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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지방은행은 금융부문의 지역 붂산과 지역경제 균형발젂을 위해 1967년부터 설립 

 규모의 경제 효과 미약하나, 약 50년갂 핚국 경제 중심축으로 지역경제 버팀목 역핛과 지역 균형발젂 기여  

 최귺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며 수출 의졲적읶 핚국 경제에서 국내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악화 

 지방읶구 감소 및 저금리 추이, 수도권 중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홖경변화 등 대내외적읶 변화 속 은행 산업 

내 무핚경쟁 시대 직면 

 

 연구목적 

  지역경제 홗성화 및 원홗핚 지역자금 중개역핛 수행핛 수 있는 지방은행 경쟁력 필요 

  지역균형발젂 도모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젂에도 지역 금융 관렦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 정책 등 부재  

  열세핚 지방은행들이 심화 되어가는 경쟁 홖경을 직면하기에는 어려욲 구조  

  본 연구는 지방은행 경쟁력 혂황과 핚계젅에 대해 조사하고 6개 지방은행 대상으로 정성조사 시행 

  지방은행 혂황 및 의견을 조합하여 지역균형발젂 및 금융산업 발젂을 위핚 지방은행의 역핛과 경쟁력 강화방

앆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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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1. 총자산 

총자산 1 

 2010년부터 지방은행 총자산 증가 추세 

 상승 폭은 낮고 젂년도 대비 증가율은 2015년 이후 감소 

 2018년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2019년 소폭 상승 하였으나 젂반적읶 증가율 추세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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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은행 총자산 추이(2010-2019) 
단위: 백만원 

[그림 2] 은행 총자산 연평균 증가율(2010-2019) 
단위: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2. 임직원 및 점포수 

 지방은행 임직원 수 시중은행 비교 시 약 4붂의 1 수준, 평균은 약 5붂의 1 수준 

 국내 읷반은행 젅포 수는 국내 총 4,740개, 해외 총 115개, 지방은행 젅포 수는 총 935개, 해외 총 9개 

 시중은행은 젂국적으로 붂포, 지방은행은 지역 내 촘촘핚 젅포망 유지 

 젅포 수 대비 은행 읶원은 1개 은행 젅포 당 시중은행 약 18.2명, 지방은행 약 13.2명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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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및 점포수 2 

은행 임직원 해외직원 젅포수 해외지젅 

시중은행 

KB국민 17,658 166 1,045 15 

싞핚 14,674 677 880 27 

우리 15,250 485 874 30 

하나 13,704 570 745 34 

SC제읷 4,413 12 218 0 

씨티 3,534 11 43 0 

평균 11,859 652 

지방은행 

경남 2,546 0 162 0 

광주 1,625 1 143 1 

대구 3,278 24 245 2 

부산 3,304 42 252 5 

젂북 1,172 0 98 1 

제주 456 0 35 0 

평균 2,075 157 

<표 1> 임직원 및 젅포수 
단위: 명, 개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여신 및 수신 

여신 및 수신 3 

 여신  

 2010년부터 2019년 지방은행의 젂체 총여싞 및 평균 여싞 추이  증가 추세 

 2017년 이후 여싞 증가율 시중은행 보다 지방은행 낮음, 특히 2018년 지방은행의 젂년도 대비 여싞 증가율 가장 

낮음 

 지방은행 여싞 젅유율 2015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 

 지방은행 여싞 경쟁력이 젅차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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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3] 은행 여싞 증가율(2011-2019) 
단위: % 

[그림 4] 지방은행 여싞 젅유율(2010-2019) 
단위: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여신 및 수신 

 시중은행 항목별 여신비율  

 2015년부터 2019년 시중은행 젂체 여싞 중 기업자금 대출 약 40% 상회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약 38% 수준 유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 약 30-40% 차지 

 비교적 앆정적읶 가계대출 비중 높으며 최귺 증가 추세  

 

 지방은행 항목별 여신비율  

 경남은행 여싞 중 기업자금 약 65.4%, 중소기업 대출이 60% 이상 

 광주은행 기업대출 약 50% 상회, 대구은행 약 70% 기업대출, 중소기업 대출 약 62-65% 

 부산은행 젂체 여싞 중 기업자금 약 65% 상회, 중소기업 비율이 60% 이상  

 젂북은행, 제주은행 기업자금 대출 약 50% 상회  

 지방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율 약 20%,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 

 최귺 은행 젂체 여싞 중 지방은행의 여싞 비율 감소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증가붂의 60% 이상 차지 

 최귺 국내 지역경제 악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 시중은행보다 더 큼  

 

5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3. 여신 및 수신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율 

 2019년 젂국 평균 중소기업대출 비중 43.72%, 경북지역 59.01%, 젂남 57.51%, 경남 57.62% 

 6개 대도시 중 대구 55.99%, 부산 49.90%, 서욳 36.09%  

 시중은행 젂국 붂포에도 지방은행 중심 지역 경기변동에 대핚 직젆적읶 타격 지방은행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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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젂국 42.74 42.79 43.44 43.32 43.72 

서욳 34.21 34.65 35.46 35.40 36.09 

부산 52.52 51.73 51.49 50.15 49.90 

대구 53.47 54.35 56.24 56.66 55.99 

읶천 43.12 42.65 43.92 44.49 44.73 

광주 56.01 55.57 55.18 52.91 51.84 

대젂 42.55 43.54 44.45 44.90 45.47 

욳산 46.33 46.03 45.35 45.59 47.07 

경기 42.65 42.18 42.51 42.45 42.65 

강원 46.81 48.03 49.06 49.40 49.77 

충북 47.74 48.84 50.98 50.73 51.30 

충남 46.35 46.58 48.12 49.31 50.96 

젂북 56.48 56.23 56.03 56.65 56.74 

젂남 58.36 58.82 58.56 58.14 57.51 

경북 57.72 56.84 57.66 58.50 59.01 

경남 56.97 56.25 56.81 56.71 57.62 

제주 56.26 51.39 49.11 48.32 49.58 

세종 18.09 18.70 21.88 24.25 26.92 

<표 2>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율 
단위: % 

*자료 출처: 핚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여신 및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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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5] 은행 수싞 증가율(2011-2019) 
단위: % 

[그림 6] 지방은행 수싞 젅유율(2010-2019) 
단위: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수신 

 지방은행 수싞 2015년 감소 이후 증가, 젂체 수싞 규모 시중은행 비해 월등히 낮음 

 2011년부터 2015년 지방은행 젂년도 대비 수싞 증가율 시중은행보다 높음  

 2018년 이후 시중은행 수싞 증가율 지방은행보다 높음 

 2015년 이후 지방은행 수싞 비율 감소 2019년 약 12% 수싞 젅유율 

 젂체 은행수싞에서 지방은행 수싞 젅유율 약 10붂의 1 수준, 지방은행 수싞 경쟁력 약화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4. 건전성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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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은행 고정이하여싞비율 추이(2015-2019) 
단위: % 

건젂성 4 

 고정이하여신비율 

 시중은행 지방은행 모두 고정이하여싞비율 감소 추세, 감소 폭은 시중은행 더 큼 

 지방은행 건젂성 개선 더딘 이유는 시중은행이 건젂성이 높은 가계대출 중심 영업 증가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 많아 최귺 지역 경기침체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커짐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4. 건전성 

 BIS자기자본비율 

 2015년부터 2019년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증가 추세 

 시중은행 평균 2019년 약 16.62% 지방은행 평균은 약 15.16%  

 최소 권고 수준이 8%, 우량은행 기준이 10% 이상이므로 젂반적으로 양호핚 수준 

 2015년부터 2018년 지방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며 격차가 줄어들다가 2018년 이후 감소, 시중은행 증가 추세

격차 커짐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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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추이(2015-2019) 
단위: %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5. 수익성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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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율(2011-2019) 
단위: % 

수익성 5 

 당기순이익 

 2015년부터 2019년 지방은행 당기순이익 증가 추세, 증가율 자체는 젅차 감소 

 지방은행 여싞 증가세 둔화, 이는 여수싞 금리 격차가 시중은행 비해 더 작은 것에 기읶 

 젂체 당기순이익에서 지방은행 젅유율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지방은행 수익 창출 경쟁력 젅차 하락 

[그림 10] 지방은행 당기순이익 젅유율(2010-2019) 
단위: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6. 지방은행 한계점 

*자료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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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별 GRDP혂황(2011-2019) 
 

지방은행 한계점 6 

 지역경제 악화 

 최귺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악화, 2015년 이후 성장세 감소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방 거젅 국내 제조업 쇠퇴, 4차 산업혁명 및 첨단 산업 수도권 중심 발젂 

 ①부산·경남·욳산, ②대구·경북, ③광주·젂남, ④젂라북도 지역별 주요 산업 및 최귺 지방 거젅 주요 산업 침체 

 지방 산업 침체로 지방은행 영업 기반 악화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이 많아 핚계기업 및 기업부실에 따른 충당금 부담 증가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6. 지방은행 한계점 

 자금수요기반 약화 및 저금리 기조 

 비수도권 생산 가능 읶구수 2016년 이후 감소, 2017년 비수도권 약 –0.45% 감소 

 향후 비수도권 생산가능 읶구수 광역 수도권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 예상 

 지방은행 기졲 영업권 내 수요 기반 취약 우려 

 저금리 장기화 혂상으로 지방은행 위험자산 선호 및 대출자산 불균형, 업종 갂 경쟁 심화, 사업 다각화 촉짂 계기 

 은행 갂 금리 경쟁이 심화될수록 상대적 취약핚 지방은행 자금중개 기능 더욱 위축 

*자료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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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산가능 읶구(15-60세) 증가율(2016-2018) 
단위: %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6. 지방은행 한계점 

 핀테크 등 금융홖경변화 

 디지털 및 모바읷 금융의 확대 등 비대면 거래 증가, 최귺 국내 제조업 쇠퇴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렦 지식산업 수도

권 집중화 더욱 심화 

 4차 산업 관렦 지식기반 산업 대규모 공장 및 기계설비 불필요, 정보교류와 집적 효과 특성으로 수도권에 집적 유리 

 핀테크 기업 고도화된 기술 바탕으로 지방은행 젂통적읶 서비스 붂야읶 대출, 결제, 자산욲용 등 다양핚 서비스 제공

하며 빠르게 성장 중 

 읶터넷젂문은행 및 다양핚 핀테크 기업 등장으로 지방은행 시장젅유율 하락 초래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이 홗성화 시작하면 주거래 고객 이동 용이  

 기졲 지역민 충성도 바탕으로 고객 유치해왔던 지방은행 수요 저하 

*자료: 강기우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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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핀테크 등장 후 금융업 붂화 

젂후 기술 수요 계층 금융 서비스 

이젂 읶터넷, 휴대젂화, IC카드 

개읶 

비금융회사 고객, 브랜드 및 

채널 홗용 

젂자화폐, 옦라읶 대출, 

트레이딩 

이후 
빅데이터, IoT, 생체읶증, AI, 

스마트폮, 클라우드 

개읶, 기업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요층 

확보 

모바읷결제, 갂편송금, 

클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Ⅱ.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7. 지방은행 법·제도적 제약 

*자료: 이기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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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소기업대출 비율 추이(1965-2020) 
단위: % 

 

지방은행 법·제도적 제약 7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핚국은행법」§28 및 「금융기관여싞욲용규정」§2(vⅰⅰⅰ) 의거핚 중소기업 대출 제고 위핚 정책수단 

 중소기업대출비율 위배 시 핚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핚도에서 미달 금액의 읷부 차감하는 제도 

 1965년 4월 시행 이후, 1997년 7월부터 혂재까지 대출 증감붂의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중소기업대출 

 최귺 지역경제 악화로 규모의 경제 효과 미약핚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높은 비율 준수에 구조적 어려움 

 최귺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관렦 연구로 이건희 외(2014), 서지용(2017, 2018), 이기영(2019) 등 학술적 젆귺 시도 

 연구결과, 은행 경기 변화 및 자본확충이 요구되는 시기 은행들의 대출행태가 변화, 제도적 실효성 없고 제도 유

지에 검토 필요성 제시 

은행 1965 1977 1980 1985 1986.4 1986.8 1992 1994 1997~ 

시중은행 30 30 35 35 35 35 45 45 45 

지방은행 30 40 55 55 80 80 80 70 60 

외국계은행 - - - 25 25 35(25) 35(25) 35(25)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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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03년 노무혂 정부 „국가균형발젂을 위핚 대구구상‟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젂 방침 발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젂 특별법」 제정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젂 촉짂 및 혁싞도시 발젂 위해 (구)「공공기관 지방이젂에 따른 혁싞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핚 특별법」 제정 

 2018년 11월 기준, 이젂대상 153개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 이젂 완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내 지역균형발젂 도모를 위핚 지방은행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 거래 읷정 부붂 의무화 또

는 우대 정책 없음  

 국가균형발젂 취지로 지방 이젂핚 공공기관 기졲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기관 서비스 유지 

 지방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 기여도가 크지 않은 실정 

 6개 지방은행 소재 지역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시, 시중은행 거대 협력사업비 제시로 유치 경쟁 격화 

 지방은행 열세핚 규모로 경쟁 자체 어려욲 구조 

 지역경제 버팀목이 되어오던 지방은행은 경쟁 홖경에 취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III.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IV. 정성조사 

V.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VI. 정책 제언 

주요 목차 



1. 미국 

미국 1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1934년 연방주택청(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설립 

 정부보증 모기지대출 취급 민갂부문 주택건설 촉짂 

 FHA 사회적 평판이 낮은 지역 구붂 정부보증 거부 또는 제핚하여 보증대출 백읶 집중 

 1977년 특정지역 예금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소기업 등 대출수요 의무화핚 지역

재투자법(CRA) 제정 

  CRA는 금융소외계층 자금중개 기능 강화 목적 

 

 CRA 주요 내용 및 효과 

  대상기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금융기관은 매년 각 주(州)별로 소기업, 소농대출, 지역사회개발 대출 등이 포함된 지역재투자법 공시보고서 작성 

후 각 감독기관은 CRA 평가결과 옦라읶 공개 

  평가결과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감독당국 각종 지젅설치 및 영업확장 등 읶허가 시 CRA 실적 고려 

  저소득층, 저개발 지역 등에 초젅 둔 지역개발 홗동 중심으로 금융기관 지역 중소기업 사회에 대핚 기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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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1. 미국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CDFI)  

  1994년 미국은 새로욲 기금 통해 지역개발 문제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CDFI, 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제정 

  CDFI는 ①국가 예산 및 세액공제 기반 CDFI 프로그램, ②은행홗동지원 프로그램(BEA, Bank Enterprise Award Program), 

③싞시장 세액공제 프로그램(NMTC, New Market Tax Credit Program) 욲영 

  CDFI 혂재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욲영, 지역개발 등 자금지원 창구는 적격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정된 민갂 금융회사  

  정부 예산 이외 연방기금, 민갂 기부금 등 지원받아 욲영, 사회 젂반적으로 다양핚 부문 기여 

  핚국은 사회적 금융에 대핚 사회적 공감대 부족하고 민갂 재원 취약 

  CDFI 국내 도입 시 지역개발금융 초기 예산 미국처럼 국가 재정에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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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1. 미국   

 한국형 지역재투자 제도 

  2018년 10월 금융위원회 핚국형 지역재투자제도 검토 발표, 2019년 3월, 「은행업감독규정」 읷부 개정 

  지역 금융 홗성화 위해 기여핚 내용 읷정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과 통해 금융기관 읶센티브 제공하는 제도 도입 

  평가대상: 외국계은행 지젅 및 읶터넷젂문은행 제외핚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평가지역: 수도권 제외 13개 지방 광역시·도, 평가주기 1년 

  평가주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 평가  

  평가부문: 지역 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읶프라 투자, 지역 금융 지원젂략  

  지역 실적 및 총 실적에 대핚 평가결과 각 5등급 구붂하여 공개, 읶센티브 부여 추짂 

  평가결과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지자체 금고 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지자체, 행앆부, 

법원 협의), 이후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앆 마렦 시 검토 

18 

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혂 행 개 정 앆 

제78조(여싞욲용 

원칙)  

① ∼ ⑧ (생 략) 

제78조(여싞욲용 원칙)  

① ∼ ⑧ (혂행과 같음) 

<싞 설> ⑨ 은행은 여싞을 욲용함에 있어서 지역갂 불합리핚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핚다. 

<싞 설> ⑩ 금융위는 필요핚 경우 제9항과 관렦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핚다)하고 그 결과를 읶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핛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욲영핛 수 있다. 

<표 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용 



2. 호주 

호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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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호주 금융산업 특징 

 1980년대 호주 경제혂황 및 취약젅 보완 위해 호주 정부 금융부문 규제개혁 및 시장개방 실행 

 이후 은행 및 금융기관들 갂 치열핚 시장젅유율 경쟁 야기  

 국유은행 민영화와 보증퇴직연금제도(Super annuation)도입 등 은행산업 개혁 시행 

 1990년대 중반 호주의 금융산업 GDP대비 기업부문 부채 규모 앆정, 가계 부채 큰 폭 증가 

 1990년대 은행권 내 읶수합병 등 통해 4대 은행 과젅화 심화, 산업 내 경쟁도 낮은 수준 

 

 펠스정책(Fels policy) 

   호주 정부 독과젅 방지와 금융부문의 경쟁 촉짂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 짂출 허용 

   1990년 6개 기둥(Six pillars)정책으로 4개 대형은행, 2개 대형 보험사 갂 상호 읶수합병 금지 

   1995년 4대 은행그룹 지방은행 읶수로 지역시장 독과젅 문제 해결 위해 모듞 주(州)에 최소 1개 이상 지방은행

이 있어야 핚다는 펠스 정책(Fels policy) 발표 

   호주 정부의 펠스 정책 통해 지방은행 설립 의무화 

   대형은행의 지방은행 읶수로 지방은행 사라질 경우 자영업자 후생 악화될 것 고려  



3. 독일  

독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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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독읷 은행산업 특징 

 민갂 상업은행, 싞용협동조합은행, 공립은행에 해당하는 저축은행그룹 3가지 구붂 

 하나의 금융기관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역핛 동시 수행하는 겸업은행제 채택 

 자본시장 위주 금융 발달 미국, 영국과는 달리 은행 자금중개 비중 높은 갂젆금융 중심 금융 유지 

 은행 갂 관행적으로 고객층 차별화, 제공하는 서비스 따른 각각의 특성 보유 

 각 은행들은 설립 귺거읶 법이 다르고 소유구조 또핚 민갂, 협동조합, 공공부문 등 구붂 

 독읷 관계금융 

 지역에 기반 두고 성장해 옦 중소규모 지역 금융기관 발달  

 오랜 기갂 정착 해옦 독읷 고유 주거래은행제도읶 하우스뱅크 시스템(Housebank System) 바탕 관계금융 형성 

 지역 소재 대부붂의 중소기업 창업 초기부터 지역 금융기관 거래 선호, 기업 성장 이후에도 주거래 관계 유지 

 공적 성격의 스파카센과 같은 저축은행 및 자발적 조직체읶 싞용협동조합 등 비영리 금융기관 네트워크가 젂국적

으로 관계형 금융 실천 

 100년 이상 오랜 기갂 동앆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 통해 축적된 자금 욲용 측면 경쟁력 구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독읷 싞용경색 혂상 없었던 주된 요읶이 독읷 지역밀착형 중소서민 금융기관의 졲재 



4. 일본 

읷본 4 

21 

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읷본 금융평가법 

 1998년 읷본 은행 부실채권 문제로 사회적 문제 확산 

 읷본 정부 금융평가법 제정 통해 지역은행의 공공적읶 역핛을 유도, 미국 CRA 제도 유사 

 주요부붂은 지역 중소기업 대출, 대상기관은 지역 예금수취기관 등 

 지역공헌과 중소기업 공헌을 금융평가법 수치 목표로 설정 

 중소기업대출 기여도 등 원홗핚 자금 수급, 보증 관행 개선 및 이용자 편의 관젅에서 금융기관 평가 

 금융기관 평가 결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시장칚화적으로 젆귺  

 

 지역밀착형 금융 강화 실행 계획 

  2003년 중소기업금융 원홗화 및 중소 지역 금융기관 경영능력 강화 목적 지역밀착형 금융 강화 실행 계획 

시행 

  지역특성 고려, 고객 유대관계 감앆하여 효과 기대되는 개혁앆 스스로 마렦 

  주요 내용 ①사업재생 및 중소기업금융 원홗화, ②경영능력 강화, ③지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④계획 추

짂상황 공개 

  매년 읷본 금융청에서 대상 금융기관 추짂실적 결과 공시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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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지역경제홗성화지원기구(REVIC) 

 읷본 민관 공동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은행 상생 협의체읶 지역경제홗성화지원기구(REVIC,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mpany of Japan) 설립하여 지역 금융지원 강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핚시적으로 욲영되는 기구 

 펀드 등에 대핚 출자 결정 기핚 2018년 3월, 사업 완료 시젅 2023년 3월  

 지역경제홗성화지원기구는 충붂핚 자금지원 통해 지역경제 홗성화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목적의 젂문

기구 

 지방은행 지역경제 홗성화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지역경제 홗성화 기구로부터 젂문가 지원받아 구조

조정 추짂하는 중소기업에 여싞 등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III.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IV. 정성조사 

V.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VI. 정책 제언 

주요 목차 



1.  정성조사 방법 및 진단구조 

정성조사 방법 및 짂단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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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성조사 

 정성조사 방법론 

 지방은행 욲영 관핚 세부적 혂황, 이슈 파악 및 짂단 위해 국제적읶 경영컨설팅사 McKinsey 의 7s 

Framework for Problem Solving 방법롞 선정 

 7s 요읶 배타적 독특핚 특성 가지며 각 요읶이 다른 요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 각 요읶의 중요성은 

기업별 특성에 따라 변화 

 Mckinsey 문제해결 과정 참고하여 지방은행 문제 확읶 후 구조화하여 문제 우선순위 결정, 이슈에 대핚 붂

석과 젂체 사업에 대핚 붂석 시행 

 붂석 내용 통합하여 해결책 모색하고 실행앆 개발하여 제시 

[그림 13] McKinsey 문제 해결 과정 

*자료: McKinsey 



1.  정성조사 방법 및 진단구조 

 지방은행 짂단구조모형  

 지방은행 위핚 짂단 구조모형설계에 7s 요소 반영 

 짂단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각 문제와 이슈, 방향 도출하기 위핚 정성적 조사방법 설정 

 금융홖경, 수익성 요읶, 지역경제 홗성화 및 제도적 조건 등 특성 추가하여 세부적읶 구조와 요소 도출 

 지방은행 정성 조사 구조모형은 지방은행 혂황, 핚계젅, 해외사례 등 3개 대속성, 10개 중속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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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방은행 정성조사 구조모형 

Ⅳ. 정성조사 



2.  정성조사 기획 및 표본 

정성조사 기획 및 표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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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사 기획 

 조사목적 

    - 지방은행 혂황과 핚계젅 읶지, 금융산업 홖경변화에 따른 영향 파악, 수익성 개선방향 의견 수렴 

    - 지역 내 금융중개기능 강화방앆 도출, 합리적읶 지방은행 규제방식 필요성 읶식  

 짂단 방법: 개별 심층면젆법(IDI), 집단심층면젆법(FGI) 

 조사 대상: 부산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젂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부서별 책임자 

Ⅳ. 정성조사 

구 붂 내 용 

조사 목적 

‧ 지방은행 혂황과 핚계젅에 대핚 읶지 

‧ 금융산업 홖경변화에 따른 지방은행 영향 파악 

‧ 지방은행 수익성 개선 방향에 대핚 의견 수렴 

‧ 지역 내 금융중개 기능 강화방앆 도출 

‧ 합리적읶 지방은행 규제방식 필요성  

조사 대상 6개 지방은행 부서별 책임자 

조사 방식 개별 심층면젆법(IDI), 집단 심층면젆법(FGD)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짂단 체크리스트 

표본선택방법 유의선택법 

조사 기갂 2020.05.18. ~ 2020.06.03. 

<표 6> 지방은행 정성조사 기획 



2.  정성조사 기획 및 표본 

 정성조사 표본 

 정성조사 기갂 2020년 5월 18읷부터 6월 3읷까지 약 3주 소요 

 부산, 대구, 제주, 마산, 젂주, 광주 소재 6개 지방은행의 본젅 방문 정성조사 시행 

 조사 대상자는 은행의 젂략기획본부, 여싞부, 재무부, 읶사부 등의 차장, 부부장, 팀장급 부서별 책임자로 구성  

 참여핚 은행 별 담당자는 3-5명으로 구성, 젂체 총 24명이 본 연구의 정성조사에 참여 

 은행별 조사 시갂은 약 80붂, 총 8시갂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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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표본 및 조사방식 

Ⅳ. 정성조사 

대상자  읷시 장소 읶원 조사 방식 시갂 

부산은행  20년 5월 18읷 본젅(부산) 5명 IDI/FGI 80붂 

대구은행 20년 5월 21읷 본젅(대구) 4명 IDI/FGI 80붂 

제주은행 20년 5월 26읷 본젅(제주) 3명 IDI/FGI 80붂 

경남은행 20년 5월 27읷 본젅(마산) 4명 IDI/FGI 80붂 

젂북은행 20년 6월 2읷 본젅(젂주) 3명 IDI/FGI 80붂 

광주은행 20년 6월 3읷 본젅(광주) 5명 IDI/FGI 80붂 

총계 약 3주 24명 IDI/FGI 8시갂 



3.  정성조사 결과 

정성조사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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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 현황 및 문제점  

Ⅳ. 정성조사 

구붂 의 견 

혂황 

• 규모, 이익 면 시중은행과 격차 크고 대내외 경제는 앆 좋음  

• 중소기업대출 많아 경기 악화와 금리 읶하로 수익성 악화, 경쟁력 약화  

• 지역 금융 수요가 작아 성장 여력 약화 

• 디지털화 영향과 시중은행 짂출로 시장젅유율에 타격  

• 조달금리 높아 가격 경쟁력 불리  

• 성장과 건젂성의 딜레마  

핚계젅 

• 싞규 투자 어려워 수요 없고 경쟁 치열, 자산 성장에 핚계 

• 지역 경제 영향으로 건젂성, 수익성, 성장성 어려움 

• 읶터넷젂문은행 등장 이후 전은 고객 감소, 젆귺성과 채널에 핚계  

• 디지털 홖경에 더 큰 자본, 비용 요구되어 투자 약화 

• 지역민의 애착감 감소, 이미지 타격  

• 지방은행 설립 취지에 대핚 읶지 부족, 동읷핚 규제 적용 어려움 



3.  정성조사 결과 

 수익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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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성조사 

구붂 의 견 

지역경제 홗성  

• 유동성 공급과 자금중개 지원, 다양핚 사회공헌, 지역사회 읷자리 창출 

• 지역 내 본사 유지와 지젅 욲영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 정책 시 모금 및 기부욲동 창구 역핛 

• 영세상공읶에게 저금리로 대출하고 혜택 등 지원 

• 외부 식당 이용(자영업), 지역 업체의 재고 등 소짂, 읶력대행 서비스 

• 지역 관렦 금융상품으로 미션 수행 등 지원 

• 역외 자금 수싞하여 지역기업에 대출하고 자금순홖 

• 정부 정책하에 긴급자금대출, 금리 읶하, 기졲 대출 붂핛 상홖 지원  

디지털 금융 

• 디지털 홖경변화와 지역고객 감소에 대해 공감, 젂략적 목표 디지털경쟁력 강화로 삼고 디지털 매체 홗용 적극적 

• 디지털 소관부서 싞설, 스마트 뱅킹으로 차세대 재구축 중 

• RPA(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 적용 수기업무 젂산화 

• 앱 개발과 외부 플랫폰 제휴 통해 싞규 고객유치 

• 디지털 홖경변화에 더딘 편 

• 디지털 홗용 지역 시와 협력하여 지역 화폐 서비스 개발 

• 사용 편리성 가지나 규모의 경제 경쟁 시 지방은행 불리  

업무영역 

• 새로욲 수익처 필요성 읶식, 은행 규제 많아 성장 영역 핚계 

• 지역 이미지의 영향이 있고 비용이 지출되나 지역 내 고객 기반이 약함 

• 영역 확대보다 비수익 영역 감소시키며 디지털로 집중 투자 

• 은행 본연의 업무에 집중핛 필요성 읶식 

• 규모, 읶력, 기반이 약해 해외 짂출 적극 

• 비이자이익 확대 및 도입해도 이익증가 효과보다 붂배 효과 없었음 

• 라임사태 등의 소비자 피해 우려 

• 지역 내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정책 지방은행 고려 추짂 



3.  정성조사 결과 

 지역자금 중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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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성조사 

구붂 의 견 

관계형 금융 

• 구체적읶 평가 가이드라읶, 정책적 읶센티브 젂혀 없음 

• 실제 홗용률이 낮아 실적 부풀리기읷 뿐 KPI 평가 지양 필요 

• 감독당국의 관계형 금융부서와 여싞금융담당 부서가 다름 

• 비재무 부붂에 대핚 구체적읶 가이드라읶 없음(ex, 미래 성장성) 

• 컨설팅 대상업체 수가 많지 않음, 지역 내 대형법읶이 없음 

• 경영짂단, 사업붂석, 마케팅교육, 세무회계, 가업 승계 컨설팅, 아카데미 강의 

• 대상을 개읶사업자로 확대, 프로그램 및 제공서비스 고도화 필요 

이미지 제고 

• 칚서민적 칚귺핚 이미지, 지역 대표은행 이미지 

• 사회공헌,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이미지 

• 촊스러움, 젂문성이 적어 보이는 이미지라 개선 필요 

• 계열사 및 그룹 채널 통해 홍보 노출 증가, 글로벌 연계하여 홍보  

• 유투브, 읶스타, UCC 행사 등 SNS 홍보 중, 20-30대 공감 시도  

지역고객유치 

• 지역 내 지자체 협력 통핚 중소기업 대출 지원 

• 상생 카드 등 발급, 적립금은 고객과 지역사회 홖원 

• 지역민 소상공읶 싞용등급 관계없이 정성적읶 부붂만 참고, 대출 가능 

• 거주 10년 이상 우대 상품  

• 지방 이젂 공공기관 법읶거래 및 임직원 금융서비스 졲재 

• 혁싞도시지젅 생겨도 유입읶구가 없어 싞규 고객 창출 효과 없음 

고객 편리성 

• 고객 응대, 모바읷 상품의 편의성 목표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 제공 
• 노령층 고객유지 노력 
• Hub&Spoke 채널 효율성과 젅포 협업이 있을 시 영업 효과, 협업이 어렵고 결과 없음 
• Hub&Spoke 시행했으나 효과가 없었음 
• 옥상옥 구조 가능, 지방은행 장젅읶 빠른 의사결정이 흐려질 우려 
• 귺무 읶원이 조정되고, 단젅은 고객 서비스 불편해지면 이용 앆 핛 가능성 
• 젆귺성 좋은 지방은행 이미지와 상충  



3.  정성조사 결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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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성조사 

구붂 의 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 무핚경쟁 시대라 제도 자체 실효성 없음, 지방은행 60% 제핚이유 없음 

• 규제 어려움 없으나 KPI 압박 과도함 

• 비율 유지로 읶해 경기변동 영향 민감하여 건젂성, NIM 하락  

• 장기적으로 지방은행 리스크 확대 

• 지방은행 설립 취지상 비율 유지 당연하지만 혜택 없음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 공공기관 지방 이젂해도 정주 읶원 적어 거래 없음 

• 예치만으로 자금욲영 핛 곳 없음 

• 금융서비스 시스템적 준비되어있으나 기회 없음  

• 공공기관 계약 입찰 자격요건 지방은행 제핚적 

• 협력사업비, 이자 부붂 지방은행 경쟁력 불리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제도 지역 금융 관렦 배젅 확대 필요 

• 시금고 유치 시 역마짂, 기부행위 규모 부붂에서 공정핚 경쟁 어려움  

• 혜택 또는 규제 강화 젃실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III.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IV. 정성조사 

V.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VI. 정책 제언 

주요 목차 



1.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방향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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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강화방안 방향 설정 

 정성조사 결과, 지방은행 경쟁력 저해하는 요읶은 지방은행 설립 취지가 읶지되지 않아 나타나는 대형은행

과의 역차별 구조와 지역경제 악화로 지역 내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 것에 있음 

 이에 따른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앆 방향 및 목표 설정과 추짂과제 제시 

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2.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실행과제 도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실행과제 도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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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과제 도출 

 6개 지방은행 정성조사 취합된 의견 및 이슈 정리하여 설정 목표에 젆귺핛 수 있는 6개 실행과제 도출 

 시행기갂 제시하여 단기 2∼3년 내 추짂 가능핚 과제, 중기 5~6년 내 추짂 가능핚 과제, 장기 6년 이상 추짂과

제로 붂류  

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구붂 
세부 실행과제 

과제명 정의 기갂 

수익성 개선 

1. 디지털 금융 홗용 • 디지털 홖경변화에 대핚 지방은행 자체의 효율적읶 디지털 홗용방앆 마렦 단·중기 

2. 업무영역 확장 
• 비이자수익 부문, 해외 짂출 등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핚 필요성을 읶식함에

도 지방은행이 시행하기에 어려욲 구조적 문제를 지원 
중기 

지역자금중개 

3.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읶센티브 마렦 

• 기졲 형식적읶 관계형 금융에 대핚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읶 가이드라

읶을 작성하여 지방은행에 대핚 읶센티브를 마렦함 
단기 

4. 공공기관 지정 은

행 기회 제공 

• 지역 내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 시 지방은행 기회 제공하여 지역 자

금중개 기능 역핛을 강화하고자 함 
단기 

제도 개선 

5.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 혂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조정 및 비율 이행 시 읶센티브 부여 단·중기 

6. 지역재투자 제도 

지방은행 배젅 확대 

• 지역재투자 제도 시행 시 지방은행에 관렦된 배젅 항목 확대하여 지역 내 시

금고 유치 강화 
단·중기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지방은행 현황 및 한계점 

III.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해외사례 

IV. 정성조사 

V.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VI. 정책 제언 

주요 목차 



1.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읶센티브 마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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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제언 

구붂 세부 내용 

정의 
• 기졲 형식적읶 관계형 금융에 대핚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읶 가이드라읶을 작성하여 지방

은행에 대핚 읶센티브를 마렦함 

정책앆 

• 기졲 관계형 금융에서 비효율적이고 홗용률 낮은 형식적읶 부문 제거 

• 은행 내부 평가모형을 토대로 구체적읶 평가 가이드라읶 체계화하고 이행에 대핚 읶센티브 부여 

• 관계형 금융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읶, 개읶사업자까지 확대 

• 기졲 연성정보 체크리스트 평가에서 기핚을 3년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축소, 기업 성장성에 관렦

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 양질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위해 읶력, 비용 등에 대해 국가적 지원 확대 

기대효과 
• 이미 형성되어있는 지방은행과 기업 갂의 밀착 경영 부붂을 혂실성 있게 욲영하여 효율성 확대 

• 관계형 금융 대상확대로 지방은행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 확립 

젂제조건 

• 관계형 금융 관렦 KPI 평가 지양, 읷정 부붂 지방은행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읶센

티브 마렦 

• 관계형 금융 내 컨설팅 부문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  



1.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제공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제공 2 

34 

Ⅵ. 정책제언 

구붂 세부 내용 

정의 
• 지역 내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 시 지방은행 기회 제공하여 지역 자금중개 기능 역핛을 

강화하고자 함 

정책앆 
• 지역 내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입찰 시 지방은행 거래실적 배젅 항목 싞설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해당 지역 지방은행 관렦 가산젅 부여 

기대효과 

• 지역 공공기관 거래 및 부수적 거래 확보를 통해 지역 자금중개 기능 강화 

• 지방은행의 최대 젅포망을 통해 기관 및 임직원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 지역경제의 산업 자본으로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홗성화 기반마렦 

젂제조건 • 역차별적읶 요소 제거와 공정핚 경쟁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의 정책적읶 평가지침 마렦 



3.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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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제언 

구붂 세부 내용 

정의 • 혂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조정 및 비율 이행 시 읶센티브 부여 

정책앆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혂행 60%에서 축소 

• 의무비율 충족 시 구체적읶 읶센티브 부여 

• 대출비율에 대핚 읷정 부붂 포트폯리오를 은행 자율적으로 정핛 수 있게 함 

기대효과 •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지방은행 수익성, 건젂성 악화 개선 

젂제조건 • 핚국은행법 및 금융기관여싞욲용규정 개정 



4.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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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제언 

구붂 세부 내용 

정의  지역재투자 제도 시행 시 지방은행에 관렦된 배젅 항목 확대하여 지역 내 시금고 유치 강화 

정책앆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제도에서 지역 자금 가젅 확대 

 평가 시 은행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등급별 가중치 적용  

기대효과 

 해당 지역 금융기관으로 특화되어 지역 자금중개 기능 강화 

 지역은행으로써 지방은행 역핛에 대핚 정체성 및 공공성 유지 

 시금고 만기 도래 시 은행 갂 소모적읶 경쟁 지양 

젂제조건 
 금융당국의 지방은행에 대핚 역차별적 부붂 읶지와 평가앆 개선 

 평가지표에서 지역 내 기여홗동 등에 따른 지역 금융기관 가산젅 부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