은 크게

대출 운용으로 인한 이자이익과 수수료 수익 등 비대출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출 운용 방식은 운용 대상을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방식은 예금과 후순위채권 발행 등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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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 상호저축은행들이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

식 중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지가 저축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대출운용 방식은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가계대출 비율과 기업대출 중 고수익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PF대출 비

율을 중심으로 그 비율의 변화가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금조달 방식은 예금 및 차입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차입금 비율의 변화가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대출비율과 예금비율이 아닌 가계대출비율과 차입금비율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구문제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가계대출비율과 차입금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대출비율과

예금비율이 낮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에따라 상호연관성이 높은 비율은

배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3〕 개념적 분석틀

설명변수

→

종속변수

PF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비이자수익 비율

차입금 비율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여부
통제변수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규모

상호저축은행 소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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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상호저축은행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를 통해 매년 공시되는 상호저축은

행 사업보고서중 제무제표와 주석사항을 활용한다. 재무제표와 주석사항

은 연도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PF대출, 가계대출, 비이자수익, 예

금외 차입금 잔액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변수중 가계대출, PF대출

은 총대출과 대비하여 비율을 산정하고, 비이자수익은 총영업수익과 대

비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고, 예금외 차입금 잔액은 총자금조달액과 대비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 분석자료는 30개의 부실저축은행과 66개 정상

저축은행의 2006～2012년의 7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단위는 연

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와 PF대출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후 2011년부터 대규모 일괄 구조조정 대상이 된 부실 상호저축

은행 30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즉,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설치한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6)으로부

터 자금지원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그 분석 대상이다. 최초 분석 대상

상호저축은행은 2011년에 자금을 지원받은 삼화저축은행이다.

현재 정상 상호저축은행들(79개)에 대해서도 이중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66개 정상

상호저축은행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상 상호저축은행, 부실 상호저

축은행 모두 분석 대상 기간은 2006년～2012년 7개년도로 부실 상호저

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7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6)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기존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
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2011년 1월이후의 상호저축은행 구조
조정 자금은 특별계정을 통해서만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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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

식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산운용방식으로부터 3가지 가설을, 자금조달방식으로부터 1가

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들 가설 중 어떤 요인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전자공시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상의 회계항목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들은 PF대출로

대표되는 고위험 부동산관련 대출 편중과 리스크 관리능력의 부족, 대주

주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 등을 주요 부실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상기 가설들은 기존 선행연구결과들의 주요 내용과 상호저축은행

법의 열거된 업무내용들중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수

익모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일반적인 수익모델인 기업대출, 가계대출, PF대출,

수수료수익을 포함한 비이자수익과 연관된 자산운용방식 관련 가설을

선정하되, 총대출중 기업대출 비율이 증가하면, 가계대출 비율이 감소하

는 반비례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과 같이 상호연

관성이 높은 항목은 가설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한 자산운용방식 관련 가설 3가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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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상호저축은행은 총대출중 PF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

능성이 높다.

〔가설2〕상호저축은행은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낮다.

〔가설3〕상호저축은행은 영업수익중 비이자수익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구조조정된 상호저축은행을 살펴보면,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외에 후순위사채 발행 등으로 대출재원을 마련한 경우가 있는

데, 그러한 경우 자금조달 금리가 예금보다는 평균적으로 2-3%p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금리는 고위험·고수익 자산 운용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부실화

요인으로써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자금

조달방식과 관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 또한 예금 및 예

금외 차입금은 총자금조달액 중 상호 반비례관계가 형성되는 등 상호연

관성이 높아 예금관련 가설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가설4〕상호저축은행은 총자금조달액중 예금외 차입금 금액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별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

은행 사업보고서의 관련 회계 계정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값을 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연관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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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저축은행의 일반적인 수익모델인 가계대출, PF대출, 비이자수익 관련

자산운용방식 관련 설명변수 지표(PF대출/총대출, 가계대출/총대출, 비이

자수익/영업수익)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의 매년 사

업보고서상의 회계 계정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그 값들은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정상 또는 부실 상호저축은행 값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가설,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현황

구분 설명변수 종속변수

<가설1> 상호저축은행은 총대출중 PF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

이 높다.

PF대출

/총대출

정상 또는

부실상호

저축은행

<가설2> 상호저축은행은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낮다.

가계대출

/총대출

<가설3>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수익중 비이자

수익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

능성이 높다.

비이자수익

/영업수익

<가설4> 상호저축은행은 총자금조달액중 예금

외 차입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

차입금

/총자금조달액

또한 자금조달방식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외 고금리 차입금(후순위

채권 등)을 조달함으로써 대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상호저축은행 부

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관련 설명변수 지표(차입금/총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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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를 선정하고 종속변수와의 연관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하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는 설명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정상 상호저축은

행과 부실 상호저축은행으로 구분되는 이분형 척도에 해당함에따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X)를 이용하여 예측한 Y값은 E(Y X)

이며, 종속변수 (Y)가 이산변수일 경우 E(Y X)는 확률의 개념을 가지므

로 E(Y X)는 X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p로써 p(X)로 나타낼 수

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K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p    ···
exp    ···

이러한 종속변수 p(X)는 0에서 1의 값을 취하는 확률값과 같으므로 독

립변수와 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없으며 S자 곡선인 로지스틱 함수로 표

시된다.

제 3 절 변수의 선정

1. 설명변수

선행연구 검토에서 기술했듯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의 원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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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적된 고수익·고위험 자산인 PF대출 쏠림현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제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열거된 상호저축은행 업무를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으로 구분한 내용을 반영하여 설명 변수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변수와 상호저축은행법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자산운용방식 관련하여 설명변수 3개,

자금조달방식 관련하여 설명변수 1개를 선정하고자 한다.

〔표 3-2〕설명변수와 상호저축은행법 내용 현황

설명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주요 내용

자산
운용
방식

PF대출
/총대출

대출업무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가계대출
/총대출

비이자수익
/영업수익

내외국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기업합병 및 매수중개·주선 또는 대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대리등 업무

자금
조달
방식

차입금
/총자금조달액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업무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수익모델인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PF대

출과 부동산 경기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쏠림현

상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PF대출 및 가계대출비율을 주요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비이자 수익관련 설명변수는 대출 이자 분야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대출외 다양한 수익모델을 확장하고자 하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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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부실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후순

위채권 발행 등과 같은 차입금 관련 자금조달방식은 조달금리차로 인

하여 고수익·고위험 자산운용을 유발할 정도의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명 변수로 선정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부실화 여부 즉, 부실 상호저축은행과 정상 상호저축은행

결과값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부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의해

지정되는데 구체적인 지정 및 정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예금보험공사의 경영상태 실사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

정지를 포함)을 내린다.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

하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정리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예금보

험공사는 최소비용 검증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정리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계약이전 방식의 정리방안

을 결정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상호저축은행이나 가교저축은

행에 출연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에 대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 후 정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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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부실 상호저축은행 정리절차 체계도

자료: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2016.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 30개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제3자 또는 가교

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현재 79개 상호저축은행이 정

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다.

3. 통제변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는 상호

저축은행 자산 규모, 상호저축은행 소재 지역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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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상호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고수익․고위험 특성을

가진 PF대출 등 위험자산 운용 성향이 증가하는 지 여부와 고수익·고위

험 자산인 PF대출 사업장이 대부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

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표 4-1〕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설명변수

PF대출비율 627 0.67 0.00 0.67 0.123

가계대출비율 628 0.97 0.00 0.92 0.292

비이자수익비율 630 0.80 0.00 0.80 0.106

차입금비율 630 0.26 0.00 0.26 0.010

종속변수 부실화여부 630 1 0 1 0.29

주) 변수설명

PF대출비율: PF대출/총대출, 가계대출비율: 가계대출/총대출, 비이자수익비율:

비이자수익/영업수익, 차입금비율: 총차입금/(총차입금+총예금), 종속변수인 부

실화여부: 정상저축은행은 0값을, 부실저축은행은 1값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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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주)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 표준오차 통계 표준오차

설명변수

PF대출비율 0.136 1.406 0.098 1.878 0.195

가계대출비율 0.211 0.841 0.098 0.151 0.195

비이자수익비율 0.108 2.453 0.097 8.005 0.194

차입금비율 0.027 5.480 0.097 37.066 0.194

종속변수 부실화여부 0.454 0.925 0.097 -1.148 0.19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PF대출비율,가계대출비율, 비이자수익비율, 차입금 비율의 평균

은 각각 12.3%, 29.2%, 10.6%, 1%를 보이고 있다.

설명변수들의 최소값은 0인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소형

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을 취급하거나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여

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상황이 반영되었고, 대형 상호저축

은행의 일부에서는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에 집중하는 상황이 반영되었

다.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PF대출비율, 가계대출비율, 비이

자수익비율, 차입금 비율 각각 0.136, 0.211, 0.108, 0.027 값을 보였다. 자

료의 분포를 나타내는 왜도계수값은 설명변수 모두 양의 값을 보여 오른

쪽 꼬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계수값은 설명변수 모두 양의 값

을 보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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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변수간 상관계수 현황

구 분
가계
대출비율

PF
대출비율

비이자
수익비율

차입금
비율

부실화여부
(종속변수)

가계
대출비율

상관계수
유의확률
관측수

1 -.365** -.158** -.061 -.353**

.000 .000 .125 .000

628 625 628 628 628

PF
대출비율

상관계수
유의확률
관측수

-.365** 1 .224** .136** .403**

.000 .000 .001 .000

625 627 627 627 627

비이자
수익비율

상관계수
유의확률
관측수

-.158** .224** 1 .028 .241**

.000 .000 .483 .000

628 627 630 630 630

차입금
비율

상관계수
유의확률
관측수

-.061 .136** .028 1 .230**

.125 .001 .483 .000

628 627 630 630 630

부실화여부
(종속변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관측수

-.353** .403** .241** .230** 1

.000 .000 .000 .000

628 627 630 630 630

* 피어슨 상관계수 :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적용하는

상관계수로, 상관계수 값의 범위는 –1부터 +1까지이며, 계수의 부호

는 관계의 방향을 가리키고 절대값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상기 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상호간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설명변수 중 PF대출비율, 비이자수익비율, 차입금 비율은

종속변수인 부실화여부(정상저축은행은 0값, 부실저축은행은 1값)와 양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상관관계값은 PF대출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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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비율과 비이자수익비율은 그 값이 0.230과 0.241으로 비슷한 수준

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비율은 종속변수인 부실화여부와 상관관계값이

다른 설명변수와 달리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값은 –0.353이

다. 이는 가계대출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가설검증 결과

〔표 4-3〕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과 변수정의

변수 정의

설명변수

자산

운용

부문

PF대출비율

가계대출비율

비이자수익비율

PF대출/총대출(100% 비율척도)

가계대출/총대출(100% 비율척도)

비이자수익/영업수익(100% 비율척도)

자금

조달

부문

차입금비율 차입금/총자금조달액(100% 비율척도)

종속변수: 저축은행 부실여부
정상 상호저축은행 그룹(66개, 0값)

부실 상호저축은행 그룹(30개, 1값)

PF대출비율 등 설명변수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상호저

축은행의 사업보고서상 회계계정(PF대출, 가계대출, 총대출 등) 항목 수

치를 인용하여 산출하였고, 종속변수는 정상 상호저축은행 또는 부실 상

호저축은행 여부로 분류되는 이분형 척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종속변수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부실사건이 발

생할 확률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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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계수(B*) 유의수준(p) Exp(B)**

설명

변수

가계대출비율 -3.244 0.000 0.039

PF대출비율 3.038 0.000 20.860

비이자수익비율 2.493 0.009 12.103

차입금비율 10.107 0.007 245513.732

통제

변수

총자산 0.000 0.000 1.000

저축은행 소재지 -2.691 0.000 0.068

*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부실저축은행 그룹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면 정상

저축은행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 정상 저축은행에 속할 확률 대비 부실 저축은행에 속할 확률의 비율로써 설명변수

값이 ｘ만큼 커지면 부실저축은행에 속할 확률이 Exp(B)ｘ 배가 됨을 뜻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명변수 4가지 요인 모두 저축은행 부실화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설1>은 저축은행은 총대출중 PF

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정하였는데, 분석결

과, 두 변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PF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위험고수익 대출인 PF대출의 경우 쏠림현상이 높

다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요인임을 반증해 준다.

<가설2>는 저축은행은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가능

성이 낮다라고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두 변수간에는 음(-)의 상관관계

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가

계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축은행은 부실가능성이 낮다는 가설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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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등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

을 받는데다 PF대출이나 기업대출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많은 대출

자들에게 분산되어 대출이 이루어짐에따라 위험분산 효과가 발생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가설3>은 저축은행은 영업수익중 비이자수익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두 변수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영업수익중 비이자수익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다. 비이자수익은 송금수수료나 펀드판매 수수료 등 대출

이자외의 다양한 수익을 뜻하는데 PF대출을 취급한 상호저축은행을 중

심으로 PF대출 취급 수수료가 비이자수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이

자수익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4>는 총자금조달액중 예금외 차입금 금액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

실가능성이 높다라고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두 변수간에는 양(+)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차입금 금액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설을 지지

해 주고 있다. 이는 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후순위사채 발행이 대부분임

에따라 높은 지급이자 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의 PF대출

등에 운용 유인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로는 상호저축은행 자산 규모와 소재 지역을 변수로 사용했는

데, 그 이유는 상호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위험자산 운용 성

향이 증가하는 지 여부와 고수익·고위험 자산인 PF대출 사업장이 대부

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

향력이 있는 지 확인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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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와 소재 지역은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저축은행 소재지의 경우 공사가 부실 상호저

축은행의 PF사업장 50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26%인 132개 사업장

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와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의 상관관계를 보여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중 어떤 요

인들이 저축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부실화의 결정

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주

석사항 등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자산운용 방식

중 3가지와 자금조달 방식중 1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동 가설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가설을 채택하였다.

가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PF대출 등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고위험고수익 대출의 경우, 쏠림현상이 높을 경우 상호저축은행 부실

화의 결정적 요인이며, 이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계대출

의 경우,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등 경기 침체에 상대

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는데다 PF대출이나 기업대출과 비교하여 작은 금

액으로 많은 대출자들에게 분산되어 대출이 이루어짐에따라 위험분산 효

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이자수익의 경우, 송금수수료나 펀드판매 수

수료 등 대출이자외의 다양한 수익을 뜻하는데 비이자수익의 대부분이

PF대출 비율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 취급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어 비이자수익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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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차입금의 경우, 예금 대비하여 차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

데, 이는 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후순위사채 발행이 대부분임에따라 높은

지급이자 부담을 상쇄하기위하여 고위험고수익의 PF대출 등에 운용 유

인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 2 절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권 전체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고위험

고수익 특성의 PF대출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규

제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시기가 늦어 규제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

다. PF대출의 경우, 여신한도를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

하는 본격적인 규제조치를 시행한 시기가 2010년이었는데, 이미 미국의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

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상황이라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0년 이전

에는 금융당국이 PF대출 등을 포함하여 업종별 여신한도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대출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대신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간접적인 규제를 택하였다. 규제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본 연구결과는 PF대출, 예금외 차입금, 비이자수익 비율이 높을수록 상

호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PF대출 쏠림현상이 주요 부실화 요인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대형저축은

행 중심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PF대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출자금 원천으로써 예금으로 부족하니,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후순위

사채 발행 등 장기차입금을 조달하였고, PF대출 수요가 많은 시장상황

을 이용하여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PF대출 취급수수료 등을 추가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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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 대출외 비이자수익에서도 PF대출 취급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형태의 PF대출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관련 여신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관

리하는 것이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여신을 경기 민감도에 따라 선

별해서 여신편중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근거로 규제 조치 도입을 검

토하는 것이다. 지표 개발의 주체가 상호저축은행이라면, 내부 리스크관

리를 위한 장치가 되는 것이고, 지표 개발의 주체가 금융당국이라면 금

융규제의 도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금외 고금리의 후순위사채 발행 등의 차입금 조달로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의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채권 발행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대출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결과

는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소액위주로 많은 대출자

에게 분산효과로 인하여 PF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이 낮다

는 이유일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방식과 자금조달 방식이 상호저축

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부실화

와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경기민감업종 관련 여신편중

지표 개발 등으로 선제적인 금융정책 및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이 일

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향

후 일반 대중들이 상기 분석틀을 이용하여 나름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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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통계분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 회계자료를 수집하면서 느

낀 한계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자영업자 대출을 상호저

축은행별로 기업대출 또는 가계대출로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소형규모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도별로 다르게 구분하는 사례

도 있어 미미하나마 자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다. 둘째,

비이자수익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상 구체적으로 PF대출 취급수수료 등

세부적 항목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분석의 한계점

이 있었다. 셋째, 산업별 또는 업종별 대출금액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 업권

전체가 일관된 기준아래 자료가 작성 및 공시되어야 관련 여신편중지표

를 개발하는 등 의미있는 후속 연구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와 일정수준에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증분석에 반영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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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세부 내용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외국환(內·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

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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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

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

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

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전

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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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nalyzed how mutual savings bank asset

management and financing methods of mutual savings banks

affect the insolvency of savings banks. This study analyzed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s of mutual savings

banks. Project financing loan ratio, household loan ratio,

non-interest revenue ratio, borrowing money ratio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 dependent variable was chosen for

whether mutual savings banks were insolvent. As a result,

Project financing loan ratio, household loan ratio, non-interest

revenue ratio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b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mutual savings banks. A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borrowing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decrease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insolvency due

to this high-risk and high-return type of project financing loan,

it is to develop a loan bias index. Mutual savings bank can use

the loan bias index for internal risk management. Financial

authorities can use as a basis for financial regulato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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