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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진입방식을 초점으로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중국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상업은

행의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루틴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서로 다른 진입방식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세부적으로 각 진입방

식의 역사 및 영향력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분석을 결합하여 파악

하였다. 셋째, 현지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은행의 진입정도의 영향을 가

늠함에 있어서 국유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세 가지 서로 

다른 현지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

는지 세분화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어: 외국은행, 현지 상업은행, 효율성

 학번: 2009-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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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자본유동의 활약,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20세기 

90년대부터 외국은행들의 대외진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바,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아프리카를 제외한 기타 

대륙에서 외국은행 자본이 은행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상승하였다. 중국도 2001년에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외국은행 

자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외국은행은 중국 

금융업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는데 2009년말까지 중국 

현지에 이미 37개의 외국은행 현지 법인, 206개의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지점 및 95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설립되었고 외국은행자본이 중국내 총 

자산액이 1.3조 위안에 달하고 이는 2001년 대비 2배 성장하였다. 중국 

은행업 개혁의 촉매제 역할로 유입된 외국은행 자본은 오늘날 놀라운 

성장폭을 보이면서 현지 상업은행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은행 자본이 중국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외국은행의 진입이 현지 상업은행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바,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 

외국은행의 진입은 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선진적인 관리기법과 

운영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에서 효율성을 가늠하는 변수를 선택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치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째,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설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미비하다. 둘째, 외국은행의 진입정도의 증가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루틴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진입이 효율성의 한 가지 측면에 대한 영향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측면이 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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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대부분인바 연구의 엄밀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은행의 진입방식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바, 서로 다른 

진입방식이 가지는 효과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기존 연구가 없다. 

본 연구의 차이점은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절에서는 외국은행의 

진입이 현지 상업은행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있고, 

3절에서는 외국은행의 유입이 중국은행업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4절에서는 외국은행의 진입역사와 진입방식에 

대하여 소개를 진행하고,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 및 연구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6절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이고 7절에서는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연구의 끝을 맺는다.

2 선행연구

2.1 외국은행 지점 진입의 영향

2.1.1 외국은행의 진입정도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

외국은행의 진입에 관한 이론적연구는 기존의 실증연구와 비교할 경우 

이론적 기반이 결여한 상태이다. Gray(1981), Walter & Gray(1983), 

Walter(1988)은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은행 시스템의 효율성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루틴을 

통하여 효율성의 제고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Levine(1996)은 외국은행의 진입효과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하여 현지 기업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에 유리하다. 둘째, 외국은행의 진입은 catfish effect를 

가져오게 되어 현지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전례없는 경쟁의 국면에 

직면하도록 하여 경영관리에서의 commitment를 제고하게 될 뿐만아니라 

spillover effect를 통하여 선진적인 관리기법과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금융업의 제반 수준을 인상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은행의 

진입과 더불어 현지 금융업의 법률제도와 인프라의 구축을 가속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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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증연구에서 Claessens et al.(2001)는 제일 먼저 비교적 완전한 

실증연구모형을 제시하였는바, 많은 연구들이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외국은행의 진입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현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외국은행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진입효과에 대하여 

descriptive analysis를 진행한 결과, 개도국에서 외국은행은 현지 

은행보다 더욱 높은 수익률을 보인 반면, 선진국에서는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은행의 진입은 개도국에서 더욱 높은 경쟁도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들은 80개 국가의 7900개 은행의 

1988-1995년의 연간 데이터에 기반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Iijt=α0+α1∆FSjt+α2∆Bit+α3∆Xjt+εijt                         (1)

그중 I는 j국 은행 i이 t기간 내 은행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세전이익율, 영업비용율, 비이자수익율, 

대손충당금율 등이 포함된다. FS는 외국은행이 j국에 진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외국은행이 현지 상업은행 총 수량을 차지하는 

비중(FS#)과 외국은행 자산이 현지 상업은행 총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FS%)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였다. B는 은행 i가 t기간내의 

은행 자체변수로서 모형의 통제변수를 이루고 있다. X는 j국이 t기간 내 

거시적변수로서 GDP성장율, 인플레이션비율 및 실제이자율 등이 

포함된다. 외국은행 진입수량을 변수로 설정할 경우,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하여 현지 은행의 수익률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은행의 비이자수익률과 영업비용율도 하락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에서 

경쟁부족으로 인한 높은 예대마진과 높은 영업비용율이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하여 개선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이런 상관관계는 

외국은행의 자산비중을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은행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면 자산비중의 크기와 

상관없이 현지 은행들은 시장상황의 변동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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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설명한다. 같은 결론이 Tan(2007)이 10개 동유럽국가의 105개 

은행의 1997-2004년 패널데이터에 대한 연구에서도 입증되였다. 하지만 

이런 연구의 제한성이라면 연구대상을 외국은행의 법인설립과 같은 

green field investment 형식에만 한정되였는데 지분참여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이 Claessens et al.(2001)의 모형에 기반하여 부동한 

연구대상에 대하여 외국은행의 진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진국들의 집합, 개도국들의 집합, 선진국과 개도국의 집합 및 단일 

국가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 진입한 케이스에 포커스를 맞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의 제고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의 결론이다. Terrel(1986)은 14개 

선진국(그중 8개 국가가 외국은행의 진입을 승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은행의 진입을 허용한 국가는 더욱 낮은 이자수익율, 세전이익율과 

영업비용율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과 이윤을 하락시킬 수 있지만, 전반 은행업 

효율성의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적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결론도 

일치하지 않다. 대다수 연구결론에 살펴보면,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은행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 Bayrakater 

& Wang(2004)은 29개 표본국가(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을 

금융자유화의 정도차이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간을 

1995-2002년으로 정하고 OLS기법으로 패널데이터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개도국은 외국은행의 진입이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의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룹에 

소속되었다. 이는 개도국의 경우, 외국은행의 진입이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의 개선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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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n & Williams(2004)는 1988-2001년 호주의 데이터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을 

인상하였으나 초과이윤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금융당국에서 

외국은행에 대하여 진입규모에서 제한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Yildirim 

& Philippatos(2007)는 1993-2000년 외국은행이 남미 11개 국가에 진입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반면, Levy Yeyat i& Micco(2003)는 

1996-2002년 남미 8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에 대하여 Panzar and 

Rosse's기법으로 외국은행의 진입이 현지 은행업의 경쟁강도에 대한 

영향을 측정한 결과, 외국은행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 은행업의 

경쟁강도가 하락함을 나타냈다. 

2.1.2 금융시장의 발전수준과 외국은행의 진입효과

Lensink & Hermes(2004)은 외국은행이 부동한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부동한 진입효과를 감안하여 Claessens et al.(2001)의 모형의 기초상에서 

금융발전수준의 변수를 추가하여 금융발전정도가 외국은행의 진입효과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다. 1990-1996년 48개 국가의 982개 은행의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Iijt=α0+βj∆FBNUMjt+γj∆FBNUMit×PCREDjt+δjt∆Bijt+μijt            (2)

 그중, PCRED는 연간은행대출총액/GDP을 나타내고 해당 국가의 

금융발전수준을 나타낸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부동한 금융발전수준은 외국은행의 진입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바, 금융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외국은행의 진입은 은행의 영업비용율과 수익률을 

하락시키기에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을 인하하지만, 금융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영업비용율, 수익률 등 방면에서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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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저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면에서 실증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개도국의 현지 상업은행들은 외국은행보다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외국은행의 진입과 

더불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선진적인 경영기법과 

운영시스템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업은행들은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영업비용율도 상승하게 된다. 둘째, 많은 

개도국에서는 현지 상업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들은 

금리와 비이자수익을 인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영업비용율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실증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현지 상업은행과 외국은행사이의 차이가 작기에 현지  

상업은행은 영업비용율을 인하하고 효율성을 높음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Bayaktar & Wang(2004)은 Bankscope에서 30개 선진국과 개도국의 

1995-2002년의 패널데이터를 수집하여 금융자유화 수준에 따라서 3개 

그룹을 구성하였다.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국은 외국은행에 대한 

개방성 정도가 현저한 차이성을 보이지만 국가의 경제수준, GDP 

성장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금융자유화 정도, 

수준, 방식은 외국은행의 진입효과에 대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본시장을 먼저 개방한 국가에서 외국은행의 진입효과가 

현저하고 현지 상업은행의 수익률과 영업비용율과 유의미한 소극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을 

설명한다. 반면, 자본시장 개방이 뒤쳐진 국가에서는 외국은행의 

진입효과가 현저하지 않았다. 

중국 국내에서도 이 영역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구별이라면 연구대상, 은행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변수의 선택, 

실증방법론 및 결과에 있다. Jiao(2008)은 1997-2006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ROA, ROE, 비이자수익율, 총자산의 비율, 영업비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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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비율, 대손충당금율, 자본충족율 등 지표를 은행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국은행의 진입이 

중국 상업은행의 ROA, ROE 및 영업비용율을 인상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Liu et al.(2009)은 순이자수익율, 비이자수익율, 세전이익율, 

영업비용율 및 대손충당금을 은행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변수로 

설정하고 1997-2007년의 패널데이터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국은행의 진입은 순이자수익율, 비이자수익율, 세전이익율, 

영업비용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Guo & 

Zhao(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Tang & Xu(2009)은 효율성을 

가늠하는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예대율, NPL비율, 자본충족율을 

증가하였는바, 결과는 외국은행의 진입은 각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Zhang & Zhang(2006)은 연구대상을 남미 

7개국과 아세아 9개국 및 터키, 총 17개국의 1995-2002년의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가늠하는 변수를 순이자수익율과 

영업비용율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국은행의 진입은 

순이자수익율을 하락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순이자수익율과 

효율성의 관계에 구체적인 규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2.1.3 금융자유화와 외국은행의 진입효과

Levine(2004)은 1990-1995년 47개국의 1165개 은행의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은행의 진입이 제한을 받는 정도와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NetInterestMarginik=α+β1Fi+β2Bik+β3Ci+εik                       (3)

그중, F는 I국이 외국은행의 진입에 대한 규제수준을 가리키며, 

외국은행이 개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비율로 가늠하였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규제가 받는 정도가 높다. B는 I국 K은행의 특징변수를 

가리키며, C는 I국의 특징변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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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결과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진입이 규제를 받는 수준은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과 현저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외국은행의 진입이 규제를 받는 수준이 1단위 내려갈수록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지수익율이 3% 내려간다. 외국은행의 진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현지 상업은행의 이자율마진이 크며 낮은 

효율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의 인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Montinola & Moreno(2001)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멕시코의 

은행업 개방과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상승하지만 규제를 받는 정도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외국은행 지분참여의 영향

은행업은 금융업의 핵심산업으로서 외국은행의 지분참여 역사는 

대부분 해외 전략투자자(Strategic Investor)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Buchanan Ingersoll & Rooney PC는 전략투자자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전략투자자가 VC나 Angel Investor과의 차이점은 

전략투자자는 투자수익율에 관심을 가질 뿐만아니라 투자한 목표회사의 

전략적 투자가치에 더욱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모 

회사가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전략투자자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자신의 업무와의 

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전략투자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제휴의 가치 및 상대방의 투자동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2.2.1 외국은행의 지분참여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Siklos Pierre L. & Istvan Abel(2002)는 헝가리의 은행체제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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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서 외국은행의 지분참여를 대거 추진하였는데 실증분석을 

통하여 전략투자자의 유입은 현지 상업은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인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Denizer(1997)는 

1990-1997년 터키의 외국은행의 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Claessens 

et al.(2001)의 모형의 기초상에 외국은행의 지분참여 여부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원 모형의 제한성을 보완하였는데 외국은행의 지분참여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Li(2006)는 동유럽 8개 국가의 은행업에 대한 연구에서 전략투자자의 

유입을 통하여 현지 상업은행의 지배구조의 다양화를 실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해외 전략투자자는 선진적인 관리기법과 

운영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기에 현지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reputation의 인상을 통하여 현지 상업은행이 해외진입과 융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은행의 지분참여로 실현된 spillover 

effect는 전략투자자를 유입한 은행 뿐만아니라 전반 은행업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도 적지 않다. Haber(2005)는 

1997-2003년 멕시코의 패널 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은행의 

지분율은 불량자산율, 대출성장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멕시코에서 외국은행의 지분참여는 현지 은행업의 효율성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2.2 외국은행의 지분참여와 본국 전략투자자의 지분참여의 차이

Hasan & Marton(2000)은 헝가리 은행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외국자본의 지분참여가 높은 현지 상업은행이 더욱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제기하였다. Yildirim & Philippatos(2007)는 SFA와 

DFA기법으로 1993-2000년의 동유럽 12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국은행의 지분점유율이 높은 은행은 더욱 

높은 영업비용, 낮은 효율성과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은행이 현지은행을 인수하면서 많은 switching cost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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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업도 지배구조개혁을 도입하면서 외국은행의 지분참여에 

대하여 부동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hi(2006)는 외국은행의 선진적인 

관리기법과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외국은행의 지분참여에 문호를 

여는 것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제기하였고 초상은행의 

케이스를 제기하면서 다른 옵션항이 존재함을 역설하였다. Xu(2006)은 

지배구조분산의 관점에서 로컬 전략투자자들의 유입은 지배구조 

다양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로컬 전략투자자 유입은 정부가 

은행에 대한 관여를 제거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업의 국제 스탠더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저자는 많은 로컬 

전략투자자들의 지분은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기에 정부가 은행에 

대한 관여를 방어할 조건이 선천적으로 결여하게 되며 지배구조의 

다양화를 위하여 맹목적으로 다양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3.  외국은행 자본유입의 필요성 및 역할

3.1 외국은행 자본유입의 필요성

은행업에서의 외국은행의 자본유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형태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가치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시장주도형 자본유입형태이고 두번째 형태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시장개혁과 본국 은행의 경쟁력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부주도형 자본유입형태가 있다. 중국 은행업의 경우, 현지 

상업은행의 입장에서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인상하려는 

시장적수요도 존재하지만 외국은행 자본유입 자체가 정부의 규제하에 

진행하기에 정부의 색갈을 띄게 된다. 1978년, 대외개방의 문을 열게 

되면서 중국 금융당국은 국유상업은행의 상장 등 여러 가지 카드를 

내세우면서 은행업의 쇄신을 시도하여왔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중국 

은행업의 효율성의 저하, 리스크 관리능력의 부진 등 상업은행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3.1.1 중국 상업은행의 소유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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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칭 3 대 주주 최대주주 지분율

交通銀行 재정부, 홍콩 거래소,  홍콩 HSBC 26.48%

招商銀行 홍콩 거래소, China Merchants 
Group, COSCO

17.86%

中信銀行
CITIC Group 100%

深圳發展銀行 Newbridge Capital, Ping An, CEIEC 16.76%

興業銀行 복건성 재정청, Hang Seng Bank, 
Tetrad Ventures

20.40%

1978년부터 10여년의 진통기를 거쳐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제개혁을 진행하여 상업은행을 세 가지 소유제방식으로 분할하였다. 

첫째는 국유은행으로서 여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출자하여 성립한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과 같은 

국유상업은행들이 포함된다.

둘째는 지방정부에서 출자하여 성립된 주식상업은행들인데 대표적 

은행들로는 복건성 재정청에서 최대주주를 차지하고 있는 industrial 

bank(興業銀行), 상해시 재정청에서 출자하여 성립한 SPD 

bank(上海浦東發展銀行)이 포함된다.

 

셋째는 국유기업에서 출자하여 성립한 은행들로서 Everbright 

bank(光大銀行),  Huaxia  bank(华夏銀行), CGB bank(廣東發展銀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자본이 

상업은행의 소유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금융기관은 국유자본이 지배적역할을 하고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10개 주요 주식상업은행에서 SDB bank(深圳發展銀行),  

MinSheng bank(民生銀行)을 제외하고 기타 은행은 모두 국유자본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중국 10 대 주식상업은행 소유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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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東發展銀行 China Bank, GDH, 광동성 재정청 8.89%

光大銀行 Everbright Group, Everbright 
Limited,China Tobacco

31.14%

上海浦東發展銀行 China mobile, SIG, Shanghai Trust 23.57%

华夏銀行 Shougang Group, State Grid, 
Deutsche Bank

13.98%

民生銀行 New Hope, Ping An Insurance Fund, 
Goldpartner Biotech

6.21%

2005 년 2008 년

연평균성장율
(%)

자산 점유율(%) 자산 점유율(%)

국유상업은행 196579 52.5 30194 52.2 15.3

 출처: 각 은행 IR 자료

3.1.2 국가소유제도의 제한성

20세기 80년대부터 개도국 금융당국에서 본국 은행업의 사유화 

열풍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90년대 말기에 와서는 국유상업은행이 

은행업의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국가는 30여개만 남았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소유제도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La 

Porta(2002)는 여러 나라의 금융업의 발전상황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후, 

은행의 국가소유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현지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반 금융업의 발전 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은 중국 은행업의 중견역량으로서 4 대 

국유상업은행의 임직원수가 전체 은행업의 90%이상을 차지하며 

영업지점망은 98%를 차지한다. 2008년 6월까지 은행업 금융기관 총 

자산은 57.7조 위안에 달하는데 그중 국유상업은행의 비중은 52.2%를 

차지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유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의 자산연평균성장율은 각기 15.3%, 11.6%, 22.6%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2>  중국 은행업 자산규모 통계 단위: 억 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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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업은행 58125 15.5 80780 14 11.6

도시상업은행 20366 5.4 37505 6.5 22.6

기타 금융기구 99625 26.6 157521 27.3 16.5

합계 374695 100 577000 100 15.5

 주: 기타 금융기구에는 정책성은행, 농촌합작은행, 우체국은행, 외국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상업은행 소유제의 절반이상의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소유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1) 국가소유제도는 충분한 경쟁을 제한한다. 국가소유 비율이 높을수록 

상업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높게 책정하고 소매대출을 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객관적으로 직접금융의 발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유 상업은행과 달리 막강한 정부배경과 정책의 지지가 결여한 

기타 유형의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들은 국유 상업은행과의 경쟁에서 

쉽게 밀리게 되고 이것은 금융업의 효율성의 상승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2) 국가소유제도는 자본조달시장의 성장에 불리하다. 국유상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대량의 대출을 국유기업에 배분할 

경향이 높은 반면, 자본조달에 목마른 중소기업에는 외면하는 경향이 

높다. La Porta(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조달이 20대 대기업에 

집중된 국가일수록 은행업의 국가소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외국 

은행의 진입에 대한 제한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1.3 자본조달시장의 불균형적인 발전

자본조달시장의 불균형적인 발전도 역시 국가소유의 지배구조의 직접적 

체현이다. 중국 자본조달시장에서 두 가지 불균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비국유기업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량으로 입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시장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본조달시장에서 비국유기업으로 흘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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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도구 선진국 은행 중국 현지은행

시장 리스크

FX Swap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Floating Rate Notes 광범위 사용 사용하지 않음

FX Future transaction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비중이 20%에 지나지 않는다. 국유 상업은행은 자본조달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0%를 국유기업에 조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65%을 차지하는 농촌시장이 전체 자본조달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3.1.4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국유상업은행은 상장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는, 

국유상업은행의 경우, 국유자본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이사회, 감사회, 경영진의 선정은 모두 금융당국에서 파견, 

위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 주주들이 

경영진을 규제하는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감사회도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부와 은행의 관계는 

여전히 혼란한 상태인바 정부는 은행 최대주주라는 명의로 은행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을 진행하고 지방에서는 정부의 

주선하에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자본조달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

3.1.5 리스크 관리체계의 미흡성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현지 상업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하여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지 상업은행의 리스크관리체계를 살펴볼 경우, 리스크관리의 

체계가 선진국 은행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선진국 은행과 중국 현지은행 리스크관리체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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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Forward transaction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Floating Rate Notes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Interest Rate Future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Currency Swap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Zero Coupon Bond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Dual Currency Bond 광범위 사용 사용하지 않음

Interest Rate Swap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Note-Issuance Facilities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Option Trading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Stock Index Futures 광범위 사용 사용하지 않음

신용 리스크

Syndicated Loan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Export Credit Insurance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Convertible Bond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Sale or Factoring of Accounts 
receivable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Credit Derivatives 광범위 사용 사용하지 않음

유동성 리스크

Callable Bond 광범위 사용 사용빈도가 낮음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광범위 사용 사용하지 않음

경영 리스크

Asset-liability Management 광범위 사용 사용하지 않음

출처: 宋逢明, 《现代商业银行管理》,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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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국자본
유입시간

외국자본 
유입시,

자기자본비율

2001 년 
자기자본
비율

2007 년
자기자본비율

上海浦東發展銀行 2003.9 8.54% 8.03% 9.15%

興業銀行 2003.12 8.74% 6.83% 11.73%

深圳發展銀行 2004.3 2.30% 4.19% 8.41%*

民生銀行 2004.7 8.59% 6.59% 10.73%

交通銀行 2004.8 11.20% 7.72% 14.44%

北京銀行 2005.3 5.01% 4.91% 12.78%

3.2 외국은행 자본유입의 역할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연구자(Bayraktar et al. 2004, 

Levine, 1996, Dages, Goldberg and  Kinney,  2000)들이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국 은행업에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을 이전하게  되고  

전반  은행업의  안정성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BRIC  4국의 대표로서 

외국은행의 진입은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2.1 자기자본비율을 보충

자기자본비율은 상업은행의 핵심경쟁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Basel II에서 자기자본비율기준을 8%라는 규정에 이어 

Basel Ⅲ에서는  자기자본비율 8%을 계속 유지하고 보통주 자본비율을 

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 기본 자본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에서도 2004년 2월 23일에 반포한 

<상업은행 자기자본 비율관리방법>에서 국내 모든 은행이 2007년 1월 

1일까지 자기자본비율을 8%선까지 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4>  외국자본의 유입전후 자기자본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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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建設銀行 2005.6 6.51% 6.88% 12.53%

中國銀行 2005.8 10.04% 8.30% 13.34%

华夏銀行 2006.4 8.23% 7.61% 8.27%

中國工商銀行 2006.4 9.89% 5.76% 13.09%

주: 深圳發展銀行의 수치는 2008 년의 수치임.
출처: 각 은행 IR 자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자본이 유입되기 전인 2001년에 자산건

전성이 우량한 일부 주식상업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 특별히 4대 

국유상업은행은 실제로 8%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은행 자체가 자기자본을 보충하는 매커니즘의 결여로 하여 정부의 재정

의 힘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보완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매커니즘의 

결여로 하여 이런 정부적 지원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대량의 부실채권이 형성되고 자본금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하

면, 1998년에 4대 국유은행의 자본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년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2700억 위안의 자본금을 국유은행에 지원하여 자

기자본비율이 8%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지

원은 장기적 효과가 부족한바 2003년말에 와서 4 대 국유상업은행의 평

균 자기자본비율은 4.65%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06년에 은행

업이 개방하기 전에 4대 국유상업은행을 상장시키기 위하여 2004년에 

450억 $의 외화보유고를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지원하여 자기자본

지율이 8%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Citi은행은 자기자

본비율은 11%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3.2.2 기업지배구조의 최적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 은행업의 단일화 기업지배구조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하여 현지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지배구조 매커니즘을 구축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은행의 진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윤활제가 된다. 첫째,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하여 다양화한 소유권구조가 형성하면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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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지표 전기대비 지표 전기대비 지표 전기대비

NPL 비율 2.74 -1.05 3.12 -0.67 2.60 -0.69

provision 
coverage 

비율
103.50 32.94 106.37 15.03 104.41 22.17

견제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의사결정, 인센티브 루틴이 

더욱 시장화한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하여 정부의 간섭을 감소하게 된다. 외국은행은 현지 상업은행과 달리 

정부와의 연결성이 적기에 이사회에서 더욱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셋째, 외국은행의 진입과 더불어 새로운 관리기법과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기술적 최적화에 유리하다.

 기업지배구조의 최적화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NPL 비율의 감소에서 

엿볼 수 있다. 2007 년의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및 중국건설은형의 

NPL 비율은 각각 2.74%, 3.12%, 2.6%로서 전기대비 1.05%, 0.67%, 0.69%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실채권의 provision coverage  비율도 상승

하였는바 2006 년 세 은행의 provision coverage  비율은 각기 91.34%, 

91.34%. 82.24%  이고, 이 지표는 2007 년에 각기 103.5%, 106.37%, 

104.41%로 상승하였다. 3 개 은행의 provision coverage  비율이 모두 

100%을 초과한 것은 자산건전성이 대폭 상승한 것을 설명한다.

<표 5> 2007 년 3 대 은행 부실채권 지표 통계 (단위:%)

 출처: 3 대 은행 2007 년 IR 자료

3.2.3 글로벌 reputation 의 향상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들이 글로벌 reputation 의 향상을 꾀

하고 시장에 시그널링 효과를 보이면서 해외시장에서 IPO 를 성공적으

로 완성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한다. 현지 상업은행이 글로벌 자본시장

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절차인 해외시장에서의 IPO 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는 시장이 중국 은행업에 대한 믿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he 

Banker”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은행 자본이 유입되기 전,  중국공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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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3대 국유상업은행의 핵심자본(Tier 1 

Capital),  자산규모,  영업수익의 합은 각기 Citibank, J.P.Morgan, HSBC 

3개 글로벌 은행의 합의 37.75%, 42.69%, 23.58%에 지나지 않는것을 발

표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효율성의 저하로 인하여 

2005 년에 S&P 에서 3 대 국유상업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BBB+로 인하

하였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행업에 대한 평가가 저하한 

상황하에서 직접적으로 IPO을 진행하면 공모가격이 저평가되기 

마련이다. 외국은행 자본의 유입은 필연적인 대안으로 되였고 Bank of 

America, UBS, HSBC, Citibank 의 합류는 시장에 적극적인 메세지를 

전달하였고 교통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의 IPO 

성사에 보증인 역할을 하였다.

4 외국은행의 진입 역사 및 진입방식

4.1 외국은행의 진입 역사

외국은행의 중국에서의 발전 단계를 크게 5 개 단계로 분류할수 

있다.

첫번째 단계(1979년~1993년): 1979년에 중국 금융당국(中國銀監會)은 

일본 수출입은행이 북경에서 대표사무실 설립 건을 승인하면서 

외국은행이 중국으로의 진입이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단계(1994~1997년): 1994년, 금융당국에서 해외전략투자자에 

대한 전문법규인 <외국금융기구관리조례>를 발표하면서 시장진입조건을 

명시하고 해외전략투자자에 대한 법규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세번째 단계(1998년~2000년): 1998년에 금융당국에서 외국은행이 

지점설립에 대한 지역적 규제를 철폐하였고 1998년에는 심천에 있는 

5개의 외국은행에 한하여 인민폐 업무를 개방하였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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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은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3년간 진통기를 겪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자산총액은 1997년의 379.2억$에서 1999년의 317.9억$로 

하락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배경을 살펴볼 경우, 1997년 IMF위기로 하여 

일본, 한국, 동남아계 외국은행들은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대폭 하락하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9회 낮추면서 

cost방면에서 원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들은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매력을 잃게 되면서 시장점유율을 중국 현지 

상업은행들에 내놓게 되었다.

네번째 단계(2001년~2004년): 2001년 11월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은행업의 경쟁구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였다. 현지 상업은행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경쟁력의 

상승을 기대하였고 외국자본도 13억 인국의 거대한 시장에 대하여 

거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자산건전성이 우량한  

주식상업은행, 예하면 SPD bank(上海浦東發展銀行), Industial 

bank(興業銀行), MinSheng bank(民生銀行), SDB bank(深圳發展銀行), 

Bank of Communication(交通銀行)과 도시상업은행인 Jinan Commercial 

bank(濟南市商業銀行)에서 외국은행 자본들의 유입이 먼저 발생하였다. 

그중 Industial bank에서 유입한 HSBC, GIC, IFC 의 총 지분비율은 

24.98%로서 25%의 상한기준에 근접하였다.

 

 다섯번째 단계(2005년-현재): 중국 금융당국에서 <해외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의 지분참여에 대한 관리방법>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외국자

본이 중국금융기관이 지분참여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

을 계기로 외국자본 유입의 성장세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주목할만 것은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에 대한 외국은행 자본유입액은 

130억$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은 1996-2005년 10년내 외국은행 자본유입 

총액을 초과하였다.

4.2 외국은행의 진입방식

4.2.1 외국은행 대표사무실 (Representativ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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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대표사무실은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에 설립해서 시장 조사나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상을 위하여 설립해 놓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설

립 허가를 받은 사무실을 말하는데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중국 은행업의 대외개방

초기, 외국은행의 진입방식은 대표사무실에만 한정되였다. 일본수출입은

행이 1979년 2월에 북경에서 처음으로 대표사무실을 설립하면서 2008년

말까지 46개 국가의 196개 은행이 중국에서 237개 대표사무실을 설립하

였다.

<표 6>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설립한 대표사무실 수량 추이

  출처: 中國銀監會,2009 년 IR 자료.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경내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실 수량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바, 특히 1990년부

터 1997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은행들이 대표사무

실을 설립하는 가장 큰 동기는 지점, 현지법인 혹은 합작은행을 설립하

고자 하는데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자본 금융기구관리조례>의 제2장 “설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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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외국독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금융기구는 유일한 주주 

혹은 최대 주주가 중국 경내에서 최저 2년이상 대표사무실을 설립한 사

실이 존재해야 한다”, “중외합작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금융기구

는 유일한 주주 혹은 최대주주가 중국 경내에서 대표사무실을 설립한 사

실이 존재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서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은

행은 처음으로 중국 경내에서 지점을 오픈하고자 할 경우, 중국 경내에

서 최저 2년이상 대표사무실을 설립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

였는데 이것은 중국 은행업의 대문을 두드리려면 대표사무실을 오픈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이다.

또한 2006년 11월 24일부터 <외국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이 발표되면서 

외국은행이 중국 은행업에 진입하는 룰이 변경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향후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작은행은 대표사무실의 설립이 금지되었고 

외국은행이 설립한 기존 지점을 독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설립한 대표사무실은 지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실은 2007년 6월 1일전에 철폐하여야 한다. 이것은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실이 지점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철폐되는 두 가지 운명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본 규정이 발표된 후, 외국은행들은 대표사무실을 지점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지만, 은행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한 대표사무실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다. 따라서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7년부터 외국은행 대표사무실은 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궤도에 들어가면서 대표사무실의 수량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4.2.2 외국은행 지점 (Branch)

 외국은행 지점은 현지국에서 설립한, 독립적인 법인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출 및 예금업무 등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진입

형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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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지점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진입한 지역은 경제특별구이다. 

1981년,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심천(深圳), 주해（珠海）, 하문（厦门）, 

선두（汕头）등 4개 경제특별구에서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 건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다. 1981년 7월, 홍콩남양상업은행(Nanyang Commercial 

Bank)은 심천에서 첫 지점을 오픈하면서 2년 내에 11개 외국은행이 심천

에서 지점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진입한 외국은행들은 대부분 경제특

별구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홍콩은행 및 소수의 일본, 미국은행이다. 

 1990년 8월, 상해는 경제특별구 이외에 금융당국에서 지점허락을 인가

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HSBC, Citi Bank, Bank of America, Standard 

Chartered Bank 등 12개 외국은행이 상해에 지점을 설립하였다. 외국은

행의 지점설립으로 적극적인 효과를 확인한 금융당국은 지점설립의 지역

을 대련(大连), 천진(天津), 청도（青岛）, 남경（南京）, 녕파（宁波）, 

복주（福州） 및 광주（广州）등 7개 도시로 확장하였고 1994년 8월에는 

지점설립 가능지역을 북경(北京), 심양（沈阳）, 무한（武汉）, 서안（西
安）등 11개 내륙도시로 확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지점설립 지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였다.

<표 7>  2006년 외국은행 재중국 지역별 지점 설립 현황

   출처: 中國銀監會,2007 년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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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57개 외국은행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해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먼저 지점설립을 허락한 심천은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은행의 지점은 동부 연해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외국은행 재중국 지점 설립 현황

출처: 中國銀監會,2009 년 IR 자료.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지점 설립 총 수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년 10~30개 새로운 지점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이런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2003년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2004년부터 상승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4년말, 외국은행 지점이 171개에 도달하였고 2001년의 최고치인 

159개를 초과하였고 2006년말에는 209개에 도달하였고 대표사무실의 

수량에 접근하였다.

 외국은행 지점수량의 상승은 중국 WTO의 가입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은행업 개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약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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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현지법인 외국은행 지점

해석

중국 현지에서 등록하고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법적책임을 감당.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설립한 지점으로서 

독립적으로 법적책임을 

 

 첫째, WTO 가입 당해에 외국은행의 외환업무를 전개함에 있어서 지역

범위와 고객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둘째, 5년내에 외국은행에 대한 위안화  업무의 지역적 제한과 고객범

위 제한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셋째, 5년내에 외국은행의 설립형식과 업무개발에 대한 제한을 개방한

다. 

 넷째, 5년내에 외국은행의 비금융기구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시행한

다. 

 2006년 11월, 중국 금융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은행관리조례>를 반

포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조항이 포함된다. 첫째, 외국은행 현지

법인과 중외합작은행에 대하여 부분적인 위안화 업무를 개방한다. 둘째, 

외국은행 지점이 중국 국민 이외의 고객을 상대로 위안화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확장속도를 대대적으로 인

상하였다.

4.2.3 외국은행 현지법인

2006년 <외국은행관리조례>가 반포되면서 외국은행 현지법인이 중국 

은행업의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외국은행 지점과 비교할 경우, 

외국은행 현지법인은 보다 수월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바 외국은행 

현지법인은 위안화 저축업무를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에서도 

제한이 없다.

<표 9> 외국은행 현지법인과 외국은행 지점과의 주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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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지 않음

등록자본금 10억위안 이상 

운전자본금 1억위안 이상 2억위안 이상
수신업무제

한
제한이 없음 100만 위안

카드업무 가능 불가능

시간 중국 현지은행 외국 금융기관 지분참여비례 유입금액($)

1996.10 中國光大銀行 ADB 3% 1900만
2001.11 南京市商業銀

行
IFC 5% 2700만

2005.7 BNP Paribas 19.20% 8500만

2001.12 上海銀行
HSBC 8% 6300만

Shanghai 

Commercial 

Bank

3% 2360만

 
 이와 같이 외국은행 현지법인은 실제로 현지 상업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기에 많은 외국은행 지점들은(HSBC, Citi Bank 등) <외국

은행관리조례>가 반포되면서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중국 경내 외국은

행 현지법인 총 수량은 2010년말 기준으로 90개로 발전하였다.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자산규모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외

국은행이 중국으로 진입하는 주요 방식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4.2.4 외국은행의 지분참여-전략적투자자

 외국은행이 현지 상업은행 지배구조에서의 지분참여도 1996년 10월 아

세아발전은행(ADB)이 China Everbright Bank에 1900만$로 지분참여에 성

사하면서 중국 은행업에 지분참여로 진입하는 통로를 선도하였다. 

 2008년 1월까지 25개의 중국 현지 상업은행들이 외국자본을 유입하였

고 총 유입액은 200억$에 근접하며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도시상업은행

과 영향력이 큰 국유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이 외국자본 유입의 잠재적

인 리스트에 포함된다.

<표 10> 중국 은행업 외국 전략투자자 유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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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 IFC 7% 5500만

2002.9
西安市商業銀

行
Scotiabank

24.90% 2830만
IFC

2003.9
上海浦東發展

銀行 Citibank 4.62% 7500만

2001.12 興業銀行
HSBC 15.98%

26.973억GIC 5%

IFC 4%
2004.8 交通銀行 HSBC 19.90% 144.61억

2004.8 深圳發展銀行
Newbridge 

Capital
17.89% 12.35억

2005.9 GE 7.30% 1억

2004.7

中國民生銀行
IFC 1.08% 2350만

2004.11
Temasek 

Holdings
4.55% 1.1억

2004.11
济南市商業銀

行
Commonwealth 

Bank
11% 2200만

2005.3 北京銀行 ING 19.90% 17.8억

IFC 5% 4.47억

2005.6 中國建設銀行
Bank of 

America
9% 25억

Temasek 

Holdings
5.10% 14.66억

2005.7
南充市商業銀

行
DEG 10% 330만

SBFIC 3.30% 100만

2005.8

中國銀行
RBS 9.61% 30.48억

Temasek 

Holdings
4.80% 15.24억

2005.9 UBS 1.55% 4.92억
2005.10 ADB 0.23% 7374만

2005.9 渤海銀行
Standard 

Chartered 

Bank

19.99% 1.2억

2005.12 天津銀行 ANZ bank 19.99% 1억

2006.2 杭州聯合銀行 Rabobank 10% 1.77억
IFC 5% 0.89억

2006.4 中國工商銀行
Goldman Sachs 5.75% 25.822억
Alianz Group 2.24% 10억

American 

Express
0.44% 2억

2006.4 华夏銀行 Deutsche Bank 13.98% 39억

2006.11 中信銀行 BBVA 5% 5.01억
2005.4 杭州商業銀行 Commonwealth 19.90% 7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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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2006.8 ADB 5.50% 3800만

2006.11
上海農村商業

銀行
Commonwealth 

Bank
19.90% 2.52억

2006.11 廣東發展銀行 Citibank 20% 31억
IBM 4.74% 7.35억

2006.12 重慶商業銀行
Dah Sing Bank 17% 6.94억
The Carlyle 

Group
7.99% 3.26억

2007.10
成都城市商業

銀行
Hong Leong 

Bank
19.99% 20억

출처: 中國銀監會,2007 년 IR 자료.

5. 연구가설 및 연구 방법론

5.1 연구가설

외국은행의 진입이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을 통하여 실현된다.

 외국은행의 진입과 더불어 현지 은행업의 이자율 경쟁이 강화되며 현지 

상업은행들은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대마진을 인하하

게 되며 따라서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은 하락하게 된다.

 가설 1. 외국은행의 진입정도는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의 증가

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진입은 현지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비이

자업무를 개발하여 여, 수신업무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Unite,2003). 반면 중국 현지 상업은행의 경우, 비이자업무가 전체 

수익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외국은행이 월등한 상품개발능

력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지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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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하락할 것이다.

 가설 2. 외국은행의 진입정도는 현지 상업은행의 비이자수익율의 

증가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은행은 월등한 연봉과 복리후생, 브랜드 파워 등 조건으로 현지 상

업은행들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현상이 속출되고 있는데 핵심인력

의 창조하는 가치는 일반 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핵심인력의 

유실은 현지 상업은행들의 핵심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외국은행들은 전통적인 이자율 업무  이외에 신용카드, 투자은행

업무, 펀드 등 다양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고객의 여러 가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cherry picking효과가 발생하여 현지 상업은

행들의 보유하고 있었던 신용도가 높은 고객층들이 외국은행으로 이전

하게 된다. 

 그 외에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현지 상업은행들은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핵심인력자본의 확보 등에 더욱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비용율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가설 3. 외국은행의 진입정도는 현지 상업은행의 영업비용율의 증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현지 상업은행의 수익구조에서 순이자수익율의 비중이 비이자수익

율보다 훨씬 크다. 외국은행의 진입과 더불어 revenue 측면에서, 순이자

수익율과 비이자수익율이 하락하고 cost 측면에서 영업비용율이 상승하

면, 순이익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가설 4. 외국은행의 진입정도는 현지 상업은행의 세전이익율에 소극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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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상업은행은 지배구조에 따라서 국유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으로 나뉠 수 있다. 주식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은 

시장규모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도에서 국유상업은행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따라서 외국은행 진입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욱 클 것이다.

 가설 5. 주식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은 외국은행의 진입효과를 받는 

정도가 국유상업은행보다 높을 것이다.

5.2 연구방법론

5.2.1 은행 효율성의 정의 및 측정방법

 학계에서 현시점까지 은행의 효율성의 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비교

적 통일된 관점이 없는 상태이다. 자원준거론(Resource based view)에서 

고찰할 경우, 효율성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자원을 합

리적으로 배치하여 최상의 아웃풋을 산출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행의 효율성을 가늠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된 시점이 아닌, 일정한 기

간 내에서만 효율성을 거론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

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input과 

output의 비율관계로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바 가장 보편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DEA기법이다. DEA기법은 Charnes, 

Cooper 및 Rhodes(1978)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바 공공부문과 비

영리기구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DEA기법의 기본원리는 일련의 선형계

획 모형을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의 투입, 산출에 적용하

여 최선의 DMU를 선별해내고 이러한 최선의 DMU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frontier를 유도해내고 peer group과의 비교를 통하여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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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Claessens et al.(2001)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바 

은행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재무지표(순이자수익률, 영업비용율, 비이자수

익율, 대손충당금비율 등)의 변화를 통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우선 DEA기법에 대하여 살펴볼 경우, 측정결과가 직접 은행의 효율성

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DEA기법에 따르면, 

관측기간 내에 가령, 기업의 input이 낫고 output이 높으면 기업의 효율

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

우, 가령, 상업은행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높은 실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대폭으로 늘리면 일시

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기에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은행의 자산건실성에 불리하게 되

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negative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업

이 자원을 배치하는 능력은 당기순이익과 같은 지표에서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 기간 내에 자원을 배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가치(value)의 변화에서도 반영된다. 따라서 DEA기법을 통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현시점에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반영하는 재무지표의 변화를 통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5.2.2 표본의 선택 및 데이터의 출처

외국은행의 진입역사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중국 은행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시기는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면서 

은행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발표한 이후이다. 이 시점이전에도 

외국은행의 자산규모가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해와 

심천지역의 부분적인 외국은행 이외에 기타 외국은행은 가능한 

업무범위가 외환업무에만 제한되었기에 중국 현지 은행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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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의 데이터는 연구범위에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4개 주요 상업은행의 2001년-2007년 패널 데이터로 

설정하였는데 그 원인은 이 기간 24개 주요 상업은행의 총 자산이 중국 

상업은행의 97%이상을 차지하기에 대표성이 강하다. 은행 데이터는 

Wind database, Bankscope database 및 각 은행의 IR 자료에서 집계하였

고 거시적 데이터는 <중국금융연감>, <중국통계연감>에서 집계하였다.

5.2.3 변수

（1）외국은행 진입 변수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정도를 가늠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번째 측정방법은 외국은행 지점의 

수량비중, 즉 외국은행 지점의 총 수량이 현지 상업은행 총 수량을 

차지하는 비중이고 두번째 측정방법은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 즉 

외국은행 지점의 총 자산이 현지 상업은행 총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은 적용상황이 서로 상이하다.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면 수량비중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반대 상황이면 자산비중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중국과 같은 경우,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기에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규모는 제한적이고 

진입속도도 또한 계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량비중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미흡점은 

외국은행 지점의 수량 지표에는 각 지점은 자산규모, 영향력 등 

방면에서 모두 큰 차이성을 가지고 있는바 일정한 가중치를 두지 않고 

직접 합산한 외국은행 지점의 수량비중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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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비중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존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조

절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총량이 현지국 은행

업 총 자산에 대한 비중으로 가늠하였다. 그러나 <중국금융연감>에 따르

면 중국 은행업 총 자산에는 국책은행, 국유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

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도시신용사, 농촌신용사, 비은행금

융기관, 우체국은행 및 외국은행의 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서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을 가늠함에 있어서 현지 은행업 총 자산 

부분에 상업은행을 제외한 기타 은행업 기관들도 포함되는 문제점이 존

재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규모와 현지 상업은행의 규모의 

비중에 기반하여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국은행 의 자산

규모 대비 현지 상업은행 자산규모가 상승하여야 외국은행과 현지 상업

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외국은행 자산규모 

대비 전체 은행업 자산규모가 상승한다고 하여 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해석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외국은행 자산규모 대비 전체 은행업 

자산규모의 상승은 기타 은행업 기관의 자산규모의 축소로 하여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은행 지점 총 자산 대비 

현지 상업은행 총 자산을 변수로 설정하여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정도를 

가늠하였다. 그중 현지 상업은행의 자산규모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현지 상업은행의 자산규모=국유상업은행 자산+주식상업은행 자산+도시

상업은행 자산

 외국은행의 지분참여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외국은행의 지분율; 둘째, 더미번수로 설

정, 즉 외국은행의 지분참여가 존재하면 “1”로 설정하고, 존재하지 않

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보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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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정의

종속변수

IRS 순이자수익율(Interest rate spread / total asset)

NIM 비이자수익율(Non-interest income / total asset)

OE 영업비용율(Overhead cost / total asset)

PBT 세전수익율(Before tax profits / total asset)

독립변수

FORB
외국은행 지점 총자산/국유상업은행 자산+주식상업은행 

자산+도시상업은행 자산+외국은행 자산

FORS
외국은행 지분참여 총자산/국유상업은행 

자산+주식상업은행 자산+도시상업은행 자산

은행 

통제변수
MS 각 은행 자산규모/총자산

거시적 

통제변수

GDPGR 중국 GDP 성장율

INFL 인플레이션율

RR 기준금리

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방법을 선정하였다.

(2) 종속변수

Claessens et al.(2001), Hermes & Lensink(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은

행의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순이자업무에서의 수익능력, 비이자업

무에서의 수익능력  두 가지 부동한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순이자

업무에서의 수익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순이자수익율(IRS), 영업비용율

(OE), 세전수익율(PBT)을 선택하였고 비이자업무에서의 수익능력을 측

정함에 있어서 비이자수익율(NIM)을 선택하여 총 4 개 변수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였다.

<표 11> 변수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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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NIM OE PBT FORB FORS MS GDPGR INFL RR

평균 2.34 0.23 1.05 0.52 1.95 1.46 6.96 10.36 1.82 8.29

중앙값 2.37 0.21 1.02 0.48 1.91 1.43 6.6 10.1 1.46 7.5

표준편차 0.46 0.16 0.23 0.41 0.48 0.46 2.44 1.56 1.91 2.94

최소값 1.16 0.02 0.59 0.97 1.34 1.28 2.3 8.3 0.46 6

최대값 3.27 0.81 1.79 2.06 2.54 2.75 12.2 13 4.75 14.5

관측수 168 168 168 168 7 7 168 7 7 7

5.2.4 연구모형

Claessens et al.(2001), Lensink & Hermes(2004)에서 사용한 모형을 

회귀분석 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Iit=β0+β1FORBt+β2FORSt+β3Bit+β4Xt+εit             (4)

 그중, Iit는 종속변수로서 현지 상업은행 i의 t시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나타내고 FORBt과 FORSt 는 각기 t시점에서의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변수와 지분참여의 진입변수를 나타내며 Xt는 t시점에서의 거시적변

수를 나타내며, Bit는 t시점에서의 현지 상업은행의 통제변수를 나타낸다.

6. 실증결과 및 분석

6.1 기초통계량

<표 1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시계열적 안정성(stationarity)이란 변수가 추세치에서 이탈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원래의 추세치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뜻한다. 두 변수들 

사이에 서로 인관관계가 없더라도 두 변수의 시계열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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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정(non-stationary) 시계열을 이루면 마치 두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즉,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시계열변수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이 사용된다.

6.2 패널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ing)

 
 비안정적 시계열을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으로 표시했을 

때 그 특성근이 1이 되는데, 이를 단위근(unit root)이라고 한다. 시계열

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추세를 갖는 경우,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갖게 되는 가성회귀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되는 자료가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패널 단위

근 검정 방법이 필요하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단위근 검정 방법은 

Levin, Lin and Chu(2002; 이하 LLC라 칭함)나 Im, Parasan and 

Shin(1997; 이하 IPS라 칭함) 등에 의해 발전되였다. 

 LLC는 모든 개별패널 자료가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모든 개별 패널 자료가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검

정인 반면에 IPS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일부 개별 패널 자료가 단위근

을 갖지 않는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방법이다.

우선 Eview 6.0의 LLC검정과 IPS검정을 통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각기 단위근 검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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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NIM PBT

수준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LLC
-7.0641

(0.0000)

-13.9305

(0.0000)

-29.4958

(0.0000)

-

-

-12.1530

(0.0000)

-

-

IPS
-9.9927

(0.1408)

-5.4905

(0.0000)

-13.4457

(0.0000)

-

-

-3.5987

(0.0000)

-

-
OE FORB FORS

수준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LLC
-13.5349

(0.0000)

-

-

-7.5482

(0.0000)

-8.9458

(0.0000)

-9.3490

(0.0000)

-

-

IPS
-6.6509

(0.0000)

-

-

-1.1107

(0.1490)

-2.0118

(0.0210)

-6.6328

(0.0000)

-

-
MS GDPGR INFL

수준변수 1차차분 수분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LLC
-8.0092 - 3.6177 -20.8364 -2.5038 -11.1396

(0.0000) - (0.5331) (0.0000) (0.0034) (0.0000)

IPS
-5.0583 - 7.4423 -13.4158 1.0591 -5.3972

(0.0000) - (0.7025) (0.0000) (0.8551) (0.0000)
RR

수준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수준변수 1차차분

LLC
-10.2101

(0.0000)

IPS
-4.3098

(0.0000)

<표 13> 단위근 검정 결과

주: ( )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낸다.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GDPGR는 두 가지 검정에서 수준변수가 단

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할 수 없었으며, IRS, FORB, INFL

는 LLC검정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지만 IPS 검정결과에서는 비안정적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IRS, FORB, GDPGR, INFL은 비안정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되고 이 4개 변수에 대하여 1차차분(difference)한 결과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기에 

이 4개 변수는 integrated of order zero, I(1)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NIM, PBT, OE, FORS, MS, RR 는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고 있기에 intergrated of order zero, I(0)을 나타내고 있다.

6.3 패널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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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   FORB IRS& GDPGR IRS & INFL

Panel ADF
Group ADF

-2.606438(0.0101)
-3.091132(0.0029)

-3.621296(0.0003)
-3.210125(0.0032)

6.289304((0.0000)
8.989205(0.0001)

FORB & GDPGR FORB& INFL GDPGR & INFL

Panel ADF
Group ADF

-1.180001(0.0007)
-1.390109(0.0108)

0.147123(0.3891)
-1.078330(0.2332)

-1.180001(0.2002)
-1.390109(0.1581)

 패널 자료가 단위근을 갖는 경우에도 두 변수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변수가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다고 

한다. 만약 두 패널자료에 패널단위근이 존재한다면, 두 패널자료들이 

장기적으로 공적분의 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검

정방법을 패널 공적분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Kao(1999), Kao & Chiang(1998), Pedroni(1995,1999,2004) 등을 들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결과에 기반하여 Pedroni(2004) 공적분 검

정을 진행하여 단위근을 갖고 있는 각 변수들사이에 장기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검정의 귀무가설은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가설하였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변수들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

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표 14> 패널 공적분 검정결과

주: ( )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낸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IRS와 FORB, IRS와 GDPGR, IRS와 INFL, 

FORB와 GDPGR은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며 변수들 사이에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FORB와 INFL, GDPGR과 INFL은 원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변수들 사이에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6.4  회귀분석 결과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형에는 합동회귀모형(pool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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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S

(2)
NIM

(3)
PBT

(4)
OE

FORB
  -0.0035**

(-2.3503)
  -0.0044**

(-2.4561)
 -0.0012*
(-2.2984)

 0.0086**
(2.8699)

FORS
-1.0142

(-0.7633)
-0.0072

(-0.0048)
-0.0125

(-1.3495)
   0.0884*** 

(0.0378)

MS
-0.0006
(0.0341)

-0.0071 
(0.0402)

-0.0052 
(0.1539)

0.0031  
 (0.4443)

GDPGR
0.0002

(0.0002)
0.0001

(0.0001)
 0.0003**
 (0.0002)

   -0.0004***
(0.0002)

INFL
0.0001

(0.0006)
  0.0005**

(0.0003)
 0.0010**
(0.0004)

-0.0002     
(0.0003)

RR
   0.0006*** 

(0.0003)
0.0001
(0.0001)

  0.0004***
(0.0001)

0.0001 
(0.0002)

ADJ R2 0.7174 0.7703 0.7117 0.6021

F 19.0996 24.6704 18.5021 12.2352

D.W. 1.2911 1.3027  1.1351 1.1244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샘플의 개체적 차이성을 감안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였고 이분산성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GLS(Cross 

Section Weight)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에 

정리하였다.

<표 15>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의 회귀결과

주: ( )의 값은 t값이고,  *, **, ***는 각각 10%, 5%, 1%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 15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FORB)은 5% 유의수준에서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IRS)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

국은행 지점의 진입과 더불어 현지 은행업 전반의 경쟁이 심화되고 현지 

상업은행의 수익성도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Claessens et 

al.(2001)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외국은행의 진입과 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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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업은행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은행의 

지분율(FORS)은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가져

오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외국은행의 지분참여를 

인가한 주요 목적은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화를 꾀한 것인데 이는 단기적 

수익성의 인상과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둘째, 외국은행의 지분참여로 

하여 경영 노하우나 운영 시스템의 제휴를 추진하였지만 가져온 영향은 

제한적인바 예대마진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구조에 대하여 실질

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은 현지 상업은행의 비이자수익율(NIM)에 대

하여 5%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

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이 높을 수록 현지 상업은행의 비이자수익율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외국은행의 지분율도 현지 상업은행의 비이자수익율

에 대하여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은 현지 상업은행의 영업비용율(OE)에 

대하여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이 높을 수록 현지 상업은행의 영업비용율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외국은행의 지분율도 현지 상업은행의 

영업비용율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이 현지 상업은행의 순이자수익율과 비이자수

익율을 포함한 수익성에 대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한편,  cost지표

를 나타내는 영업비용율에 대하여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결과적으

로 세전수익율에 대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증분석

의 결과도 이 가설을 지지하는바,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은 현지 상

업은행의 세전수익율에 대하여 5%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즉, 외국은행의 자산비중이 높을 수록 현지 상업은행의 세전

수익율은 하락하게 된다. 반면, 외국은행의 지분율은 현지 상업은행의 

세전수익율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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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은행 PBT

(2)
주식상업은행

PBT

(3)
도시상업은행

PBT

FORB
-0.0005

(-1.6390)
-0.0020*

(-1.6895)
-0.3336*
(-1.8323)

FORS
-0.0001

(-0.0127)
-0.0145*
(-1.8917)

-0.0062*
(-1.9168)

MS
 1.2392***

(4.2742)
1.3277**
 (2.8518)

0.8419**
(3.2261)

GDPG
R

1.0420
(0.6432)

1.0101*
(1.8620)

2.4968*
(2.1273)

INFL
   -0.0149***

(-4.0370)
-0.0175***   
(-3.6212)

  -0.0198***
(-3.9699)

RR
-0.8837

(-2.3653)
-0.6488

(-2.3562)
-0.1524

(-0.3512)

ADJ R2 0.7186 0.8429 0.6945

F 20.3888 24.6969 16.1387

D.W. 1.4240 1.7783 1.6396

<표 16>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상이한 상업은행의 세전수익율에 대한 영향의 회귀결과

주: ( )의 값은 t값이고,  *, **, ***는 각각 10%, 5%, 1%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 16를 살펴보면, 외국은행의 진입정도에 대하여 세가지 유형의 현지 

상업은행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 및 t 값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하여 도시상업은행이 받는 충격이 제일 크

고 버금으로 주식상업은행이며 국유상업은행이 받는 영향이 제일 작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은 세 가지 유형의 상업은행들이 서로 다

른 수익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유상업은행의 주요 수익원천은 예대

마진에 있는바 이자율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국유상업은행들은 지

점망 우위를 이용하여 여, 수신업무에서의 입지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외국은행들은 진입 초기에 위안화 업무가 제한되었기에 포커스를 중개업

무에 맞추게 된다. 반면, 주식상업은행이나 도시상업은행과 같은 경우, 

수익구조에서 비이자율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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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진입으로 하여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저하하게 된다.

7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현지 상업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이 세계 최대 개도국인 중국에서도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이 현

지 상업은행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첫째, 외국은행의 진입정도가 가지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식에만 제한되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진입방식의 차이

에 따라 가지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방법

론 차원에서, 외국은행의 진입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의 선행연구의 제

한점을 보완하여 외국은행의 진입정도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셋째, 현지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은행의 

진입정도의 영향을 가늠함에 있어서 국유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세 가지 서로 다른 현지 상업들에 대한 영향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비중은 중국 현지 상업은행의 순

이자수익율, 세전수익율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외국은행들과의 경쟁판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자율수익

에만 의뢰하는 수익구조가 개선되면서 현지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현지 상업은행들의 영업비용율이 외국은행 지

점의 진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

과 더불어 중국 현지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이 인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비이자마켓(non-lending market)

은 외국은행 지점의 진입과 따라서 수익성의 증가를 보여주지 않았는바, 

이는 대부분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으로서 현지 상업들이 외국은행 지점

의 진입에 비추어 수익구조의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외국은행의 다른 한 가지 진입방식인 지분참여는 중국 현지 상업

은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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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oreign Bank Entry on the Efficiency 
of Domestic Commercial Banking Sector in China

Song Yuanri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ter aims at empirically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foreign bank entry and the efficiency of domestic commercial banks 
in China.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the paper give a clear definition of bank efficiency which both has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The second issue is how the effect of 
foreign bank entry differs from the entry level which were never 
covered by previous studies. Futhermore, I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bank entry and domestic bank efficiency 
depends on the bank ownership, such as the Big Four banks, 
joint-stock commercial banks, city commercia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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