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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CONTENTS

(1)RESEARCHOBJECTIVES

Theobjectiveofresearchistohow thetraditionallocationfactor,thecareerofthebranchmanager

andthelayoutofthebranch,etc.affectthebusinessperformanceofabranchintheinternetfinancial

environment imbued with the IT technology,and analyze the degree of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fordifferentlocationtypesthatarecrucialintermsofmarketingofbusinessperformance

strategies,includingresidentialdistrict,commercialdistrict,multi-usedistrict,andspecialdistrict.

(2)RESEARCHMETHOD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using Eviews7,a statistics

package.Estimation was made with OLS-White,to controlthe heteroskedasticity frequently found

incrosssectionaldata.

(3)RESEARCHFINDINGS

Asforsignificantinternalfactorsthatinfluencebusinessperformance,thenumberof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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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amountprovided/received percustomer,the numberofinternetbanking users,the branch

history and the numberofautomatic machin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siness performance,

inthatorder.Whetherabranchislocatedonthe1stfloor,theyearsofserviceofthebranchmanager,

thesizeofabranch,whetherthebranch spaceisowned by thebranch,etc.werenotsignificant.

Positive externalfactors thatinfluence business performance were the average income ofresidents,

thenumberofbusinessentitiesandthenumberofresidents.Lastly,thenumberofcompeting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use district (specialdistrict,residentialdistrict,multi-use district,commercial

district)werenegativelycorrelated.

2.RESULTS

Asfortheinternalfactors,businessperformanceofabranchwaspositivelyinfluencedwhenthe

branch had more employees,received/provided more amountofmoney percustomer,had a higher

numberofinternetfinanceusers,hadalongerhistory,andahighernumberofautomaticmachines.

Positive externalfactors influencing business performance were the average income ofresidents,the

numberofbusinessentitiesand thenumberofresidents.Lastly,thenumberofcompeting financial

institutionsperbranch andthefactorofbranch location (specialdistrict,residentialdistrict,multi-use

district,commercial district)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business performance. For each 1%

changeoftheindependentvariance,thebusinessprofitshowed positive/negativechangeofβ%.The

dummyvariableshadpositive/negativeinfluenceofβ%,comparedwiththeothervariables.

3.KEYWORDS

∙bankbranch,locationtype,businessperformance,branchmanager,internetbanking

국문 록

은행 포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은 직원 수,고객당 총여수신,인터넷 융 이용자 수, 포의

연수,자동화기기 수 순으로 정(＋)의 향이 있었다. 포의 1층 입지여부,지 장의 근무연수, 포면 크기, 포의

소유여부 등은 향이 없었다.외부 요인은 당해지역 거주자의 평균소득,사업체 수,거주인 수가 정(＋)의 향을

미쳤다.당해 지역 경쟁 융기 수와 용도지역(상업지,주거지,주상혼합지,특수지역)은 부(－)향을 미쳤다.이러

한 결과는 거 심의 업환경이 네트웍 심의 업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국내 은행들의 효율 인 포입지 략을 다음과 같이제안한다.첫째,지역 특성과고객의

거래 유형을 분석하여 일반 포,복합 포,기업특화 포,컨설 특화 포 등을 구별하여 당해 지역에 합하게입지시

켜야 한다.둘째,지역 용도별로 포의 생산성을 분석하여 포 운 략을 추진해야 한다.셋째,불필요한 포

환경개선을 지양하여 비용을 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융컨설 으로 WealthManagement 략을

특화해야 한다.

핵심어:은행 포,입지유형,경 성과,지 장,인터넷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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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배경 목

최근 융환경은IT기술의진보,소비자인

식의 변화로 융과 기술이 만난 핀테크,1)인터

넷이나모바일거래등비 면채 이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이러한변화는 인터넷 뱅킹의가

입률 증가와2)온라인 거래 증가로 나타나고 있

다.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포의경 성과에

향을미칠것으로추론할수있고,종래의 통

은행입지 략으로 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암시한다.종래와 달리 비 면 거래가증

가하면서 포의 입지도 종래의 1층 심에서 2

층등에도입지하고상업 심지입지3)에서주거

지역,주상혼합지역,병원이나공공기 등이 입

지한특수지역등다양한입지에 포를개설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경 성과

에종래의입지요인외에도다른요인이작용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다른 요인은 논자에 따라서

다르게인식할수 있으나,은행의경 성과는 경

자의 리더십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4)따라

서경력이풍부한지 장은그 지않은지 장보

다지식경 활동이나 리더십의 노하우가축 되

어 있어 더 많은 경 성과를 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5) 한 근래에는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

져일선 포의 업력을강화하려면내 고객의

성향에 맞는 Lay-Out차별화 략이나 포이

미지 략도 요하게 두되고 있으며,인터넷

융이용자 수도 증가하나 이러한 것이 향이

있는지 여부에 심이 다.6)한편 입지도 상업

용지나 주거용지 외의 주상혼합용지나특수지역

등에는 심이 어그것이성과에 향이있는지

여부도 심을 둘 필요가 있다.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에서 근하여 은행 포의경 성과

를 분석한 가 없다.따라서 본고는 지 장의

경력, 포의 Lay-Out,인터넷 융이용자 수

입지하는용도지역이경 성과에 향을미치

는지 여부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규명하는데 목 을 두었다.

2.연구방법 범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이다.

은행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련

된이론을국내외 서와간행물등을토 로문

헌고찰을 하고, 실증분석은 통계 패키지

Eviews7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으로 경 성

과와 련된 변수의 인과 계를 분석한다.

연구의범 는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여

입지가은행의경 성과에미치는변수를외부요

인과내부요인으로구분하여추출하 다.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내부요인은 A은행의 국 포를

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외부 향 변수는

통계청, 융감독원,한국은행, 국은행연합회

Nicedata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 다.

Ⅱ.이론 고찰

1.은행 포의 구성 특징

은행 포는 은행 서비스의 부 는 일부

1) 융을 뜻하는 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다.모바일을 통한 결제·송 ·자산 리·크라우드 펀딩 등 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한다.(한국은행)

2)2014년 말 재 인터넷뱅킹서비스(모바일뱅킹포함)등록고객수는 1억 319만명으로 년말 비 8.1% 증가함.(한국은행 융결제 국

자 융 ).

3)이성룡,“은행 포의 입지 특성에 한 실증 연구:서울특별시 소재 시 은행을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5,p.68.

4)구정 ·곽규환,“리더쉽과 경 성과에 한 연구,”경 경제,계명 학교 산업경 연구소,2013,제46권2호,pp.29-48.

5)이재식,“지식경 기반구조가 지식경 활동과 경 성과에 미치는 향,” 경 정보연구, 한경 정보학회,2009,제28권4호,

pp.229-252.

6)성종선,“ 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 략에 한 연구:국민은행 사례를 심으로,”무역논집,성균 학교 무역 학원,1993,

제11권,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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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불특정다수인을상 로공개된시설 는설

비를 갖추고 조직 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

이다.7)국내 은행 포의 형태는 고객유형별,

포규모,이동가능성,타업종제휴,은행원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이동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동

포,고정 포로 구분한다.타 업종 제휴로 여부

로 보면 일반 포,복합 포,하이 리드 포로

구분할 수 있고,은행원 유무에 따라 유인 포,

무인 포로 구분한다.8)

자 융의발 은입지개념이강조되던종

래의 포 개념을 바꾸어놓았다.이러한변화는

통 인은행 포입지요인이나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래하 고,이러한

변화와 련된 인과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

다.9)1990년도 반이후 정보통신의 속한 발

은 융서비스를 산화시켜 포의 기능을

축소시켜 상당부문 자채 로 이동시켰다.인

터넷,스마트뱅킹등비 면 채 의성장이지속

되면서 포채 의 매 서비스 집 도는

차약화될 것으로 상하나, 포는비 면채

과 상호보완 계를 유지하여 핵심채 로 역

할을 지속할 것이다.10)

2.은행 포 수익성과 성과 평가

마진은 출수익률에서 비용률을

차감한값( ·출이자차이로벌어들이는수

익)이며,순이자이익은 출뿐 아니라

이자수입과 이자지 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

부채항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한편,순이자비

용은비이자이익에서 비이자비용을차감한 값이

다.비이자비용은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한 경비

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11)경 성과를 측정하

는 도구로 순이자 마진(netinterestmargi

n)12)을 이용할 수도 있다.이것 은행의 이익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 성과는 일정한 기간 (월,분기,

반기,년)을 단 로 실 을 평가한다.실 은 목

표 비 달성도로 평가하며,결과에 따라 순 를

매기고,각종 포상을 수여하며,다음 목표 부여

의 근거를 마련한다. 포별 목표 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해서는 포의 실 이 요

하다.13)

3.은행의 포 략 변화

은행은 지 수,14)자산 같은 외형은 커졌

지만, 리 기조 확산에 따른 마진 축소,

인터넷 스마트 뱅킹,핀테크같은 비 면채

을 이용한 융거래가 증하면서 포의 생산

성은 크게 하되었다.15)수익이 크게 발생한

2005∼2007년에 비하면 연평균 수익은 반에

7)이정섭,“입지특성에 따른 고객의 은행 포 선택요인에 한 연구:서울특별시 소재 시 은행을 사례로”,단국 학교 학원 도시계획 부동

산학과 박사학 논문,2006,p.61

8)한국은행,“ 융기 포총람”1998,pp.1~8.

9) PWC, “Rebooting the branch:Reinventing branch banking in a multi-channel, global environment” FS Viewpoint,

2012,p.4.(www.pwc.com/fsi)

10)김선철,“은행 포의 입지선정과 시장 유율 추정에 한 연구”,한성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3,pp.32~33.

11)천성욱,“한국 융산업의 외국환업무 수익성 증 방안”,연세 학교 경제 학원 석사학 논문,2001.pp.11∼12.

12)은행 등 융기 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 수치로 융기 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다.순이자마진에는 과 출의 리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되며,유가증권 평가이익

과 매매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실질 순이자마진은 명목 순이자마진에서 충당 립률과 운 경비율을 뺀 것으로 국제 으로 통용되

는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다.이 비율이 마이 스로 내려가면 을 받아 출을 많이 할수록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감

원은 그 동안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원화 마진( 출 리- 리)을 사용했으나,2000년부터 원화는 물론 외화,유가증

권 운용마진 등을 포함한 체 이자부문 수익성 측정을 해 순 이자마진(NIM)을 도입하 다(자료:매일경제).

13)이용기,“우리나라 상업은행 성과평가 요인의 개선방향에 한 실증 연구”, 주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2,pp.9~10.

14)2010년 은행 지 수는 7,116개 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7,341개로 증가하 다(자료:융감독원).

15) 융거래 비 면거래가 체의 88.4%에 달하는 가운데 2013년 6월말 재 국내은행 체 포(7,704개)의 약 10% 737개가 자

를 기록하 다(서병호,“은행의 효율 인 채 · 포 운 정책 시사 ”,세미나 자료,한국 융연구원,2014,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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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실정이다.16)이와 같은 상황은 은행 경

모델의 근본 인 변신을 요구하며, 업채

의 신은다각 인경 변화의한축으로이해

되고 있다.채 의 효율화는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K은행은 국을 종래의 행정구역 신

수익에 향이 있는 요인을 감안한 블록으로 나

는 작업을 하고 있다.인구,평균소득,기업

수,매출 등을고려하여 블록을 정하고,S은행은

기업 포와 가계 포를합친 융센터를늘리고

있다.이러한 방식은 수익감소에 응하려는 최

근의 새로운 흐름이다.

해외 은행들도 채 의 효율화를 한 변신

을 하고 있다.미국의 BankofAmerica는 매

상담에 주력하는 지역거 을 두고 주변의 미

니 포를 설치하는 HubandSpoke 략을 구

사한다.BoA,Citi,Wells Fargo,HSBC,

RBS등 로벌 은행들은 로벌 융 기 이후

비용 감을 해 포망을 각각 16.2%,

54.8%,37.0%,14.3% 축소하 다.17) 이와

같이 인터넷,모바일채 과SNS채 의 향력

은 고객의 융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통

인 채 의 융거래 구조를 변 시키고 있다.18)

따라서 은행은 이에 응하기 해 채 을 재정

비하고 있는 것이다. 리,내수부진,고령화,

리비 부담 등도 채 의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채 의 재정비는 이러한 변화에도 응력을 증

시킬 수 있다.19)하지만 단순거래를 해

포를 방문하는 고객비 이 아직도 지 않으며,

실명확인 등 법 제약도 지 을 축소하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다.은행은 단순거래 뿐 아니라,

융상담이나 상품 매도 있기 때문에 포의

입지나 수익 증 를 한 변수가 아직도 과제가

되고 있다.

4.선행연구

은행 포의 경 성과를 통 인 입지선정

의 용도지역 입지측면에서 먼 밝힌 것은

이성룡(1985)20)이며 그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요인을 포입지로 보고,용도지

역별 입지를분석하여, 포의입지 요도순서

는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이며,지역 내

융기 수가 많을수록 업실 이 우수하고

비용측면에서임 료가 업실 에 요한 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손경 (1998)21)은 이성

룡보다는 용도지역을 더 세분하여 도심형,상공

형,주상형,지방형 순으로 구분하고,이 순서

로 수익이 높았다고 밝히고, 업활동은 서울보

다 지방 포가,주택상가형보다 상공형의 포

가,임차 포 보다 소유 포가 우수하 다고 밝

혔다.본고는 시 상황을 반 하여이것을 더확

장시켜 특수지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융환경의 변화는 Lay-Out도 경 성과

와 련지어 논의하게 하 다.성종선(199

3)22)은 일선 포 업력 강화 략으로 은행의

Lay-Out차별화 략,사무자동화 략, 포

이미지 략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지역의 특성이나 내 고객의 성향에 따른

포 Lay-Out를 차별화해야 하며, 내 고객

의 다수가 개인고객이며 이들의 부분이

의입·출 등단순거래고객인 을감안할때

포채산성을강화하기 해서는사무자동화가

16)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7년 비 2013년 7개 주요은행의 지 당 이익(세 이익기 )은 게는 35%에서 많게는

86%까지 감소하 다.지 당 이익은 27억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평균 61% 감소하 다.

17)서병호,“은행의 효율 인 채 · 포 운 정책 시사 ”,세미나자료,한국 융연구원,2014,p.9.

18)PaulPester,“Why branches matterin a digitalage”,Localbanking forBritain,Lending standardsboard,2014,pp.1

∼11.

19)Skinner,“RoleoftheBranchintheDigitalAge”,TheFinanser,BalatroLtd,2015,pp.1∼3.

20)이성룡,“은행 포의 입지 특성에 한 실증 연구:서울특별시 소재 시 은행을 심으로”,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학 논문,

1985,p.8.

21)손경 ,“은행 포 입지요인과 업실 과의 계에 한 실증 연구”,건국 학교 석사학 논문,1998,pp.3~4.

22)성종선,앞 논문.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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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주장하여 비 면채 의 요성을강

조하 다.본고는 성종선의 Lay-Out차별화 주

장이 타당한지 과학 인 방법으로 검증한다.

비 면채 의확산에 심을가진연구자는

Paraskevi v. Boufounou(1995)23)이며, 그

는 총 을 종속변수로 하고, 치특성이나 상

권특성 변수는 다른 사람이 채용한 변수와 차이

가없으나,경쟁상황의특성으로ATM네트워크

의 멤버십 변수를 채용하고,지 내부 특성으로

지 연 ,야간 고시설,외 상 이미지,네트워

크지 수,은행명칭인지도,ATM수같은변수

를 채용하여 변화하는 환경이 어떻게 경 성과

와 련이 있는지 규명하려하 다.그러나 분석

결과 이자생활자 수,지 연 ,직원 수,야간

고시설,고용인소득,자 업자 평균소득,은행지

총수 등은 정(+)의 향을 미치며,경쟁은행

지 수는부(-)의 향을미친다고분석하여

통 인 면채 이 여 히 굳건한 것을 확인하

다.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던 인터넷 융이용

자수도 요한변수로 채용한다. 한 경 자의

경 능력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 장의 경력을 변수로 채용한다.

곽삼 (2009)24)은 경 성과(총수익)에

유의미한 변수로아 트가격,근로자수,경쟁은

행수, 포취득 액, 포 용면 ,투자상품,

우량고객을 규명하 고, Hong Jaeweon·

Hong woneui·Kwak Yoonsik(2010)25)는

소비자 융거래 실 을 이용하여, 포개설지

역의 소득수 ,소비수 ,사업장 수,피고용자

수가 은행입지 선정에 유의한 변수임을 밝혔다.

한,Luisa Alama(2012)26)가 인구의 가

치 평균, 화선,승용차 수,은행 지 수,시

장 유율,주택가격,1인당 소득 등을 향변수

로 분석하여,은행입지의 주요 결정요인이 인구

와 소득변수라 규명한 을 고려하여, 통 으

로논의하며 유의미한 요인으로 규명한고객수,

포소유 여부,1층 입지 여부, 포면 ,직원

수,사업체 수,거주인 수,거주자 평균소득등의

변수를 채용하여 분석한다.

본연구가 술한선행연구와다른 은 통

으로논의해온변수에더하여지 장의근무연

수, 포의Lay-Out연수,더세분화한용도지역,

인터넷 융이용자 수 변수를 채용한 이다.

Ⅲ.실증분석

1.분석자료와 변수

분석의 기본 자료는 A은행 765개 포 데

이터이며,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자

료이다.이외에 NICEDATA의 지역별 경제활

동 빅데이터, 국은행연합회, 융감독원,한국

은행,통계청 DATA를 이용하 다.채용한 종속

변수는 포당 업수익,직원1인당 업수익이

며,독립변수는,총고객수당총여수신, 포연

수,지 장 근무연수,Lay-Out연수, 포 소유

여부, 포 1층여부, 포면 ,자동화기기 수,

임차보증 ,직원 수,인터넷 융이용자 수,경

쟁 융기 수,사업체수,거주인수,거주자평

균소득,주거지 여부,상업지여부,특수지 여부,

주상혼합지 여부이다.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23) Paraskevi v. Boufounou, “Evaluating bank branch location and performance:A case stud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Research,1995,87,pp,389-402.

24)곽삼 ,“입지가 RetailBanking 포 수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K시 은행 서울특별시 심으로”, 앙 학교 석사학 논문,

2009,pp.110-114.

25) Hong Jaeweon·Hong woneui·Kwak Yoonsik,“The study of Location Strategy for Bank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regional Financial Transaction Net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u-and e- service, Scienceand Technology,

2010,Vol.3NO,1,p.21.

26) Luisa Alama, “Bank Branch Geographic Location Patterns in Spain: Some implications for financial exclusion,”

GrowthandChange,2012,Vol43No1,pp.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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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당 업수익:은행에서 일반 으로

업성과측정에 사용하는 수익은 험조정 업

수익(RAR)에 비이자 수익을 더하여 이용한다.

변수 별을 명확하게 하기 하여비이자수익을

제거하고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업 자체 수

익인 험조정 업수익만을 사용한다. 험조정

업수익은 자 이익＋수수료＋기타이익에서

상손실(expectedloss)27)을 뺀 수익이다.

2)직원당 업수익: 포당 업수익을 직

원수로 나 험조정 업수익이다.이는 은행

에서 개개인이 얼마나 수익에 향을 미치는지

를 밝히기 해 채용하 다.

3)총여수신/총고객수: 포 체의 총여수

신을총고객수로나 어고객1인당총여수신변

수를채용한것은 체 포의사업규모를통제

하기 함이며 이는 고객수와 동일한 개념의 지

표이다.

4) 포의 연수: 포를 개설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업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수익의 편차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이다. 포를개설한지오랜 된 포는

고객층이안정 이고 충성고객이많다는특징과

기본 으로 안정된 업망이구축되어부실 출

이상 으로 어수익에 향을 미친다.수익

에 미치는 향력의 왜곡을 막기 해 3년 미만

의 개설 포는 변수에서 제외하 다.

5)지 장 근무 연수:은행의 최 자산은

인재이며,지 장은 은행의 표로서 스스로 경

에 한 비 과 사명감을 가지고 설정한 목표

를 달성해야 한다.28)지 장의 경륜과 역할에

따라서 포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지 장의

역량을계량화할수있는방법이없어은행근무

연수를 변수로 도입하 다.변수의 객 성을 확

보하기 해 2011∼2013년까지 포에 근무한

지 장 연수를 평균하 다.이 변수는 포환경

이나 지 내 인 자원의 능력이 입지 요인보

다 업성과에 더 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기

해 채택하 다.

6)Lay-Out연수: 포구성에 따른 소비

자의 편의성 인 측면도 매우 요한 속성에 해

당된다29).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

어공사후시 에서기 일까지어느정도오래

되었느냐 하는 기간을 변수로 사용하 다.내부

환경 인 요인이 다른 변수보다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채택하 다.

7) 포의 소유여부: 포의 소유,임차에

따라 업활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있다.소유 포는고객의편의성이임차 포

에 비해 자유스러울 수 있고 이미지나 주차시설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극 으로 응할 수 있

기 때문이다.

8) 포 1층 여부: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해서는 근성이 최우선 인 요인이나,비용

인 측면에서 1층과 기타 지역의 임차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익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

여 변수로 채택하 다.

9) 포의 면 :소비자의 상업시설에 한

효용은 시설 매장면 이 클수록 증가한다.30)편

리성과 은행 시설물의 활용이 용이하여 차별화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성과에 향을 수

있다. 체면 에서 각 포마다 공용면 으로

제외되는 면 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

고 있는 용면 을 사용하 다.

10) 자동화기기수:CD(Cash Dispenser),

ATM(AutomatedTellerMachine),공과 자

동수납기등의 자 융의발 은장소 개념이

강조되던 종래의 포개념을 바꾸어 놓았다.이

러한변화는종래의 통 인은행 포입지요인

이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27)PD(ProbabilityofDefault:부도율)*LGD(LossGivenDefault:부도시 손실률)*EAD(ExposureatDefault:부도시 잔액)

28)김기서,“은행지 경 의 성공 략과 실천”,한국 융연수원,2010,pp.56-59.

29)송우석·이호병,“기업형 슈퍼마켓에 한 소비자 재방문 향요인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3,제55집,p.49.

30)조진우·김진,“ 랜차이즈 미용업 포개발을 한 방문객 특성 입지특성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3,제53집,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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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다고 단하여 변수로 채택하 다.

11)임차보증 :보증 액의 정도에 따라

포의규모,지역의경제력척도, 포의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변수로 선정하 다.보증

과월세로 계약된 포,소유 포의정확한환산

값인 사내임차보증 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12)직원 수:직원 수는 지 의 규모를나타

낼 뿐만 아니라, 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양 인

효과가 있어 변수로 채택하 다.

13)인터넷 융이용자 수:IT산업의 발

으로 인터넷 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하고

있어 변화하는 융 환경에 다각 인 향요인

을 분석하기 해 채택하 다.

14) 포당 경쟁 융기 수:지역,교통,

포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경쟁업체31)의 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채택

하 다.경쟁 융기 수는 NICE데이터와

국은행연합회 포 황 데이터를 활용하여,우

리나라 상황에서 지역별 특성을 악하기 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여32)각 포를 심으로 수도권은

반경 0.5㎞,비수도권은 반경 1㎞의 제1 융권,

제2 융권등경쟁 융기 수를변수로채택하

다.

15)사업체 수:개별 포를 심으로 서울

은 반경 0.5㎞,경기도, 역시는 반경 1㎞,지

방은 반경 1.5㎞의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 수를

변수로 채택하 다.

16)거주인 수 :잠재수요자는 구매력을 갖

춰 실수요자가 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다.33)

따라서,지역의 인구 도에 따라서 은행거래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개별 포를 심으로

서울은 반경 0.5㎞,경기도, 역시는 반경 1㎞,

지방은반경1.5㎞의경제활동인구로 변수를채

택하 다.

17)거주자 평균소득:경제활동인구의 연

간 총 소득을 경제활동거주인수로 나 어 평균

을 산출하 다.

18)주거지 여부:주거지는 소매 융업무

의 핵심지역으로 고객의 니즈가 다양하고 수신

상품 주의 고객이 많은 아 트,단독주택지역

이다.

19)상업지 여부:상업지는 법인거래가 많

아 자 수요가 크고,기반확 의 잠재성도 높아

기업의 융 컨설 뿐만 아니라 력업체들과

연계하여 업을 추진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곳

이다.

20)특수지 여부:특수지는 특별한 목 으

로 포가 입지하는 지역이다.입지조건이란 어

느 장소에 입지하는 어떠한 포에 하여 다른

환경에입지할때는다른 향을미치는그곳만

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는데34) 기업사옥/공

장,공공기 , 학교,병원,출입국 리사무소,

환 소 등 일반고객 상 업이 불가능한 포

를의미한다. 주권유형 분류상일반 업 가능

지역 입 포는 특수지에서 제외하 다.

21)주상혼합지 여부:주거지와 상업지 특

성을 2∼3개 이상 복하여 가지고 있는 지역으

로 아 트/단독/다가구 주택지역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포당 업수익,직원당 업수익,총여수

신/총고객수, 포연수,지 장 근무연수, 포

면 ,자동화기기 수,임차보증 ,직원 수,인터

넷 융이용자 수,경쟁 융기 수,사업체 수,

거주인수,거주자평균소득은변동폭을 이기

해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하 으며,Lay-Out

연수는 분산이 작아 원래 데이터로 분석하 다.

소유 여부, 포 1층 여부,상업지 여부,특수지

31)이근 ·정문오·이상엽,“기업형 소매상업시설 SSM(Super-Supermarket)의 매출액에 한 입지특성요인의 향분석”,부동산학보,한

국부동산학회,2015,제60집,p.36.

32)안상모·이종아·정 호,“주택연 신청자의 공간 결정요인 분석”,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3,제55집,p.243.

33)황규성,“편의 입지선정시 매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부산지역 심으로-”,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4,제55집,p.295.

34)권호근·김형진,“부동산 유통단지 입지조건의 결정요인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1,제45집,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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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분석 가설

항목 설 명
상

부호
참고

내

부

요

인

개 한 지 오래된

포일수록 성과 양호
(＋)

Boufounou

(1991)

지 장 근무연수가

오래 으면 성과 양호
(＋) 논자채택

Lay-Out후 연수가

오래 으면 성과 조
(－) 논자채택

소유 포가 성과 양호 (＋)
Boufounou

(1991)

1층 포가 성과 양호 (＋) 오은하(2012)35)

용면 이 넓을수록

성과양호
(＋) 오은하(2012)

자동화기기가 많을수록

성과양호
(＋)

Boufounou

(1991)

직원 수가 많을수록

성과양호
(＋)

Boufounou

(1991)

임차보증 이 많을수록

성과양호
(＋) 논자채택

인터넷 융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성과 양호
(＋) 논자채택

외

부

요

인

지 당 경쟁 융기 수가

많을수록 성과양호
(＋) 이성룡(1985)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성과양호
(＋)

Boufounou

(1991)

거주인구 수가 많을수록

성과양호
(＋)

Boufounou

(1991)

거주자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성과양호
(＋)

Boufounou

(1991)

주권 유형은 성과에

향을 미칠 것임
(＋) 이성룡(1985)

여부,주상혼합지여부는더미변수로로그를 취

하지 않았다.

2.분석 모형의 설계

분석에 앞서 추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에

한가설 상부호를<표1>과같이정리하

다.독립변수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

분하 으며 상부호는 선행연구를 참고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포당 업

수익과 직원당 업수익이다.다 회귀분석모형

으로 분석하 으며,횡단면 자료에서 흔히 나타

나는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해 OLS-White로

추정하 다.

분석결과는 기본모형,종속변수로그모형,

독립변수로그모형,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그모

형 등을 검토하여 설명력이 높은 것을 채용하

다.기본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단,여기서   상수
     회귀계수
   변수명

  오차항

와같은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포당수

익에 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고자 한다.

향을미치는요인의정(＋) 는부(－)의 계를

확인하고더나아가각변수가해당 포당수익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분석

에앞서선행연구자들의여러논문 사용한변

수가 본 논문과 유사하고 최근에 연구된 국내외

논문들을참고하여 상되는설명변수들의 부호

는 가설을 정리하 다. 포의 연 이 오래된

포 일수록 성과가 양호하고,소유 포가 성과

가 양호하며,자동화기기 수가 많을수록,직원

수가 많을수록,사업체 수가 많을수록,거주인구

수가 많을수록,거주자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성

과가 양호하다고 단되는 것은 Paraskeviv.

Boufounou의 논문를 참고하 으며,1층에

포가 치하고, 용면 이 넓을수록 성과가 양

호하다고 단되는것은오은하논문을참고하

다.지 당경쟁은행수가 많을수록성과가 양호

하고, 주권유형이성과에 향을미칠 것이라

는 가설은 이성룡의 논문을 참고하 다.특히,

본논문에서차별성을찾고자하는지 장의능력

이성과에 향을크게미칠것이라고가설한변

수는 지 장 근무연수가 길수록 성과가 양호하

고,다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환경 인 측면에

서 Lay-Out연수가 오래 으면 성과가 조할

것이며,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융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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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설명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평균값 앙값 최 값 최소값 표 편차

업수익 4725.3 4242.0 34072.0 561.0 2402.0

직원당 업수익 368.3 362.8 831.0 56.1 103.4

총여수신/총고객수 0.2 0.1 3.9 0.1 0.2

포연수 24.3 21.0 114.0 3.0 18.3

지 장 근무연수 30.33 32.0 40.0 11.0 4.9

Lay-Out연수 5.8 6.0 10.0 0.0 2.4

소유여부 0.3 0.0 1.0 0.0 0.5

포 1층 여부 0.9 1.0 1.0 0.0 0.3

포면 1328.0 403.8 472729 37.8 17096.1

자동화기기수 8.4 7.0 58.0 1.0 5.1

임차보증 1890.0 1265.8 30717.4 29.5 2378.0

직원수 12.5 12.0 41.0 6.0 3.9

인터넷 융이용자수 6213.6 5856.0 29482.0 1308.0 2575.2

포당 융기 수 14.2 9.0 98.0 1.0 13.9

사업체수 476.5 316.0 3399.0 18.0 483.7

거주인수 45811.8 37552.5 176074.0 210.1 29327.1

거주자평균소득 34.8 33.6 51.1 24.4 4.9

주거지여부 0.2 0.0 1.0 0.0 0.4

상업지여부 0.3 0.0 1.0 0.0 0.4

특수지여부 0.1 0.0 1.0 0.0 0.2

주상혼합지여부 0.6 1.0 1.0 0.0 0.5

가많을수록고객수와비례하여성과가높을것

이라고추론한다.국내외선행연구가없는설명변

수는 융환경의변화와은행고객들의거래패턴

의변화에도불구하고강약의차이는있지만,아

직까지는 통 인입지요인의변수들과같은방

향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Ⅵ.분석 결과 해석

1.기술 통계량

<표2>는각변수의기술통계량이다.A은행

765개 포의 설명변수 더미가 아닌 양 변

수의 기술통계량은,내부 요인 설명변수로

포의 연수는 최 값은 114년인데 평균값이

24.3년으로 20년 이내에 많은 포들이 개설되

었음을 의미한다.지 장의 은행 근속연수는 평

균값 30.33으로 부분 베이비부머세 로 풍부

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지 장들로 구성

되어 있다.Lay-Out연수는 평균 5.8년으로 최

근 추세에 맞추어 포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직원 수는 평균 12.5명으로 은행

포의필수인원6명을가정할때 정한수 이

다. 포당 평균 임차보증 은 1,890백만원이

다.외부 요인으로 포당경쟁 융기 수평

균은 14.2개로 치열한 경쟁 계에 있다.

2.분석 결과 해석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Model1( 업

수익)의 adjusted R-squared값은 .726으로

설명력이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내부요인은 직원수(β

=0.791***),여수신/총고객수(β=0.265***),

인터넷 융이용자수(β=0.261***),포연수(β

=0.159***),자동화기기수(β=0.062*)로 나타

났고, 포1층입지 여부(β=0.020),지 장 근무

연수(β=0.019), 소유여부(β=0.018), 임차보

증 (β=0.000),Lay-Out(β=-0.004), 용

면 (β=-0.010)은 유의미하지 않았다.직원 수

가 많을수록,고객당 총여수신이 많을수록,인터

넷 융이용자수가많을수록, 포연수가오래

될수록,그리고 자동화기기 수가많을수록 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다고 단할수 있다.

한독립변수가1%변동할때마다 업수익은

β%만큼±로변하는탄력성을보이며,더미변수

는 아닌 것보다 β%만큼 ±의 향을 미친다36).

근무직원 수와 포연수는 Boufounou(199

1)37)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와같다,이러한 통

35)오은하,“은행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포의 입지 요인”,감정평가학논집,한국감정평가학회,2012,제11권1호,pp.131~132.

36)독립변수의 상 인 1단 변화에 다른 종속변수의 상 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에 한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double-log모형):남 우·이한식,계량경제학,홍문사.2011,p.157.

37) Paraskevi v. Boufounou, “Evaluating bank branch location and performance:A case study,” European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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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Model1 Model2

계수 p값 계수 p값

내

부

요

인

총여수신/

총고객수(log)
0.265 0.000*** 0.238 0.000***

포연수(log) 0.159 0.000*** 0.143 0.000***

지 장근무

연수(log)
0.019 0.680 0.004 0.925

Lay-out연수 -0.004 0.306 -0.004 0.328

소유여부 0.018 0.461 0.026 0.288

포1층 여부 0.020 0.528 0.023 0.470

포면 (log) -0.010 0.498 -0.016 0.270

자동화

기기수(log)
0.062 0.014* 0.016 0.465

임차보증 (log) 0.000 0.9671 0.000 0.995

직원수(log) 0.791 0.000*** - -

인터넷 융

이용자수(log)
0.261 0.000*** 0.208 0.000***

외

부

요

인

융기 수(log) -0.103 0.000*** -0.112 0.000***

사업체수(log) 0.040 0.001*** 0.039 0.001***

거주인수(log) 0.033 0.027* 0.034 0.026*

거주자

평균소득(log)
0.312 0.005** 0.273 0.014*

주거지여부 -0.242 0.000*** -0.218 0.000***

상업지여부 -0.153 0.003** -0.128 0.014*

특수지여부 -0.302 0.000*** -0.280 0.000***

주상혼합지여부 -0.166 0.001*** -0.142 0.007**

상수 2.781 0.000 3.027 0.000

Adj-R2 0.726 0.341

Durbin-Watson 1.938 1.963

주:        

<표 3>분석 결과

으로채용하는변수가여 히경 성과에 향

이있는것으로 단된다. 한,유의미하지않았

던자동화기기수나인터넷 융이용자수가유의

미하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채 이비 면채 로변화한것을시사한다.

통 으로 논의 되어온 직원 수,고객당

총여수신,자동화기기 수, 포연수 등의 요인

들이 아직도 은행 성과에 강하게 향을 미치

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 으며, 포의 1층

입지가 요하다는 종래의 입지 은 부정되어

온라인거래,비 면 거래의 증가 등 은행거래

형태가 다양해 진 것이 반 된 결과라 추론된

다.외부요인 유의미한 요인은 거주자 평균

소득(β=0.312**), 사업체수 (β=-0.040***),

거주인수(β=0.033*),경쟁 융기 수(β

=-0.103***), 상업지 여부(β=-0.153**),주상

혼합지(β=-0.166***), 주거지(β=-0.242***),

특수지(β=-0.302***)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다수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본

연구에서 심을 갖고 있는 용도지역의 향성

여부는 특수지역,주거지역,주상혼합지역,상

업지의 순으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것은 업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리의 요도 순서라고 할 수 있다.은행

포의 증가와 IT산업의 발달로 비 면 채 의

업트 드 고객들의 융거래 인식의 변화

로 거 심의 업환경에서 네트웍 심의

업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상업지와 주상혼합지가 다른 입지에

비해 약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밝힌 통 입지요인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은행의 경 성과 는 경쟁 융기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집되어 있는 상업지나 주상혼합

지가 융 기 의 입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주거지의 부(－)의 향력이

다른 용도지역보다 큰 것은 사회의 다변화와

경제 활동 패턴의 변화로 부분 은행 거래가

직장이 집되어 있는 상업지나 주상혼합지에

서 활발하다는 것이고,특수지는 특수 한 목

으로 포가 개설되어 불특정 다수가 근이

어렵고 특수 계로 인한 업 략의 제약으로

단된다.

직원 개개인의 능력여부를 측정하기 해

Model2(직원당 업수익)로 분석을 시도하

다.분석결과 결정계수 값 R-squared는 .341

로낮았으나,채택된변수는 차이가없어 지 당

업수익이나직원당 업수익이유의미한 변수

OperationalResearch,1995,87,pp,38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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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 다.

분석결과 시사 은 몇 가지 있다.첫째,

Model1( 포당 업수익)과 Model2(직원당

업수익)의변수에차이가없고 향력에큰차

이가 없었다.이것은 포의직원능력이 업성

과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둘째,

리·성장기조의 치열한 경쟁 융환경,IT

발달과 수요자의 인식변화가 있지만, 통 인

입지 요인이나 향변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는 이다.

가설과본연구분석의결과를보면,내부

요인으로 직원수가많을수록, 포의연수오래

되었을수록,자동화기기 수가 많을수록,인터넷

융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은 가설과같은 결과로나타났다.외부 인요

인으로사업체수가많을수록,거주인수가많을

수록,거주자 평균소득이 높을수록,용도지역 입

지여부는 가설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그

외의 것은 가설과 달랐다. 융환경의 변화와수

요자의 융거래 인식의 변화로 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

하 으나,크게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으며,입

지유형(주거지,상업지,주상혼합지,특수지)이

의미있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업 략에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Ⅴ.결 어

본 연구는 A은행의 2011∼2013년까지

업실 을 바탕으로 통계청, 융감독원,한국은

행, 국은행연합회,Nicedata,자료를 활용해

경 성과에 어떤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 것이다.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은행의경 성과에 향을미치는내

부 요인은 직원수,고객당 총여수신,인터넷

융이용자 수, 포연수,자동화기 기 수가 양호

한 향 계를미치는 것으로분석 되었고, 포

1층 입지 여부,지 장의 근무연수,소유여부,

임차보증 ,LayOut연수, 용면 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이것은 종래의 1층 입지와 포크

기가 향이 있다는 통 인 입지 이 변화하

고 면채 보다 비 면채 이 증 되고있음을

시사한다.

둘째,외부 요인으로 거주자 평균소득과

사업체수,거주인 수는 정(＋)의 방향으로 경

성과에 향을 미쳤고, 포당 경쟁 융기 수

와 주권요인 (특수지,주거지,주상혼합지,상

업지)은 부(－)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

로 규명되었다.

셋째,선행연구와 달리 지 장의 경륜과 능

력에 따라 업성과가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기

해 지 장의 은행 근무연수를 변수로 채택했

지만 유의미한결과를 얻지못했으며, 포의 환

경에 따라 업성과에 향이 미치는지를 분석

하기 해 Lay-Out연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

여 분석한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장, 리기조로 NIM(순이자마진)

이감소하여경 기를맞이할수있는 융환

경에서 효율 인 포 입지 략이 필요하며 몇

가지 시사 이 도출되었다.

첫째,1층 포 여부,소유여부, 용면

등은 업성과에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어지역 특성과고객의유형등을분석하여다

양한 포를 설치·운 하는 략이필요하고,비

면채 업을 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도심형 복합상업시설이 주변 부동산

에 큰 효과38)를가지기 때문에 상업지와 주

상혼합지의 경우 차별화된 포 략으로 효율

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융복합 포의 략이

필요하다.

셋째,은행 집지역은 효율성을 분석하여

포 구조조정을 하여 합리 인 포 개설 략

이 필요하다. 융 소외지역을 발굴하여 독과

체제의 포 운 략도 업성과를 거양하는

38)최형석,“도심형복합상업시설의 주변지가 효과에 한 실증분석”,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4,제58집,pp.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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