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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저축은행 소유집중도와 다각화

The Effects of Ownership Concentration on Savings Bank 
Diversification by using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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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소유집중도와 사업다각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

여 저축은행의 소유집중도와 사업다각화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분석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반기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은 자기상관 문제를 고

려한 확률효과 GLS(Random effects Generalized Linear Squar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축은행의

지배주주지분율과 사업다각화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지배주주지분율이 증가할

수록 사업다각화를 대리하는 변수인 비이자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회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이며,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신의 자산위험과 고용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다각

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저축은행, 소유집중도, 다각화, 패널데이터, 확률효과 GLS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ing ratio and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of savings banks The difference in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ing ratio of the savings bank and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using panel data.
In this study, the semi-annual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eriod 2014-2018 were used on the basis of a sample 
of 79 saving banks. The research model is analyzed using random effects generalized linear square (GLS) model 
considering the autocorrelation problem.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ing ratio of the savings bank and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is significant (+). 
This is the result of supporting the hedging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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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17703/JCCT.2019.5.2.77

JCCT 2019-5-10

Ⅰ. 서 론

2011년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서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

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저축은행의 수가 크게 줄

어들어 현재 79개의 저축은행이 영업 중에 있다. 저축

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

는 바로 소유구조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개인소유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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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행이 많았으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금융지주회사 계열, 대부업계열 저축은행들이

출현하게 되고, 법인형태의 저축은행들이 늘어났다. 변

화된 소유구조를 가진 저축은행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지배주주지분율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기존연

구에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우수한 지배구

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하지 않은 지배구조

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유집중도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혼재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대책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수익다각화를 모색하고 있

다. 저축은행은 카드발급을 통한 수수료 수입 확대, 항

공금융, 오토론, 방카슈랑스, 골드바 판매 등 사업다각

화를 통한 수익다변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다각화 동기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각화의 동기를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살

펴보면, 경영자 위험회피가설(managerial risk aversion

hypothesis)과 부의 이전가설(wealth transfer

hypothesis)에 따라 지배주주지분율이 사업다각화에 미

치는 영향이 상반될 수 있다. 경영자 위험회피가설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신의 자산위

험과 고용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다각화를 통해 위험

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즉 지배주주지

분율이 높을수록 다각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가치를 방

어하고자 한다[1]. 따라서 지배주주지분율과 사업다각

화 간의 관계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의 이전가설을 옵션가격결정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주주의 지분은 콜옵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콜옵션의

가치는 위험이 증가할수록 커진다[2]. 즉 기업의 위험이

커질수록 지배주주의 지분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기업

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사업다각화를 축소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지분율과 사업다각화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소유집중도와 사업다각화 간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소유집중도를 대

리하는 변수로 저축은행 지배주주지분율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소유집중도와 사업다각화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며,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저

축은행의 지배주주지분율과 사업다각화의 관계를 분석

한 것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저

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소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

배주주지분율과 다각화를 통한 성과의 관련성을 분석

하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편

의를 도모하고 저축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민금융

기관이다. 저축은행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 P2P업체 등의 진입으로 산업간 경쟁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대부분 예수부채를 통

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있

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순이자마진이다. 그러나 치열

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저축은행은 수익다변화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확대

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즉 대출채권매

각이익, 투자부동산임대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

익, 수수료수입 등을 통한 비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한

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체크카드발급, 보험상

품판매, 오토론 등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

으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외에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확보를 통한 사업다각화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저축은행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사업

다각화 수준이 소유구조에 따라 다른 성과를 나타낼 것

으로 예측된다.

소유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을

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

적으로 밝힌 바 있다[4]. 즉, 대주주의 존재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5].

제배주주 지분율과 저축은행 위험추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고

위험 추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소규

모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감시 기능이 결여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6.]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지분율과 다각화 간의 관계를

대리인문제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지배주

주지분율과 다각화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

지분율과 사업다각화 간의 관계는 3차형 비선형(N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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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7].

저축은행 소유구조 형태를 복합금융그룹 저축은행과

비금융그룹 저축은행으로 구분하고, 저축은행 업무다각

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창출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했다. 또한 복합금융그룹 형태를 통해 다각화

했을 경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별성을 증명하

였다. 그 결과 수익다각화를 통한 비이자수익의 증가는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복합금융그룹 저축은행과 비금융그룹 저축

은행의 재무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복합금융그룹 형태를 통해 수익다각화가 이루어질 경

우 총자산순이익률을 증가하고 총자산 대비 영업비용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지배주주지분율과 기업성과와의 정(+)의 상관관계

를 밝힌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Demsetz & Lehn(1985),

Joh(2003) 등이 있다[9]. 이에 반해, Stulz(1988)는 경영

자의 지분율과 경영성과 간의 음(-)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10]. 또한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가 사적이

익을 추구하여 소유집중도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11]. 이상과 같이 지배주

주지분율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서로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

다.

가설: 지배주주지분율은 사업다각화와 관련성이 있

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자료를 모두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패널데이터는 개별은

행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변수와 정

보의 변동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

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Breusch-Pagan의 라그랑주 승수(Lagrangian

Multiplier) 검정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에 따

라 변하지 않는 변수가 자동통제 되므로 확률효과모형

을 선택한다. 확률효과모형을 일반 OLS로 추정할 경우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first-order autocorrelation)문제

가 발생한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관 문제

(first-order autocorrelation)를 고려한 확률효과

GLS(Random effects Generalized Linear Square)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식(1)은 저축은행 지배주주지분

율과 다각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식(1)

식 (1)에서  는 사업다각화를 대리하는 지표로 저

축은행의 의 기 비이자수익율을 나타내는 종속변수

이다. 는 개별 저축은행 의 기 사업다각

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변수로 저축은행의 소유

구조를 나타내며, 대리변수로 지배주주지분율을 사용한

다. 는 저축은행 사업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는 관측치 에 영향을

미치는 연도별 고유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년도더미 변

수다. 오차항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고

유특성을 나타내고,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에서

는 오차항 를 추정해야 할 모수인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한다. 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2. 표본선정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시

점인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다. 79개 저축은

행을 대상으로 반기 재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표본 수

는 693개다. 자본잠식 된 저축은행은 표본에서 제외하

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

여 수집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저축은행 지배주주 지분율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타

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는 비이자수

익률(DV)이다. 기업의 다각화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변수가 주로 사용된다[13]. 비이자수익률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창출되는 결과물로서 사업다각화의

대리변수로 사용가능하다. 비이자수익률은 비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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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수익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관심변수는 저축은행

대주주지분율(OWNER)을 사용한다. 지분율에 따른 더

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

속변수 형태인 저축은행의 지분율을 이용하여 사업다

각화를 통한 성과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외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총자

산대비 여신비율(TAL), 고정이하여신비율(NPI), BIS자

기자본비율(BIS), 비용효율성(COST), 예금비율(DEP),

자산규모(LOASSET), 경제성장률(GDP)을 사용한다.

표 1. 변수의 측정지표

Table 1. Variable Measurement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사업다각화

(DV)

비이자수익(총수익-이자수

익)/총수익(영업수익+영업

외수익+기타영업수익)

관심변수
지배주주지분율

(OWNER)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비중

통제변수

총자산대비여신

비율

(TAL)
총대출/총자산

고정이하여신비

율(NPL)
고정이하여신/총여신

자기자본비율(B
IS)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비용효율성

(COST)
판매비와관리비/총자산

예금비율

(DEP)
예수금/총부채

지신규모

(LOASET)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경제성장률

(GDP)
전년동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Ⅳ. 실험 및 결과

1. 표본은행의 기술적 통계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저축은행 사업다각화를 나타내

는 비이자수익 비중의 평균은 약 10%로 총수익 대비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 저축은행 특성에

따라 비이자수익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

배주주 지분율의 평균 값은 약 71%로 소유집중도가 매

우 높은 편이다. 총자산대비 여신비율의 평균값은 약

77%로 수익자산 중 대출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의

평균값은 각각 약 10.2%, 18.1%로 저축은행간 최대값과

최소값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용효율성의 평균값

은 약 0.73%이고, 예금비율의 평균값은 96%를 보이고

있다. 부채의 대부분이 예수금이며, 자금조달의 대부분

을 예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규모의 평

균값은 약 12.8이고,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은 약 3.01을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

인하기 위해 VIF 검정을 하였으며, VIF 최대값은 2.56

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초통계분석

Table 2.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변수명 mean sd min max

DV 0.0999 0.1306 -0.7921 0.8352

OWNER 0.7108 0.2906 0.1719 1

TAL 0.7733 0.1591 0.0172 0.9871

NPI 10.2191 8.0528 0 57.94

BIS 18.14 18.11 3.29 245.26

COST 0.0073 0.0049 0.0016 0.0327

DEP 0.9638 0.0203 0.8082 0.9875

LOASSET 12.8348 1.030 9.8805 15.7142

GDP 3.017 0.346 2.5 3.7

2. 실증분석 결과

국내 저축은행의 지배주주 지분율(OWNER)과 사업

다각화(DV)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확률효과

GLS(Random effects Generalized Linear Square)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저축은행의 지배주주 지분율(OWNER)은 사업다각

화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즉 지배주주 지분율 증가할수록 사업다각화

를 대리하는 변수인 비이자수익비중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소유지배구조가 1사

(인)에게 집중된 형태일수록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감

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고, 위험회피가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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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

록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신의 자산위험과 고용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자산포트폴리오 전략은 기업재무에

서 매우 중요하다[14].

표 3. GLS 분석결과

Table 3. Result of GLS

종속변수

DV
계수 z-값 (z-value)

OWNER 0.0469 2.07** 0.038

TAL -0.2617 -4.75*** 0.000

NPI 0.00174 2.47** 0.013

BIS 0.00513 1.34 0.179

COST -1.7178 -1.49 0.137

DEP 0.57421 2.18** 0.029

LOASSET 0.02835 3.79*** 0.000

GDP -0.0163 -1.23 0.219

_cons -0.6132 -2.23** 0.026

 Included

Within R-sq 0.2749

No. of obs 693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그 외 통제변수로 총자산대비 여신비율(TAL)은 사

업다각화 변수와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총자산대비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다각

화를 통한 비이자수익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산을 통한 수익창출

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다각화

를 통한 수익창출 부문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과 사업다각화의 관계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저축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다

각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시도하는 전략을 가지는 것으

로 해석된다. BIS 자기자본비율(BIS)과 비용효율성

(COST)은 사업다각화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 총부채대비 예수금비율(DEP)은 사업다각화와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저축은행 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LOASET)과 사

업다각화 간의 관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

으로 추정되었다. 저축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다각

화를 통한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이자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

로 해석된다. 경제성장률(GDP)과 사업다각화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사업다각화와 지배주주 지분

율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2011년 저축은

행 부실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유구조

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된 소유구조를 가진 저축

은행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지배주주지분율이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소유집중도가 높은 저축은행

이 사업다각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

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지배주주 지분율

(OWNER)은 사업다각화 간의 관계는 5% 유의수준에

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지배주

주 지분율 증가할수록 사업다각화를 대리하는 변수인

비이자수익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

회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

을수록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신의 자산위험과 고용위

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저축은

행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다각화를 대리하는 변수를 비이

자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다각화 변수를 대리

할 만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저축은

행의 소유구조를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사업다각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다루어 볼만한 과제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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