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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생산 공정상 특징, 규모의 경제효과, 통 폐합시 기

대될 수 있는 범위의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개연성 있는 다양한 은행의 통폐합 시나리오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결론은 1)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은행간의 합병은 역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합병은

행이 탄생시킨다. 하지만 효율적 은행간 합병이라고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2) 효율적

인 은행간의 합병은 생산공정이 이질적일지라도 강한 범위의 경제효과 때문에 효율적인 은행을 탄생시킬 수 
있다. 3) 효율적인 은행과 비효율적인 지방은행 간의 합병은 절대 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수 없다. 개

별 지방은행은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므로 우량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효과

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는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되면서 오히려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

에 처하게 된다. 4) 비효율적인 은행만을 모아서 합병은행을 만들 경우에는 역시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

시킬 뿐이다.  
KEYWORD : 기술적 효율성, Data Envelopement Analysis, 은행합병의 효과 

Ⅰ. 序論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488개의 금융기관이 합병 및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의 방식에 의해 

정리되었다. 은행의 경우도 제1차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5개 은행이 자산부채 이전방식

에 의해 퇴출되었고 추가로 6개의 은행이 타 은행에 인수 합병되었다. 이로써 은행 수로

는 30%(10개), 점포의 19.6%, 인력의 34.8%가 감소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2차 금융구조조정과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도입을 앞

두고 더욱 본격적인 은행산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그 동안 은행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금융지주회사 

방식 또는 은행간 합병에 의한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해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효율성 정도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나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일관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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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생산기능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합병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은

행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비용함수 또는 생산함수 추정

을 통한 접근법이 아니라 Data Envelopment Analysis라는 분석법을 활용하여 은행산업의 생

산 프론티어(production frontier)를 추정함으로써 각 은행의 생산기술적 특성과 효율성 정

도를 파악하여 합병의 효과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II장에서는 은행산업에 대한 기존의 연

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 비용함수적 접근법, 변경생산함수적 접

근법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DEA기법에 의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본

다. 다음 제III장에서는 우리 나라 은행의 생산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과 

효율성 측정 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은행의 

비효율성 측정결과, 생산공정상의 특징, 규모에 대한 수익상태를 파악하여 은행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금융구조조

정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시나리오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마지

막 제VI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주요 결론과 정책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銀行産業 關聯 旣存硏究 檢討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윤함수의 추정을 통한 모수적 

방법과 DEA기법과 같은 비모수적 방법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특

                                               
1 외국의 경우 은행합병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Benston, Berger, Hanweck and Humphrey(1983)는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여 은행 지점별

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은행전체 수준에서는 규모의 경제 혹은 불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lark(1984)는 Box-Cox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상업은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별로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Gillingan, Smirlock and marshall (1984)은 은행산업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

하므로 결합생산의 이점은 있으나 규모의 경제는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Humphrey(1985)는 1985년 이전 미국은행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은행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소

규모 은행에만 존재하며 대규모은행은 대체로 규모의 불경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erger, 

Hanweck and Humphrey (1986)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은행은 기존의 모든 영업규모와 생산물조합

에 있어서 생존이 가능하나 대규모 단위은행의 경우는 규모의 불경제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는 점과 은행

산업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Hunter and Timme(1986)는 기술변화가 은

행의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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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축적되

어 있다.  

1.  費用函數 推定에 의한 硏究 

은행의 비용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은행 산출물의 측정방법과 사용되는 함수형태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2. 그리고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기술변화를 고

려한 은행의 비용구조분석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  

외국의 다양한 연구와 비교할 할 때 많지는 않으나 비용함수를 이용한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도 어느 정도 축적된 편이다.4 다만 이런 연구결

과는 연구자의 접근방식, 분석모형, 분석자료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2  이런 연구추세를 Gilbert(1984)는 다음과 같이 6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Alhadeff(1954), 

Horvitz(1963)와 같이 상이한 규모의 은행 산출물과 비용상의 평균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연구나 

Schweiger and McGee(1961), Gramley(1962)처럼 회귀분석을 통해 비용과 산출물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고전적 형태의 연구이다. 둘째는 Greenbaum(1967), Powers(1969), Schweitzer(1972)처럼 은행의 산출물

을 총수입으로 간주하여 은행의 평균비용 곡선이 U자형임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이다. 셋째는 

Benston(1965), Bell and Murphy(1968)에서 처럼 계좌수를 은행의 산출물로 간주(대용변수)로 하고 은행

의 기능별로 독립적인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대부분 은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이다. 넷째는 Longbrake(1974), Longbrake and Haslem(1975), Mullineaux(1975)에서 처럼 세 

번째 부류와 동일한 분석모형을 사용하면서 단위은행, 지점은행, 다은행 지주회사 등의 비용함수를 추정함

으로써 지점은행의 은행비용구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비용구조가 단위은행, 지점은행, 다은행 지주회사

마다 각각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이다. 다섯째는 Benston, Hanweck and 

Humphrey(1982)에서 처럼 은행의 기능별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대신 은행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방식

으로 은행의 생산기술을 정의하고 은행수준의 총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부류이다. 마지막은 캐나다 신용협동

조합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정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mortgage loan), 여타대출, 유

가증권 투자액을 은행 산출물로 하고 노동, 고정자산, 요구불예금, 持分을 포함한 만기예금 등을 생산요소 

투입으로 간주하여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Murray and White(1983)의 연구이다.  

3 Hunter and Timme(1986), Shaffer(1988), Hunter, Timme and Yang(1990)은 대규모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범위의 경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은행산업의 생산기술에 있어 기술의 변화는 대형은행에 있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Kolari and Zardkoohi(1987)는 대출과 예금의 결합생산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나 요구불예금과 정기예

금 혹은 증권과 대출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진병용(1996), 죄승희(1992), 김인기 김장희(1991)는 우리 나라 은행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시현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춘걸 최생림(1997), 박유영 유완식(1997), 양동욱 좌승희(1996), 정익

준(1993), 양원근(1993) 등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김인기 김장희(1991)는 정책자금의 포함여부를, 그리고 좌승희(1992)는 은행산출물 변화 등

을 지적하고 있다. 정운찬 정지만 함시창 김규한(2000)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특히 대형은행에서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범위의 경제도 분석모형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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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2. 生産 프론티어(production frontier) 推定硏究  

은행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생산이나 비용 프론티어를 추정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프론티어 상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은행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다.  

Farrel(1957)은 경제주체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최적 행동으로부터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를 비효율의 척도로 삼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프론티어를 일종의 

최적 벤치마크로 가정하고 그 이탈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적절한 프론티어를 만들고 

추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statistical technique)과 수리계획법(mathematical programming 

technique)을 이용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확률적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이

고 다른 하나는 결정적 프론티어(deterministic frontier)를 추정하는 것이다.  

확률적 프론티어 추정법은 분석을 위해 명시적인 함수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어

떤 함수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할 경우 

확률항의 통계적 분포형태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정치에 많은 변이가 

있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로 인해 비효율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은행의 상대적 순위

는 바뀌지 않지만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확율항이 양(+)의 한 방향에서만 분포한다는 가

정에 따라 비효율성의 절대적 수준은 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Berger and Humphrey(1991)는 다수의 최우수 기업이 프론티어를 형성함으로써 

오차항의 통계적 분포에 대한 제한적 가정을 약하게 하는 다층 프론티어 모형(thick 

frontier model)을 설정하였다.5  

3.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技法 

반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기법은 비모수적인 접

근법인 수학적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method)을 적용하여 결정적 생산프론티어

                                                                                                                                                
이하나 대체로 업무 다각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Kaparakis, Miller, and Noulas(1994, p879)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들의 장단점과 의미를 정리하

고 있는데, 다층 프론티어 접근법과 확률적 접근법과 결정적 접근법을 비교한 결과 모순되는 결론이 도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결정적 접근법인 수학적 프로그램 기법은 특정한 함수형태를 정해야 하

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지만 가격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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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 production frontier)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비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내포하는 확률적 측면을 간과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EA기

법은 함수형태의 임의적 선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동 기법

은 모수적 접근법이 적용될 경우 필요한, 충분한 양의 관측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DEA기법은 개별은행의 비효율성 정도에 대한 측정치 뿐만 아니라 개별은행의 

생산공정상 유사성, 벤치마크 대상 은행의 선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목표(타겟)분석, 합

병은행의 효율성 분석 등 모수적 접근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도하고 있는 최근 우리 나라 은행의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정

책적 의미의 도출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되는 분석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DEA기법을 은행의 효율성 분석에 적용한 예는 많은 연구에서 발견된다. Sherman and 

Gold (1985), Rangan et al. (1988), Vassiloglou and Giokas (1990), Norman and Stocker (1991), Siems 

(1992), Barr et al. (1993), Mlima(1997), Giokas (1991), Drake and Howcroft (1994), Sherman and 

Ladino (1995), Pastor (1997) 등에서 은행간 또는 은행내 지점간 효율성비교가 행해지고 있

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서 최근 DEA기법을 적용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 

가운데 Resti(1997)은 DEA기법과 계량기법을 동시에 이탈리아 270개 은행에 적용하면서 

계량기법과 DEA기법에 의한 효율성 분석결과가 크게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탈리아 은행의 효율성 측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변이가 있으며, 생산효율

성은 자산의 질(asset quality)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

에 의하면 이탈리아 은행의 효율성은 관찰 대상기간이었던 1988-92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Resti(1994)는 은행의 투입-산출은 명백히 정의하기가 힘들며, 각 생산요소와 산출

물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장가격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은행의 성과를 평가

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효율성 측정에 DEA기법을 

적용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과 이탈리아 은행의 경우 소형은행 뿐

만 아니라 대형은행에도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Piyu(1992)도 DEA 기법을 이용하여 미국 미주리주 60개 상업은행의 1984-90년간 

기술적 비효율성, 경제적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해 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한 효율성 연구는 많은 편이나 비모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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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윤응원(1991)은 직원

수, 컴퓨터 사용료, 건물임차료, 경비를 투입물로,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을 산출물로 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역시 안태식(1991)은 직원수, 사물실 면적, 경비를 투입

물로 예수금, 대출금, 전표수를 산출물로 하여, 손승태 (1993)는 노동, 시설물, 자본을 투

입물로 수신고, 여신 및 유가증권투자를 산출물로 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박노경 정영수(1993)는 직원수와 사무실 면적 및 경비를 투입물로 예수금, 대출금을 산출

물로 하여, 공정택(1996)은 노동비용, 자본비용, 금융비용을 투입물로 대출이자수익, 비대

출이자수익을 산출물로 한 은행효율성 비교를 하고 있다.6  

III. 分析模型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효율성 지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및 규모에 대한 가

변수확(VRS)을 전제로 한 표준적인 DEA기법을 사용하여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Fare, Grosskopf and Lovell (1994)의 방법론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Farrell(1957)이 정의한 효율성 개념이 수리계획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근 

20여년간 불과 몇 사람의 관심 밖에 끌지 못하다가7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논

문에서 Data Envelopment Analysis라는 용어를 부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많은 후속 논문에서 이 기법이  확장되고 또 이를 이용한 실증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논문에서는 투입측면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 하에서 모형을 구성했으나, 후속논문인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에서는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variable returns to scale) 생산기술의 경우에 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 技術的 效率性의 測定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수리계획법을 통해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생산기술

에 대한 전제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경우와 규모에 대한 가변

수익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6 국내은행의 효율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와 외국의 DEA 기법적용 예의 연구사례는 이용주(2000) 참조.  

7 Boles (1966), Afriat (1972)의 논문이 발표된 것 외에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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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規模에 대한 收穫不變 模型 

우선 N개 기업 또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가 K개의 생산요소를 이용

해서 M개의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j번째 기업은 생산요소 벡터 xi를 활용하여 

산출물 벡터 yi를 생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행렬 X는 K*N의 생산요소투입행렬, Y는 M*N 

산출물 행렬이 된다. 그러면 행렬 X, Y는 N개 기업의 모든 자료를 나타내게 된다.  

즉,  

0
0
0

≥
≥−
≥+−

λ
λθ
λ

θλθ

Xx
Yy.t.s

Min

i

i

,

                            (8) 

여기서 θ는 스칼라, λ는 N*1 상수 벡터를 나타낸다. 구해진 θ는 i번째 기업의 효율성 

지표가 되는데 θ <=1을 만족하고 만약 그 값이 1일 경우 프론티어 상에 있게 되어 기술

적으로 효율적이 된다. 이상의 선형계획문제는 모든 기업에 대해 N번의 해가 구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모든 기업에 대해 θ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다.   

나. 規模에 대한 可變收穫 模型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은 모든 기업이 최적규모 (optimal scale)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을 때, 즉 기업이 장기평균비용곡선, LRAC의 수평인 부분에서 가동하고 있을 때에

만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무상 제약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업

은 최적규모에서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Banker, Charnes and Cooper 

(1984)는 DEA모형을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의 경우에 까지 분석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다.  

만약 기업이 최적규모에서 가동하고 있지 않을 때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 하에

서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 정도를 추계하게 되면 이는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가변수입(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수리계획문제는 CRS 선형계획 문제에 볼록성의 제약조건 (convexity 

constraints), N1’λ를 부과함으로써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VRS) DEA 모형으로의 변환이 가

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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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1은 N*1의 단위벡터(unit vector)이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VRS) DEA 모형으로 구해진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규

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DEA 모형 하에서 구해진 효율성 추정치의 크기와 같거나 큰 

값을 가지게 된다.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의 가정을 DEA에 도입하는 것은 1990년대의 일

반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 규모의 효율성 추정 

많은 연구들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DEA 모형으로부터 구해진 기술적 비효율성 

지표를 규모의 비효율성 지표와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 지표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DEA모형과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VRS) DEA 모형을 각각 적

용한 다음 두 방법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 지표의 크기가 다를 때 그 차이가 규모의 비효

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나의 투입물을 이용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림 3>과 같

이 CRS 가정 하에서의 생산 프론티어와 VRS 가정 하에서의 생산 프론티어가 그려질 수 

있다. CRS 가정 하에서 생산점 P의 투입물 측면의 기술적 비효율성은 선분 PPc의 거리이

지만, VRS 가정 하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은 PPv의 거리이다. 따라서 그 차이 PcPv는 규모

의 비효율 규모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즉,  

V

C
I

V
VRS,I

C
CRS,I

AP
AP

SE

AP
AP

TE

AP
AP

TE

=

=

=

                              (10) 

여기에서 모든 추정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3가지 지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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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즉, 

IVRS,ICRS,I SETETE =                            (11) 

 

<그림 3> 규모의 비효율성 개념 

 

 

 

이렇게 규모의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게 되면 규모의 효율성 지표만으로는 해당 기업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또는 체감 중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DEA모형에 규모에 대한 수익 비증가 (non-increasing returns to scale: NIRS)의 가정

을 도입함으로써, 즉 N1’ λ=1의 제약조건 대신 N1’ λ<=1의 제약조건을 부여 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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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규모에 대한 수익 비증가(NIRS) DEA 모형에서 생산 프론티어는 역시 <그림 3>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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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한 비효율성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혹은 수확체감 중 어느 것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규모에 대한 수익 비증가(NIRS) 모

형에서 추정된 기술적 효율성 지표(TE)가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VRS) 모형에서 추정된 

기술적 효율성 지표(TE)의 크기와 같지 않다면, 즉 점 P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기업은 규

모에 대한 수익증가 상태에 있게 된다. 반대로 만약 점 Q에서와 같이 규모에 대한 두 가

지 가정 하에서의 기술적 효율성 지표 추정치가 같다면 해당기업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

감 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VRS), 규모에 대한 수익 비

증가(NIRS) 상태에서의 기술적 효율성 지표를 각각 계산하게 되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모형하의 기술적 비효율성 지표와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 모형 하에서 기술적 비효율성 

추정치의 차이에서 규모에 대한 효율성 정도를 추정해낼 수 있다. 아울러 규모에 대한 

가변비용(VRS)모형 하의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규모에 대한 수익 비증가(NIRS) 모형하의 

효율성 지표의 차이에서 해당기업이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 혹은 체감 중 어느 상태에 있

는가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2. 資料의 作成 

가. 分析對象銀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해 신탁계정을 포함한 

일반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은행은 1999년 현재 재무자료가 존재

하는 11개 시중은행(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평화은행)

과 6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총 17개 은행이다. 자료의 시

계열은 1995년에서 1999년까지 5개 년도가 그 대상이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

정 과정에서 인수 또는 합병된 5개의 시중은행 (상업, 동화, 동남, 대동, 보람)과 4개의 지

방은행(충청, 강원, 경기, 충북)은 인수은행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8  

나. 産出物 및 投入物  

은행산업에 대한 실증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은행의 산출물에 대해 

                                               
8  합병된 은행의 투입산출자료를 합산한 자료와 합병되기 전 개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지수

(Malmquist index)를 계산한 결과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서 단순 합산한 투입산

출자료를 활용하여도 본 연구의 추정결과와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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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성격과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합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행산업관련 연구에서는 은행의 산출물에 대해 

여러 가지의 개념과 측정치가 동시에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9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무엇을 생

산하는 경제주체인가를 정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아주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이다. 주로 은행정의는 그 역할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일반적

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 생산 기능적인 접근법(production approach)과 중개

기능적 접근법(intermediation approach)의 두 가지이다(Humphrey, 1985). 최근에는 부가가치

기능 접근법(value-added function approach)과 정보이론적 접근법(information theory approach)

도 논의되고 있다.10  

은행산업의 연구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의 적정한 성격과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느냐에 

따라 은행의 행태분석 결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은행산출물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은행산업의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윤함수의 추정결과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대체 탄력성 추정치, 은행 산출물의 공급 및 투입요소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

성, 은행수익성,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에 대한 추정치 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성상 산출물이 어떻게 정의되는 가에 대한 검토

                                               
9  은행산출물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Alhadeff(1954), Schweiger and 

Mcgee(1962)에서는 은행의 산출물을 총대출, 투자, 총예금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Greenbaum(1967), 

Power(1963), Schweiter(1972)에서는 총수입을 은행의 산출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Benston(1965), bell 

and Murphy(1968) , Benston, Berger, hanweck and Humphrey(1983), Smirlock and Marshall(1984)에서

는 총계좌수를, Murray and white(1983)는 총대출액을, Clark(1984)은 收入資産總額을, Hunter and 

Timme(1986)은 대출액, 유가증권투자액과 예금액의 합을, Humphrey(1985, 1990)는 계좌수 혹은 예금액

을 은행의 산출물로 간주하고 있다.  

10 생산기능적 접근법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은행의 투입물로 보고 은행은 이를 이용하여 예금 및 대출 서비

스를 생산한다고 정의 함으로써 은행의 생산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접근법에서는 예금액, 대출액, 

유가증권 투자액 등이 산출변수로 간주된다. 반면 중개기능 접근법에서는 은행의 주요 기능이 금융 중개이

므로 은행은 예금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대출 등의 형태로 공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은행이 

예금서비스를 생산하기는 하나 상당량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궁극적으로 창조하는 중요한 부가가치는 

안정성이나 유동성, 결제서비스와 같은 것이므로 예금은 투입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unter and 

Timme, 1995). 그 밖에 부가가치기능적 접근법에서는 은행이 창조하는 부가가치의 기능을 강조하여 수익

을 산출물로 정의하는데 동 접근법은 다른 접근법에서 산출물이 스톡으로 측정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11 정운찬 정지만 함시창 김규한(2000)은 6가지 형태의 산출물과 투입물 구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일반은행

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자료 및 모형의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식 윤웅원(2000) 역시 5개의 다른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간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모형간

에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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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Humphrey(1985)의 분류를 따라 우리 나라 은행의 생산구조를 생산기능적 접근법

과 중개기능적 접근법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생산기능적 접근법이 은행의 효율

성, 합병의 효과 등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생산기능적 접근법에 따라 은행산업의 투입물을 노동, 자본으로 하고 생산물은 대출액, 

예금액, 유가증권 투자액으로 하였다. 노동투입은 은행의 직원수로 하였으며, 자본투입은 

고정자산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의 상호경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온 은행

의 지점수도 별도의 생산요소로 간주하였다. 은행지점의 제반 유형고정자산은 해당은행

의 자본투입으로 계상되었지만 지점수 자체가 하나의 영업네트워크로서 은행의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IV. 效率性 分析結果  

1. 銀行의 效率性 分析結果  

우선 은행의 생산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구한 우리나라 은행의 기술적 효율성 지표들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현재 국민, 하나, 신한, 주택, 외환, 한빛, 평화, 

제주은행의 8개 은행이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8개 은행 중 외환, 한빛, 평화, 제주은행 등 4개 은행은 2000년 6월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평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은행(한빛, 조흥, 외

환, 평화, 광주, 제주)에 속하는 은행들이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 대상은행에 포함되어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한 은행들이 왜 효율적인 은행으로 판정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동 기법은 은행의 생산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평가기능, 은행원의 

자질, 자산의 질 등의 은행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간과되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기능적 차원에서 본 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유효성이 떨어지는 아니라

고 판단되며 은행의 생산기능적 효율성을 은행을 분석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

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연도별 은행의 효율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국민, 주택, 외환, 제주, 

평화은행 등은 기술적 효율성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신한, 제주, 

한빛, 하나은행은 1995년 이후 줄곧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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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일 및 한미은행의 경우는 1995년에는 효율적 상태에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에는 기술적 효율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 서울 및 조흥은행은 

외환위기 전후 모두 비효율적인 은행이면서 최근 비효율 정도가 더욱 하락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타 이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하여 수년간 비효율 정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은행 가운데에도 은행이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데,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가운데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은행은 국민, 주택 및 한빛 은행이

다. 신한, 외환, 평화 및 하나은행은 최소효율규모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이론적

으로 장기평균비용곡선(LRAC)의 수평인 부분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

해있는 은행은 조흥은행이다. 기타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에

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상태에 처해있다. 이는 대부분 지방은행의 규모가 작은 데 따

른 것으로 보인다.     

 

<표 3>    우리나라 은행의 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의 효율성 추이 

 

1995 1997 1999 
은행명 

VRS TE SE VRS TE SE CRS TE VRS TE SE 규모의 경제

조흥 0.88 0.98  0.95 0.98 0.69  0.76  0.91  DRS 

한빛 1.00 0.97  1.00 0.95 0.75  1.00  0.75  DRS 

제일 1.00 0.98  0.96 1.00 0.62  0.64  0.97  IRS 

서울 0.95 0.98  0.73 1.00 0.57  0.60  0.95  IRS 

외환 0.99 0.89  1.00 0.90 1.00  1.00  1.00  CRS 

국민 0.68 0.89  0.78 0.84 0.86  1.00  0.86  DRS 

주택 0.77 0.80  0.70 0.98 0.88  1.00  0.88  DRS 

신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RS 

한미 1.00 1.00  1.00 0.93 0.85  0.86  0.98  DRS 

하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RS 

평화 0.78 0.74  0.78 0.87 1.00  1.00  1.00  CRS 

시중은행

평균 
0.91 0.93  0.90 0.95 0.84  0.90  0.94   

대구 0.69 0.96  0.75 0.97 0.52  0.63  0.83  IRS 

부산 0.89 0.96  0.88 0.96 0.49  0.62  0.79  IRS 

광주 0.70 0.69  0.69 0.63 0.41  0.61  0.67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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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0 0.59  1.00 0.70 0.36  1.00  0.36  IRS 

전북 0.84 0.59  0.78 0.59 0.39  0.83  0.47  IRS 

경남 0.62 0.92  0.63 0.93 0.50  0.67  0.74  IRS 

지방은행

평균 
0.79 0.79  0.79 0.80 0.45  0.73  0.64   

일반은행

평균 
0.87 0.88  0.86 0.89 0.70  0.84  0.83   

주: 1. VRS TE는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 모형 하에서 측정된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내며, CRS TE

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모형 하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낸다. SE는 규모의 효율성을 나타내

며 VRS TE와 SE의 곱이 곧 CRS TE를 나타내게 된다.  

2. 1995년과 1997년의 CRS TE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3.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DRS는 해당은행이 현재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

내며, CRS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즉 최소효율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

면 IRS는 해당은행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2. 生産工程上 銀行의 類似性 과 效率性 提高  

1) 非效率的 銀行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參考對象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은행은 개별은행의 생산기술적 특성상 유사한 

효율적 은행에 근접하도록 투입물과 산출물을 조정할 수 있다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

다. 즉 은행이 자신의 생산기술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생산공정은 유사하나 효율성은 높

은 은행과 동일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생산요소 하에서 산출량을 극대화 하

거나, 요소투입량을 극소화하게 되면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그래프를 통해 설

명하면 이는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벤치마크 대상은행의 생산점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지

는 생산 프런티어와 비효율적인 은행의 생산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방사선이 교차하는 생

산점에서 생산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 표는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은행이 효율적인 은행과 비슷

한 생산공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은행

인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은 하나은행과 제주은행 수준의 생

산공정을 따르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산기술적 특성이 이 두 은행

과 유사하고 이 들 은행에 비해 같은 산출량을 보다 많은 요소투입을 이용해서 생산하므

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타 시중은행 가운데 서울은행은 신한은행을, 한미은행은 평

화, 하나은행을, 제일은행은 신한, 하나은행을, 조흥은행은 신한, 하나, 한빛은행을 각각 

비교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주은행이 17개 은행 가운데 효율적인 지방은행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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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주은행은 은행 가운데 가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표상 가장 외곽지역의 프론

티어 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산기술적 특성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타 은행

이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생산공정상의 상대적 유사성과 그 중요도 

은행명 벤치마크 대상 은행 (비중) 

조흥 한빛 0.17 신한 0.54 하나 0.29  

한빛 한빛 1.00    

제일 신한 0.34 외환 0.02 하나 0.40 제주 0.24 

서울 신한 0.53 외환 0.01 하나 0.06 제주 0.40 

외환 외환 1.00    

국민 국민 1.00    

주택 주택 1.00    

신한 신한 1.00    

한미 평화 0.42 하나0 .58   

하나 하나 1.00    

평화 평화 1.00    

대구 하나 0.34 제주 0.66   

부산 하나 0.27 제주 0.73   

광주 하나 0.15 제주 0.85   

제주 제주 1.00    

전북 제주 0.95 하나 0.05   

경남 하나 0.22 제주 0.78   
주: 벤치마크 대상 은행명 다음의 숫자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비중임.  

 

 

2) 生産可能曲線上 個別銀行의 生産 位置 

이상에서 분석한 개별은행의 효율성 정도와 벤치마크 대상의 평가에 대한 자료는 생산

가능곡선 상에서 개별은행의 생산기술적 특성과 상호유사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개별은행의 생산점은 생산가능곡선 상에 위치하게 되고 

비효율적일수록 생산가능곡선에서 멀리 떨어진 원점방향에 위치하게 된다. 벤치마크 대

상과 그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개별은행의 상대적 위치를 정하게 되면 다음 <그림 4>와 

같은 위치에 개별은행의 생산점이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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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개별은행의 생산가능 곡선상의 생산점 추정 

 
 

 

본 연구에서는 3개 생산물과 3개 투입물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다중공간(multiple space)

에서 시각적으로 도표화 할 수 없지만 3가지 생산요소의 복합재, X와 임의의 두개 산출물 

Y1, Y2를 상정하게 되면 이상과 같이 개별 은행의 생산점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12 개별

은행의 이런 생산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도표가 제시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각각 타 은행과 차별화 되는 특이한 생산기술적 특성을 가

지고 있어서 타 은행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다른 개별은행과는 특별히 다른 생산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13  

외환은행은 한빛은행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생산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유사

                                               
12 이상의 도표상에서 시각적으로 비슷한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개별은행이라도 또 다른 산출물까지를 나타

내는 3차원 공간에서 살펴보게 되면 보다 많이 떨어진 거리에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별히 지적

할 것은 국민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의 경우 이상의 도표상에서는 인접한 생산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나 실제 Y3 생산물을 고려하게 되면 생산점 간에 많은 거리가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 

13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소매금융 전문은행으로 성장해왔으며 외환은행의 경우도 1990년 민영화하기 전까

지는 1967년 창립한 이래 무역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성장해 왔다. 주택은행 역시 

1967년 한국주택금고법에 의해 설립되어 1997년 민영화하기 까지 주택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으로 성장해 왔다. 이들 은행들은 민영화 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주택은행은 주택자금대출이 은행대출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다른 은행에 비해 주택금융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도 외화

대출금의 비중이 다른 일반은행에 비해 높으며, 국민은행 역시 가계금융비중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은

행, 국민은행, 외환은행의 상이한 생산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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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하나, 신한, 한빛, 평화은행은 한미, 제일, 서울, 

조흥은행과 생산기술적 특성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전북, 경남, 대구, 광주, 부

산 등 대부분 지방은행은 대부분 유사한 생산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대형은

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나은행과 유사한 생산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V. 銀行 統 廢合의 效果 分析  

1. 主要 銀行間 合倂의 效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개별은행의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성 비교결과와 생산 

공정상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 통폐합의 시나리오별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은행통폐합의 시나리오별 효과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도표 상의 생산 

공정상 개별은행의 위치, 현재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느냐의 여부, 통 폐합시 기대될 수 

있는 범위의 경제효과까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가능성 있는 통폐합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가지의 시나리오가 검토되었으나, 크게 나누어 보면 1) 우량은행 간의 합병 시나리오로서 

본 연구에서도 효율적인 은행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간 합병 시나리오와, 2) 우량은행 

및 비효율적인 은행과의 합병 시나리오로서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의 합병 시나리오이다.  

 

<표 11> 개별은행의 통합시나리오별 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 상태 

은행합병 시나리오 CRS TE VRS TE SCALE 규모의 경제여부

1) 하나+한미 0.933 1.00 0.933 DRS 

2) 하나+한미+주택 0.898 1.00 0.898 DRS 

3) 하나+한미+국민 0.862 1.00 0.862 DRS 

4) 국민+외환 0.908 1.00 0.908 DRS 

5) 하나+한미+신한 0.96 1.00 0.96 DRS 

6) 한빛+외환 0.827 0.991 0.834 DRS 

7) 한빛+조흥+외환 0.777 1.00 0.777 DRS 

8) 주택+한미 0.866 0.937 0.924 DRS 

9) 하나+지방은행 0.611 0.695 0.879 DRS 

10) 한미+ 지방은행 0.532 0.56 0.949 DRS 

11) 지방은행 전체 0.464 0.469 0.991 DRS 

12) 국민+주택 0.835 1.00 0.835 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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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한+제주 0.946 0.953 0.993 DRS 

14) 하나+경남 0.832 0.851 0.978 DRS 

주: 1. 규모에 대한 가변비용 하에서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VRS TE)가 1일 경우 통폐합으로 인해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음.  2. 규모의 경제가 DRS라는 것은 합병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효

과가 소진되어 규모에 대해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됨을 의미함. 3. SE는 규모의 효율성 지표

를 나타냄.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은행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은행의 효율성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생산 프론티어에서 바로 인접한 효율적인 은행의 합병에

서는 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볼록한 생산 프런티어 상에서 생산

공정상 아주 상이한 효율적 은행의 합병은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할 경우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범위의 경제효과가 강하

게 나타난다면 생산공정이 아주 상이한 경우라도 효율적일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은행과 비효율적인 은행의 합병에서도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합병은행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합병대상이 되는 비효율적 은

행의 비효율성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정도가 범위의 경제효과를 능가할 때에는 비효율적

인 합병은행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14개 개연성 있는 합병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합병 시나리오별로 분석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은행간에 합병을 추진할 경

우에는 역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될 수 있다. 4) 국민+외환, 12) 국민+주

택의 경우가 그것이다. 하지만 효율적 은행간 합병이라고 합병은행은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우량은행 또는 효율적인 시중은행의 합병은 불가피하게 산

출량 확대에 따른 수확체감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의 상태에 있는 대형은행을 합병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의하면 국민, 주택 은행의 경우처럼 생산공정이 이질적이라도 합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범위의 경제가 강

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하나+한미+주택이나, 3) 하나+한미+국민은행의 합병시나

리오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어도 합병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효과는 오히려 감소하여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범위의 경제

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분석결과 합병은행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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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처하면서도 기존의 효율적 은행의 효율성을 능가하는 생산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14 12) 국민+주택의 합병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역시 기술적으

로 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병은행을 구성하는 개별은행

의 효율성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기는 

힘들다.  

셋째, 한미은행과 타 우량은행과의 합병은 많은 범위의 경제효과를 초래한다. 이전에는 

효율적이었지만 1999년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 된 한미은행과의 합병 시나리오는, 1) 하

나+한미, 2) 하나+한미+주택), 4) 하나+한미+국민, 5) 하나+한미+신한은행의 합병 시

나리오에서 처럼 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킨다. 하지만 8) 주택+한미의 합병 시나리

오는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는 우량은행이거나 비교적 효율적인 하나 또는 한미은행과 비효율적인 지방은행 

간의 합병은 절대 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수 없다. 9) 하나+지방은행, 10) 한미+

지방은행의 합병시나리오가 그것이다. 개별은행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는 

지방은행은 규모가 작아 우량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되면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

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은행과 같이 대부분 비효율적인 은행만을 모아

서 합병은행을 만들 경우에도 역시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뿐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11) 모든 지방은행의 합병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2. 地方銀行 合倂의 經濟的 意味  

특히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지방은행의 통합, 또는 일부 효율적

인 대형은행과 지방은행의 통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지방은행과의 통합에 대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은행 구조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

한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실제 분석상에서는 개별분석대상은행의 자료에 합병대상은행의 자료의 합으로 정의된 새로운 DMU가 추

가되어 DEA분석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합병은행의 기술적 효율성이 합병은행을 구성하는 기존은행의 기술

적 효율성을 능가하게 되어 기존은행을 비효율적인 DMU로 만들게 될 때에 범위의 경제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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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DEA모형의 틀 내에서 합병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15 단순한 예로서 1가지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역시 1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예를 들자. 합병은행이 될 

지방은행 A(그림에서 점 A)과 지방은행 B(그림에서 점 B)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상

태에 처해있고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은행 M(그

림에서 점 M)을 설립하여 대형화를 시도한다고 하자.   

각 지방은행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전 생산방식을 유지(아래 그림에서 생산

공정을 나타내는 원점에서 생산점을 잇는 직선상을 의미)하면서 구조조정(직원수 감축, 

자산매각, 지점폐쇄)를 통해 생산함수상의 점에 위치하게 되었고(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

태로서 점 A’ 및 B’), 이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한다고 하자. 그러면 합병은행의 생산공정

은 지방은행 A와 지방은행 B의 생산활동의 벡터 합인 합병은행의 생산점 M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상태에 있는 효율적 은행이 합병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비효율인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2개 은행이 합병하여 비효율적이 되었기 때문에 합병은행은 기술적으

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산요소 감축을 단행해야만 한다. 이는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을 간주할 경우 점 M’에서 M에 해당되는 생산요소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한다면 M-M’’에 해당하는 생산요소의 감축이 필

요). 추가적인 생산투입요소의 감축이 없다면 은행의 합병은 오히려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비효율적인 지방은행간 일부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의 통합

을 시도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은행이 탄생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인력감축, 

자산감축, 지점폐쇄와 같은 투입요소의 감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은 더욱 감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의 구조조정에 대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별은행의 구

조조정 과정에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요소 투입감축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과

정에서 은행간 통폐합을 시도할 경우 추가적인 생산요소 투입의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따라서 비효율적 은행간 통폐합에 있어서 인력감축, 자산매각, 지점수 축소와 같은 

생산자원의 감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통폐합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지방은행의 구조조정은 일정기준에 미

                                               
15 Tone (1999) 또는 Cooper, Seiford and Tone (2000), 143-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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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은행을 P&A방법에 의해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생산공정상 유사성이 있는 은행

으로 정리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우량한 지방은행은 장기적

으로 지주회사식 합병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림 5> 비효율적 지방은행의 합병의 설명 예  

 

 

3. 現在 推進中인 銀行 構造調整에 대한 憂慮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은행 구조조정은 몇 가지 문제점

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금융구조조정은 BIS비율, 부실규모와 같은 기준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은행의 합병, 피합병 여부를 결정하였다. 생산주체

로서 은행의 기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늘어난 은행은 주로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은행이라는 점이다.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은행은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피합병 은행 

또는 경쟁력이 낮은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에 처하여 기업의 무

더기 도산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이 집단 부실화 되고, 은행의 부실채권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을 잣대로 하여 

진행된 은행의 구조조정은 기업금융을 위축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선진금융기법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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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행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국투자자에게 매각

한 제일은행마저도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기업자금 경색현상을 유발시켜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

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경제는 지금 신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산

업구조재편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은행이 소매금

융에 치중하여 기업금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미래산업의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다.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산업의 재무구조를 건

실하게 한 후,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

정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예기치 않았던 대우사태의 발발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구조조정이 너무 지연되었고 그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의 효과도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의 정부의 은행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모든 은행을 살리려는 

집단주의적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부실은행을 한꺼번에 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는 경제적인 효율성 증진 등의 뚜렷한 

목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의 효율성을 고려

한 구조조정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이것

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은행은 P&A(purchase & assumption)방법에 

의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방법이 단지 현재의 

금융구조조정의 난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잠정적인 조직형태의 변화로 이해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 내에서도 이사회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지배구

조의 개선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합한 이사회가 어떻

게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킬 것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을 금

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이후의 뚜렷한 영업전략 없이는 지주회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없음은 물론 부실금융기관의 대형화라는 정책실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행이 통합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통합하기 이전 은행의 같은 수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력감축이나 점포수 감축

보다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력이나 지점수 등 요소투입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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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축소 노력이 없이는 은행 합병 후에도 효율성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 현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 인력감축이나 점포 폐쇄와 같은 핵심내용이 없는 은행

통폐합은 오히려 은행의 생산성에 비효율성을 높여 부실채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V. 結論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생산 효율성을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개별은행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적 의미를 찾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은행을 생산기능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노동(피용자

수), 자본(고정자산), 지점수를 투입하여 대출액, 유가증권투자, 예금액의 복수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상정하고 생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생산 비효율 즉, 기술적 비효율, 

규모의 비효율 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모형선정, 일반은행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치에 의한 

경쟁력 비교,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의미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은행의 효율성 분석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는 은행의 생산기능적 측면을 활용

한 분석결과가 가장 양호하고 의미있는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그

리고 분명한 정책적 의미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 모형은 은행 통폐합에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기술적 효율성 수준

이 낮은 개별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표분석 즉, 직원수 감축규모, 폐쇄해야 할 지

점수, 자산매각 규모에 대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적절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의 연도별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를 비교하여 개별은행의 특징을 보면 첫

째, 1999년 현재 국민, 신한, 외환, 제주, 주택, 평화, 하나, 한빛은행의 8개 은행이 기술적

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 은행의 가동수준과 관련하여 최

소효율규모에서 생산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영업을 하

고 있는 은행 가운데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은행은 국민, 주택 및 한빛 은행이다. 

반면 신한, 외환, 평화 및 하나은행은 최소효율규모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은행은 조흥은행이다. 기타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상태에 처해있다. 셋째, 기술적으로 생산공정이 비슷한 은행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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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에 관한 의미이다.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은행은 자신의 생산기술적 특성과 유사

한 효율적 은행의 생산공정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은 하나은행과 제주은행이 그 참고대상이다. 기타 시중은행 가

운데 서울은행은 신한은행을, 한미은행은 평화, 하나은행을, 제일은행은 신한, 하나은행을, 

조흥은행은 신한, 하나, 한빛은행을 각각 참고대상으로 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은행고유의 생산기술적 특징이 아주 상이하다는 점은 금융구조조

정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국민, 주택은행은 각각 기존은행과 아주 상이한 생산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어떤 은행이 참고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른다. 외환은행 역시 고유의 특성이 아주 강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외 하나, 

평화, 신한, 한빛 은행은 한미, 제일, 서울, 조흥은행과 생산기술적 특성이 비교적 유사하

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전북, 경남, 대구, 광주, 부산 등 대부분 지방은행은 하나은행과 유

사한 생산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행통폐합의 시나리오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별은행의 생산 공정상 특징, 현재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느냐의 여부, 통폐합시 기대될 수 있는 범위의 경제효과까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효율성을 가진 은행간 합병, 효율적 은행과 비효율은행의 

합병, 비효율적인 은행간 합병 등 14개 합병 시나리오가 분석되었다. 그 주요 의미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은행간에 합병을 추진할 경우에

는 역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 은행간 합병이

라고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둘째, 국민, 주택 은행의 경우처럼 생

산공정이 이질적이라도 합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합

병으로 인해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해 규모

의 경제효과는 오히려 감소하여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에 처하게 된다. 셋째, 효율적 은행

과 타 효율적 은행과의 합병은 많은 범위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넷째는 효율적인 은행

과 비효율적인 지방은행 간의 합병은 절대 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수 없다. 더욱

이 개별 지방은행은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므로 우량은행과의 합병으

로 인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이 탄생되

면서 오히려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비효율적인 은행만을 모아서 

합병은행을 만들 경우 역시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킬 뿐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몇 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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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금융구조조정은 BIS비율, 부실규모와 같은 경직적인 기준으로 은행의 경

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은행의 합병, 피합병 여부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피합병 은행 또는 경쟁력이 낮은 은행은 대부분 기업금융에 치중하는 은

행으로서 기업의 여신연체, 채무상환능력 약화, 부도 등의 기업 부실화에 따라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BIS비율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금융구조조정 하에서는 은행의 기업금융 기능을 위축하게 할 것이고 대부분 은

행으로 하여금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하게 할 것이다. 이 경우 제조업 구조조

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공급 애로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금융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량

은행과 비효율적인 은행을 묶는 합병방식이나 비효율적인 은행 만을 묶는 방식은 절대 

효율적인 은행을 탄생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주회사로 묶는 방식을 포함

하여 비효율적인 은행을 단순히 묶는 것 만으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현재의 

문제를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 비효율적 은행이나 합병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감축, 자산매각, 지점 수 축소가 관건이 된다. 비효율적인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서 뿐만 아니라 통합된 합병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에 이런 핵심내용이 없을 경우 은행통폐합은 오히려 은행의 비효율을 

늘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개별은행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실질적 효과가 발휘

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투입의 감소가 필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통폐합을 시

도한다면 더 많은 생산요소 투입의 감축이 필요하다. 만약 이를 확실하게 시행할 수 없

을 경우 특히 통폐합은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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