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nasia Bank 

1.개요 

최 혁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우백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미국 뉴저지주 FortLεe에 본점을 두고 있는 Panasia Ba따〈는 1993년에 설립된 한국계 동포은행으로서 

2002년 3월 현재 뉴저지 주에 4곳의 지점， 펜실바니야 지역에 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은행 (Cornmunity Bank) 이다 2002년 현재 미국내에 설립된 한인은행들은 대부분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 Panasia Bank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는 최초로 설 

립된 아시아계 은행으로서 창업년도인 1993년 이후로 단기간내에 뉴저지주와 펜실바니아주 지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의 지역사회 은행으로 건설하게 자리매김한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Panasia 

Ba따‘는 1999년도에 지주금융회사인 Nallonal Penn Bancshares Inc로부터 은행에 대한 합병인수제의를 

접수하여 성공적으로 합병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현재는 이 회사의 자회사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Panasia Ba따i가 탄생하기까지의 배경 및 창업자의 도전， 장엽에서부터 현재까지 

성장해온 과정 등을 소개하며 창엽의사결정 및 창엽과정에서 당면한 위혐의 극복， 향후 은행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된 M&A제의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검토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한다 

이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은 미국에서의 지역은행 설립 과정 빚 은행 간 M&A에 절차에 대해 배우 

며， 사업의 중요한 기로에서 경영자가 내린 의사결정의 합랴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National Pεnn Bancshares , Inc의 Panasia Bank의 인수사례는 외국계 자본이 해외의 동포은행을 매입한 최 

초의 사례로써，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은행간 합병 및 인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략적 

인 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적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경영사 

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례도 성공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후적으로 성공한 사실 자체보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의사결정이 사전적으로 적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미국내 전체 한인은행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미국내 한국교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한인은행듬은 한미은행， Pacific Union Ba따ι 나라은행 중앙은행 윌셔은행 1 새한 
은행， 캘리포니아조흥은행， 유니티 은행， 미래은행 등 9개로 파악되고 있다 



2. Panasia Bank의 창엽배경 

2. 1. 창업자 

Panasia Ba따〈의 설립은 미국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교포들의 정성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 

어졌으나‘ 은행 설립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현재의 양문석 행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양문석 행장은 1958년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근무를 시 

작함으로써 금융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외적 외환거래엽무는 국내은행들 중에서 

는 한국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였으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외환거래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65년도에 한국은행 홍콩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은 

행의 해외지점은 일본의 동경과 홍콩 단 두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한국은행의 조직 개편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국부는 1967년에 외환은행으로 독렵하였다 이에 따라 양 행장도 외환은행에 소속되었 
으며 1972년부터 외환은행의 미국 뉴욕 지사에서 근무하였다 그 당시에 뉴욕에는 외환은행의 뉴욕지 

점이 유일하였을 뿐 나머지 국내 은행들은 아직 뉴욕으로 진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 행장은 

1974년에 외환은행을 퇴직하고 에트나 보험회사(Aetna Life & Casualty) 에 입사하였으며， 그 후 분사된 
캠벨브로커사(Campbell Brokerage Corporation) 에서 1987년부터 파트너 겸 수석부사장 (senior vice 

president)으로 전직하였다 여기서 양 행장의 주요 업무는 은행 상대의 금융사고보험으로서， 이것은 

절도， 사기， 위조 등으로 인한 은행 자산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신종 보험상품이었다 

2.2. 창엽 구상 

양문석 회장은 성공적인 보험업을 통해 뉴욕이나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와 사엽체들의 경영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 양 회장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에는 한국계는 물론 동양계 은행 

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착안하게 되었다 양 회장이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한국계 동 

포은행의 창업에 관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1989년부터였다 창업구상 당시의 아이디어는 한국인 

틀을 위한 동포은행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교민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한국 교민들 

도 외국계 은행보다는 동포 자본이 기반이 되어 운영되는 은행에 대해 보다 애착심을 가질 것이며， 한 

국계 은행의 보다 친숙한 서비스를 통해 은행거래를 하려는 동기를 가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창엽 구 

상 당시 이미 뉴저지의 한국 교민의 수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설립되 

어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경우 최소한 생존은 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객기반은 확보된 상태였다 

3. 창업 

3. 1. 설립인 모집 과정 

은행 설립 과정 뿐만 아니라 설립 후에도 경영을 같이 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양문석 행장 

은 대학 후배이자 한국은행과 외환은행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이영재씨에게 은행 창업에 동참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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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였다 후에 Panasia Ba따〈 은행장을 지내게 되는 이영재씨는 1974년도에 외환은행을 퇴직한 후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무역업 및 컴퓨터업에 종사해오고 있었으며 외환은행 재직 시절에는 로스엔젤레스 

와 런던지점의 설럽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었다 은챙 설립에 대한 권유를 받은 이영재 
씨는 각계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사엽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답을 얻고 은행설립에 참여 
하게되었다 

그 당시 뉴저지주 은행국(New Jersey State Banking Department)에서 규정한 지역은행의 설립 단계 및 
각 단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럽인 모집 및 200만달러 기초자금(seed money) 확보 

- 신 청 법 인 설 립 ( Certificatε of Incorporation) 

- 뉴저지 은행국에 설립인가 신청 

• 승인소요기간 약 6~7개월 

설립인가(charter) 허가 후 주식공모설명서 (prospectus)의 작성 빚 추가자본금 500만불 주식공모 착 

수 

• 주식공모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씩 두번 연장 가능 (최장 18개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회원 (FDIC’s membership) 신청 및 영업허가서 (Certificate of Authority) 신 
청 

은행업무개시 

창업 과정에서 발기인의 모집에 착수한 양문석， 이영재 두 경영자후보는 은행의 설립취지문과 초청 

서 및 설립인 주식청약서를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이중 제일 처음으로 청약을 함으로 

써 설립인에 참여한 인사는 서진형씨이다 서진형씨는 당시 뉴욕경제인 협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 

며， 후에 Panasia Bank의 부회장， 회장， 이사장 직을 거치며 Panasia Bank의 장업 및 영업기반 구축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서진형 이사장은 금융솔루션 개발엽체인 L'\lS의 글로별 영업 
회장직을담당하고있다 

설립인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도중‘ 뉴욕에 소재하고 있던 한인 동포은행인 엠파이어 은행이 
1989년 9월에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폐쇄되는 악재가 발생하였다 이같은 악재가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확보된 20명의 설립인 중에서 13명이 청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만달러의 청약금 확 

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경영진은 잠재적인 여러 설립인들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1989년 
12월말 최종적으로 11명의 설립인과 200만달러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3.2. 설립 타당성 분석 

1989년 12월에 최종 설립인과 청약금의 확보에 성공한 다음 1990년 1월에는 Richard B. Reading 

Associates에 위 촉하여 은행 장업 에 대 한 경제 적 타당성 분석조사(Economic Feasibility Study)를 실시 하 

였다 이 회사가 제출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보고서는 새로이 신설될 은행은 성공적인 운영에 대 
한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뉴저지주 Fort Lee지역의 잠재적 예금규모는 은행의 
초기에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이며}<‘ort Lee지역 자체가 주거 및 상엽적으로 

3 



그림 1 은행 설립 예상 지역인 Fort Lee의 위치 

발달된 혼합지역으로 상업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Fort Lee가 가진 독특한 특성중의 하나로 그림 l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욕시의 맨해 
턴 지역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점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최근 들어 높아친 인구밀도 및 

이 지역 경제의 발전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다 

Richard B. Rεa뻐19 A'i<;()ciates는 신설될 은행이 지역 거주민. 기업， 종업왼들의 지역 정서에 부합되어 해 

당 지역을 “hometown"으로 하여 소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여러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1) Fort Lee 지역의 인구 구성 
1980년 이후 뉴저지의 Fort Lee지역은 아시아계 기업의 집중 투자대상 지역이었다 당시 한국의 금 

성사(Englewood) . 삼성 (Fort Lee). 내우(Carlstadt)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 곳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 

고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아시아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하게 되는데 기여하였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80~ 1988년 기간 중 이 지역의 아시안 인구는 약 70% 증가하였는데 1980년 이후 아시아 태 

평양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전에 정착한 이민자들보다는 고급 인력이었다 이전의 이민자들은 
주로 농업 등 I차 산업에 종사하다가 2차 산엽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 

는 한국， 필리핀， 대만， 홍콩 등 신홍 개발도상국가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국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이민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현상이 당시 고급 인력 이민자를 선호하는 미 

국의 정책과 부합하여 이민자수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1980~ 1988년 기간 중의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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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행설립추친대상지역의연도벌인구동향 

(단위 명) 

1960 1970 1980 1988 

Fort Lee 21 815 30631 32.449 31 928 

Southeast Region 175.805 194941 190601 184671 

Bergen County 780 255 897 148 845 385 82ï 026 

F ort Lee/Region (%) 124 15.7 170 17 3 

Fort Lee/County( %) 2 S 34 3H 3 9 

자료 "An Economic FIζasibility Study for a ProposeJ ;\iew COllllnercial Bank" , Richard B. Reading Associates , 1990 

이민자수는 총 3백 8십만 병에서 6천5백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이민자수도 268 ， 000명에서 

281 ， 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이민자는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그 비중이 

1.41%에 불과하였지만， Bergen COlmπ는 2.3 3%로서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또한 FortLee의 아시아 인구는 뉴저지 평균보다 약 5배， Bergen County 평균 보다는 약 3 9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7만 명 정도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Bcrgen지역에 밀집 

되어 있으며 이 중 Panasia bank가 위치하게 될 영업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 

되었다 

2) 소득분포 및 취업 동향 
Southeast Bεrgen 지역의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 유통업으로부터 보다 다변화한 서비스산업， 전문엽， 

소매엽 등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체수 빛 고용 증가가 계속 이어칠 것으로 전땅되었 

다 Fort Lee를 비롯한 Bcrgen Coun ty의 7개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는 주된 영업지역은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1 가장 중심이 되는 분야는 셔비스업이었다 또한 당시의 기업의 신설과 

확장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기업과 종엽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Panasia Bank가 입주 

할 예정인 Lεmoine Avenue는 시내중심가와 Englewood Cliffs의 중심상권 및 Cliffside와 직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잠재적 예수금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가구당 평균소득규모를 분 

석한 결과， 주 영업지역의 가구 당 평균소득은 1969년 말 기준으로 $14 ， 098에서 1979년 발에는 

$27 ， 132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뉴저지주 가구 당 평균소득 $23 ，260보다 16 ,6% 높은 수준이 

다 1970~ 1980년 기간 중 가구 당 평균소득은 Fort Leε가 82.4% , C)iffsidεpark가 142% 증가하는 등 

영엽지역의 전체 평균소득이 92.5% 증가하였다 1970년도에는 Fort Lee지역의 가구 당 평균 소득은 

$15 ， 892로 7개의 비교 대상 지역 중 2번째로 가구 당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이었으며 1980년에는 

$28 ， 992로 3번째로 가구 당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Southεast Bεrgen 지역의 총 취업자수는 1975년의 59 ， 033명으로부터 1985년에는 11 ， 185명이 증가한 

70 ，2 18명 1988년에는 이보다 3 ，794명이 증가한 74 ， 0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Fort Lee의 쥐엽 

자수는 1980년의 7 ， 425영으로부터 1988년에는 12.514명으로 증가하여 다른 자치구보다도 가장 큰 폭 

의 증가세를 보였다 Fort Lee의 취업자수의 1975 ~ 198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5 ，48%로 동기간의 

Bergen County(2 ,3 5 %)나 Southeast Region (1,7 5 %)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Fort Lee를 포함한 예상 영업지역의 총 취업자수는 23 ， 930명， 1981년에는 10 ,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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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은행 설립 추진 대상지역의 취업동향 

(단위 명) 

지역 1975 1980 1985 1988 
연평균증가율(%) 

(1 975-1988) 

Fort Leζ 6251 7.425 12 ,7 11 12.5145 .48 

Southeast Region 59.033 60619 70.218 74.0121 )5 

Bergen County 300.969 340.296 382.638 407.3 512.35 

F ort Lee/Region (% ) 10.6 12 2 18.1 16.9 

FoπLee/County( %) 2 1 2 2 3.3 3 1 

자료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for a Proposed New Commercial B때k’ , Richard B. Reading Associates , 1990 

표 3 은행 설립 추진 대상 지역의 가구 당 평균 소득 동향 

(단위 $, %) 

지역 1970 1980 증가율 

Cliffside Park 10 ,707(7) 25 ,911 (4) 142.0 

Edgewater 11 ,845 (5) 23 ,520(6) 986 

Englewood Cliffs 25 ,015 (1) 47 ,780 (1 ) 91 0 

Fort Lee 15 ,892(2) 28 ,992 (3) 82 .4 

Leonia 15 ,202 (3) 29,443(2) 93 7 

Palisades Park 10 ,808(6) 21 ,723 (7) 101 0 

Ridgefield 12 ,3 76(4) 23 ,676(5) 913 

지역평균 14098 27.132 925 

주 괄호 안의 값은 평균소득의 지역별 순위를 나타낸다 

자료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for a Proposed "'ew Commercial Bank" , Richard B. Reading Associates , 1990 

한 26 ， 430명이었으며 1988년까지 이 지역의 취업자수는 32 ，295명， 평균급여는 $28 ， 660으로 증가하여 

이 지역 총소득은 92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즉 1988년의 취업자수는 1981년보다 5 ， 865명 

증가하여 연평균 838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연평균 증가율은 1975~1981년 중의 연평 

균 증가 402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취업자 증가인원은 이 지역의 개발사업과 맞물려 

1988년 이후에는 연평균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급여는 1981 ~ 1988년 중 연평균 7.61% 

씩 증가하였으며 1988년 이후에도 연평균 5 .75%의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예 

상치를 감안하여 1990년 중 이 지역의 총소득은 $1 ， 074백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91 

년에는 취업자수 34 ， 100명에 총소득 $1 ，1 56백만달러 1995년에는 취업자수 36 ， 500명에 총소득은 

$1 ， 547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경쟁상황 
은행의 영업 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여타 금융기관들과 

의 경쟁구조로서， 해당 지역의 은행산업구조와 상업은행 및 저축기관의 실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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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은행 설립 추진 대상 지역의 경쟁상황 

(단위 명) 

1980 1989 

패널 A 영엽점수 

Southεast Bergen (% ) New Jersey( %) Southeast Bergen ( % ) New Jersey( %) 

상엽은행 562 63 0 55 8 62) 

저축기관 43 8 37 0 442 37 3 

전체 1000 1000 1000 1000 

패널 B. Southeast Bergen의 예수금 규모 및 비중 

예수금 ($1 ,000) 비중(%) 예수금($1 ， 000) 비중(%) 

상업은행 973 558 543 2 538 113 59 7 

저축기관 819.822 457 1 710253 403 

전체 1793.380 1000 4248 386 1000 

자료 “씨1 Economic Feasibility Study for a Proposed New Commercial Bank' , Richard B. Reading Associates , 1990 

Southeast Bergen 지역의 1980년 당시 총 은행영업점 수는 ì3개(상업은행 영업점 41 개， 저축기관 영 

엽점 32개)이며 이는 뉴저지주의 총 2 ，754개 영업점 수의 2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은행영업점 

중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이 차지하는 비율은 56.2%로서 뉴저지주의 평균비율인 63%보다 낮으 

며，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s) 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 8%로 주 평균비율인 37%보다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1980-1989년 중에 Southεast BergenÃl 역의 금융기관 영업점수는 73개에서 86개로 17 ,8% 증 

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상업은행 영업점이 7개， 저축기관 영업점이 6개로 전체적으로 저축기관 영엽점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상승하였다 

1980년 당시 Southeast Bεrgen지역의 73개 은행영업점이 보유하고 있는 총예수금은 1 끼13백만 달러 

였으며 이 중에서 상업은행의 총예수금의 비중은 54.3%로 저축기관보다 높았다 이 같은 수치는 뉴저 

지주의 총예수금 중 상업은행의 총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49.5%보다 높지만 저축기관의 예수금 시 

장점유율은 주 평균비중인 50.5%보다 낮은 편이었다 즉 당시의 이 지역의 상업은행은 영엽접수에 비 

하여 예수금시장점유율이 낮은 반면에， 저축기관은 영업점수에 비하여 예수금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1980-1989년 기간 중 이 지역 금융기관의 총 예수금은 4.248백만달러로 136 ,9% 

가 증가하였으며， 상업은행의 예수금규모 증가율은 160.7%로 저축기관의 증가율인 108 .7%보다 높았 

다 이와 같이 높은 예수금 증가율에 따라 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도 59.7%로 증가하게 되었다 

Southeast Bergen지역의 예수금 규모는 1980년 이래 매년 평균 27백만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 소재한 상업은행들은 고객들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은행들로서 1980-1989년 중 시장점유율 

이 뉴저지주 내의 다른 지역의 은행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 -1989년 기간 동안 FortLee지역에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하던 금융기 

관틀의 예수금 점유율 동향을 분석하면， UnitedJersey Bank과 Ensign Bank, FSB의 점유율은 1989년 기 

준으로 19.22%와 18.57%로 이 지역에서 구축한 영업기반을 중섬으로 높은 고객 예수금 점유율을 확 

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 예수금 점유율 변에서 그 다음인 National Westrninster Ba빼를 제 

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점유율은 각각 10%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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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존 은행들의 예수금 규모 및 시장 점유율 
(단위 $1 ,000 , %) 

은행 1985 1986 1987 1988 1989 

Community Federal SLA 
57.865 58 826 66702 67 73 。 65 502 

(8 ,Ol ) (7 ,11) (7 ,41) (6 ,91) (6 ,95) 

Elysian F ederal Savings Bank 
96 .454 124910 lJ5 035 1151 2ì 78.533 

(1 3.3 6) (15 ,09) (1 5,01 ) (11.74 ) (8 ,33 ) 

En잉gn Bank, FSB 
149.941 168 822 161 778 163 697 175.008 

(20.76) (20.40) (1 7 98) (1 6 ,70) (1 8,57) 

IIudson City Savings Bank 
59.230 64198 71 232 77 917 81434 

(8 ,20) (7.76) (7 ,92) (7 95) (8 ,64) 

Meσ'0 Bank for SavinbTS 
45306 51 563 65 300 87 239 84.791 

(6 ,27) (6 ,23 ) (7 26) (8 ,90) (9.00) 

The M idland Ba따‘ & T rust Company 
64.569 63044 73 936 82 828 84121 

(8 ,94) (7 ,62) (8 ,22) (8 ,45) (8 ,93) 

Midlantic National Bank/North 
15 367 22 415 26 .368 41350 

(1,86) (2 ,49) (2.69) (4 .39) 

N"ational \Vestrninster Bank, ~엔 
96.772 11J .245 128 805 17 1.787 142 716 

(1 3,40) (1 3,68) (1 4 .3 1) (1 7,52) (1 5,14) 

PoliflvSLA 
7068 6645 6 826 7.781 7 768 

(0 ,98) (0 ,80) (0 ,76) (0 ,79) (0.82) 

Unitedjersey B잉1k 
144 952 160898 167.704 179 ,742 181 109 

(2007) (1 9 ,44) (1 8 ,64) (1 8,34) (1 9 ,22) 

전체 
722 .237 827 599 899814 980298 942 413 

(1 00 ,00) (1 00 ,00) (1 00 ,00) (1 00 ,00) (1 00 ,00)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예수긍 중 각 은행들의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마1 Economic Feasibility Study for a Proposed New Commercial Bank" , Richard B. Reading As‘ociates 1990 

3.3, 창업전략 

이상과 같은 1990년 Richard B. Reading Associates의 연구보고서에 따른 설립 타당성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같은전략적고려가영엽기반구축에있어서중요할것으로판단되었다 

1 ) 아시아계 미국은행으로서의 틈새시장 공략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Panasia Ba띠‘는 이 지역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아시아계 미국은행 

(Asian American Market)이라는 퉁새시장을 겨냥한 지역은행 (community bank)으로서， 이 시장에 적절 

히 침투하면 다양하고 폭 넓은 고객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당시의 지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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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향후 대형화 추세에 불가피하게 직면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때에 대비해서 고성장을 위해 전략적 

지정망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IPO를 통해 큰 은행으로 성장하는데 기본 경영전략을 두기 

로 하였다 또한. Los Angeles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포 은행들은 경영진이 모두 한국 교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을 한국어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략은 목표 시장이 뚜렷하고 한국인들의 정 

서에 부함한다는 변에서 장점이 있지만 장기 성장 변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 

라서 , 동포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아시아계 전체를 상대하고 장차 미국 주류사회의 더 큰 시장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한국인과 미국인을 혼합 채용하여， 단순히 동포시장에만 국한하지 않 

고 다양하고 폭 넓은 고객망을 형성 유지하기로 하였다 

2) 지역은행으로 역할 수행 
은행의 대형화， 세계화 추세로 인하여 중소기엽과 지역사회를 겨냥한 지역은행 (Community Ba따)의 

입지가 틈새시장으로서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엽 당시에 뉴저지주는 은행법에 따라 

다른 주에서 설립된 은행이 이곳에 지점을 개설할 수가 없는 폐쇄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 

설 은행의 영업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판단 되었으며， 이렇게 보호된 시장에서 유일한 동양계 은행으 

로서 Panasia Bank는 조속한 기간 내에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예상 은행 입주 지역 
신셜 은행의 성공여부는 은행의 영업지역 내에서 지역주민， 기업가， 직장인 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은행의 영업지역의 경계는 보통 자연적 또는 인위적 지형지물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인근지역의 거주지 나 상업지 등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권을 은행 입지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뉴저지의 아시아계 인구는 1980년대 10년간 약 70%가 증가하는 등 인구증가세가 괄목할만하며 특 

히 Fort lee를 중심으로 한 Panasia Bank의 주 영업지역의 주거민들은 비교적 부유층에 속하며 뉴저지주 

한국인의 약 70%인 5만명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입지환경이라 할 수 있 

다 아울려 Fort lee 지역은 맨하탄에 인접한 뉴저지주의 관문으로 그 경제적 입지가 계속 강화될 것으 

로판단되기도하였다 

3.4.자금조달과정 

1990년 양문석 은행장은 은행창업에 강점을 가진 전문 법률회사(Iaw finn) 인 Clapp & Eisenberg. Esqs 

에 창업에 관한 의뢰 및 자문을 구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지역소매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는 이미 확보된 200만 달러의 초기 준비자금(seed monεy)에 의거하여 은행설립인가서 (bank charter)를 

획 득한 다음， 초기 준비자금을 포함하여 700만달러 의 최 소요구자본금 (capital requirement)을 확보해 야만 

했다 700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은 은행설립인가를 획득하고 최소요구자본금 모집을 시작한 시 

점 이후 6개월이내이지만， 그 기간 내에 최소요구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기간을 2차례 연장 

할 수 있었다 따라셔 은행 설립 단계에서 최소요구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기간은 최소요구자본 

금 모집을 시작한 시점 이후 l년 6개월이다 최소요구자본금 요건이 충족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Dε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FDIC 회원 (membership) 가입 신청을하게 되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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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이 승인되면 주정부로부터 영업허가(certifìcate of authority)를 받고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신설 은행의 명칭을 지금의 팬아시아 은행 (Panasia B때k)으로 정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뉴저 

지주 은행국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은 1990년 6월이었으며 철저한 인적 심사 및 사업타당 

성 검토를 거쳐서 마침내 1991년 7월 3일에 은행설립인가서를 획득하였다 

설립 인가서를 획득한 후， 다음 단계인 최소요구자본금 확보에 필요한 추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청약설명서와 청약신청서를 준비하고 주주모집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추가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조달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 미국 전역을 

급습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개인들의 개인틀의 담보부족(mongage defau!t) 사태가 발생하고 

저축은행 (savings & loan union)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경제불황으로 일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 

다 물론 기존의 대형 상업 은행들도 전반적인 감원 및 규모축소의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림 2는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내 상업 은행들의 신규허가(new chaner) 빛 인가 

취소(fai!ure) 의 연도별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허가를 획득한 상업은행의 수는 1985년 328건을 기 

록한 이후 미국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그 감소추세는 

Panasia B때k가 은행설립을 시도하려 한 시기인 1990-1992년는 물론 1994년까지도 계속되었다 인가가 

취소된 상업은행의 수 역시 1988년을 정점으로 하여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전반적으 

로 미국내의 상엽은행수는 1985년 이후 1999년까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부동산 시장 몰락과 전국적인 경제불황은 자본조달 수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 

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한인동포 기업틀이 주로 진출한 산업인 의류， 제화류， 잡화‘ 드라이크리닝， 보 

석업 등도 불경기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더구나 전통적인 한국교민 상업지역인 뉴욕의 브로드웨이 

(Broadway) 지역 또한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경제불황 이외에도 원활한 자본조달을 저해한 또 다른 요인은 뉴욕 지역에서 약 3년 전에 설립된 두 

개의 동포은행 중 하나인 Empire State Bank가 경영 실패로 인해 1989년 9월 FDIC에 의해 폐쇄된 것이 

다， 경제불황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출자자들은 또 하나의 동포은행 설립이 과연 성공할 수 

건 
수 

350 16,000 

300 
14,000 

12,000 
250 

10,000 
2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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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00 

2,000 

0 0 

1985 19H6 199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19951996 1997 1998 1999 
신규허가 연말총은행4 
인가취소 

--- 신규허 71 ___ 인카취소 - - -연말총은행수 

자료 ‘ Quanerly Banking Profile Graph BOOk’,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2000 

그림 2 미국 내 신규허가 획득， 인가 취소 및 연도별 총 상업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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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은행의 설립자본 조달에 참여하기를 주저 

하였다 

잠재적인 출자자들이 나서지 않자 은행 설립 발기인틀은 대안으로 자본력이 큰 현지 미국인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틀이 상대했던 미국인 투자자 

들 중 가장 자본규모가 큰 회사는 뉴욕에 있던 Tisch F amily의 벤처투자회사이었다 최초 참여자들의 적 

극적인 설득의 결과로 이 회사가 Panasia Bank의 일정지분에 대한 투자의사를 수락하게 되었으며 1 이것 

이 자본조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소액투자자들도 자본조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인가(chaπ:er)까지는 확보하였지만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요구자본금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 

여 은행설립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본금기준 미달로 인하여 은행설 

립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뉴저지주 당국에서는 은행 설립시 요구되는 자본금 수준을 700 

만달러에서 600만달러로 완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경에 힘입어， 당초 자본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Panasia Bank는 신규 요구자본금 600만달러를 달성하고 1992년 12월에 FDIC으로부터 

mζmbεrship을 획득하였으며 뉴저지주 은행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게 되어 1993년 4월에 영업을 개 

시하였다 

Panasia Bank 창업의 성공은 두 가지의 기록을 수립하였는데 첫째는 1993년에 뉴저지주에서 개엽한 

유일한 은행이라는 점과， 둘째는 뉴저지에 설립된 최초의 동양계은행이라는 점이다 

4. 성장 

4. 1. 영엽 및 재무상황 

Panasia Bank의 개업 첫해인 1993년도 영업실적은 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개업 이후 9개 

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였으며， 창업 첫해에 15 ,881 ,406 달려에 불과하던 자산규모는 1999년에 

그 6배인 100 ,097 ,250 달러로 증가하는 등 자산규모 및 영업실적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 

다 일반적으로 신설은행 (dεnovor bank)은 영업개시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손익분기점에 달성하는 

것이 은행업계에서의 상식이지만， Panasia Bank에서는 9개월만에 이익을 실현하는 기록을 달성한 것이 

며 한국 교민사회에서도 그 지역사회의 동포은행으로서의 성가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 

가된다 

1995년도에 미국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 꾸준한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북동부지역， 특히 

뉴저지주는 고설업， 기업들의 규모 축소 (downsizing) 경향，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1996년은 미국경제가 낮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 

록한 해였지만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1995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경제회복세， 높 

은 실업률， 높은 부도율 및 지속적인 기업규모 축소로 인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부진한 경 

제로 인하여 Panasia Bank 또한 대출수요와 성장에는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1994년 이래 매년 계속되어 

온 큰 자산의 증가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고 영엽비용을 적절히 통제함으 

로써 높은 수익을 달성해낼 수 있었다 

1997년은 인근 지역에 한국계 은행이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틈새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해로 기록 

될 수 있다 1998년은 여전히 미국내 한국교민 경제의 불황이 지속된 한해로 이는 trl-state 메트로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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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셰서노프 (Shcshunoftì 정보회사의 Panasia Ilank에 대한 평가인증서 

탄의 지역의 구매력이 취약해지고 해외 아시아지역 시장이 부진한데 연유한다 

이와 감은 각 사엽연도의 역경에도 플구하고， 영업실적의 성장세에 힘입어 Panasia Ilank는 1996년 이 

후부터 미국 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3개의 독립적인 은행 평가기관들로부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Sheshunoft평가회사에서는 Panasia Bank를 96년과 97년도에 연속석으로 “최우수은행”으로 평가하였는 

데， 특히 자산가치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경영자 등 오든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은 매우 명예 

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Bauer Financial Report사에서는 미국내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은행들에게만 

부여 하는 7성 등급 (five srars rating)" 으로 평 가하였 으며 , Veribank사에 서 도 Panasia Bank가 높은 재 무적 

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에 근거하여 최고 등급인 “청색 리본(Blue Ribbon)" 음 수여하였다 이와 함께 

FDIC 및 뉴저지주 은행국과 감은 감독기관의 은행 건전성 감사결과도 3년째 계속해서 우량은행 (well 

capitalizeJ)으로 평 가받았다 

1) 당기순이익 

그림 4릎 보면， 창업 첫해인 199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599 ,547 달러의 적자를 기꽉하였으나， 다음해 

인 1994년도에 11 ’,H49 달러의 흑자로 전환한 이후 1999년까지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합병 직전 연도인 1999년도의 딩기순이익은 1,1(J5,584 달리를 기콕하였으며 1993년 

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낭기순이익의 연평균증가율은 39 .52%로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5는 당기순이악의 주된 원천인 이자수익의 구조와 그 연도별 추이른 보여준다 이자수익은 창 

업 첫해인 1993년에 433 ，794달라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륜 보여 1999년에는 5 ， 995 ， 533달리 

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평균증가율갚 계산하면 54.91%에 해당한다 이자수익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정은 대출금이자보 1993 년도의 대출곰이자는 전체 이자수익의 

12.36% (53.637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연도볍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99년에는 

72 .07% (4)20 ， 857달러)로 가장 높은 비증을 기콕하고 있다 대출금 이자수익 다음으로 이자수익 구조 

에서 높은 비중을 자지하는 유가증권 보유 이자수익은 뚜엿한 증간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매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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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nasia Bank의 연도별 자산 및 당기순이익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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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자수익 구조의 연도별 변화추이 

도별로 9.94-23.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초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대 

출이자수익은 그 규모가 감소라고 있다 신용카드대출이자수익의 감소는 1998년도까지 보유하던 

Jεfferson National Bank의 신용카드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한데 기인한다 

한편， 그럼 6에서 보듯이， 신용장이나 은행인수어음 등의 수수료 수입이 기반이 되는 기타 영업이익은 

이자수익에 대비하여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릎 보이고 있다 1999년 당시 기타 수수료수익 

은 1,925 ,931 달러이었으며‘ 연도별 기타 수수료수익은 전체 수익의 21.8% 내지 30.0%에 해당한다 

Danielson Associates Inc 의 조사에 의하면， Panasia Bank는 1984년 이후 설립된 미 전역 192개 은행 중 수수 

료수익비율이 7번째로 높았으며 뉴저지주에서는 최고의 수수료수익비율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은 

행으로 이같이 기타 영업이익의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Panasia Bank의 기업대출의 주된 고객인 미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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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자수익과 기타영엽이익의 연도별 추이 

이자수익 

키타영업이믹 

한국계 기업들의 수출입업무와 같은 국제금융거래를 상당한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 자산 
창업 첫해인 1993년 12월말 당시 총자산규모는 15 ,831 ,406 달러로 이후 매년 35.96%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로 증가하여 합병 직전해인 199밍년 12월말에는 100 ， 097 ， 250달러의 자산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럼 7로부터 총자산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정은 대출금과 유가증권(상품， 투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 1998년도에는 대출금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02 ~ 56.03%로 15 .()8~ 25 .58%의 비중을 차지한 유가증권보다도 높았으나 1999년도에는 유가증권 

의 비중이 40.42%로 대출금보다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총액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 낮은 

것은 신설 은행으로서 보다 건전한 대출에 초점을 두어 양보다는 질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은 총자산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금을 다시 개별 계정별로 구분한 것이 

다 대출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정은 주택저당대출(mortgage loan)과 기업대출 

(conunercial loan) 이다 대출금에서 주택저당대출이 각 연도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30.83 ~ 50 ,71 %로， 

기업대출의 비중인 23.54~3 3.72%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3) 부채 및 예수금 
1999년도 당시 Panasia Bank의 총 부채규모는 90 ,940 ,873 달러로 이중 예수금(deposit) 이 90 ,824,691 

달러로 전체 부채총액의 9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연비용 및 기타부채 (accrued expensεs 

and liabilities)로 116 ， 182달러이다 그램 9에서 보듯이， 1994~ 1997년까지는 요구불 예금액 (demand) 규 

모가 저축 및 정기예금액 (saving & time) 보다 다소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998년 이후에는 저 

축 및 정기예금액이 요구불 예금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응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도 당시 저축 및 정 

기예금액은 57 ， 010 ， 086달러로 전체 부채 총액에서 62.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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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경영지표 

1998년도 

1999년도 

대출금 

~54.85% 

이자수익 

0 .72% 

고접자산 

1 .00% 

현금 기 Ef자산 
522~β 022% 

투자유가증권 

0 .46% 

고정 ^~0 
1 ,13% 

그림 7 자산 구조 계정의 비중(1998 ， 1999) 

대표적인 실적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율(Retum on 비u1η ， ROE)은 그런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7 ， 07% (1 995년 )~13 ， 28% (1 999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자산순이 익율 (Rcturn on Asset , ROA) 

도 매년 1 ， 28%이상의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1995년도 당시 069달러이딘 주당순이익 (Eamingper 

share , EPS)은 1999년에 1.75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주당순장부가치 (Nεt Book Value per Sharc : NBVS) 

도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4,2, 성장요인 

Panasia Bank가 창엽 이래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우수은행으로 평가받게 된 

영업전략 및 강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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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출금 계정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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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anasia Bank의 연도별 예수금 구조 추이 

1 ) 높은 마진율의 유지 

저축및정기에금 

요구불예긍 

현재까지의 Panasia B때k의 자금비용은 2.5~2.9% 로， Panasia Bank와 유사한 규모의 은행틀의 비용인 

4.5%와 비교시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Panasia Bank의 비용이 낮은 이유는 은행수신구조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45~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Panasia Bank는 

개엽이래 모든 당좌계정에 수수료뜰 부과하지 않고 최저잔액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free chεcking 

정책을 운영한 결과， 총 계좌수 15 ， 000개중에서 10 ， 000개 계좌가 요구불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계좌는 대부분 소액 예금주에 의존하는 것으로1 이러한 저렴한 자금비용은 은행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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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 추이 

2) 낮은부실율 

신설은행으로서 여신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대출에 대한 외부 및 내부의 압력이 전혀 없는 환경에 

서 전문가들에 의하여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설율이 낮으며 총 대출금액의 약 1% 내 

외의 낮은 대손충당금을 유지하고 었다 

3) 이자율 번동의 영향극소화 

자산(여신)과 부채(예금)의 만기일의 적정 대응으로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산부채관리를 하고 있다 

4) 선진기법의 도입 

Panasia Bank는 미국에 소재한 한국계 은행 중 ATM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화은행을 한국 

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공하며 모든 은행 엽무의 전산처리에 외부용역을 이용함으로써 최신 기술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추구하는 등 선진기볍도입에 노력을 해왔다 

5)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일정금액 이상을 통장에 유지하면 정기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유동성과 고금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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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품으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저축을 유도해왔다 또한 소상인들을 위한 마이크로 간이 대출， 예금과 

대출상품에 아시아나， 아메리칸 항공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랭올 개발하는 등， 한국 교민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6) 고정자산 투자 최소화 
자본금의 부동산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여 최대의 자금을 투자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는노력을해왔다 

7) 고객 서비스의 극대화 

다른 경쟁 은행보다 긴 영엽시간 즉 윌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에 

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은행을 열어 보다 면려한 은행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8) 이중 언어 구사 직원 채용 

고객 접촉 창구의 직원은 이중언어 (주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를 구사하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국교민 만이 아니라다양한고객을유치할수 있게 하였다 

5. 합병 

5.1 미국의 은행간 합병 추세 

1985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매년 300건 이상의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도 한해 동 

안의 미국의 은행간 전체 합병건수는 357건으로 1997년에 598건을 기록한 이후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11에 나타난 미국내 은행간 합병의 연도별 특정은 1990년대 이후 동일주 내에 있는 은행 

간의 합병 (intrastate mergers)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신 서로 다른 주에 있는 은행 간의 합병 

(interstate mergers) 증가가 두드러진다 최근에 접어든 합병추세의 둔화 현상은 동일한 주내에 소재한 

은행간 합병이 1994년까지 은행간 합병의 주류를 지속적으로 형성한데 비하여，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 

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1994년까지 매년 10건 미만을 기록한 타주간 은행 합병은 주간상호은행 

법(InterstatεBanking Law. GLB La씨이 개정된 연도인 1995년에 26건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보이고있다 

5.2. 경영전략차원에서의 M&A검토 

Panasia Ba따‘가 창업이후 성공적으로 입지를 확보하자， 최근 2년 동안 약 5개의 대형 은행플로부터 

합병 및 인수 (Merger & Acquisition. M&A)를 제의받았다 Panasia Bank에서는 처음에는 M&A에 대해 

비중을 두고 고려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M&A제의를 접수할 때마다 이사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 

였다 그 이유는 이사회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은행 경쟁력의 

제고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은행의 규모가 대형화하여야 하고 고객틀에게 제공할 선진금융기법과 

다양한 금융상품의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향후 지역 은행들의 대형화 추세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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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내 연도별 은행간 합병추세 

안할 경우 은행간 인수 및 합병이 은행의 성장 및 주식 가치증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네 가지의 조건을 고수하였다 첫째 조건은 한인동포은행 빛 동 
양계 은행으호서 가진 정체성 (idcntity) 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조건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 
를 위해 최고의 인수 가격플 받는 것， 셋째 조건은 보다 큰 자본력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룩 은행을 대형화할 것， 그리고 넷째 조건은 은행 직원들 모두의 고용승계를 보장 받는 것이 
었다 지금의 지주회사인 National Penn Bancshar，εs. Inc가 Panasia Bank에게 인수를 제시하기 전에 있었 
던 4건의 1\1&λ 제의는 모두 조건이 맞지 않아 기각하였다 

5 .3, National Penn Bancshares , lnc 의 인수 제의 

1999년 9월 National Penn Bancshares. Inc로부터 Panasia Bank가 고수하고 있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수 제의를 접수하게 되었다 National I'enn Bancshares. [nc는 2001년 현재 산하에 National Penn 

Bank , Panasia Bank , Invεstors T nJst Company , National Penn Investment Company , National Penn Life 

Insurance Company를 두고 있는 지주금융회사로서 주로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본 회사이 

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2000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29 ，2 37 ， 000달러， 자산규모는 2 ， 512 ， 508 ， 000달 
러로 중간 규모에 속하는 은행으로 영업실적도 양호한 은행이다 2000년 6월 ‘0일의 자산규모 기준으 
로 볼 때 미국 내에서 I77위인 은행지주회사(hank holding cornpany) 이며 상엽 및 시설자금대출 규모 기 
준으로는 132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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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National Penn Bancshares. Inc의 자산 및 당기 순이 익 추이 

National Penn Banc'Shares , lnc의 주축 자회사인 National Penn Bank는 펜실바니아 주 동남부에 60여개 
의 은행지 점 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Chesmut Hill National B때k， National Asian B때k. Elverson National 

Bank MainLine Bank의 divisional bank플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초반에는 Bemville Ba따‘(NA)의 모회 
사인 Community lndependent Bank , lnc. (CIB)의 인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National Penn Bank는 미국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대출의 선호되는 대출은행 (Prεferred Lender)" 로 지정된 바 있다 

National Penn Bancshares , lnc가 Panasia Ba마에 인수의사를 제의한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아시아계 
미국인(Asian→머nerican)시장에 대한 진출 및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미 National Penn은 National 

Asian Bank를 통해 펜실바니아주 펼라델피아(Philadelphia)를 거점으로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뉴저지주는 이들의 시장 및 영역 확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으로 뉴저지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뉴욕에서 안정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며， 뉴저지 지 
역은 소득이 높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가진 지역으로 금융업을 위한 좋은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National Pεnn Bancshares lnc가 Panasia Bank에 대해 제시한 인수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인수조건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1 ) 주주틀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는 주당 가격 

(2) Panasia Bank의 고유성을 보존하며 각 지점 기구의 존속 

(3) 전직원의 고용숭계 

(4) 자본력의 증가와 선진 기법의 도입 가능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양호한 인수 조건의 검토 이외에도 외부적 금융환경변화도 중요한 고려 요인 
이었다 1999년도에 제정된 Gramm-Leach-Bliley Acr' 1 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왼칙에 

2) Gramm-Leach-BIi1ey Act의 주요한 내용은 (1) 금융지주회사내부에 은행，증권，보험회사를 연결 (2)비금융 
회사의 상업은행 소유 금지 (J) 모든 금융기관은 비공개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지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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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분되었던 각 금융업들의 영역 구분이 약화되어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 
며 이러한 금융산업의 융합은 이미 은행간의 인수 합병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들도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행에서만 취급하였던 제품영역에 

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금융상품 및 종합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 금융환경이 도래하게 되었다 고객에게 다양한 차왼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내부 
건전성(떠pital adequacy) 이 보다 요구되며 현재보다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를 은행 

의 순수영업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보다는 지주회사를 통하여 자본의 지왼을 받 
아 자본력을 확대하는 것도 인수를 통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인수 은행의 대출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차완에서도 인수전략의 장점을 검토할 수 있 

다 기업으로부터 일반적인 대출문의(loan request)가 집수되면 그 대출건의 한도액은 은행 자기자본 
(equity capital) 의 15%로 정해져 있다 자기자본규모가 낮을 경우 거액의 대출문의가 접수된다 하더라 

도 이는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지만， 동임 계열 회사들을 

통한 대규모의 자기자본의 확보는 거액의 대출능력을 강화시키며 Panasia Bank는 전체 대출액 중 일부 
만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관계 은행들이 충당해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4. 인수안 합의 및 내용 

1999년 9월에 접수한 인수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사회에서는 향후 Panasia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비추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0년 2월 14일자로 흡수합병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l\'ational Pζnn Bancshar，ζs Inc에의 흡수합병 최종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연 다음과 갇다 

(1) l\'ational Penn Bancshares. Inc는 Panasia은행의 기존에 발행된 모든 주식과 옵션을 주당 $29에 매 

입하기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664.783 주， 해당 옵션은 39.000주이다(총액 
$20.409 )07-설립자본금은 $6.049.000) 

(2) Panasia은행은 현재의 FortLeε Palisade Park. Clostea 지점과 함께 계속 독립 존속한다 

(3) 인수 후에 National Penn Bancshares , Inc의 자회사인 National Asian Ba따(총자산 5천만불)를 통합 
한다 

(4) 향후 주식의 75%까지 한인사회에 매각할 의사를 갖는다 

(5) 양문석 현 행장은 이사장으로 영천하고， 이영재 현 전무는 새 은행의 전무이사가 되며 얄쏘헬 
National Asian Ba따 회장은 최고경영인으로， 동행 신응수 행장은 새로운 은행의 전무이사로 부 
임한다 

객들에게 발표할 것 (4) 모든 은행，증권 보험회사들은 그 기능에 관해 규제를 받음 (5) 이사회의 권한은 
자회사들을 규제 검토하며 보고서릎 요구할 수 있유 (6) 자본건전성이 높은 내셔넌은행은 영업자회사틀 
동하여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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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 이후 

6.1. 엽무 영역 

합병 이후에 Panasia Banko 1 취급하는 업무범위는 크게 개인소매금융， 개인 금융관리 도구제공， 중소 

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1 ) 개인 소매금융 
- checking account 

• Empower Web checking, Bonus checking, Direct invest checking, Senior c1ass checking, F ree checking, 

NOW checking, Monεymarketchεcking， Non-profìt checking, Monεymark，εt savings/Easy escrow 

Saving account 

• Empower Web money market, Happy club, Statement savin흙’ Certifìcates of deposit, Passbook savings, 

Holiday dub, Money market 1RA, Roth 1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개인대출 

.pεrsonalloan， Home equity loans, Rεsidential mortgages, Auto loans, Insta-cash 

-전자금융서비스 

• Empower Web banking, Empower bill payment, Empower CheckCard(r). e• Statement 

2) 개인 금융관리 도구제공 
- 가계 금융 및 저 축(Household fìnance and savings) 

- 개인 대출(Personalloans) 

- 부채 관리 (Debt management) 

담보(Mortgage) 

퇴 직 저 축 및 계 획 (Retirement savin망 and planning) 

3)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 
- 기 업 당좌 계 정 (Business checking account) 

• Bottom 비1e banking, Business analysis checking, Intεrest checking, Non-profìt checking, Money market 

savings/Easy escrow 

기 업 저 축 계 정 (Business sa,;ng account) 

• Statement savings, Money market reserve, Certifìcate of deposit, Corporate sεMces 

- 기업대출(Business loan) 

.Timε loans, Tertn loans, Small BU5ine55 Admini5tration(SBA) guaranteed loans, Line of credit, Businε55 

equity line, As5et based lending, Commercial real εstate， Commεrcial mortgage, Fixed rate mortgage, 

Extended tertn fìxεd rate moπgage 

- 현금관려 서 비 스(Cash manag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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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 Panasia Bank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 CollεctJon sefV1Cεs， Cash concentration and disbursement servicεs， Investment services 

4)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6.2 현재 

2000년도 National Penn Bancshare ‘Inc와의 합병절차를 완료한 현재 Panasia Bank는 미동부 지역의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 봉사하는 선도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행 창업 당시 계획된 영업목표 

를 실현하고 은행들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흐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한 결과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합병은 은행의 자본력과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한 경쟁력 

을 갖춘 선진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쓸 것이다 

Panasia Ba따σ} 설립될 당시와는 달리， 현재 미국 동부지역에는 Broadway National Bank, Libεrty Bank 

of l\ew York , Nara Bank의 한국계 동포은행들이 뉴욕에서 영엽하고 있으며 이미 진출한 3개 국내 시중 

은행들의 현지법인은행 및 지점들이 경쟁 하고 있어 성숙한 시장(saturat떼 rnarkεt) 이 되어 있다 따라 

서 합병 이전까지의 시기인 1999년까지를 Panasia Bank가 신설은행으로서 내실을 가하고 영업기반을 

다졌던 I차적 단계였다고 한다면， 합병 이후의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보다 큰 자본력으 

로 선진금융기법으로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2차적 영엽 성장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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