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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구조조정 편익과 최  

겸 구조의 추정

김 자 (한국 융연구원)

<요  약>

본고의 목 은 융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의 목 과 편익이 무엇인

지 논의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최  겸 구조가 무엇인지 추정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악하기 하여 자본시장을 상으로 

Panzar-Rosse 테스트를 행하 으며, 독  경쟁구조를 지닌 것으로 악되

었다. Saunders and Walter(1994)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  겸 구조를 추정

하 다. ROE  ROA를 상으로 은행, 증권, 보험 간  방식의 겸 구조

에 한 조합을 구성하여 결합수익  결합 험의 크기를 추정하 고 상

인 겸업의 편익을 논의하 다. 그 결과, 재 국내 융산업의 겸업구조는 

여 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악된다.

핵심주제어: 융구조조정, Panzar-Rosse Test, 결합 험 최소화의 문제

JEL: G21, G24, G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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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의 목 은 융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의 목 과 편익이 무엇

인지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최  겸 구조가 무엇인지 추정하

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져 왔고, 조만간 새로운 지주회사의 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융겸업과 지주회사는 국내 융산업을 선진화시키는 주요한 수

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겸업수 은 아직은 낮은 형편이다. 융지

주회사 내에서 주력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비 , retail banking과 corporate 

banking의 미분화 상, 제도통합이 체를 상으로 하지 못하고 아직은 부

분을 상으로 하는  등을 볼 때 국내 겸업수 이 높다고 말하기는 곤란

하다.

   이러한 실에 비추어서 본고에서는 융구조조정의 편익에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자본시장을 포함한 융산업 체를 상으로 한 바람직

한 겸업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서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융구조조정의 목 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 3 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구조를 살펴본다. 제 4 장은 융산업 체를 상으로 한 겸업을 염두

에 둘 때, 바람직한 겸업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제 5 장에서는 해외 

융지주회사의 사례에 비추어 국내 융지주회사의 겸업구조를 살펴보고 시

사 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융구조조정의 목

   융구조조정은 새로운 융기술, 기 , 시장(new financial technologies, 

institutions, markets) 혹은 새로운 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창출하

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새로운 융기술, 기   시장은 융서비스를 

달하는 로세스(process)의 개선을 의미하며, 융수단은 새로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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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구조조정의 목 을 좀 더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시장시스템의 불완 성을 보완 ② 도덕  해이의 문제 혹은 정

보비 칭성 문제를 해소 ③ 거래비용 혹은 탐색비용(search cost)을 감소 ④ 

조세  규제체계의 개선 ⑤ globalization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

운 험요인 인식과 이에 한 응방안을 마련 ⑥ 새로운 기술  충격에 

따른 융발  추구(capitalizing on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등이

다.

가장 성공 인 융구조조정의 한 는 1986년 국에서 추진된 융빅뱅

이다. 국 융빅뱅의 목 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거래비용  정보비용의 감소를 통한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이다. 증권

매매 수수료를 자유화하 고, 매매와 개의 겸업을 허용하 다. 에는 

stock jobber(market maker)와 stock broker의 자격증이 분리되어 시행되었

다. 둘째, 증권업에 한 은행  외국자본의 겸업을 허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다. 이를 통해 국제화, Euro Market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히 응하 다. 셋째, IT기술을 이용하여 electronic banking, trading 

system 등 자거래를 활성화하 다. 

   이와 같이 국에서 추진된 자본시장에 한 구조조정은 ① 수수료자유

화를 통한 가격경쟁 유발, ② 자본시장 참가를 은행  외국자본에게 개방하

여 겸업을 발 시킴으로써 범 의 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경쟁

압력(competition pressure)을 제고, ③ 자 융 등 IT기술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추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의 에서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을 성공 으로 추진하

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크게 제고시켜야 한다는 

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국의 사례에 비추어 국내에서 자본시장의 빅뱅을 이야기한다면 그 목

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최근 국내에서 논의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의 업무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환하는 것이

다. 즉, 재 증권사의 업무구조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 을 차지하는 단순

탁업무의 비 을 크게 낮추고 신 기업 융  투자은행기능의 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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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② 자본시장의 업무에 하

여 겸업을 확 하여 범 의 경제를 추구하고 기존 자본시장 참가자 이외 새

로운 참가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내 경쟁압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높은 험 리와 상품개발능력을 실 한다. 자본시장은 융시장 가운

데 가장 극 으로 험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 시장이다. ③ 

자본시장에 IT기술을 극 활용하고 이를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기 로 

활용한다. 

국의 와 같이 국내에서도 시장 내에서의 경쟁압력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재의 경쟁정도가 충분하다면 경쟁을 높이기 한 정

책을 취하는 것은 구태여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면 재 국내 자본시

장의 경쟁압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를 해 Panzar-Rosse Test를 행하고자 

한다.

3. 국내 자본시장에 한 Panzar-Rosse 테스트1)

 Panzar-Rosse 테스트는 자본시장이 얼마나 경쟁 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Panzar-Rosse Test는 생산투입요소 

가격의 변화에 한 수익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함으로써 시장이 얼마나 경쟁

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단하는 검정통계량이다. 

 시장이 완  경쟁 (perfectly competitive)인 경우, 이론 으로 투입요소 

가격의 변화에 한 수익구조의 탄력성은 1이며, 독 (monopolistic)인 경

우에는 음의 값을 지닌다. 한, 단기균형에서는 이윤을 얻으나 장기균형이 

이윤이 (zero)인 독  경쟁(monopolistically competitive)의 경우에는 탄

력성이 (zero)과 1사이의 값을 지닌다. 

이와 같이 시장구조에 의하여 탄력성이 달라지는 까닭을 간단히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의 설명방식은 Panzar-Rosse(1987)의 기

본 취지를 반 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취하 다. 완 경쟁모형, 독 모형, 독

 경쟁의 이윤극 화문제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직  탄력성을 도출하

다.

1) Panzar-Rosse 테스트의 임계치에 한 이론 인 도출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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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완 경쟁모형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즉, 

 ∙ 이다. 이로부터 이윤극 화 1계조건   을 얻는다. 1계

조건의 양변에 를 곱하면, ∙  ∙ , 즉   ∙이다. 여기서 

     

 


 로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한

다. 따라서 


 이며, 비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즉,

             




 ∙


 .

 시장구조가 독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독 인 모형의 이윤함수

는 다음과 같다. 즉,  ∙ 이다. 이로부터 얻는 이윤극 화 1

계 조건은    ′  이다. 이 균형조건의 양변에 을 곱하

면,  ′   , 즉    ′이다. 여기에서도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한다. 따라서 


  
′

이다. 여기에서 


′

≥ 인데 그 이유는 해당기업이 독 기업이기 때문이며, 편의상 


′

 을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즉, 

              




 














    ≤ 

시장구조가 독  경쟁모형인 경우를 보자. 이때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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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여기에서 이윤극 화 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제 1계 조건의 양변에 을 곱하면, 다음을 얻는다. 

     
′   

     번째 기업의 경우     
′이며, 이는   

번째 기업에 해서도 성립한다. 여기에서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

한다. 따라서 


   

이며,   

′
≈ 이다. 그 이유는 해

당기업이 독  경쟁기업이므로 독  요소와 경쟁  요소를 동시에 가지

고 있고, 장기균형은   로 의 이윤을 얻는 다른 기업과의 가격경쟁

압박이 있어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매우 제한 이기 때문이다. 

   이제 비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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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표>           Panzar-Rosse Test의 critical values

탄력성   시장구조

<0 독과

0<<1 독  경쟁

=1 완 경쟁 혹은 contestable market

   이상에서 정의된 통계량을 이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압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Panzar-Rosse 통계량을 이용한 실증분석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 추정식은 Fohlin(2000)의 를 따른 것이다.  

    

여기서    는 각각 총수익, 총자산, 유동성부채( 탁 규모), 1

인당 노동비용( 비)을 나타낸다.   는 각각의 변수가 총수익에 미치

는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라미터이다. 특히 에 한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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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zar-Rosse 통계량을 의미한다. 

Panzar-Rosse 통계량을 추정하기 하여 1999년 1사분기에서 2007년 1사

분기  41개 국내 증권사에 한 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추정결

과에 따르면, Panzar-Rosse 통계량 추정치는 0.041~0.049의 값을 보임에 따라 

0<<1의 조건을 따르는 독  경쟁구조(monopolistic competition)에 해

당함을 알 수 있다. 

<표 1>         Panzar-Rosse 통계량 추정결과

fixed effect random Panel least squares

 0.984(4.10) 0.379(1.712) -1.212(-6.94)

 0.662(31.99) 0.702(36.55) 0.799(49.73)

 0.0622(4.07) 0.063(4.21) 0.083(5.64)

 0.041(1.96) 0.049(2.38) 0.067(2.93)

 0.913 0.725 0.870

추정된 통계량에 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비용조건이 변화함에도 불

구하고 수익성은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자본시장 참가자 간 경쟁이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사실상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  경쟁모형의 이론  결과에 응하여 추정된 통계량을 해석하면 다

음과 같다. 많은 수의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다소의 차별성은 유지하고 있으

나, 자본시장참가자 간 치열한 경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분석 상 기

간을 염두에 둘 때, 라이선스(license)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리미엄(license 

premium)이 한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구조에

서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자발 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독  경쟁은 비록 장기 으로는 의 이윤(zero profit)이지만, 단기 으로 

양의 이윤을 얻고 있고 완 경쟁에 비하여 경쟁의 정도가 낮아 자발 인 퇴

출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은 자발  유인보다는 제도변화를 

통한 인  유인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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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8년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춰질 

정이며 이후부터는 시장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41개 기 을 상으로 한 평균 인 값을 

의미하므로 개개의 모든 기 이 그와 같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쟁압력이 낮은 시장을 상으로 한 융구조조정의 주요 수

단은,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국빅뱅 등 해외사례를 볼 때 크게 세 가

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가격변수, 겸업확 를 통한 범 경제 추구  경쟁

진, 생산함수를 상으로 한 규모경제 추구 등이다. 세 가지 변수가 융

구조조정의 과정  효과에 미치는 향은 모두 상이할 것이다. 다만, 가격

변수는 재의 시장가격 수 이 정상수 (fair value)일 경우에는 자칫 가격

의 왜곡 상을 불러 올 수 있는 제약이 있다. 한 생산함수의 기술  생산

성을 제고하는 것은 제약된 기간 동안 정책 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기 하

기가 곤란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 가지 수단 가운데 상 으로 시장에 미치는 구조조정 효

과가 큰 것으로 기 되는 겸업확 를 통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추정해 보고

자 한다. 

4. 최  겸 구조와 편익의 추정

  본고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상으로 겸업확 를 추

구할 경우 어떤 종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편익이 창출될 것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겸업확 를 통해 기 할 수 있는 편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차

매(cross-selling)를 통한 수익증가효과이다.  하나는 험 리효과이다. 

즉, 업무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험분산(diversification effect) 효과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겸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험 한 단 당 수익의 비율이 크

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자본시장 참가자 간 겸업이 확 될 경우 험분산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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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지,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험분

산효과가 의미 있는 크기로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정

인 구조조정 편익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결합 험을 최소화하는 

최 겸 비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융기  간 결합에 따른 험분산효과의 존재유무는 Saunders and 

Walter(1994)에 의하여 사용된 결합 험 최소화 문제를 모델로 하며, 이문제

의 해(solution)로서 최  겸 구조를 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해서 

Saunders and Walter(1994)는 ROE를 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 본고에서는 ROE와 ROA를 분석 상으로 하고자 한다. 

 결합 험 최소화의 목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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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융기  가 차지하는 결합비 으로서 를 들면 지주회

사 내에서 결합 후 차지하는 규모의 비 을 나타낸다. 는 융기  의 수

익률, 

는 수익률의 분산을 나타내며, 는 수익률의 평균, 는 두 융기

  의 수익률 공분산을 나타낸다. 

의 최소화문제의 해는 다음과 같은 1계 조건으로 도출되며, 여기에서 

 는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각각 융기  1, 2가 업무 혹은 수익구조에

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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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에서 도출된 결합 험 최소화를 실 할 수 있는 최  비율

을 추정하고자 하 다. 분석은 2002년 1월부터 2007년 10월에 이르는 각 개

별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의 ROE와 ROA를 상으로 하 다. 우선, ROE를 

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ROE를 상으로 한 편익과 최 구조 추정

우선, compound return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월별 수익

률의 합이다. 일정한 가 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단

순한 방법을 사용하 다. 융회사 간 자산규모, 시가총액 등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평균은 자산규모  시가총액에 

있어서 상 으로 은 융회사의 수익성과 험이 과  반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추후에 가 평균을 사용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다

만 return의 규모가 아니라 수익률을 상으로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다

소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에서 주가지수에 한 compound return은 각 개별 융회사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의 평균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은행은 32%, 증권은 134%, 보

험사는 13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monthly return의 평균은 은행은 

1.7%, 증권사는 3.5%, 보험사는 역시 3.5%이다. 험을 표하는 monthly 

return의 분산은 은행의 경우 0.092, 증권사는 0.098로 거의 유사한 값이다. 

반면 보험사 수익률의 분산은 0.12로 상 으로 높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의 monthly ROE를 

상으로 한 교차 상 계수(cro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은행

부문은 0.611, 증권부문은 0.560이다. 반면 은행과 증권사 간 교차 상 계수

는 0.417이다. 은행과 보험사간 상 계수는 0.391이다. 한 증권사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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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차상 계수는 0.493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부문 간 교차상 계수가 

1보다 낮은 것은 겸업의 확 를 통한 험분산효과(risk diversification 

effect)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는 결합 험 최소화를 한 최 비율 추정치를 담고 있다. 추정결

과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이 결합을 추구하는 경우  결합 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의 비 은 55%, 증권의 비 은 45%이다. 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는 

은행이 71%, 보험이 29%가 최 비율이다. 한 증권과 보험의 결합에 해

서는, 증권은 87%, 보험은 13%가 최  비율이다. 

 추정된 최  겸업비율을 이용하여 결합수익  결합 험을 도출하 다. 

이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이 55:45의 비율로 결합하여 business structure를 

갖추는 경우 수익은 각각 0.017, 0.035에서 결합수익 0.025를 낳는다. 이때 결

합 험은 0.080이다. 그리고 결합 험 비 결합수익은 0.314가 되어 결합이 

이루어지기 이 의 0.188  0.166에 비하여 더욱 큰 값이 되었다. 이와 같은 

험분산효과가 창출된 것은 은행부문과 증권부문의 교차상 계수가 0.417로

서 unit value 값보다 히 작기 때문이다. 은행과 보험이 에서 도출된 

최  겸업비율로 겸업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결합수익은 0.017, 결합 험은 

0.085이고 이때 결합 험 비 결합수익은 0.202이다. 겸업구조가 형성되기 

이 에 비하여 여 히 증가한 값을 보여 으로써 겸업구조가 유용할 수 있

음을 보여 다. 증권과 보험의 겸업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결합수익은 0.035, 

결합 험은 0.094이고 이때 결합 험 비 결합수익은 0.3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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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compound return 0.316 1.335 1.386 

monthly return 0.017 0.035 0.035 

monthly return의 
분산

0.092 0.098 0.120 

ratio 0.188 0.166 0.167 

은행 증권 보험 결합수익 결합 험 결합위험
결합수익

1 0.5549 0.4451 0.0000 0.025 0.080 0.314 

2 0.7119 0 0.2881 0.017 0.085 0.202 

3 0 0.8695 0.1305 0.035 0.094 0.371 

은행 증권 보험

은행 0.611 0.417 0.391 

증권 0.560 0.493 

보험 0.390 

<표 2>                      ROE (평균)

 주)  ratio는 monthly return을 분산으로 나  값이다.

<표 3>                    교차 상 계수

주) 교차 상 계수에서 자신 스스로의 자기상 계수는 제외된다.

<표 4>              최  결합비율  편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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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OA를 상으로 한 편익과 최 구조 추정

이 에서는 자산수익률(returns on assets, ROA)을 상으로 하여 기능 

간 결합에 따른 최  비율과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그림 1>~<그림 3>에 포함되어 있다. 분석 상은 2001년 9월부터 2007년 6

월까지의 분기별 자산수익률이다.

<표 5>에 의하면, 은행의 자산수익률 평균은 0.53이며, 증권은 2.90, 생명

보험사는 5.95로 가장 높다. 손해보험사는 4.31로 그 다음이다. 자산 비 자

기자본비율은 은행 11.81, 증권 26.60, 생보사 3.15, 손보사 8.11이다. 자산수익

률의 표 편차 평균은 은행이 0.38로 가장 낮으며, 증권사는 4.40, 생보사는 

1.44, 손보사는 1.70이다. 개별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표 편차는 0.84이고, 

증권사 10.63, 생보사 3.59, 손보사 6.04이다.

VaR은 해당 융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 있는 자산수익률의 임계치를 나

타낸다. 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손실자기자본 

다시 말하면, 

이윤 자기자본
  

 



   총자산

  
 

여기에서 은 자산수익률이다. 정규분포함수를 이용하기 하여 정규화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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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의하면, 표 편차max를 이용한 은행의 VaR은 -14.69이며, 증권

사는 -2.78, 생보사는 -2.53, 손보사는 -2.06이다. 여기에서 표 편차max는 권

역별 개별 융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표 편차를 말한다. 본고에서 권역별 

융회사들의 평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왜곡

을 피하기 하여 개별 회사  가장 높은 값을 이용하 다. 물론 시뮬 이

션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값도 기 으로 하 다. 

표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VaR 각각에 응한 부도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여기서 은 표 정규분포함수이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부도확률은 0.00%이며, 증권사는 0.28%, 생보사는 

0.56%, 손보사는 1.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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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익율
자기자본

비율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max 
VaR default prob

은행 0.53 11.81 0.38 0.84 -14.69 0.000000 

증권 2.90 26.60 4.40 10.63 -2.78 0.002759 

생보 5.95 3.15 1.44 3.59 -2.53 0.005625 

손보 4.31 8.11 1.70 6.04 -2.06 0.019877 

<표  5>    각 부문 자산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험, VaR, 부도확률

주) 자산수익률은 융회사들의 평균 자산수익률(). 표 편차평균()은 은행, 증

권, 보험에 속하는 개별 융회사들 체의 자산수익률에 한 표 편차의 평

균. 표 편차max는 개별 융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표 편차. 자기자본비율

은 총자산 비 자기자본 비율.

 <그림 1>은 은행이 증권, 생보사, 손보사와 결합하는 경우 부도확률에 

한 시뮬 이션 결과이다. 시뮬 이션에서 결합가 치는 은행에 비교한 증

권사  보험사의 비 을 나타낸다. 를 들어 결합가 치가 0이라 함은 은

행이 증권사  보험사와  겸업 계를 맺지 않고 자신만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반 로 결합가 치가 1이라 함은 증권사 혹은 보

험사가 은행업과 겸업 계를 갖지 않고 자신들만의 사업구조를 갖는 경우이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행이 증권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이 생보

사  손보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에 비하여 반 으로 더 낮다. 이

는 증권사와 보험사 가운데 은행과 겸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는 증권사라는 을 의미한다. 다만 결합비 이 

45%에서 90%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증권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이 

생보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에 비하여 더 높다. 하지만 결합비 이 

45% 미만인 수 에서는 결합에 따른 부도확률이 사실상 (zero)의 값을 갖

는다.

 <그림 2>는 증권사가 생보사  손보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을 

나타낸다. 증권사가 생보사와 결합하는 경우 결합가 치  구간에 하여 

양의 부도확률을 지니지만 일정한 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

인다. 하지만 증권사가 손보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 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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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인다. 손보사의 가 치가 70%되는 경우 부도확률은 1% 정도에 이르

게 된다. 손보사와의 결합에 따른 험의 크기는  구간에서 생보사와 결합

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

<그림 3>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을 나타낸다. 손

보사의 결합비 이 0인 경우에는 부도확률이 0.5%이지만, 결합가 치가 30%

에 이르면 부도확률은 1%로 크게 증가한다. 손보사의 결합비 이 30%인 경

우, 은행과의 결합시 부도확률은 (zero)이며, 증권사와의 결합시 부도확률

은 0.5%이다. 가 치의  구간에서 생보사의 손보사와의 결합은 은행  증

권이 손보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부도확률에 비하여 monotonically 더 높다. 

이는 손보사와 생보사의 상고객, 업무구조  자산수익의 원천의 차이를 

반 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분석기간을 상으

로 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록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는 은행과 증권 간 겸업구조가 이루어지는 경

우 부도확률의 크기에 한 시뮬 이션 결과이다. 시뮬 이션은 결합가 치

가 0.02단 로 증가할 경우를 가정하 다. 에서 논의한 <그림 1>~<그림 

3>은 부록에서 보여 지는 시뮬 이션에 기 한 것이다. 다만, 은행과 보험사, 

증권과 보험사, 생보사와 손보사 간 시뮬 이션 결과는 지면 제약 상 부록에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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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융부문 간 결합에 따른 부도확률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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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증권과 보험의 결합에 따른 부도확률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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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결합에 따른 부도확률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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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융겸업구조의 황과 시사

    미국 융지주회사인 Citigroup의 2006년 수익구조는 상업은행부문과 그 

이외 부문 간 겸업구조의 비 을 보여 다. 체 수익가운데 retail banking

이 차지하는 비 은 56%이며, 투자은행부문은 33.1%, 자산 리부문은 6.7%, 

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는 5.9%를 차지한다. retail banking과 그 외 

부문의 비 이 각각 56%, 44%로 나뉜다. 이러한 비 은 Citicorp와 Travelers

이 합병하기 직 인 1997년의 수익(net revenue)의 구성비율과 매우 유사하

다. 1997년 Citicorp의 순수익은 41억4천7백만 달러 고, Travelers는 33억5천

9백만 달러로 체 75억6백만 달러 가운데 각각 55.2%, 44.8%의 비 을 차지

하 다. 

   국내 융지주회사의 겸업구조는 어떠한가? 2007년 6월말 재 국내 

융지주회사의 business structure를 살펴 볼 때 그룹 체 자산에서 주력부

문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다. 하나 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이 주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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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우리 융지주 신한 융지주 하나 융지주 한국투자 융지주

'06.말 '07.6말 '06.말 '07.6말 '06.말 '07.6말 '06.말 '07.6말

은행 90.7 89.6 89.8 83.4 96.4 94.9 - -

증권 5.9 7.1 2.3 2.8 3.1 3.8 86.4 91.3

보험 - - 3.5 3.1 - 0.6 - -

비은행 - - 3.2 7.9 0.5 0.7 11.2 8.2

기타 3.4 3.3 1.2 2.8 0.0 0.0 2.4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인데 은행의 자산이 그룹 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94.9%이다. 신

한 융지주회사의 경우 LG카드 인수 등으로 업종별 사업구성이 보다 다양

해 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 이 83.4%이다. 물론 은행 심 

융지주회사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다. 우리 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의 

비 이 89.6%이다. 국내 4개 융지주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 심 지

주회사인 한국투자 융지주회사의 경우 증권사의 비 이 91.3%이다. 

   최근 증권시장 활황  비은행계 자회사 편입 등의 향으로 은행지주회

사의 경우 은행이 차지하는 비 이 약간 감소하 다. 반면, 국내 유일한 증

권지주회사인 한국투자 융지주회사의 주력부문인 증권자회사의 자산비 은 

오히려 기 말 86.4%에서 91.3%로 증가하 다. 

<표 6>              연결 총자산의 부문별 비  황  (단  : %)

 자료출처: 융감독원 보도자료

   이와 같이 매우 높은 주력부문의 비 은, 앞 에서 논의한 최  겸 구

조와 해외사례를 염두에 둘 때, 재 국내 융겸업의 구조가 상당히 편향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겸업의 편익을 

험 리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미 지 하 듯이, 겸업은 교차 매

(cross-selling) 등을 통한 수익창출 효과도 낳는다. 이런 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겸업구조는 융산업 체 portfolio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하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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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역시 아직은  낮은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융겸업의 에서 볼 때, 아직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다려

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손상호․구본성․임병철․김자 ․남재 ․이석호, 『 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조사보고서 2005-01, 한국 융연구원, 2005.9

이건범․김우진, 「 융지주회사의 효율  운용을 한 제도개선 방안연

구」, 한국 융연구원, 2005.12.

Fohlin, C. (2000), "Banking industry structure, competition, and 

performance: does universality matter?," CalTech

Panzar, J.C. and Rosse, J.N., 1987. "Testing for ‘monopoly’ equilibrium,"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5 4, pp. 443–456. 

Saunders, A. and I. Walter(1994),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Walter, I. (2007), "Case Discussion on Citigroup,"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 22 -

가 치 자산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험1 험2 VaR1 VaR2 default prob

0.00 0.5300 11.8100 0.3800 0.8400 -32.4737 -14.6905 0.00000000 

0.01 0.5537 11.9579 0.4202 0.9379 -29.7753 -13.3400 0.00000000 

0.02 0.5774 12.1058 0.4604 1.0358 -27.5482 -12.2448 0.00000000 

0.03 0.6011 12.2537 0.5006 1.1337 -25.6788 -11.3388 0.00000000 

0.04 0.6248 12.4016 0.5408 1.2316 -24.0873 -10.5768 0.00000000 

0.05 0.6485 12.5495 0.5810 1.3295 -22.7160 -9.9270 0.00000000 

0.06 0.6722 12.6974 0.6212 1.4274 -21.5222 -9.3664 0.00000000 

0.07 0.6959 12.8453 0.6614 1.5253 -20.4735 -8.8777 0.00000000 

0.08 0.7196 12.9932 0.7016 1.6232 -19.5450 -8.4480 0.00000000 

0.09 0.7433 13.1411 0.7418 1.7211 -18.7172 -8.0672 0.00000000 

0.10 0.7670 13.2890 0.7820 1.8190 -17.9744 -7.7273 0.00000000 

0.11 0.7907 13.4369 0.8222 1.9169 -17.3043 -7.4222 0.00000000 

0.12 0.8144 13.5848 0.8624 2.0148 -16.6967 -7.1467 0.00000000 

0.13 0.8381 13.7327 0.9026 2.1127 -16.1431 -6.8968 0.00000000 

0.14 0.8618 13.8806 0.9428 2.2106 -15.6368 -6.6690 0.00000000 

0.15 0.8855 14.0285 0.9830 2.3085 -15.1719 -6.4605 0.00000000 

0.16 0.9092 14.1764 1.0232 2.4064 -14.7435 -6.2689 0.00000000 

0.17 0.9329 14.3243 1.0634 2.5043 -14.3476 -6.0924 0.00000000 

0.18 0.9566 14.4722 1.1036 2.6022 -13.9804 -5.9291 0.00000000 

0.19 0.9803 14.6201 1.1438 2.7001 -13.6391 -5.7777 0.00000000 

0.20 1.0040 14.7680 1.1840 2.7980 -13.3209 -5.6369 0.00000001 

0.21 1.0277 14.9159 1.2242 2.8959 -13.0237 -5.5056 0.00000002 

0.22 1.0514 15.0638 1.2644 2.9938 -12.7453 -5.3829 0.00000004 

0.23 1.0751 15.2117 1.3046 3.0917 -12.4841 -5.2679 0.00000007 

0.24 1.0988 15.3596 1.3448 3.1896 -12.2385 -5.1600 0.00000012 

0.25 1.1225 15.5075 1.3850 3.2875 -12.0072 -5.0586 0.00000021 

0.26 1.1462 15.6554 1.4252 3.3854 -11.7889 -4.9630 0.00000035 

0.27 1.1699 15.8033 1.4654 3.4833 -11.5826 -4.8727 0.00000055 

0.28 1.1936 15.9512 1.5056 3.5812 -11.3874 -4.7874 0.00000084 

0.29 1.2173 16.0991 1.5458 3.6791 -11.2022 -4.7067 0.00000126 

0.30 1.2410 16.2470 1.5860 3.7770 -11.0265 -4.6301 0.00000183 

0.31 1.2647 16.3949 1.6262 3.8749 -10.8594 -4.5574 0.00000259 

0.32 1.2884 16.5428 1.6664 3.9728 -10.7004 -4.4883 0.00000359 

부록: 겸업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

<표 > 은행과 증권 결합에 따른 수익, 험  부도확률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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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1.3121 16.6907 1.7066 4.0707 -10.5489 -4.4225 0.00000488 

0.34 1.3358 16.8386 1.7468 4.1686 -10.4044 -4.3598 0.00000651 

0.35 1.3595 16.9865 1.7870 4.2665 -10.2664 -4.3000 0.00000854 

0.36 1.3832 17.1344 1.8272 4.3644 -10.1344 -4.2429 0.00001103 

0.37 1.4069 17.2823 1.8674 4.4623 -10.0081 -4.1882 0.00001406 

0.38 1.4306 17.4302 1.9076 4.5602 -9.8872 -4.1360 0.00001767 

0.39 1.4543 17.5781 1.9478 4.6581 -9.7712 -4.0859 0.00002196 

0.40 1.4780 17.7260 1.9880 4.7560 -9.6600 -4.0378 0.00002697 

0.41 1.5017 17.8739 2.0282 4.8539 -9.5531 -3.9918 0.00003279 

0.42 1.5254 18.0218 2.0684 4.9518 -9.4504 -3.9475 0.00003949 

0.43 1.5491 18.1697 2.1086 5.0497 -9.3516 -3.9049 0.00004712 

0.44 1.5728 18.3176 2.1488 5.1476 -9.2565 -3.8640 0.00005577 

0.45 1.5965 18.4655 2.1890 5.2455 -9.1649 -3.8246 0.00006549 

0.46 1.6202 18.6134 2.2292 5.3434 -9.0766 -3.7867 0.00007635 

0.47 1.6439 18.7613 2.2694 5.4413 -8.9915 -3.7501 0.00008840 

0.48 1.6676 18.9092 2.3096 5.5392 -8.9092 -3.7148 0.00010170 

0.49 1.6913 19.0571 2.3498 5.6371 -8.8299 -3.6807 0.00011630 

0.50 1.7150 19.2050 2.3900 5.7350 -8.7531 -3.6478 0.00013226 

0.51 1.7387 19.3529 2.4302 5.8329 -8.6790 -3.6160 0.00014961 

0.52 1.7624 19.5008 2.4704 5.9308 -8.6072 -3.5852 0.00016840 

0.53 1.7861 19.6487 2.5106 6.0287 -8.5377 -3.5555 0.00018866 

0.54 1.8098 19.7966 2.5508 6.1266 -8.4704 -3.5267 0.00021042 

0.55 1.8335 19.9445 2.5910 6.2245 -8.4052 -3.4988 0.00023372 

0.56 1.8572 20.0924 2.6312 6.3224 -8.3420 -3.4717 0.00025857 

0.57 1.8809 20.2403 2.6714 6.4203 -8.2808 -3.4455 0.00028499 

0.58 1.9046 20.3882 2.7116 6.5182 -8.2213 -3.4201 0.00031301 

0.59 1.9283 20.5361 2.7518 6.6161 -8.1635 -3.3954 0.00034262 

0.60 1.9520 20.6840 2.7920 6.7140 -8.1074 -3.3715 0.00037385 

0.61 1.9757 20.8319 2.8322 6.8119 -8.0530 -3.3482 0.00040669 

0.62 1.9994 20.9798 2.8724 6.9098 -8.0000 -3.3256 0.00044115 

0.63 2.0231 21.1277 2.9126 7.0077 -7.9485 -3.3036 0.00047722 

0.64 2.0468 21.2756 2.9528 7.1056 -7.8984 -3.2823 0.00051490 

0.65 2.0705 21.4235 2.9930 7.2035 -7.8496 -3.2615 0.00055418 

0.66 2.0942 21.5714 3.0332 7.3014 -7.8022 -3.2412 0.00059505 

0.67 2.1179 21.7193 3.0734 7.3993 -7.7560 -3.2215 0.00063750 

0.68 2.1416 21.8672 3.1136 7.4972 -7.7109 -3.2024 0.00068151 

0.69 2.1653 22.0151 3.1538 7.5951 -7.6671 -3.1837 0.00072707 

0.70 2.1890 22.1630 3.1940 7.6930 -7.6243 -3.1655 0.0007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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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2.2127 22.3109 3.2342 7.7909 -7.5826 -3.1477 0.00082274 

0.72 2.2364 22.4588 3.2744 7.8888 -7.5419 -3.1304 0.00087280 

0.73 2.2601 22.6067 3.3146 7.9867 -7.5022 -3.1135 0.00092433 

0.74 2.2838 22.7546 3.3548 8.0846 -7.4635 -3.0970 0.00097729 

0.75 2.3075 22.9025 3.3950 8.1825 -7.4256 -3.0810 0.00103165 

0.76 2.3312 23.0504 3.4352 8.2804 -7.3887 -3.0653 0.00108739 

0.77 2.3549 23.1983 3.4754 8.3783 -7.3526 -3.0499 0.00114449 

0.78 2.3786 23.3462 3.5156 8.4762 -7.3173 -3.0349 0.00120290 

0.79 2.4023 23.4941 3.5558 8.5741 -7.2829 -3.0203 0.00126260 

0.80 2.4260 23.6420 3.5960 8.6720 -7.2492 -3.0060 0.00132356 

0.81 2.4497 23.7899 3.6362 8.7699 -7.2162 -2.9920 0.00138575 

0.82 2.4734 23.9378 3.6764 8.8678 -7.1840 -2.9783 0.00144914 

0.83 2.4971 24.0857 3.7166 8.9657 -7.1525 -2.9649 0.00151369 

0.84 2.5208 24.2336 3.7568 9.0636 -7.1216 -2.9519 0.00157937 

0.85 2.5445 24.3815 3.7970 9.1615 -7.0914 -2.9390 0.00164616 

0.86 2.5682 24.5294 3.8372 9.2594 -7.0618 -2.9265 0.00171402 

0.87 2.5919 24.6773 3.8774 9.3573 -7.0329 -2.9142 0.00178291 

0.88 2.6156 24.8252 3.9176 9.4552 -7.0045 -2.9022 0.00185281 

0.89 2.6393 24.9731 3.9578 9.5531 -6.9767 -2.8904 0.00192368 

0.90 2.6630 25.1210 3.9980 9.6510 -6.9495 -2.8789 0.00199550 

0.91 2.6867 25.2689 4.0382 9.7489 -6.9228 -2.8676 0.00206822 

0.92 2.7104 25.4168 4.0784 9.8468 -6.8966 -2.8565 0.00214183 

0.93 2.7341 25.5647 4.1186 9.9447 -6.8710 -2.8456 0.00221628 

0.94 2.7578 25.7126 4.1588 10.0426 -6.8458 -2.8350 0.00229155 

0.95 2.7815 25.8605 4.1990 10.1405 -6.8211 -2.8245 0.00236761 

0.96 2.8052 26.0084 4.2392 10.2384 -6.7969 -2.8143 0.00244442 

0.97 2.8289 26.1563 4.2794 10.3363 -6.7732 -2.8042 0.00252197 

0.98 2.8526 26.3042 4.3196 10.4342 -6.7499 -2.7943 0.00260021 

0.99 2.8763 26.4521 4.3598 10.5321 -6.7270 -2.7847 0.00267913 

1.00 2.9000 26.6000 4.4000 10.6300 -6.7045 -2.7752 0.00275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