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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요구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정헌용*

Heonyong Jung*

요 약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

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

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

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

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

이다.

주요어 : 상호의존성, 대중화권 주식시장, 후강퉁, 포트폴리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impact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using DOL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act of BIS capital ratios on commercial and 
regional banks was different. Demand for capital adequacy has a greater and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regional banks than on commercial banks. It was shown that bank characteristic variables rather than 
macroeconomic variables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In addition, a rise in the BIS 
capital ratio reduces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and regional banks, and the higher the ratio of loan-loss 
provisions, 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In the case of commercial banks, it is estimated that the demand for 
capital adequ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they are relatively large and faithful in capital compared 
to regional banks. However, in the case of regional banks, safer assets need to be selected to meet the BIS 
capital ratio, and the increasing propotion of these safe assets seems to have a relatively greater negative impact 
on profitability. Consequency,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is results and implement the bank’s 
capital regulation policy.
 

Key words :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ROA, BIS Capital Adequacy Ratio, Commercial Bank, Regional 
Bank, D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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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은 한 국가의 경제에 있어

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실물경제의 이익은

금융기관의 기능 수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들에 대해 높은 규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을 규제하는 목적은 예금

자 보호, 자금수급의 안정, 금융 중개의 촉진 및 금융

공황의 방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글로벌화와 자본흐

름의 자유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영

업을 영위하는 은행들의 규제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8%의 자본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바젤Ⅰ을 제정하였으며, 2004

년 6월에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 및 시장규율이라는 바젤Ⅱ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회

의가 제기되면서 2010년 12월 바젤Ⅲ를 발표하였다. 바

젤Ⅲ에서는 은행의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4.5% 이상 유

지하도록 요구하며, 최저자본비율에 2.5%의 추가 자본

을 위기 시에 대비하여 적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별로도 신용상태 악화 시에 최저자본비율에 더해 2.5%

의 추가 자본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레

버리지비율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바젤Ⅲ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은행

의 자기자본은 미래의 잠재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

이며, 은행산업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는 것

은 은행의 본질적인 영업을 제한하게 되며 은행의 수익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은행의 자본비율은 경기순행적

(procyclical)이라고 하여, 위기 발생 시에 은행이 최저

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1]. 그리고 은행에 대한 최

소한의 자본요구는 은행의 자본구조 결정과 은행의 수

익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 [2]. 더 높은 자본비율

의 유지 요구는 경기 악화 시에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3].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

이 바젤Ⅲ의 자본규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본적정성 요구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연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터키 은행을 대상

으로 분석하여 자본규제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효

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4],

또 다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나이지리아 상업은

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본유지 요구가 상

업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

그리고 1999-2013년의 기간 동안 OECD 39개 국가의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본비율 요구는 은행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고 한 연구가 있었고 [6],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머징마켓의 29개 은행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본금 증가가 일정 수준까지는

은행의 수익성을 증가시키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U자형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 [7].

본 연구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의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자료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2009년 1/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까지

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 자료와 BIS 자기자본비율을 이

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

를 이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로는 GDP 성장률(GDP),

은행 간 단기금리인 코리보(KLI)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CPI)을 이용하였으며, 은행특성변수로는 대출금비율

(LNR), 이자이익비율(IRR) 및 대출구성비율(LCN)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시계열 자료들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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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통상적 회귀분석을 실행하

면 가성회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통상

적으로 1차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회피할 수 있

으나, 1차 차분변수를 사용할 경우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이 때 공적분 모형을 이용하면 차분과정 없이 수준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8-10]. 또한 [DOLS 모형은 작

은 표본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11, 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OLS 모형을 이용

하여 자본건전성 규제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을 다음 모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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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t시점의 전체 은행, 시중은행 및 지

방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을 나타낸다. , ,

, ,  ,  및 는 각각 t시점의

BIS 자본비율, 거시경제변수인 GDP 성장률, 코리보, 소

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은행특성변수인 대출금비율,

이자이익 비율 및 대출금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 , ∆ , ∆ , ∆ ,
∆ , ∆ 및 ∆는 각각 설명변
수의 차분된 선·후행 변수들을 나타내며,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그리고 m과 n은 각각 후행 및 선행 차수를

나타낸다.

표 1의 기초통계량에 보인 바와 같이, 분석대상 모든

변수들 중 대출금비율과 이자이익비율을 제외하고는

양의 왜도를 보이며, 첨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대출

구성 비율만 3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Jarque-Bera

검정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대

출구성 비율에서 정규분포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들 변수들은 정규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더 뾰족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표 1. 기술통계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J-B

ROA 0.5298 0.3541 0.3335 2.9711 0.6651

BIS 0.1179 0.0114 0.5387 1.0388 4.998**

GDP 2.8447 0.5745 0.2102 2.1630 1.3594

KLI 2.1684 0.7587 0.6367 0.7830 3.8146

CPI 3.7628 0.0498 0.9092 4.3624 7.786**

LNR 0.5623 0.0145 -0.1347 2.3455 0.7488

IRR 91.0514 5.1747 -0.1201 2.3788 0.6676

LCN 195.788 36.3635 2.0497 6.8431 44.5***

* : P < .05, ** : P < .01

표 2는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검정은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hillips-Perron 검정

을 이용하였으며, Schwart information criterion에 의거

하였다. 먼저 ADF 검정의 경우에 수준변수에 있어서는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출금비율, 이자이익

비율 및 대출구성 비율에서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귀

무가설이 유의하게 기각되었다. 그리고 1차 차분변수에

서는 총자산순이익률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이 안

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그리고 PP 검정에서는 BIS

자본비율, 코리보 및 대출금 비율을 제외하고는 단위근

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가설이 유의하게 기각되었다. 그

리고 1차 차분변수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안정적인 I(0)

시계열로 나타났다.

표 2. 단위근 검정 결과
Table 2. Unit root test results

변수
ADF PP

Level
1st

difference
Level

1st

difference

ROA -1.9663 -2.5335 -3.5478** -8.3341***

BIS 0.0194 -4.2789*** -0.1964 -4.2383***

GDP -3.9119*** -8.2733*** -3.7737*** -8.2733***

KLI -2.0621 -3.9056*** -1.4695 -3.9316***

CPI -7.2747*** -5.0129*** -7.3016*** -24.045***

LNR -2.6937* -5.9984*** -2.5514 -7.0797***

IRR -5.5079*** -8.5153*** -7.4089*** -24.856***

LCN -3.1470** -5.8512*** -3.5604** -5.8517***

* : P < .10, ** : P < .05, ***: P<.01

표 3은 공적분 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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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검정에서 5% 유의수준에서 4개의 공적분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고유치 검정에서는 3

개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분

석 대상 변수들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공적분 검정 결과
Table 3. Cointegration test results

Hypothesized
No. of CE(s)

Eigen
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Prob.**

None*
At most 1*
At most 2*
At most 3*
At most 4
At most 5
At most 6
At most 7

0.8713
0.7739
0.7649
0.5882
0.5246
0.2769
0.1911
0.0520

237.7756
170.1207
121.0608
73.2755
43.9997
19.4587
8.7636
1.7633

159.5297
125.6154
95.7537
69.8189
47.8561
29.7971
15.4947
3.8415

0.0000
0.0000
0.0003
0.0258
0.1100
0.4603
0.3877
0.1842

Hypothesized
No. of CE(s)

Eigen
Value

Max-
Eigen
Statistic

5%
Critical
Value

Prob.**

None*
At most 1*
At most 2*
At most 3
At most 4
At most 5
At most 6
At most 7

0.8713
0.7739
0.7650
0.5582
0.5246
0.2768
0.1911
0.0520

67.6549
49.0599
47.7853
29.2758
24.5410
10.6951
7.0002
1.7633

52.3626
46.2314
40.0776
33.8769
27.5843
21.1316
14.2646
3.8415

0.0007
0.0243
0.0056
0.1606
0.1169
0.6777
0.4891
0.1842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 MacKinnon-Haug-Michelis(1990) p-values

Ⅲ. 실증분석결과

먼저 전체 은행인 일반은행의 분석결과가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표에서 모형 1은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

성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BIS 자본비율이

총자산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모형 2는 거시경제변수인 GDP 성장률, 코리보 및 소비

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은행특성변수인 대출금 비율, 이

자이익 비율 및 대출구성 비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BIS

자본비율이 총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

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BIS 자본비율과 대손충당

금 비율(RES)의 교차항이 총자산순이익률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모형 1에서 BIS 자본비율은 일반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적정성 요구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2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는 BIS 자본비율의 증가는 은행의 총자산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형 2에서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은행

간 단기금리인 코리보(KLI)의 상승이 일반은행의 총자

산순이익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유의

하게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경제변수와 달리

은행특성변수는 모두 일반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비율은 일반은행

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은행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은행의 이자이익비중이

증가하면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구성 비율은 기업대출을 가

계대출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대출에 비해 기업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유의하게 감소

하는 나타났다. 기업대출은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에 비

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일반은행의 수익

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BIS 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비율의 교차

항은 일반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 일반은행의 분석 결과
Table 4. Empirical results of total banks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IS 0.1046*** -0.2526

GDP -0.1112 -0.2148

KLI 0.4869** 0.2862

CPI 0.2198 0.5390

LNR 14.5490* 8.7887

IRR -0.1090* -0.0242

LCN -0.0291** -0.0157*

BIS×RES 0.0887

adj. R-sq. 0.4171 0.9836 0.9601

* : P < .10, ** : P < .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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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의 총자산순이익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BIS 자본비율은 시중은행의 총자산순이익

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형 2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

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BIS 자본비율의 증가는 시

중은행의 총자산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형 2에서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은행

간 단기금리인 코리보(KLI)의 상승이 시중은행의 총자

산순이익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유의

하게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은행의 경

우와 같았다.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수익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시중은행의 경

우는 대출구성 비율만이 시중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업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시

중은행의 수익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3에서 BIS 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비율의 교차

항인 BIS×RES 변수는 시중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중은행의

BIS 자기자본이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유의하

게 감소하며 대손충담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

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중은행의 분석 결과
Table 5. Empirical results of commercial banks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IS 0.0238 -0.0103

GDP 0.0697 0.1053

KLI 0.3378* 0.1887

CPI 0.0989 0.2660

LNR 3.7072 -4.7520

IRR -0.0042 0.0116

LCN -0.0672** -0.0553*

BIS×RES -0.0743*

adj. R-sq. 0.0162 0.9966 0.9908

* : P < .10, ** : P < .05, *** : P < .01

표 6은 자본적정성 요구가 지방은행의 총자산순이익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모형 1에서 BIS 자본비율은 지방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2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BIS 자본비율의 증가는 지방은행의 총자산수익률을 유

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과 시중

은행의 경우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의

증가가 지방은행의 총자산수익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다. 이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

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서 자

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방은행

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다 안

전한 자산의 선택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5와 표 6에서 보

듯이, BIS 자본비율의 계수 크기가 시중은행에 비해 지

방은행이 거의 5배에 가깝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에서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거시경제변수

도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은행특성변수는 모두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특성변수 중

대출금 비율은 지방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금이 증가하면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이

익비율이 증가하면 지방은행의 수익성은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구성 비율은 지방

은행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기업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지방은행의 수익성

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

중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더 위험하므로 보다 높은 대출이자율이 적용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비

해 기업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기업대출에 비해 오히려 가계대출이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모형 3에서 BIS 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비율의 교차

항인 BIS×RES 변수는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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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이 상승하면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유의하

게 감소하며 대손충담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

한 관계가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방은행의 분석 결과
Table 6. Empirical results of regional banks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IS 0.0109 -0.4957**

GDP 0.1037 0.1616

KLI 0.1155 0.2167

CPI -0.3856 -0.6994

LNR 4.1265* -5.0116

IRR -0.0227* -0.0035

LCN -0.0273* -0.0003

BIS×RES -1.0168**

adj. R-sq. 0.1082 0.9674 0.9818

* : P < .10, ** : P < .05, *** : P < .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

석대상 전체 은행인 일반은행의 분석 결과, BIS 자본비

율은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BIS 자본비율의 증가는 일반

은행의 총자산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거시경

제변수 중에서는 코리보만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

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은행특성변수는 모두

일반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시중은행의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은 거시경

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중은

행의 총자산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코리보만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고, 은행특성변수 중에서는 대출구성 비율만이 시중은

행의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업대

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는 BIS 자본비율의 증가는 지방은행의 총자산수익

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자본

비율의 계수 크기가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이 거의

5배에 가깝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지방은행의 경

우에는 어는 거시경제변수도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특성변수는 모

두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BIS 자기자본이 상승하면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대손충담금 비

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보다 강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본

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이 자본적정성 요

구에 따른 수익성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서 자본적정성 요

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보다 안전한 자산의 선택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

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장기화하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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