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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금리환경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의 수준 및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Borio, Gambacorta, and Hofmann (2017)를 참고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합병을 고려한 15개 전체 국내 은행의 분기별

재무자료를 한국 실정을 반영한 동태적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순이자수익률은 단기금리 및 장단기금리차와

정(+)의 관계를 가지며 이 관계는 단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의 수준이

낮을수록 강해지고 클수록 약해지는 역U자의 오목한(concave)

형태이다. 둘째, 비이자이익률은 단기금리 및 장단기금리차와 부(-)의

관계이며 U자의 볼록한(convex) 형태였다. 셋째, 은행 전체 수익성인

ROA(세전)에 대한 단기금리의 영향은 긍정적이며 역U자의 오목한

형태로 순이자수익률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장단기금리차가 국내 은행의 ROA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이자이익률 뿐만 아니라 대손상각률(차감)의 부정적

효과가 순이자수익률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비선형적 결과는 금리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고

수익률곡선의 평평한 형태가 지속되는 저금리시대의 경우, 동일한

크기의 금리 인하가 순이자 관련 은행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평소보다 더 크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금리, 수익률기간구조, 은행 수익성

학  번 : 2006-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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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저금리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금리의 수준에 따라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졌다. 중앙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가 단기금리 등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실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은행의 수익성에 금리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및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은행 수익성은 단기금리 수준 및 장단기금리차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금리와 은행성과가

단순 선형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선진국 글로벌

은행들의 수익성을 실증 분석한 Borio, Gambacorta, and Hofmann

(2017)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인하 및 인상의 효과가

금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 결과가 최근의

저금리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본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이자수익(net 

interest rate income, NII)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선진국

은행 성과와 관련한 해외 연구 모델을 국내 은행에 적절히 적용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델 적용 과정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여러 변수들을 소개하는데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함에 있어 정책금리 변동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금리 및 금리기간구조와 은행 수익성의

안정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리환경과 은행의 성과와

관련한 전통적인 주제인 은행의 자산부채 재평가(repricing)와

만기불일치로 인한 순자산가치 변동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은행의 예금·대출 이자에 시장금리 변화가 적용되는 시차

및 금리 변동성 관련 문제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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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논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순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함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국내

데이터와 모델을 소개한 뒤 제4장에서 결론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제 1 절 우리나라 금리 현황과 은행수익성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환경은 금리(단기금리) 및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채권수익률곡선의 기울기 또는 장단기금리차, 

slope of the yield curve)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리와 장단기금리차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다가 최근에는 매우 낮은 수준까지 접근한 모습이다. 금리와 은행

대출에 대해 다룬 또 다른 연구인 Borio et al. (2017b, BIS)은

1995년부터 2014년 동안 14개 선진국들의 단기금리 1사분위 수준인

1.25%를 저금리환경의 구분 기준(threshold)으로 삼아 저금리시대가

2010년 이후부터 도래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 금리 추이

출처: 한국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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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이자 관련 수익성 추구는 시장의 금리환경 및 금융당국의 규제

환경하에서 대출 및 유가증권과 같은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와 예금 및

사채와 같은 은행 부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순이자수익(NII)은 은행의 자금 운용인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자금 조달인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차이로

계산되며, 은행의 대표적 이익으로 국내 은행의 이익 중 85%를

차지한다. ① 은행의 개별 예금과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일종의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이며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 수요공급원리, 

각종 규제, 또는 협상력 등의 영향을 받아 각 은행 등에 의해 결정된다.

결정된 금리를 통해 대출 및 예금의 규모가 개별 은행 내에서

상호관계를 가지며 변화된다. 종합하자면, 은행의 순이자수익률은

은행이 보유한 각 예금 및 대출 포트폴리오(신규 또는 만기종료 포함) 

규모 변동과 그 적용 금리 변동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순이자수익률은 은행 자산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와 부채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의 차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2>는

2000년 이후 국내의 여·수신에 적용된 가중평균 금리를 나타낸다.

그림 2 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추이

신규취급기준 여수신금리 잔액기준 여수신금리

출처: 한국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ECOS)

                                           
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은행의 양(+)의 순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 중 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 Borio et al. (2017)에서 제시된 수치로 계산해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약 5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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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대출잔액과

예금잔액에 적용되는 금리 또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고정금리 금융상품의 존재 및 가중평균이라는 계산특성상 신규취급

여수신 금리의 변동보다 시차를 두고 경직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예대금리는 전체 가중평균인 잔액기준과 비슷한

개념이다.

제 2 절 이론 분석 및 선행 연구

1. 금리 및 수익률기간구조

단기금리의 변동이 은행 고유활동 관련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순이자수익은 자금의

조달비용 증가의 부정적 영향과 운용수익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며 이와 같은 두 상반된 영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잠식 또는 금융위기 상황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면 순이자수익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기업의 채권자와 주주로부터의

자금조달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은행의 재무자산 영업결과는

이자수익이고 채권자로부터의 조달비용은 은행의 이자비용이며

주주로부터의 자본비용은 순이자수익이 된다. 재무 관련 자산에

적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이자수익)과 재무관련 부채비용(이자비용)이

모두 단기금리라는 변수의 증가함수라면 자기자본비용(순이자수익) 또한

단기금리의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다. Samuelson(1945)에 따르면

은행의 가치는 금리 상승에 타격을 받기보다는 호전된다고 하였다. 그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은행이 받을 금액이 지불할 금액보다 크기만

하다면 금리상승은 은행 자산 가치를 하락시킴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간단한 식과 예를 통해 보여주었다. 

더욱이 자산가치변동 효과는 손익계산서상 은행 자본의 증감으로

고려되고 본고의 연구대상인 은행의 수익성에는 제외되므로, 금리상승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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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의 변동은 단기금리의 변동뿐만

아니라 장단기금리차(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의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장단기금리차는 단기조달 장기운용의 특성을 가지는 금융중개기관

이익의 원천이 된다. 장단기금리차의 상승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행 이자수익의 크기가 늘어남을 뜻하므로 은행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자율 변동 위험과 은행 순이자수익의 관계를

고찰한 English(2002)는 지속적으로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 은행 자산과 관련된 장기금리가 은행 부채와 관련된 단기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이자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최근의 선행연구 또한 위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Genay and 

Podjasek(2014)의 분석은 낮은 단기금리와 평평한 수익률곡선이

은행(특히 규모가 작은 은행)의 수익성을 망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Alessandri and Nelson (2015)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높이게 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여 대출의 크기도 줄이게

되어 은행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한 은행이 단기로

자금조달하고 장기로 대출해주므로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또한

순이자이익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예금수요의 가격(금리)탄력성보다 대출 수요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규모 확대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절감보다 은행의 대출규모 축소로 인한 투자처 상실의

폭이 크므로 은행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1금융권 또는 선진국 글로벌 은행은 타 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대출금리의 효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축소

가능성은 낮다. 다만 금융규제 또는 경제정책의 효과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가, 시기, 경제상황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Genay et al. (2014)은 은행

수익성에 낮은 금리 등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암시하였지만, 저금리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이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거나 능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기불황기의 은행수익성을 고찰한 Bolt, Hoeberichts, 

Van Oordt, and Swank (2012)는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장기금리에

긍정적 영향을 받지만 단기금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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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선형성

금리 등과 은행 수익성의 단순 선형 관계뿐만 아니라 비선행성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다. 14개 선진국에 본사를 둔 109개

글로벌 은행의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자료를 분석한 Borio et al. 

(2017)은 통화정책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이자수익률(NII), 비이자이익률(non-NII), 

대손상각률(provisions) 및 전체 수익성인 ROA(세전)(Return on 

Asset before tax) 총 네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금리 및 수익률곡선의 기울기와 순이자수익률은 정(+)의

관계이며, 금리 수준 및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질수록 이러한

정(+)의 관계가 더 강해진다. 즉, 오목한(concave)관계이다. 충분히

저금리인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면 대출의 수요는 커지기

마련이지만, 이례적인 저금리 지속 상황은 경제가 경기가 부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대출 확대 폭은 크지 않다. 

또한 Borio et al. (2017)에 따르면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인

예금에 지급하는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싸게 설정할수록 은행의 마진은

커지는데, 시장금리가 매우 낮아지는 경우 예금금리는 0이하로 내리기

힘들게 되어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와 순이자수익률의 관계는

비선형성을 띄게 된다(retail deposits endowment effect). 한편,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높아진다면 은행수익성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더욱

높아진다면 채무불이행 관련 역선택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은 내부적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Borio et al. (2017)은 금리 수준 및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가

비이자이익률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볼록한(convex) 모습이라고

하였다.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 유가증권 처분·평가이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은 상승하므로 채권

처분 관련 이익 및 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당기에 손익을 인식하는

채권의 평가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금리와

음(-)의 관계를 가진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이외의 다른

금융상품을 찾는 수요가 급격히 창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의

금리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은행 고객들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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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수수료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금리가 매우 낮아지는 경우에는 Rajan (2005)의 주장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이익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Borio et al. (2017)은 이자율 및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는

은행의 대손상각률과는 오목한(concave)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금리 등의 상승은 변동금리 대출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여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며, 금리 등의 하락 시

대손 인식 시차의 존재로 대손상각률의 분모인 대출채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금리가 매우

낮을 때 즉, 경기가 불황인 시기에는 대출자들과 함께 경영난을 겪는

은행들이 추가적인 대손 인식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정(+)의 관계가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 전체 수익률인 ROA(세전)는 순이자수익률과

비이자이익률의 합에 대손상각률을 차감한 결과와 같다. 따라서 금리 및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가 은행 전체 수익률(ROA)에 미치는 영향은

순이자수익률의 오목한 정(+)의 효과와, 이를 상쇄하는 비이자이익률

및 대손상각률(차감)의 볼록한 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3. 국내 선행연구

Borio et al. (2017)을 참고한 기존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재준

소인환(2018)은 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방경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Monti-Klein(1971)의 모델에 예대금액차이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여

예금대출의 수요공급에 따른 이윤극대화를 과정을 통해 은행이

예금대출규모를 결정함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예금금리가

하방경직적인 상태에서 예대갭 관리비용 증가로 대출규모 확대에 한계가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지용(2018)은 Borio et al. (2017)의 모델을 토대로 2010년

4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약 7년 동안의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단기금리로 91일CD금리를, 장기금리로 10년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Borio et al. (2017)의 네가지 수익성 구성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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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은 분석에서 다루지 않았고, 대손충당금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그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단기금리가 국내 은행의

(순)이자이익률과는 정(+)의 영향을, 비이자이익률과는 부(-)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의한 비선형성은 그의

연구결과에서는 비이자이익률에서만 존재하였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에서 금리기간구조는 은행 수익성의 어떠한 구성요소에도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 3 절 가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따라 은행수익성을 은행의

순이자수익률(NII), 비이자이익률(non-NII), 대손상각률(Provisions)로

나누어 가설 검증한다. 그리고 국내 은행의 경우 순이자수익이 은행의

이익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85%)이 매우 높으므로 은행 전체

수익률 또한 순이자수익률의 모습과 흡사할 것이라 예상된다.

금리 및 장단기금리차와 수익성의 관계가,

가설1. 순이자수익은 정(+)이며 오목하다(concave). 

가설2. 비이자이익은 부(-)이며 볼록하다(convex).

가설3. 대손상각는 정(+)이며 오목하다(concave).

가설4. ROA(세전)는 정(+)이며 오목하다(concave).

표 1 추정계수의 예상 부호

구분 (1) NII (2) non-NII (3) Provisions (4) ROA(세전)

금리

r + - + +

r2 - + - -

의미
정의 관계

오목(concave) 

부의 관계

볼록(convex)

정의 관계

오목(concave)

정의 관계

오목(concave)

수익

률기

간구

조

θ + - + +

θ
2 - + - -

의미
정의 관계

오목(concave)

부의 관계

볼록(convex)

정의 관계

오목(concave)

정의 관계

오목(concave)

<표 1>에는 가설에 따른 예상 회귀계수 부호와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14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Borio et el.(2017)의 결과에서는 부호의

예상방향과 8가지 모든 항목의 결과가 유의하게 일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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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콜금리와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의

관계를 각각 이차형태로 단순 예측해 본 결과이다. 대손(provision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에 따른 예상 부호와 일치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3 금리와 국내 은행 수익성의 이차관계 추정(quadratic prediction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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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5개의 국내 전체

은행예금취급기관(이하 은행)이다. 은행의 재무자료는 개별은행

재무제표에 보고된 은행계정(Banking Account) 분기 자료를 이용한다.

개별은행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자료보다

은행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신탁계정(Trust 

Account)를 제외한 은행계정을 분석하여 예금과 대출 등의

고유업무활동 결과를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표 2>는

연구 대상 국내 은행 목록이다.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 금융회사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가능한 국내 전체 은행을 연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 중

인수합병이 있는 경우 현재 존재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합병 전 은행들이

원래부터 하나의 은행이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통합(merger-

adjusted)하거나 이어준 후 은행 실체 각각의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수익성지표 등의 비율을 새롭게 계산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은행

출처: 은행연합회

                                           
②

국민은행: 주택+국민(구)[2001년]

신한은행: 조흥+신한(구) [2006년]

하나은행: 서울+하나(폐) [2002년] 외환+하나(구) [2015년]

우리은행: 한빛+평화 [2001년], 한빛→우리

농협은행: 농협+축협 [2000년],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2012]

수협은행: 수협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2016]

분 류 은 행 명(기간중 합병전 은행 수)② 계 제 외

일반
시중

국민(2), 신한(2), 하나(3), 우리(2), SC, 

씨티
6 인터넷

은행
지방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6

특수 농협(2), 중소기업, 수협(1) 3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연구 대상 은행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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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기간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 시기가 존재한다. 위기중의 금리환경의

변화는 은행의 자산부채 잔액에 남아 각각의 만기 동안 순이자이익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English (2002)는 장기금리와 관련이 있는

은행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금리변동의 영향의 반영 속도는 느리고, 단기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은행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아 금리변화에 덜 민감하지만 반응

속도는 더 빠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의 영향과 적용시차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금융위기로 인해 금리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2007년 3분기부터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3분기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제 2절 종속변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금리관련변수와 은행 수익성지표이다. 

따라서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를 크게 금리

관련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별은행특성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은행 수익성으로 순이자수익률, 비이자이익률, 대손상각률, 그리고

ROA(세전)이며 해당 손익에 대응하는 평균 자산규모로 나누었다.

국내 은행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이자이익(NII)은

대출채권(대손충당금 차감후 순액), 유가증권 및 예치금 등

이자수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에서 예수금, 차입금 및 사채

등 자금조달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순이자수익률은 이러한 순이자이익을 이자수익자산(분기평균) 금액으로

나눈 지표이다.

비이자이익(non-NII)은 영업이익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이익과 영업비용중 이자비용을 차감한 비이자비용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다만, 활동 구분이 모호한 비용인 판매및관리비와 별도의

종속변수로서 다룰 대손상각비를 비이자비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비이자이익 항목은 수수료이익, 유가증권관련손익, 신탁업무관련손익, 

외환 및 파생 관련손익, 그리고 기타영업이익으로 구성된다.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자산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므로

비이자이익의 분모는 총자산(평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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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정의

변수 정의 출처

Dependent variables

NII
순이자수익률

당분기 순이자수익 / 이자수익자산*(평균)

* 이자수익자산: 순매출채권 + 유가증권 + 예치금

금융

감독원

non_NII
비이자이익률

당분기 비이자이익* / 총자산(평균)

* 비이자이익:영업이익–순이자수익+판관비+대손상각비

금융

감독원

Provisions
대손상각률 당분기 대손상각비 / 대출채권(평균)

금융

감독원

ROA(세전)
Return on Asset

당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총자산(평균)
금융

감독원

Independent variables

r
단기이자율

1 일물 무담보콜금리(중개거래) 한국은행

r2

단기이자율^2
단기이자율(r) 제곱항 한국은행

θ
장단기금리차 3 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 1 일물 무담보콜금리 한국은행

θ2

장단기금리차^2 장단기금리차(theta) 제곱항 한국은행

GDP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2010 년 기준년, 계절조정) 한국은행

CONSTRN
건설투자 증감률

실질 건설투자지출 증감률 한국은행

KOSPI
인덱스수익률

KOSPI 수익률(분기말 종가 기준) 한국은행

House price
주택가격증감률

주택매매가격지수(총지수) 증감률
KB

국민은행

Jeonse
전세가증감률

주택전세가격지수(총지수) 증감률
KB

국민은행

Inflation
CPI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2015 년 기준년) 증감률 한국은행

MBS
주택저당증권 정책 모기지를 기초로 한 증권 발행총액의 자연로그 값

한국주택

금융공사

Size
은행규모

총자산금액의 자연로그 값
금융

감독원

Deposit ratio
예수금조달비율 예수부채 / (예수부채 + 차입부채)

금융

감독원

Buffer
자본완충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의 8% 

초과 비율

금융

감독원

ldconstraint
예대율제약

예대률(규제한도:100%)이 95%이상인 기간: 1.

이 외 기간 및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 전기간: 0

금융

감독원

은행의 실적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자 위험관리의

성격이 강한 대손상각(provisions)은 대손상각비로 채택하였다. 

대손상각비는 기말 현재 대출채권 등의 손상 추산액인 기말

대손충당금을 보충하기 위해 전입한 대손비용으로 은행 전체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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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되는 항목이다. 서병호(2014)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외환위기

및 카드대란을 겪은 이후 선진국 은행들보다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적립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정하는 선진국 은행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통상의

대손비용이라 함은 기존의 대손상각비에 20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도입된 대손준비금 추가적립(환입)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한다.③ 대손준비금은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별

최저 적립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규제의 성격이 극도로 강하므로

선진국과의 비교가능성 및 금융위기 전후 시계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손상각률의 분모는 관련자산인 대출채권의

분기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ROA(세전)는 은행 전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기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세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순이자손익과

비이자이익의 합에 대손비용의 효과를 감안하면 은행 전체 이익의

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제 3절 설명변수

1. 금리관련

주요 설명변수인 금리관련변수는 단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 그리고

각각의 제곱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단기금리는 중개기관을

통해 은행간 콜거래시 적용되는 콜금리(1일물)를, 장기금리는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채택하였다. 참고로 선진국 대상 연구인 Borio et 

el.(2017) 및 이를 국내에 적용하였던 서지용(2018)의 연구는

단기금리로 3개월 기관간 금리 및 91일 CD금리를, 장기금리로 10년

국고채 이자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3개월짜리 금리의

대용치로 적합한 것이 없으며 단기 시장금리로 콜금리가 가장 흔히

쓰이고 있다. 김종선(2011)의 분석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콜금리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7>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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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예금 및 대출금리는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콜금리 하락이 예금

및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장기금리 또한 선진국의

경우는 10년만기 채권의 이자율을 주로 사용하지만 국내 10년만기

국고채의 거래는 비교적 최근인 2001년 말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도

3년만기 국고채의 거래에 비해 활발한 수준은 아니다.

2. 통제변수

금리 이외에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통제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수는 크게 은행들

모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은행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은행특성변수로 나누었다. 거시경제변수로는

실질GDP증가율, 건설투자 증감률,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증감률, KOSPI 

수익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MBS 발행액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투자의 GDP에의 성장 기여도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OECD평균

보다 높으며 건설투자 증감률은 국내 건설경기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은행의 대출을 통해 순이자수익 및 대손상각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은행의

순이자수익 및 대손상각에 주는 영향의 방향이 주목된다. KOSPI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은 은행의 수수료수익 및 유가증권처분평가이익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로 포함된 MBS는 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MBS 발행총액의

자연로그값이다.

은행특성변수로는 은행규모, 자본완충, 총 조달 중 예수금 조달

비율, 자본완충 및 예대율제약을 사용하였다. 은행규모는 은행의 총자산

크기를 사용하였는데 논란이 되어왔던 은행대형화 문제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수금 조달비율은 예수부채가 차입금 또는 사채보다 자금조달비용이

낮기 때문에 예수부채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일수록

순이자수익이 좀 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2012년

7월부터 은행의 대출채권규모가 예수부채의 약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예수부채 조달규모가 일정한 경우, 예수부채 대비

대출채권의 비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은행이 자유롭게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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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규제의

도입을 예고한 직후인 2010년부터 예대율 97%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이 예대율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보아 1을 부여하고

이 외의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④ 그리고 예대율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⑤ 마지막으로 자본완충 변수는

BIS자기자본비율이 규제 하한인 8%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예대율제약여부와 함께 규제의 성격이 짙으나

고유의 경영상태와 자본건전성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지 않았다.

표 4 요약통계량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NII 0.6447 0.1500 0.3885 1.0457 

Non-NII 0.0955 0.1607 -0.5717 0.6783 

Provisions 0.2212 0.5154 -1.4891 2.8247 

ROA 0.1582 0.2525 -1.3393 0.7344 

r 3.2508 1.2974 1.2300 5.3500 

r2
12.2486 8.1875 1.5129 28.6225 

θ 0.7841 0.8838 -0.0700 4.1400 

θ2
1.3949 3.2496 0.0000 17.1396 

GDP 1.0380 0.7165 -0.7000 2.9000 

CONSTRN 1.1180 2.7329 -4.1000 8.6000 

KOSPI 2.2403 12.5378 -25.3282 44.6172 

House price 1.1102 1.7013 -1.0969 7.6337 

JEONSE(key money) 1.1538 1.9297 -2.1781 7.3269 

Inflation 0.5648 0.5408 -0.4237 1.7794 

MBS 7.7965 4.1357 0.0000 12.6344 

Size 17.4765 1.4004 13.9704 19.5837 

Deposit ratio 0.7288 0.0866 0.4895 0.8780 

Buffer 55.9979 26.6958 -1.8899 137.8870 

ld_constraint 0.2627 0.4404 0.0000 1.0000 

observations 750

                                           
④

예대율 규제 도입 발표(2009.12월) 이후 은행권 예대율 동향. 2010. 11. 8. 금융감독원
⑤ 중소기업은행만 0. 참고로 농협은 예대율규제 적용 대상이며 수협은 2016년 신경분리

되었지만 동 규제 적용이 유예됨. 그러나 원래 이 시기부터 예대율 규제 도입을 예상하

였으므로 은행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부터 1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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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모형 및 분석방법

분석할 모델은 다음과 같다.

Πk,t = с + δ*Πk,t-1 + αrt + αr2
t + βθt + βθ2

t

+ ΥСk,t + ΦΧk,t-1 + εk,t

Π: 각각의 수익성변수(NII, non-NII, Provisions, ROA)
k: 개별은행, t: 시간(분기)
C: 거시경제변수(GDP, CONSTRN, KOSPI, House Price, JEONSE, Inflation, MBS)
X: 은행특성변수(Size, Deposit ratio, Buffer, Loan-Deposit constraint)

본 연구의 모형은 전기의 종속변수가 설명변수 중 하나로 포함된

동태적 패널(dynamic panel)모형으로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 을

얻기 위해 Arellano-Bover(1995)와 Blundell-Bond(1998)의

system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패널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수준회귀식에 차분한 도구변수를

시스템적으로 결합하여 추정하는 모형으로, 이 모형으로 일치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평균 정상 상태(mean stationarity)에 도달한

경우이어야 한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국내 은행들이 설립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00년 이후에 관측된 자료이며 기간중 다수의

은행이 합병신설되었지만 기존 은행들의 결합일 뿐이므로

평균정상상태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견고한(robust) 클러스터 분산추정량을 사용한 한단계

효율적 system GMM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고유오차에

시계열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rellano and Bond (1991)의

검정을 사용한다. 고유오차에 시계열 상관이 없다면 차분한 오차항과

차분한 전기오차항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1차 차분한

통계량의 부호가 음수이고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해야하지만, 2차 차분한 오차항은 상관계수가 0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야 한다(한치록(2019)). 또한 모형에 존재할지 모르는 약한

내생성(predetermined)의 지정은 연구 대상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Τ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본

모델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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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절 종합결과

종합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손변수의 금리영향과

ROA(세전)변수의 장단기금리차 영향을 제외하고는, 금리 및

장단기금리차가 각 수익성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표 4>의 음영부분의 결과는 Borio et al. 

(2017)의 선진국 은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5 System-GMM 분석결과 종합

구분

M1

( NII )

M2

( non-NII )

M3

( Provisions)

M4

( 세전 ROA )

계수 t 값 계수 t 값 계수 t 값 계수 t 값

Dependent Vart-1 0.247*** 5.73 0.079** 2.41 0.241*** 3.56 0.166*** 2.72 

r 0.162*** 10.15 -0.117*** -5.55 0.013 0.37 0.087*** 2.98 

r2 -0.023*** -10.88 0.018*** 4.45 0.008 1.19 -0.016*** -3.85 

θ 0.083*** 5.18 -0.110*** -3.92 0.226*** 3.92 -0.104** -2.44 

θ2 -0.019*** -4.54 0.015* 1.74 -0.049*** -4.00 0.014 1.25 

GDP -0.003 -0.39 0.025** 2.26 -0.049** -2.00 0.033 1.62 

CONSTRN 0.001 1.07 -0.003 -0.90 0.010** 2.38 -0.007* -1.88 

KOSPI 0.000 0.79 0.002*** 2.93 -0.000 -0.35 0.001 1.23 

House price 0.004* 1.70 0.002 0.45 -0.001 -0.13 0.017*** 2.62 

JEONSE -0.015*** -5.60 1.269** 2.40 -0.027*** -2.61 1.245 1.33 

Inflation -0.024*** -4.07 0.038*** 3.13 -0.047** -2.05 0.108*** 6.10 

MBS -0.004*** -4.66 -0.004* -1.65 0.001 0.30 -0.003 -0.88 

Sizet-1 -0.025 -1.52 -0.038* -1.75 0.032 0.93 0.029 1.12 

Deposit ratiot-1 0.193 1.62 -0.434*** -4.85 -0.613 -1.52 0.359 1.27 

Buffert-1 0.001*** 2.85 -0.001* -1.66 -0.003*** -3.01 0.002** 2.28 

ld_constraintt-1 -0.037** -2.00 0.001 0.07 0.059* 1.71 -0.072** -2.17 

Constant 0.507** 2.08 1.317*** 4.08 0.064 0.11 -0.819 -1.59 

AR1(z / p-value) -3.54 / 0.0004 -3.26 / 0.0011 -3.33 / 0.0009 -3.51 / 0.0004

AR2 (p-value) ③ 0.2887 0.3409 0.8585 0.1706

N 750 750 750 750
주)1. * p< 0.1, ** p< 0.05, *** p< 0.01

2. Arellano-Bover/Blundell-Bond S-GMM estimators using Arellano-Bond 
robust standard errors

3. 오차항의 order2 시계열상관 검증(Serial correlation test) p값으로 시계열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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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수익성 구성요소별 결과

1. 순이자수익률

종합결과인 <표 5>의 첫번째 열 및 <표 6>은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및 장단기금리차가 순이자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정(+)이며 위로

오목한(concave) 비선형적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6>에서는 S-GMM으로 추정한 모델 M1뿐만 아니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모델인 FE1로 순이자수익률에 대해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M1_a 및 FE1_a에서 금리 및 장단기금리차 단독으로

순이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리 및

장단기금리차 각각의 제곱항을 모형에 추가한 모형(M1)의 결과를 보면

가설에 따른 예상부호 및 선진국의 결과와 같이 각 일차항의 계수는

유의한 양수, 제곱항의 계수는 유의한 음수를 나타내었다. 2단계

추정량(AR2)의 p값 또한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FE1)을 이용하여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모델의 설명력 또한

0.558로 FE1-a모형의 설명력인 0.483보다 높아진 모습이다.

모델 M1의 결과를 토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금리변동에 따른 순이자수익률의 변동 정도인 편도함수 즉, 

함수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금리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NII

∂r
=  0.162 +  2 ∗ (−0.023) ∗ r

위 식은 국내 은행의 순이자이익률이 단기금리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단기금리가 어느 수준(약 3.522%)에 이르면 편도함수의

값이 0이 되어 순이자수익률은 최대치를 가지며, 단기금리가 이보다 더

증가하면 순이자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단기금리의 수준이 3%인 경우, 

단기금리가 3%에서 2%로 1%p하락할 때 순이자수익률은 분기중 약

0.024% ( = 1%p ∗ ( 0.162 +  2 ∗ (−0.023) ∗ 3)) 감소한다. 그러나 현재의

단기금리 수준이 1%로 매우 낮은 경우, 단기금리가 1%p 하락할 때

순이자수익률은 분기중 0.116%p 감소한다. 이 예를 통해 금리 등의

수준이 낮을 때, 같은 크기의 금리 하락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리의 수준이 높은 시기보다 더 강해진다는 점(오목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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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순이자수익률(NII)과 금리환경

구분 M1_a M1_b M1 FE1_a FE1_b FE1

Dependent Vart-1 0.361*** 0.240*** 0.247***

(9.11) (5.60) (5.73)

r 0.011* 0.143*** 0.162*** 0.018 0.177*** 0.200***

(1.81) (11.57) (10.15) (1.42) (10.54) (9.20)

r2 -0.020*** -0.023*** -0.025*** -0.028***

(-12.26) (-10.88) (-12.10) (-11.45)

θ -0.001 0.083*** -0.005 0.082***

(-0.19) (5.18) (-0.69) (4.60)

θ2 -0.019*** -0.017***

(-4.54) (-4.25)

GDP 0.009 0.007 -0.003 0.016*** 0.009 -0.002

(1.27) (1.02) (-0.39) (3.71) (1.68) (-0.40)

CONSTRN -0.002** -0.002** 0.001 -0.003** -0.002 0.001

(-2.06) (-2.42) (1.07) (-2.27) (-1.75) (0.75)

KOSPI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2.44) (0.35) (0.79) (-0.20) (-1.78) (-1.46)

House price 0.008*** 0.009*** 0.004* 0.016*** 0.011** 0.008*

(2.73) (3.16) (1.70) (3.76) (2.78) (1.94)

JEONSE -0.019*** -0.018*** -0.015*** -0.026*** -0.021*** -0.020***

(-6.29) (-6.64) (-5.60) (-6.76) (-5.88) (-5.17)

Inflation -0.024*** -0.015*** -0.024*** -0.008 -0.006 -0.012

(-3.79) (-2.69) (-4.07) (-0.99) (-0.69) (-1.41)

MBS -0.005*** -0.005*** -0.004*** -0.007*** -0.006*** -0.005***

(-5.58) (-5.18) (-4.66) (-6.84) (-5.08) (-5.02)

Sizet-1 -0.019 -0.026 -0.025 -0.073 -0.067* -0.043

(-1.08) (-1.58) (-1.52) (-1.76) (-1.86) (-1.10)

Deposit ratiot-1 0.089 0.045 0.193 0.495** 0.390* 0.440**

(0.95) (0.44) (1.62) (2.32) (2.12) (2.19)

Buffert-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31) (2.65) (2.85) (1.96) (1.94) (2.15)

ld_constraintt-1 -0.057*** -0.039** -0.037** -0.147*** -0.125** -0.129**

(-3.04) (-2.11) (-2.00) (-3.41) (-2.81) (-2.87)

constant 0.689** 0.711*** 0.507** 1.533* 1.287* 0.755

(2.37) (2.72) (2.08) (2.08) (1.98) (1.02)

AR1 -3.612 -3.606 -3.538

AR1(p-value) 0.000 0.000 0.000

AR2(p-value) ③ 0.246 0.278 0.289

R2 0.483 0.540 0.558

N 750 750 750 750 750 750

주)1. * p< 0.1, ** p< 0.05, *** p< 0.01. 괄호 안은 t값.
2. M은 시스템GMM의 결과를, FE는 고정효과모형 결과를 나타냄
3. 오차항의 order2 시계열상관 검증(serial correlation test) p값으로 시계열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임

다른 설명변수가 순이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과 비슷하였다. 

대표적으로 주택가격수익률은 순이자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가격증가율은 순이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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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은 대출 총액의 증가를 통해 순이자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나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출을 대체하는 주택구입의

자금조달로 흔히 쓰이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전세가격증가는

대출양의 감소를 통해 순이자수익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전세가격증가가 직접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양을 늘리기도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이자율이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격증가율은 결국 순이자수익에 부(-)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BS는 주택대출을 취급한 은행이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MBS 발행한 은행이 그 증권을 다시 구입하게 된다. MBS의

수익률은 1%대로 주택대출의 수익률(3%~4%대의 대출이자)보다

낮으므로 해당 은행의 순이자이익률에 불리한 효과를 준다. 그러나

취급한 정책모기지 대출이 유동화 되는 경우, 동 대출은 해당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 또한 BIS비율 산정시에도 자산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다른 고금리 고위험 대출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MBS 발행이 확대되는 기간 동안에는

순이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은행 개별 특성요인 중 은행규모와 예수금조달비중은 본 모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행 이자관련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신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장성 수신에 비해

예수금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더 저렴하게 하는 효과는

존재하지만 예수금을 많이 조달하는 은행이라도 마땅한 투자(대출)처가

없다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손진식, 김수진 (2013)에서는 지방은행의 경우 여타 은행들과는 달리

비예금 자금조달 비중이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 지방은행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또한 완충자본은 크기가 커질수록 순이자수익률은 유의하게

높아지는데 이는 위험관리가 잘 되는 은행일수록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는 대출을 확보할 여력이 높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대율 규제가 순이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었다. 

예대율규제의 제약에 놓이게 되면 은행이 수익성이 좋은 대출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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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이자이익률

표 7 비이자이익률(non-NII)과 금리환경

구분 M2_a M2_b M2 FE2_a FE2_b FE2

Dependent Vart-1 0.077** 0.065* 0.079**

(2.19) (1.84) (2.41)

r -0.003 -0.064*** -0.117*** -0.016** -0.063*** -0.132***

(-0.36) (-4.06) (-5.55) (-2.17) (-4.02) (-6.03)

r2 0.010*** 0.018*** 0.008** 0.018***

(3.22) (4.45) (2.40) (4.65)

θ -0.036*** -0.110*** -0.053*** -0.136***

(-2.92) (-3.92) (-3.68) (-4.52)

θ2 0.015* 0.019**

(1.74) (2.26)

GDP 0.013 0.006 0.025** 0.015 0.003 0.029**

(1.33) (0.58) (2.26) (1.31) (0.25) (2.30)

CONSTRN 0.000 0.002 -0.003 0.001 0.003 -0.003

(0.08) (0.46) (-0.90) (0.21) (0.98) (-1.37)

KOSPI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2.54) (3.32) (2.93) (2.96) (4.27) (3.44)

House price -0.003 0.004 0.002 -0.006 0.005 0.001

(-0.71) (0.94) (0.45) (-1.41) (1.14) (0.28)

JEONSE 0.016*** 0.009* 0.013** 0.021*** 0.009* 0.016**

(3.09) (1.84) (2.40) (3.49) (1.83) (2.61)

Inflation 0.035** 0.042*** 0.038*** 0.022* 0.040*** 0.030**

(2.40) (2.96) (3.13) (1.77) (3.27) (2.69)

MBS -0.003 -0.003 -0.004* -0.003 -0.002 -0.004

(-1.09) (-1.09) (-1.65) (-0.99) (-0.82) (-1.48)

Sizet-1 -0.032 -0.023 -0.038* -0.181*** -0.135*** -0.203***

(-1.52) (-1.25) (-1.75) (-5.63) (-5.26) (-6.06)

Deposit ratiot-1 -0.383*** -0.131 -0.434*** 0.035 0.135 0.052

(-3.70) (-1.23) (-4.85) (0.24) (0.84) (0.34)

Buffert-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1.95) (-1.70) (-1.66) (-0.92) (-0.32) (-0.93)

ld_constraintt-1 0.020 0.003 0.001 0.011 -0.007 0.000

(1.34) (0.21) (0.07) (0.83) (-0.56) (0.02)

constant 0.989*** 0.706** 1.317*** 3.316*** 2.452*** 3.895***

(3.13) (2.51) (4.08) (6.45) (6.71) (7.42)

AR1 -3.223 -3.077 -3.258

AR1(p-value) 0.001 0.002 0.001

AR2(p-value) ③ 0.347 0.441 0.341

R2 0.274 0.244 0.302

N 750 750 750 750 750 750

주)1. * p< 0.1, ** p< 0.05, *** p< 0.01. 괄호 안은 t값.
2. M은 시스템GMM의 결과를, FE는 고정효과모형 결과를 나타냄
3. 오차항의 order2 시계열상관 검증(serial correlation test) p값으로 시계열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임

<표 7>의 모형 M2 의 결과는 예상과 같이 각 일차항의 계수는

유의한 음수, 제곱항의 계수는 유의한 양수를 나타내었다. 즉, 금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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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금리차와 비이자이익률과의 관계는 아래로 볼록한 부(-)의

형태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순이자이익률의 형태와 완전히 반대된다. 

이 밖에도 주식수익률 및 물가상승률 또한 수수료수익 및 유가증권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이자이익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다

3. 대손상각

<표 8>은 금리 및 금리구조가 국내 은행의 대손상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선진국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금리 변수의

회귀계수는 System GMM을 적용한 M3의 결과 양수를 나타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고 고정효과모형인 FE3의 결과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음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시

금리환경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원인은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은행들이 내부 위험관리 제도를 두어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손 처리를 하기 때문이거나,

감독당국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다만, 장단기금리차가 대손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같이 정(+)의

볼록한 형태를 유의하게 가진다. 특히 M3 모형에서 장단기금리차의

계수가 0.226으로 다소 큰 것을 보아 장단기금리차는 대손상각률에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대손상각(provisons)과 금리환경

구분 M3_a M3_b M3 FE3_a FE3_b FE3

Dependent Vart-1 0.225*** 0.224*** 0.241***

(2.95) (3.13) (3.56)

r 0.052** -0.056 0.013 0.002 -0.177** -0.130**

(2.10) (-1.36) (0.37) (0.11) (-2.69) (-2.21)

r2 0.017* 0.008 0.028** 0.022*

(1.84) (1.19) (2.26) (1.91)

θ 0.052** 0.226*** 0.055** 0.149***

(1.99) (3.92) (2.45) (3.12)

θ2 -0.049*** -0.030**

(-4.00) (-2.55)

GDP -0.040* -0.022 -0.049** -0.064** -0.042* -0.062**

(-1.72) (-1.11) (-2.00) (-2.68) (-2.13) (-2.70)

CONSTRN 0.004 0.002 0.010** 0.004 0.000 0.007*

(0.88) (0.47) (2.38) (1.29) (0.11) (1.98)

KOSPI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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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3_a M3_b M3 FE3_a FE3_b FE3

(-0.33) (-0.56) (-0.35) (-0.49) (-0.50) (-0.34)

House price 0.014 0.006 -0.001 -0.005 -0.010 -0.014**

(1.63) (0.68) (-0.13) (-0.90) (-1.30) (-2.15)

JEONSE -0.036*** -0.029** -0.027*** -0.008 -0.004 -0.004

(-2.91) (-2.26) (-2.61) (-0.96) (-0.46) (-0.40)

Inflation -0.007 -0.031 -0.047** -0.017 -0.037 -0.044*

(-0.27) (-1.21) (-2.05) (-0.72) (-1.65) (-2.13)

MBS 0.001 -0.001 0.001 -0.001 -0.003 -0.002

(0.11) (-0.33) (0.30) (-0.23) (-0.79) (-0.36)

Sizet-1 0.025 0.016 0.032 -0.132 -0.182* -0.134

(0.62) (0.40) (0.93) (-1.54) (-1.97) (-1.68)

Deposit ratiot-1 -0.912** -1.080*** -0.613 -0.346 -0.293 -0.204

(-2.20) (-2.71) (-1.52) (-0.80) (-0.69) (-0.47)

Buffert-1 -0.003*** -0.003*** -0.003*** -0.003*** -0.004*** -0.003***

(-2.92) (-3.19) (-3.01) (-3.56) (-3.71) (-3.53)

ld_constraintt-1 0.074** 0.060* 0.059* 0.062 0.048 0.041

(2.04) (1.79) (1.71) (1.39) (1.08) (0.98)

constant 0.432 0.927 0.064 3.027** 4.176** 3.118**

(0.68) (1.56) (0.11) (2.23) (2.80) (2.43)

AR1 -3.237 -3.168 -3.327

AR1(p-value) 0.001 0.002 0.001

AR2(p-value) ③ 0.974 0.998 0.859

R2 0.280 0.284 0.296 

N 750 750 750 750 750 750

주)1. * p< 0.1, ** p< 0.05, *** p< 0.01. 괄호 안은 t값.
2. M은 시스템GMM의 결과를, FE는 고정효과모형 결과를 나타냄
3. 오차항의 order2 시계열상관 검증(serial correlation test) p값으로 시계열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임

4. 은행 전체 수익성

수익성을 구성하는 위의 세가지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은행 전체 수익률의 형태가 결정된다. 먼저 ROA(세전)에 대한 금리의

영향을 살펴보면 M4모형에서 금리 회귀 계수는 일차항은 +0.087, 

이차항은 -0.016이다. 단기금리와 은행 전체 수익성은 정(+)의 관계를

가지며 금리수준이 낮으면 그러한 정(+)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비선형관계(오목성)을 갖는다는 결과이다. 이는 순이자수익률이 금리와

오목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과 정도는 약하지만 같은 모습이다. 

수익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이자수익률의 효과가 비이자이익률의

반대 효과보다 강하며, 차감되는 대손상각의 효과도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진국과 달리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기(M3

모형)때문이다.

그러나 수익률기간구조가 은행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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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부정적이었다(M4 모형). 국내 은행의 전체 수익성의 경우,

수익률기간구조가 순이자이익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보다도

수익률기간구조가 비이자이익과 함께 대손상각(차감)에 미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표 9 ROA(세전)와 금리환경

구분 M4_a M4_b M4 FE4_a FE4_b FE4

Dependent Vart-1 0.160*** 0.165*** 0.166***

(2.65) (2.86) (2.72)

r -0.011 0.144*** 0.087*** 0.014 0.205*** 0.154***

(-0.64) (6.37) (2.98) (0.67) (6.02) (4.53)

r2 -0.025*** -0.016*** -0.030*** -0.022***

(-5.20) (-3.85) (-4.22) (-3.66)

θ -0.071*** -0.104** -0.069** -0.074

(-2.91) (-2.44) (-2.89) (-1.52)

θ2 0.014 0.006

(1.25) (0.52)

GDP 0.036** 0.013 0.033 0.046** 0.021 0.038

(1.96) (0.63) (1.62) (2.25) (1.00) (1.73)

CONSTRN -0.005 -0.003 -0.007* -0.005 -0.002 -0.005

(-1.37) (-0.83) (-1.88) (-1.30) (-0.37) (-1.27)

KOSPI 0.001* 0.001* 0.001 0.002* 0.002* 0.001

(1.66) (1.85) (1.23) (1.78) (1.89) (1.54)

House price 0.014* 0.024*** 0.017*** 0.024*** 0.030*** 0.025***

(1.76) (2.80) (2.62) (3.79) (3.95) (3.96)

JEONSE 0.014 0.005 0.012 -0.001 -0.007 0.000

(1.46) (0.50) (1.33) (-0.09) (-0.72) (-0.03)

Inflation 0.092*** 0.122*** 0.108*** 0.086*** 0.110*** 0.097***

(5.14) (6.02) (6.10) (4.68) (5.87) (5.72)

MBS -0.004 -0.001 -0.003 -0.003 0.000 -0.002

(-1.23) (-0.24) (-0.88) (-0.75) (-0.07) (-0.45)

Sizet-1 0.029 0.039 0.029 0.009 0.071 0.023

(1.18) (1.32) (1.12) (0.17) (1.61) (0.46)

Deposit ratiot-1 0.442 0.607** 0.359 0.523** 0.479** 0.434**

(1.57) (2.23) (1.27) (2.25) (2.39) (2.36)

Buffert-1 0.001** 0.002** 0.002** 0.002** 0.002** 0.002**

(2.01) (2.45) (2.28) (2.57) (2.91) (2.57)

ld_constraintt-1 -0.092*** -0.076** -0.072** -0.121*** -0.109*** -0.104**

(-2.81) (-2.25) (-2.17) (-3.32) (-3.13) (-2.95)

constant -0.736 -1.349** -0.819 -0.553 -1.940** -0.935

(-1.35) (-2.53) (-1.59) (-0.60) (-2.82) (-1.07)

AR1 -3.484 -3.454 -3.513

AR1(p-value) 0.001 0.001 0.000

AR2(p-value) ③ 0.149 0.151 0.171

R2 0.168 0.169 0.180 

N 750 750 750 750 750 750

주)1. * p< 0.1, ** p< 0.05, *** p< 0.01. 괄호 안은 t값.
2. M은 시스템GMM의 결과를, FE는 고정효과모형 결과를 나타냄
3. 오차항의 order2 시계열상관 검증(serial correlation test) p값으로 시계열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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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금리 및 수익률기간구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기금리 수준 및 장단기금리차와 은행의 고유영업활동

성과인 순이자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단기금리

수준이 매우 낮거나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가 평평한 경우 이러한

정(+)의 관계는 매우 강하지만 단기금리 수준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정(+)의 관계는 점점 약화되는 오목(concave)성을 보였다. 또한

순이자수익률과는 반대로, 단기금리 수준 및 장단기금리차와

비이자이익률은 부(-)의 관계이며 아래로 볼록한(convex) 비선형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선진국 대상 연구인 Borio et al. (2017) 및 국내

은행 대상 선행연구인 서지용 (2018)의 연구결과(단기금리의 경우)와

일치하였다.

한편, 국내 은행의 전체적 수익성에 관해서는 본고의 연구결과와 두

선행 연구의 결과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첫째, 단기금리 수준이

ROA(세전)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금리수준이 낮을수록 강해지는 오목성을

보였다. 그러나 서지용 (2018)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상승은 은행의

전체적인 수익성(ROA)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그는 이자이익의 금리에 대한 정(+)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의 금리에 대한 부(-)의 관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유추하였다. 

서지용(2018)과 본 연구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지용(2018)의 연구 대상기간은 2010년 4분기부터

2017년 3분기로 총기간이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금리

변동성이 큰 기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3장

제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리 급변동기의 은행 자산·부채에 적용되는

금리의 시장금리 적용 속도차이와 민감도차이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2012년

3분기까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지용(2018)에서 채택한 단기금리는 91물CD금리로

본고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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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의 결과 수익률기간구조의 기울기가 국내 은행의

ROA(세전)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과는 달리 부(-)의 관계였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이익 차감항목인 대손상각에 수익률기간구조가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효과가

비이자이익률과 함께 순이자수익률에 대한 수익률기간구조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지용(2018)에서는 ROA(세전)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의 모든 수익성 항목에서 수익률기간구조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단기금리의 대용치 설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는 금리 및 금리구조의 현재 수준에 따라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이자 관련 은행수익성의 민감도가 상이하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과 같이

금리수준이 매우 낮고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평평한 형태가 지속되는

저금리시대의 경우, 동일한 크기의 추가적 금리인하가 은행의

순이자관련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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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e interest rate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under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Seo, Younah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 of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on banks’ profitability varies according to the interest 

rate and the slope of the term structure. I use the merger-adjusted 

quarterly data for all 15 banks in Korea for the period 2000-2017 

and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dynamic panel 

methodology referenced by Borio, Gambacorta, and Hofmann (2017) 

while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tuations of Korean banks.

The results indicate, first of all, that the ratio of net interest

income (NII) to interest-related assets increases with the interest 

rate and slope of the term structure. Also, the relationship is 

inverted U-shape (concave), indicating that when the level of the 

interest rate and slope of the term structure are already low, the 

effect of any change in them is more remarkable. Second, the ratio 

of non-interest income to total assets takes on an U-shape 

(convex).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est rate and the 

ratio of ROA shows an inverted U-shape (concave), in accordance 

with NII. For Korean banks, however, the slope of the term 

structure has a different influence on ROA from the result of Bori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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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se non-linear relationships suggest that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which refers to unusually low interest 

rates and a persistently flat term structure, impairs bank 

profitability, thus indicat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on bank performance could be undervalued.

Keywords: interest rate, term structure, bank profitability

Student Number: 2006-20616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제 1 절 우리나라 금리 현황과 은행수익성
	제 2 절 이론 분석 및 선행 연구
	제 3 절 가설

	제 3 장 데이터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의 대상
	제 2절 종속변수
	제 3절 설명변수
	제 4절 모형 및 분석방법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절 종합결과
	제 2절 수익성 구성요소별 결과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startpage>6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
 제 1 절 우리나라 금리 현황과 은행수익성 2
 제 2 절 이론 분석 및 선행 연구 4
 제 3 절 가설 8
제 3 장 데이터 및 연구방법 10
 제 1절 연구의 대상 10
 제 2절 종속변수 11
 제 3절 설명변수 13
 제 4절 모형 및 분석방법 16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17
 제 1절 종합결과 17
 제 2절 수익성 구성요소별 결과 18
제 5 장 결 론 25
참고문헌 2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