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축은행의 경 효율성 분석

이 수*1)
․  이민환 **2)

2007. 2

* 한국항공 학교 경 학과 교수(yslee@hau.ac.kr)

** 보험공사 연구 원(skymh@kdic.or.kr)



- 1 -

Ⅰ. 서론

1972년 상호신용 고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제도권 융에 편입된 상호 축

은행(이하 축은행)은 신 , 새마을 고와 더불어 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자 업자등의 융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규모의 세성 등 근본 인 한계가 노출되면서 외환 기의 구조조정 과

정속에서 다수의 축은행이 축은행들이 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 이후 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일시 으로 축은행의 경 여건도 

개선된 것처럼 보 으나 2002년 이후 심각해진 소액신용 출의 부실로 말미암아 

 다시 일부 축은행이 산에 직면하는 등 내외부  경  여건의 변화에 내생

력이 약한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축은행이 서민 융기 으로서 제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데는 은행 등 타 융기 에 비해 안정 인 수익모

델을 확보하지 못한 시장  여건외에도 축은행 경 자  주주의 도덕  해이

와 이를 규제․감독하는 감독당국의 감독실패 등 제도  여건이 미흡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모델 부재가 축은행 부실의 직 인 원인이

라면 은행 등과 비교하여 경 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장규율이 제 로 작

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느슨한 규제․감독정책으로 감독당국이 도덕  해이를 제

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간 인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일부 축은행을 심으로 형화가 진행되면서 건 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

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화의 추세와 더불어 한

편에서는 규모의 세성  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건 성이 악화되면서 

업정지에 이르는 축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축은행의 경 환경이 

변하는 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축은행에 한 연구는 은행에 비

해 상 으로 심이 었던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ltunbas et 

al.(2000), Mester(1996)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경계비용함수(stochastic cost 

frontier methodology)를 이용하여 축은행의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 로 

Berger and DeYoung(1997)에 의거하여 부실채권의 발생 원인을 Granger인과 계 검

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Ⅱ장에서는 축은행의 구조조정과정과 

이후의 경 황에 해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확률경계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축은행의 효율성을 추정하 다. 다음 제Ⅳ장에서는 추정된 효율성지표를 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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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발생원인에 해 4가지 가설을 세우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 고 마

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제시하 다.

Ⅱ. 상호 축은행의 황분석

1. 상호 축은행의 구조조정 황

우리나라의 표  서민 융기 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축은행은 1972년 사채

시장 양성화를 목 으로 한 상호신용 고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출범하 다. 이

러한 목 하에서 출발한 태생  한계로 인해1) 서민 융기 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소기업에 한 자 제공이 우선시 되었다. 그 이후 1070년  후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신업무가 허용되고 1980년 의 융자유화기를 

거치면서 취 업무가 더욱 다양해지고 지역 착형 업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성

장하 다.

<표 1>                      융기 의 구조조정 황

융권별
1997년 말

총기 수
(A)

구 조 조 정  황

신설
재

기
수

인가
취소

합병
해산․ 산
, 업이  

등
계(B)

비
(B/A)

은행 33 5 11 - 16 48.5 1 18

종 30 22 7 - 29 96.7 1 2

증권 36 5 7 3 15 41.7 19 40

보험 50 10 6 4 20 40.0 21  51

투신 32 7 6 - 13 40.6 30 49

축은행 231 107 28 1 136 58.9 15 110

신 1,666 2 124 527 653 39.2 15 1,028

리스 25 11 2 1 14 56.0 9 20
합  계 2,103 169 191 536 896 42.6 111 1,318

자료: 공 자 리 원회

1) 사채동결조치(8.3조치)로 인해 래된 기업의 자 난을 해소하고 사 융시장의 제도권 흡수를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서민 융을 목 으로 한 선진국의 축은행과는 달리 업무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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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8년 외환 기로 인한 경기 축과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경 환경

이 격히 악화되어 과반수에 가까운 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2). 이와 더

불어 외환 기시의 구조조정이 은행 등 형 융기  주로 추진되고 2002년 이

후 경기침체로 인한 소기업의 부실화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데다 소액신용 출 

등의 부실화가 심각해지면서 최근까지 15개의 축은행이 산하 으며 이로 인

해 축은행에 한 자 지원  보험료지 을 해 투입된 공 자 은 2006년 

12월 재 8.4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기

는 하나 축은행의 수익성  건 성은 은행 등 타 융기 에 비해 여 히 낮은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축은행의 황  구체 인 특징에 해 살펴보고 한다. 

<표 2>    융기 에 한 공 자 지원 황 (1997년 11월 ~ 2006년 12월)
(단  : 조원)

융권 출자 출연
지

자산
매입등

부실채권
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융

권

종 2.7 0.7 18.3 - 1.3 23.0

증권․투신 10.9 0.3 0.01 1.9 8.5 21.6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 - 4.8 - - 4.8

축은행 - 0.4 7.3 0.6 0.2 8.4

소 계 29.5 4.6 30.3 2.8 11.8 79.1

해외 융기 등  -    -     -     - 2.4 2.4

계 63.5 18.5 30.3 17.2 38.8 168.3

자료: 공 자 리 원회

2. 상호 축은행의 외형  성장과 양극화

외환 기를 거치면서 축은행수가 감하 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으로는 외

환 기 이 에 비해 크게 성장하 다. 가계 출 기가 발생한 2002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일부 축은행의 업정지 등 업종의 신뢰성 하에도 불

구하고 업 3)   이용자수는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총여신  수신규모도 크

2) 외환 기이  231개(1997년) 던 축은행 수는 2006년 12월 재 110개로 약 52% 감소하 다. 이는 융기

 퇴출비율로는 종 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3) 최근에 와서는 형 축은행을 심으로 신규 지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기 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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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 다.

<표 3>                 상호 축은행 기 수, 임직원 수

2000.6 2001.6 2002.6 2003.6 2004.6 2005.6 2006.6

기 수 113(180) 113(208)  114(225) 115(231) 116(246) 112(250) 110(264)

임직원수(명) 4,074 4,785 6,116 6,371 6,322 6,333 6,524

자료: 융감독원

주: 1) 거래자수는 자  출자수의 합계

    2) ( )는 업  숫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은행의 여수신고는 2006년도 12월 재 1999년 

말 비 각각 2.8배  2.7배로 외환 기 이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기간에 소폭의 증

가세에 그친 은행은 물론, 세제면에서 우 에 있는4) 신 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

세이다.

<표 4>                     융권별 여,수신 잔고 추이
(단 : 조원)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9

수신

은 행 455.6 512.4 548.1 540.7 561.9 578.4

축은행 20.0 22.6 26.9 32.6 37.3 42.3 

신 19.4 16.9 16.4 18.9 20.5 21.7 

여신

은 행 357.4 471.7 538.3 565.7 613.9 672.1 

축은행 16.2 19.4 24.5 30.3 35.6 39.7 

신 12.0 10.8 11.1 12.3 13.5 14.6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축은행의 외형상 성장은 2000년 이후 리기조가 지속된데 따라 

자들의 수익지향 경향이 강해지면서 은행 등에 비해 상 으로 고 리인 축

은행에 수신이 몰리고 이러한 고 리 수신자 을 소액 출  부동산PF 출을 

심으로 한 고 험자산에 투자하 기 때문이다. <표 5>는 은행, 신 , 축은행의 

정기 에 한 가 평균 리의 추이를 나타낸다. 2002년에서 2005년 반까지 

리기조가 본격화되어 시 리가 하락하 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축은행

의 수신 리차는 2002년말 1.24%포인트에서 2004년말 1.74%포인트로 확 되었다. 

4) 저축은행의 이자에 하여는 15.4%의 세 이 부과되나, 신 에 하여는 1.4% 농특세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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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축은행에 시 의 자 이 몰리는 다른 이유는 축은행 수신의 부분

이 소액 으로 보험제도에 의해 보호한도(5,000만원)까지의 에 해서

는 그 지 이 보증되어 손실의 험이 상 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표 5>                   융권별 수신 리 추이
(단  : %)

구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1

은행 4.63 4.71 4.10 3.43 4.05 4.43

신 5.52 5.59 5.25 4.56 4.63 5.11

축은행 6.09 5.95 5.69 5.17 5.32 5.49
자료: 한국은행 

주: 축은행은 축정기 (1년), 신 은 정기 탁 (1년), 은행은 순수 축성  기

<그림 1>    일반은행  상호 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추이

                                                          (단 :%)

0

2

4

6

8

10

12

14

16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6

상호저축은행계

일반은행계

       

   자료: 융감독원  

다음으로 축은행의 건 성을 살펴보면 BIS자기자본비율은 외환 기 이후 지

속 으로 상승세를 유지하 던 은행과의 격차가 더욱 확 되어 2004회계년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를 과하는 상황에 이르 다. 그러나 이후 감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면서6) 2005회계년도에는 고정이하여신 등 건 성지표들이 크게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소액신용 출 부실이후 확 되어 왔던 

5) 2006년9월 재 축은행의 보호 비율은 89.4%로 은행(48.0%) 등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6) PF 출 등에 한 손충당  립기 을 강화하거나 업종별 여신집 도 등에 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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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BIS자기자본비율 차이도 2005년 말을 기 으로 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표 6>               상호 축은행의 건 성  수익성
  (단  : 조원, %)

구  분 2002.6 2003.6 2004.6 2005.6 2006.6

연체율 18.6 19.8 21.8 22.5 15.6

고정이하 
여신비율

(규모)

12.4
(2.2)

11.3
(2.4)

12.4
(3.3)

15.4
(4.8)

10.9
(4.0)

BIS자기자본비율 11.21 9.95 8.18 7.18 9.18

ROA 0.58 0.5 0.06 -0.93 1.36

ROE 7.38 5.68 0.77 -11.90 15.34

당기순이익
(천억)

1,301 1,292 193 -3,379 5,758

자료 : 융감독원

한편 수익성도  2002회계년도에 1,301억원의 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정 으로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4회계년도에는 3,379억원의 자를 기록하기에 

이르 으나 PF 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 유가증권 수입의 확  등으

로 2005회계년도에는 5,7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 다. 

<표 7>              상호 축은행 경 상태별 수익성

(단 : 개, 억원, %)

구분 2003.6 2004.6 2005.6 2006.6

흑자

개수 89 85 91 94

수익 규모
(평균)

2,227
(25.0)

2,893
(34.0)

4,807
(52.8)

8139
(86.5)

자

개수 26 29 21 15

수익 규모
(평균)

-929
(-35.7)

-2,677
(-92.3)

-7,534
(-358.8)

-2611
(-174.0)

계

개수 115 114 112 109

수익 규모
(평균)

1,298
(11.3)

216
(1.9)

-2,727
(-24.3)

5528
(50.7)

자료 : 융감독원

한편 2002년 이후 축은행의  다른 특징은 양극화가 격히 진행되었다는 

이다. 2005년 말에 있어서 자산규모 7,000억원이상인 축은행은 16개사로 2004

년 말에 비해 6개사가 증가하는 등 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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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행을 심으로 1개사당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하 다. 이처럼 형화가 진행

되는 한편 자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하  20여개사의 경우 여 히 자수 을 

달피하지 못하고 있는 등 축은행간의 규모  수익성의 차이는  확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축은행의 효율성 분석을 한 모형과 추정결과를 

설명한다.

Ⅲ. 상호 축은행의 효율성 분석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Altunbas et al.(2000), Mester(1996)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경계

비용함수(stochastic cost frontier methodology)를 이용하여 축은행의 효율성의 

분석한다. 이 근방법은 비용함수의 잔차 항(error term)에서 잔차변동(random 

fluctuation)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투

입물과 산출물의 생산환경에서 가장 효율 으로 생산하는 축은행 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차이를 비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률  경계 비용함수는 월 수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가 가지고 있

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푸리에 신축 비용함수(Fourier Flexible cost function)

를 이용하여 추정한다.7) 푸리에신축 비용함수의 잔차 항은 2개의 확률분포가 결

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의 확률분포는 비용상에 발생하는 정규분포인 잔차변동

이고, 나머지 하나는 비 칭  반 정규분포로 비효율성을 반 한다. 

축은행의 비효율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비용함수는 다생산물 결합 비용함수

(multi-product joint cost function)로 설정되고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C = TC ( Y, P) + ε                                              (1)

식(1)에서 TC는 축은행의 총비용이고, Y는 산출물 벡터, P는 투입물가격 벡

터를 나타낸다. Aigner, Lovell & Schmidt(1977)에 따르면 잔차 항은 ε=(u+v)

7) 푸리에신축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Gallant(1982)를 비롯하여 Eastwood & 

Gallant(1991)와 Mitchell & Onvural(1996)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국내연구로는 정운찬 외

(2000), 이 수 외(2002)  이 수(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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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는데, u와 v는 서로 다른 확률분포를 가진다. 우선, u는 비 칭 인 

반정규분포로 비효율성을 반 하는 것으로, 비효율성 부분은 양(+)의 값을 갖는 

비 칭  반정규분포(asymmetric half 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한다. 그 이유는 

비효율성이 생산 론티어 상에서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비용 론티어 상에서는 비

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u i∼
iid
N
+
(μ,σ 2μ)이다. 한편, v는 통계  오차를 반

하는 것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은 σ 2인 칭 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한다. 즉, v i∼
iidN(0,σ2v)이다.

축은행의 효율성(비효율성) 추정모형은 Aigner, Lovell & Schmidt(1977)등이 

패 자료를 이용해 기 SFA모델에 용한 것을 Battese & Coelli(1992)가 개선한 

방법을 이용하 다. 우선, Jondrow et al.(1982)에 의해서 제안된 비효율성과 통계

 오차로 구성된 잔차 항의 조건하에서 비효율성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반정규분포의 조건부 확률분포의 평균은 식 (2)와 같다. 여기서 

F( ․ )와 f(․ )는 각각 표 정규분포와 표 정규확률 도함수를 의미한다. 

E(u i |ε i )는 u i의 불편추정량이 아니므로 추정량의 분산은 ‘0’이 되지 않는다. 

E(ui|ε i ) =
σλ

1+λ 2 [
f(ε iλ/σ )

1-F(ε iλ/σ)
+ (

ε
i
λ

σ )]                           (2)

본 연구에서는 비효율성을 추정하기 해 최 우도측정법(MLE)을 이용하 다. 

이때 비효율성 u와 순수한 통계  오차 항인 v와 체 잔차 항 사이에 계를 

통하여 비효율성의 크기를 추정하 다. 즉, 비효율성 u의 분산과 순수한 통계  

오차 항 v의 분산을 구하여, 비효율성 분산과 체 오차의 분산 비율로 비효율성

의 상  크기를 추정하 다.8)

σ 2
s= σ 2

u+ σ 2
v , γ =

σ 2
u

σ 2
s

                                           (3)

따라서 비효율성을 추정한다는 것은 총오차를 비효율성( u)과 순수오차( v)로 분

리하여 총오차  비효율성이 차지하는 비 을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

8) Kumbhakar & Lovell(2000), pp. 108～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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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수의 추정은 푸리에신축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식 (4)로 비효율성을 추정할 

수 있다.

{ }ititit uETE ε|)exp(−=                                                  (4)

축은행에 외  요인으로 향을 주는 기술수 (T)을 비용함수에 포함시켜 분

석하는 것이 일반 이다. 식 (1)에 기술수 을 포함하여 푸리에신축 비용함수로 

나타내면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9) 

lnTC =a 0+∑
3

i=1

a i lnYi+∑
3

j=1

b j lnPj+c TT

+
1

2 ( ∑
3

i=1
∑
3

s=1

a is lnYi lnYs+ ∑
3

j=1
∑
3

l=1

b jl lnPj lnPl+c TTT
2

)

+ ∑
3

i=1
∑
3

j=1

d ij lnYi lnPj+ ∑
3

i=1

(α i cos(z i) +β
i(z i))

+ ∑
3

i=1
∑
3

s=1

(α is cos(z i+z s ) +β
is sin(z i+z s)) +ε

                  (5)

여기서 TC 는 총비용이고, Yi(i=1,2,3) 는 산출물, P j(j=1,2,3) 는 투입물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z i(i=1,2,3) 는 lnYi 의 조정된 값이고, 이 변수의 간

격은 [0.1⋅2π,0.9⋅2π] 이다.10) 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

가 결합된 패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식 (3)에는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에 

9) 트랜스로그 함수형태는 한 에서 함수의 이론  속성을 만족시키는 국지 으로 유연성을 갖춘 

함수형태(locally flexible functional form)로서 자료의 체 구간에서 함수의 이론 속성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트랜스로그 함수를 이용한 비용함수의 추정치는 편

의추정치(biased estimate)가 될 뿐만 아니라, 형은행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과소평가하는 등 은

행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별하는 데 왜곡을 래할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함수형태로서 푸리에신축 함수형태(fourier flexible functional form)가 

Gallant(1981)에 의해 제안되었다. 푸리에 신축 함수형태란 2차 다항식과 푸리에 계열(Fourier 

series)을 혼합한 함수형태로서 자료의  구간에서 비용함수의 이론  속성을 만족시키는 유연한 

함수형태(globally flexible functional form)라는 장 을 갖는다. 그 이유는 푸리에 계열은 삼각함

수들을 선형형태로 결함함으로써 이론 으로 임의의 함수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갖

기 때문이다.(정운찬 외, 2000) 참조.

10) z i 는 0.2π-μa+μ lnYi 이며, μ=(0.9 2π-0.12π)/(b-a) 이고, [a,b] 는 lnY i 의 

범 (rang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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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호는 표시하지 않았다. 식 (3)이 비용함수이기 해서는 투입물가격에 

한 1차동차성 제약과 칭성제약이 충족되어야 한다.11) 

칭성 제약 : a is=a si,b jl=b lj이고, 

동차성 제약 : ∑
3

j=1
b j=1, ∑

3

j=1
b jl=0, ∑

3

j=1
d ij=0 이다.

2. 분석변수  자료

축은행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축은행의 생산과정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축은행은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

문에 일반 인 제조업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물과 투입물을 정

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 일반 으로 축은행의 생산과정에 한 설명은 은행

의 생산과정을 원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근방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13) 

첫 번째 근방법은 은행을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여 과 출  등의 서비

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간주하는 미시  근방법이다. 이때 산출물은   

출  계정수 혹은 운용자산 이나 조달부채의 액 그리고 총수익 등으로 정의

되고, 비용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리비용이 된다.

두 번째 근방법은 Sealey and Lindley(1977)에 의해서 제안된 은행을 일정한 

융제도 하에서 자 개기능을 수행하는 융기 으로 악하는 거시  근방

법이다. 이때 은행은 을 출 과 투자로 환하기 하여 자본과 노동을 이

용하는 개기 이 된다. 이 근방법에서 산출물로 출 , 투자액 그리고 수수

료수입을 사용하며, 비용은 리비용뿐만 아니라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일반 으로 은행 경 행태를 모형화하는데 개기  근방법이 생산기업 근

방법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즉 개기  근방법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이자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지만, 생산기업 근방법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리비

11) 본 연구에서는 Coelli(1996)에서 제안한 패 자료를 이용한 확률경계비용함수의 추정방법으로 효

율성을 계측했으며, 최우도추정방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2) 일반 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 측정에 한 연구로는 Output Measurement in the Service 

Sectors, edited by Griliches, Zvi, NBER(1992)를 참조.

13) Sealey and Lindley(1977)은 은행의 산출물을 수익자산을 획득하는 행 와 그것에 련된 서비

스로 정의하 고, Berger, Hanweck and Humphrey(1987)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행 로 산출

물을 정의하 다. 이러한 근방법에 하여는 Master(1987), Berger, Hanweck and 

Humphrey(198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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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은행경 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가운데 리비용은 30% 수 으로 리비용만을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은행의 이자비용이 은행의 생산성이나 효율

성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은행수익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개기능 근방법의 분석결과에서는 이자비용

이 은행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기능 근방법에 의해서 산출물과 투입물을 정의하

다. 축은행의 자산운  가운데 출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기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출   일반자 출이 

78.85, 종합통장 출이 9.2%, 할인어음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 자 운 처

별로 보면, 소기업이 77.2%, 기업이 0.5%, 가계 출이 2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산규모에 따른 연도별 축은행의 수 
(단  : 개, 억원)

연도
500 

이하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이상 체

2000 18 28 34 13 6 2 101

2001 17 33 23 13 12 3 101

2002 12 27 30 10 15 7 101

2003 9 30 25 13 12 12 101

2004 7 22 27 15 15 15 101

2005 3 20 31 12 12 23 101

2006 4 13 29 17 10 28 101

합계 70 173 199 93 82 90 707

평  균 373.6 764.0 1,388.3 2,539.6 3,893.0  9,341.8  2,589.5

간값 400.4 751.9 1,331.4 2,556.7 3,899.7  7,527.9  1,370.6

표 편차  92.6 141.2  285.2  284.2  533.7  4,726.4  3,257.0

최소값 202.1 501.0 1,004.3 2,017.6 3,007.7  5,014.5   202.1

최 값 499.4 999.1 1,998.6 2,999.0 4,947.0 24,371.6 24,371.6

14) Humphrey(1991)를 참조.

15) 양원근(1995)은 은행이 요구불 과 축성 을 생산할 때, 상당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

하여 고객에게 안정성, 유동성과 거래지불의 서비스라는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을 투

입물로 보기보다는 산출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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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은행의 산출물은 기업 출, 가계 출  유가증권투

자로 구분하여 산출물을 정의하 다. 축은행의 투입물은 노동투입물, 자본투입

물  융투입물로 구분하 으며, 투입물의 가격은 노동가격은 인건비를 직원수

로 나  값을 사용하 으며, 자본가격은 경비를 유형자산으로 나  값을 이용하

다. 유형자산은 명목값이기 때문이 이를 실질화 시키기 해서 각 축은행의 연

도별 투자액을 산출하여 실질화 시킨 후 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실질유형자본을 

산출하여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융투입물 가격은 수 이자, 차입 이자  

콜머니 이자의 합계를 수 . 차입   콜머니의 합으로 나  값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축은행은 2000~2006년까지의 시계열자료와 101개 축은

행의 횡단면자료가 결합된 패 자료를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축은행의 

간값은 1,370.6억원이고, 평균값은 2,589.5억원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흥미로운 

은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하의 축은행은 2000년 18개 이던 것이 2006년에는 4

개로 크게  반면,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의 축은행은 2000년 2개에서 

2006년 28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이것은 축은행의 큐모가 차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  통계량은 <표 9>에 제시하 다. 분석에 사용된 

축은행의 총비용 평균은 188억원이고, 기업 출( 기업 출+ 소기업 출)의 평

균은 1,356억원, 가계 출의 평균은 718억원, 유가증권의 평균은 231억원 규모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자기자본 규모의 평균은 131억원 수 이다.

<표 9>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 통계량

변수 Obs Mean Std. min max

TC(총비용) 707 18,779.4 21,740.6 922.5 167,217.0

P1(노동가격) 707 3.71 0.38 1.34 5.37

P2(자본가격) 707 -1.35 0.79 -4.61 0.69

P3( 융투입물가격) 707 -2.81 0.31 -4.27 -2.06

Y1(기업 출) 707 135,684.3 190,238.5 45.2 1,611,632.0

Y2(가계 출) 707  71,827.2 101,737.1 45.2   932,935.3

Y3(유가증권) 707  23,136.7  44,505.1 26.1   344,942.7

Equity(자기자본) 707  13,111.8  15,194.3 306 112,700.0

T(시간추세) 707 - - 200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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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은행의 비효율성 계측결과

본 연구에서는 축은행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하기 해서 푸리에신축 비용함수

를 설정하여 확률  경계모형으로 비효율성을 추정하 다. 추정결과는 부록의 

<부표 1>에 제시하 다. 푸리에 신축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축은행의 비효율성

을 계측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2000~2006년 기간동안 101개 

축은행의 비용효율성은 11.6%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은행이 

여러 투입물을 결합하여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 인 축은행에 

비하여 비용을 11.6% 더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은행의 연도별 비효율성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5.6% 이던 것이 2001년 

15.9%로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까지 꾸 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제

시되었다. 즉, 2002년 14.8%의 비효율성 수 이 2004년 9.5%, 2005년 7.3%, 2006년 

6.3%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은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은행의 규

모도 확 되는 동시에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축은행은 자산이 202억원 수 의 매우 작은 

축은행을 비롯하여 자산이 2조 4,371억원이 이르는 형 축은행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비용비효율성이 서로 다를 것으로 상

된다. 이러한 자산규모에 따른 비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해 자산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축은행을 분류하 다. 

<표 10>              축은행의 연도별, 자산규모별 비효율성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500억원 이하 1.149 1.131 1.135 1.136 1.063 1.047 1.112 1.125

500~1000억원 1.101 1.095 1.088 1.086 1.067 1.056 1.044 1.081

1000~2000억원 1.142 1.180 1.148 1.107 1.089 1.073 1.057 1.113

2000~3000억원 1.310 1.263 1.193 1.188 1.128 1.095 1.078 1.174

3000~5000억원 1.173 1.218 1.237 1.150 1.119 1.073 1.073 1.150

5000억원 이상 1.145 1.183 1.136 1.135 1.109 1.081 1.060 1.096

도시소재 1.166 1.163 1.155 1.122 1.095 1.076 1.061 1.120

지방소재 1.146 1.155 1.141 1.122 1.096 1.071 1.065 1.113

평균 1.156 1.159 1.148 1.122 1.095 1.073 1.063 1.116

주 : 1) 식 (5)의 푸리에신축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2) 도시소재 축은행은 서울을 비롯한 역시에 소재한 축은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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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산이 500억원 이하 규모의 축은행의 비효율성은 12.5%로 제시되고 있

으며, 500~1,000억원 규모 8.1%, 1,000~2,000억원 규모 11.3%, 2,000~3,000억원 규

모 17.4%, 3,000~5,000억원 규모 15.0%, 5,000억원 이상 규모는 9.6%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2,000~5,000억원 규모의 형  축은행의 비효

율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1,000억원 규모의 소형  축은

행의 비효율성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형  축

은행의 경우 투자여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비용제약 등으로 제 로 업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반 로 형  축은

행의 경우 규모의 확 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업비용의 지출 등이 이루

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산규모별 연도별 축은행의 비효율성을 비교하면, 부분의 자산규모별 그룹

에서 일치된 결과는 2004년부터 축은행의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

다. 즉, 200~2003년까지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그 폭은 작은 반면, 2004년

에 자산그룹별 축은행의 비효율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

히, 이러한 결과는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하의 축은행과 2,000~3,000억원과 

3,000~5,000억원 규모의 축은행에서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축은행의 자산규모  소재지별 비효율성

1

1.0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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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1

1.12

1.14

1.16

1.18

5백억원 이하 5~10백억원 10~20백억원 20~30백억원 30~50백억원 50백억원 이상

도시 지방

도시소재 축은행과 지방소재 축은행의 비용비효율성을 비교하면, 도시소재 

축은행의 비효율성이 12.0%로 지방소재 축은행의 비효율성 11.3%와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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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어 지역차이에 따른 비효율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산규모별 도시소재 축은행과 지방소재 축은행의 비효율

성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을 보면, 500억원 이하의 자산규모의 축은행은 도시소재 축은행의 

비효율성이 지방소재 축은행의 비효율성에 비하여 히 낮은 것으로 제시되

었다. 그러나 500~1,000억원 자산규모의 축은행과 5,000억원 이상의 자산규모의 

축은행 비효율성은 도시소재 축은행이 지방소재 축은행 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부실채권과 비용효율성의 상호 계

1. 부실채권과 비용효율성

앞서 분석한 비용효율성과 더불어 축은행의 경 여건을 좌우하는 요한 요인은 

부실채권의 발생여부이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이 과다하면 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

되고 이는 결국 축은행의 부실화를 래한데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부실채권과 비용효율성의 계를 Granger인과 계 검증을 통해 분석한 Berger 

and DeYoung(1997)의 논문을 기 로 우리나라 축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원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Berger and DeYoung(1997)은 부실채권의 발생 원인을 크게 bad luck, 

bad management, skimping, moral hazard의 4가지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  

bad luck은 지역경제의 악화 등 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해 시장환경이 변화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된 이후 경 자는 이를 해

결하기 해 추가 인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비용효율성이 감소한

다. 이러한 추가 인 지출에는 출자에 한 추가 인 감시비용, 채무 재교섭에 따른 

비용,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 등 채권의 처리비용,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자 등 거래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해 융기 의 건 성 제고 등에 소요되는 비

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하에서는 부실채권의 증가가 비용효율성 감소

와 Granger인과 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다음으로 bad management는 경 자의 심사능력  감시능력의 부족 등으로 최

인 수 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비용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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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경 자의 낮은 경 능력에 한 시그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 자는 순 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마이 스인 투자계획을 실행

하거나 출에 한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결과 으로 량의 부실채권을 발생시

킨다. 따라서 bad management하에서는 비용효율성의 감소가 부실채권의 증가와 

Granger인과 계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skimping은 융기 의 경 자가 장기이윤최 화가 아닌 단기이익최 화

를 목 으로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즉, 주주가 단기 이익을 시하는 경우 주주와 

리인 계에 있는 경 자는 출과 련된 감시비용 등을 희생하여 단기 으로 비용

을 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 자는 무리하게 경 규모

를 확 하거나 기 이익이 순 재가치 이하인 투자기회에 자 을 투입할 유인을 가진

다. 그 결과 단기 으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나나 장기 으로는 신용 험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추가 인 비용이 발생

됨과 동시에 비용효율성이 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하에서는 부실채권의 

증가와 비용효율성의 감소사이의 Granger인과 계가 성립하며 시차를 두지 않고 발생

한다.

마지막으로 moral hazard는 보험제도 등 융안 망이 존재하고, 축은행의 

주주에 해 유한책임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축은행 경 자에게 은행자산

의 험을 증가시켜 이익의 부를 취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된다. 이 경

우 정보의 비 칭이 존재하고 리인인 경 자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경 여건이 악화된 축은행의 경 자는 자신의 이익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보다 험한 투자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즉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 환경이 

악화되면 주주와 경 자의 험선호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모험 인 투자의 실행으

로 이어져 결국 부실채권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이 성립한다면 자기

자본비율의 하락은 부실채권의 증가과 Granger인과 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moral 

hazard는 skimping과 유사하며 경 자가 추가 인 험을 추구한 결과 장래시 에 

부실채권이 증가한다는 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skimping은 업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목 인 반면, moral hazard는 비용의 억제가 아니라 험추구를 통한 수익확보

가 목 인 에서 다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skimping은 비용 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출자산의 건 성 하에 따른 비용과의 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리 인 행동인데 반해, moral hazard는 무조건 인 험추구행동을 취하므로 사회

 후생의 에서는 손실이다. 일반 으로 Grange인과성 검증을 해 사용하는 모

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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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기서, 오차항  는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7)

                                                                 (8)

                                                                 (9)

Grange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서는 여기서는 VAR모형의 각각의 식을 GLS에 의

해 근 으로 계수의 유효추정량을 구하고, 다음의 기무가설을 F통계량에 따라 검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6)

  




   ⋯                                          (10)

  
 



 ≠                                                           (11)

이러한 모형을 토 로 실제 축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한 구체

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12)

                             (13)

                                   (14)

여기서 NPL은 부실채권비율, EFF는 앞서 추정한 단기의 비용효율성 지표, BIS는 자

본비율이며 는 축은행의 자산더미변수를 나타낸다. 

16) VAR모형에 있어서 최소자승추정량은 엄 한 의미에서 최우추정량과 같기 때문에 근 으로 유효한 추정

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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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부실채권 발생 원인별 상결과

가    정 추정식(계수합의 부호) Granger인과 계

bad luck X-EFF(NPL계수합 -) NPL → X-EFF

bad management NPL(X-EFF계수합 -) X-EFF → NPL 

skimping NPL(X-EFF계수합 +) X-EFF → NPL

moral hazard NPL(BIS계수합 -) BIS → NPL

2. 분석자료  결과

먼 , 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비용효율성은 앞서 추정된 

효율성의 지표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험을 흡수하면서 주주(share 

holder)간의 립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변수에 추가했다. 특히 이

러한 자기자본비율은 bad luck과 bad management를 검증하기 해 이용된다. 따라

서 부실채권의 증가와 효율성의 감소는 이러한 가설하에서 자기자본비율의 하와 

Granger인과 계에 있다. 독립변수로는 Granger모형의 일반 인 과정으로서 종속변수

의 시차변수가 포함된다. 이러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가지고 Granger인과 계 검

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자산규모별로 부실채권발생 등과 어떠한 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해 자산별 더미변수를 추가하 다.

<표 12>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 통계량

변수 Obs Mean Std. min max

NPL(부실채권비율) 707 8.67 8.72 0.19 110.99

X-EFF(비용효율성) 707 0.88 0.12 0.00 0.98 

BIS(자기자본비율) 707 11.77 10.60 -26.86 96.31 

다음으로 <부표 3>, <부표 4>에서 나타난 추정결과를 토 로 4가지 가설의 성

립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부표 3>의 기무가설에 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먼  bad luck가 성립하기 한 제조건인 NPL계수의 합이 유의하게 음의 부호

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 skimping에 있어서도  

X-EFF계수의 합이 유의하지는 않으나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bad 

management와 moral hazard가설에 해서는 부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어 두 가설의 제조건은 성립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조건이 충족된 bad 

luck와 skimping에 해 Granger인과 계 검증을 실시하 다. <부표 4>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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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과 같이 NPL은 X-EFF에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아니라는 기무가설이 기

각되어 bad luck가설은 성립한다고 분석되었다. 한 X-EFF가 NPL에 향을 미

치는 원인변수가 아니라는 기무가설도 역시 기각되어 축은행에 한 skimping

가설도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축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원인은 경제

 충격에 의한 요인과 비용 약 인 축은행 경 자의 행동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bad luck가설에 해서는 분석기간인 2000년에서 2006

년사이 정부의 서민 융 활성화정책에 따라 험에 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

지 못한채 소액신용 출을 시행하게 되고 2002년이후 가계부실화로 인한 외생  

충격으로 부실이 심각해진  등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한 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skimping가설에 있어서도 일부 도덕  해이가 심각한 축은행을 

제외하면 소규모인 축은행의 부분이 경제가 신용 험에 한 인식  기법 

부족과 이를 도입하기 한 설비투자 여력 미비로 자산에 한 정확한 평가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어느 정도 축은행의 실을 반 한 결과라 해

석할 수 있다. 

Ⅴ.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상호 축은행을 상으로 확률경계비용함수(stochastic cost frontier 

methodology)를 이용하여 축은행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한편 추정된 비용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부실채권의 발생 원인을 Granger인과 계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푸리에 신축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축은행의 비효율성을 계측한 결과, 

2000~2006년 기간동안 101개 축은행의 비용효율성은 11.6%인 것으로 추정되었

다. 한편 축은행의 연도별 비효율성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5.6% 이던 것이 

2001년 15.9%로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까지 꾸 히 하락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축은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은행의 규모도 확 되는 동시에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자산규모별 연도별 축은행의 비효율성을 비교하면 2000~2003년까지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그 폭은 작은 반면, 2004년에 자산그룹별 축은행의 

비효율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자산규

모가 500억원 이하의 축은행과 2,000~3,000억원과 3,000~5,000억원 규모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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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규모가 격히 증가한 축은행에서 

오히려 감시비용 등에 한 지출을 임으로서 나타난 일시 인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악하기 해서는 장기 인 에서 추

가 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실채권의 발생원인을 Granger인과 계 검증을 통해 추정한 결과,  

bad luck가설과 skimping가설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bad luck가설에 

해서는 분석기간인 2000년에서 2006년사이 정부의 서민 융 활성화정책에 따라 

험에 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소액신용 출을 시행하게 되고 

2002년이후 가계부실화로 인한 외생  충격으로 부실이 심각해진  등으로 고려

하면 어느 정도 타당한 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skimping가설에 있어서도 

일부 도덕  해이가 심각한 축은행을 제외하면 소규모인 축은행의 부분이 

경제가 신용 험에 한 인식  기법 부족과 이를 도입하기 한 설비투자 여력 

미비로 자산에 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어느 정도 

축은행의 실을 반 한 결과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축은행의 비용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와 더불어 부실채권

의 발생 원인에 해 계측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축은행의 비용효율성 발생요인에 해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과 

비용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윤효율성 등을 포함한 종합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한 , 그리고 경 여건 악화의 직 인 원인인 부실채권 발생 메카니즘에 해 

치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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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푸리에신축 비용함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표 오차 변  수 추정계수 표 오차

상수 1.83*** 0.59 cos(z1)*cos(z1) 0.20*** 0.07 

ln(y1) 0.18 0.20 cos(z2)*cos(z2) 0.17* 0.09 

ln(y2) 0.16 0.24 cos(z3)*cos(z3) 0.10* 0.05 

ln(y3) 0.11 0.13 cos(z1)*cos(z2) -0.14** 0.06 

ln(y1)*ln(y1) -0.05 0.07 cos(z1)*cos(z3) -0.19*** 0.03 

ln(y2)*ln(y2) -0.01 0.11 cos(z2)*cos(z3) -0.16*** 0.04 

ln(y3)*ln(y3) 0.00 0.07 sin(z1)*sin(z1) 0.07 0.05 

ln(y1)*ln(y2) -0.08*** 0.01 sin(z2)*sin(z2) 0.10 0.10 

ln(y1)*ln(y3) -0.02** 0.01 sin(z3)*sin(z3) -0.02 0.03 

ln(y2)*ln(y3) -0.04*** 0.01 sin(z1)*sin(z2) 0.16** 0.08 

ln(p1) 0.04* 0.02 sin(z1)*sin(z3) 0.02 0.04 

ln(p2) 0.01* 0.01 sin(z2)*sin(z3) -0.14*** 0.05 

ln(p1)ln(p1) 0.10** 0.04 d0 -2.42*** 0.54 

ln(p2)ln(p2) 0.02** 0.01 log(Equity) 0.25*** 0.05 

ln(p1)ln(p2) 0.03** 0.01 Time 0.09 0.06 

ln(y1)ln(p1) -0.05*** 0.01 Time*Time -0.04*** 0.01 

ln(y2)ln(p1) 0.04** 0.02 D2 -0.96*** 0.23 

ln(y3)ln(p1)   -0.03*** 0.01 D3 -0.51*** 0.15 

ln(y1)ln(p2) 0.00 0.01 D4 -0.18 0.11

ln(y2)ln(p2) -0.01 0.01 D5 -0.31** 0.12 

ln(y3)ln(p2) 0.01 0.01 D6 -0.71*** 0.19 

Time  0.06*** 0.02 ln(p3) 0.95 -

Time*Time -0.01** 0.00 ln(p1)*ln(p3) -0.13 -

cos(z1) 1.22** 0.57 ln(p2)*ln(p3) -0.05 -

cos(z2) 0.67 0.80 ln(p3)*ln(p3) 0.18 -

cos(z3) 0.01 0.42 ln(y1)*ln(p3) 0.05 -

sin(z1) 0.85*** 0.16 ln(y2)*ln(p3) -0.03 -

sin(z2) 0.44 0.29 ln(y3)*ln(p3) 0.02 -

sin(z3) .37*** 0.11 

σ2 .13*** 0.02 

γ .92*** 0.02 
log 

likelihood 
function

383.87

주 : D2 = 자산규모가  500~1,000억원에 속한 축은행이 ‘1’인 더미

    D3 = 자산규모가 1,000~2,000억원에 속한 축은행이 ‘1’인 더미

    D4 = 자산규모가 2,000~3,000억원에 속한 축은행이 ‘1’인 더미

    D5 = 자산규모가 3,000~5,000억원에 속한 축은행이 ‘1’인 더미

    D6 =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에 속한 축은행이 ‘1’인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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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개별 축은행의 비용 비효율성

번호 축은행명 비효율성 번호 축은행명 비효율성 번호 축은행명 비효율성

1 (주)엠에스 1.203 35 분당 1.093 69 제이원 1.096

2 강원 1.123 36 삼보 1.067 70 제일(서울) 1.086

3 경기 1.125 37 삼성 1.126 71 조흥(경남) 1.061

4 경남제일 1.083 38 삼신 1.073 72 좋은 1.080

5 경북(경북) 1.187 39 삼일(경북) 1.173 73 부 1.076

6 경은 1.196 40 삼정 1.049 74 앙부산 1.100

7 고려(부산) 1.180 41 삼화(서울) 1.169 75 진주 1.097

8 고려( 북) 1.079 42 상업 1.254 76 진흥 1.151

9 교원나라 1.111 43 새 리 1.190 77 창업 1.294

10 구미 1.074 44 서울 1.089 78 천안 1.167

11 국제 1.081 45 서일 1.077 79 청주(충북) 1.060

12 화 1.066 46 세람 1.094 80 라다이스 1.196

13 남양 1.04 47 센트럴 1.099 81 평택 1.071

14 늘푸른 1.114 48 솔로몬 1.261 82 푸른 1.093

15 명 1.131 49 스카이 1.076 83 푸른2 1.077

16 백 1.074 50 스타 1.077 84 라임 1.131

17 성 1.106 51 신민 1.039 85 하나로 1.344

18 송 1.093 52 신한국 1.277 86 한국(서울) 1.069

19 1.089 53 아산 1.069 87 한국투자 1.060

20 운 1.239 54 안국 1.104 88 한서 1.130

21 원 1.300 55 안양 1.176 89 한성 1.054

22 한( 주) 1.057 56 에스앤티 1.066 90 한신(서울) 1.189

23 도민 1.117 57 에이스 1.087 91 한일( 북) 1.043

24 동 1.040 58 진 1.087 92 한주 1.070

25 동부 1.180 59 풍 1.073 93 한진 1.051

26 동양 1.063 60 오성 1.061 94 ( 북) 1.063

27 무등 1.199 61 우리 1.316 95 스 스 1.076

28 미래 1.224 62 유니온 1.134 96 스 스
II 1.066

29 민국 1.056 63 융창 1.221 97 호남솔로몬 1.087

30 양 1.067 64 으뜸 1.127 98 홍익 1.103

31 보해 1.097 65 인성 1.090 99 화승 1.054

32 부민 1.104 66 인천 1.059 100 흥국 1.077

33 부산 1.060 67 북 1.076 101 HK 1.101

34 부산2 1.244 68 일 1.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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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VAR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추정계수 표 오차

종속변수 NPL X-EFF BIS

상수 -0.186*** 0.057 0.655*** 0.051 14.856*** 4.977 

NPL(-1) 0.001 0.064 -0.009 0.056 8.004 5.533 

NPL(-2) -0.411*** 0.068 -0.101* 0.060 9.633 5.902 

NPL(-3) 0.203*** 0.046 -0.094** 0.041 -9.175** 3.997 

NPL(total) -0.208 0.077 -0.205*** 0.068 8.462** 6.688 

X-EFF(-1) 0.140*** 0.044 0.383*** 0.039 -1.861 3.798 

X-EFF(-2) 0.017 0.037 -0.019 0.033 -4.900 3.257 

X-EFF(-3) 0.075** 0.033 -0.021 0.030 -1.710 2.910 

X-EFF(total) 0.233 0.056 0.343*** 0.050 -8.471* 4.866 

BIS(-1) 0.001 0.001 0.001 0.001 0.281*** 0.073 

BIS(-2) 0.004*** 0.001 0.001 0.001 0.022 0.061 

BIS(-3) -0.002*** 0.001 -0.001 0.000 0.024 0.046 

BIS(total3) 0.003*** 0.001 0.001 0.001 0.327*** 0.080 

D1 0.092*** 0.030 -0.066** 0.027 0.776 2.611 

D2 0.033 0.023 -0.044** 0.021 -0.799 2.040 

D3 0.028 0.020 -0.052*** 0.018 -0.590 1.753 

D4 0.021 0.017 -0.052*** 0.015 0.136 1.437 

D5 0.014 0.013 -0.023* 0.012 -0.131 1.167 

Adjusted R 0.2976 0.417 0.171 

N 505 505 505

<부표 4>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

기무가설 F통계량 P치

X-EFF → NPL 0.60 0.55 

NPL → X-EFF 3.71 0.03 

BIS → NPL 3.57 0.03 

NPL → BIS 14.79 0.00 

BIS → X-EFF 1.12 0.33 

X-EFF → BIS 6.94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