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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금융복합그룹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의 사업포트폴리오를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그룹의 전체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
했다. 대체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인수 합병 전략이 효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KB금융그룹은 최근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및 현대증권 인수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신한금융그룹은 현재에도 비교적 우수한 사업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보험
업 및 금융투자업 영역의 확장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업을 제외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영역의 경쟁력이 취약하
므로, 이들의 비중을 줄이거나 인수 합병을 통해 획기적인 역량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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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
화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금융지주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계열회사들로 이루어진 겸업화된 사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의 겸업화된 금융기업집단을 금융복합그룹(financial 
conglomerate)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사업구조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사업구조의 효율성을 리스크예산(risk budgeting) 모형으로 분석한다. 
리스크예산은 투자결정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원천요인별로 분해(risk 
decomposition)하고, 리스크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선택하는 모형
이다. 리스크예산은 전통적인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의 일반화된 모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자본예산은 단위 투자금액이 수용하는 위험이 일정하다는 암묵적 가정 
하에서 투입 자본 대비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나, 리스크예산은 단위 투자금액 당 위
험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위험 대비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1) 

분석의 대상은 은행/여신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포함), 보험업, 금
융투자업(증권업)에 걸쳐 의미있는 수준에서 분산되고, 상장된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국내 금융그룹들이다. 여기에서 사업구조의 의미있는  수준의 분산이
란 금융그룹이 세 사업영역을 모두 영위하면서 두 번째 사업영역이 5%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하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분석에 포함된 금융그룹과 제외된 금융그룹(또는 금
융기업집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된다.

금융기관의 사업구조를 고찰하는 연구는 전통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 관점에서 
운영효율성을 분석했다. 1990년대 초까지의 관련 연구는 Berger, Hunter and 
Timme(1993)에 의해 정리된 바 있고, 1990년대 후반기에는 Allen and Rai(1996), 
Berger, Mester and Strahan(1999), Milbourn, Boot and Thakor(1999) 등의 연구가 
있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Amel, Barnes, Panetta and Salleo(2004), Cummins, 
Weiss, Xie and Zi(2010), 그리고 Hughes and Mester(2011) 등이 뒤를 이었다. 근래의 
연구들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의 효과에 명시적으로 리스크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
향을 보이며, 이는 Mester(1996)를 비롯하여 Altunbas, Liu, Molyneux and 
Seth(2000), De Nicolo, Bartholomew, Zaman and Zephirin(2003), Fiordelisi, 
Marques-Ibanez and Molyneux(2011)를 포함한다.

국내에도 은행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관한 초기 연구인 김인기김장희(1991) 이
후 양동욱 좌승희(1996), 양원근(1996) 등 다수의 문헌이 존재한다. 1997년 외환금융위
기 이후의 금융기관 운영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국찬표 홍광헌 정영식(2006), 위정범

1) 리스크예산 모형은 투자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해외 연구는 Berkelaar, 
A. B., A. Kober and M. Usumagari(2006), Chow, G. and M. Kritzman(2001), Clarke, R. G., 
Harindra de Silva and B. Wander(2002), Kaya, H., W. Lee and Y. Wan(2012), Philips, T. 
and M. Liu(2011), Sharpe, W. F.(2002)등을 포함하고, 국내에는 남재우 황정욱(2013), 신성환
(2002), 최영민 노상윤(2013) 등의 연구가 있다.



(2001), 정운찬 정지만 함시창 김규한(2000) 등을 포함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
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추세 속에서 금융그룹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 위정범(2003), 함
준호(2011), 함준호김준경(200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준호(2011)는 리스
크까지 고려하면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겸업화의 효과는 약화 또는 소멸된다고 주
장했다. 국내 은행들의 대형화/겸업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05년 이후부터는 박정
수 서정호 함준호(2010), 최호상(2007)과 같이 시장의 경쟁이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리스크예산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사업구조를 분석하고 위험
에 대해 조정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데에서 기
존 연구들로부터 목적과 방법에서 구별된다.2) 금융기관 사업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효
과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금융기관이 재무적 곤경에 처할 때 발생하는 비용, 내 외부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금융산업의 외부효과 등 시장 불완전성이 현저할수록 더 높은 가
치를 제공한다. (만약 시장이 완전하여 투자자들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위험분산된 포
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내부적 위험분산 노력은 불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금융그룹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중요 금융기관(domestically-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D-SIFI)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위험분산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리스크예산 모형을 
설명한다. 제3절은 금융복합그룹에 적용되는 리스크패리티 조건을 구체화하고, 실증
분석의 표본을 정의한다. 이어서, 제4절은 KB금융그룹, 제5절은 신한금융그룹, 제6절
은 하나금융그룹의 사업구조 분석을 담고 있다. 제7절은 결론이다.     

2. 2. 2. 2. 리스크예산 리스크예산 리스크예산 리스크예산 모형모형모형모형

리스크예산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구성요소별 리스크기여(risk contribution)로 
분해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성을 도출하는 모형이다. 포트
폴리오의 리스크는 위험분산효과 때문에 구성요소들의 리스크의 합과 같지 않으나, 
요소별 리스크기여의 합계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같다. 이런 이유로 리스크기연,s 
위험분산효과를 감안한 리스크(diversified risk)로도 불린다. 

이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risk-adjusted return)은 (무위험수익률을 상회
하는) 초과수익률의 수익률 변동성에 대한 비율인 샤프비율(Sharpe ratio)로 측정된
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은, 각 요소의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에 대한 기여
(수익기여)의 리스크기여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는 요소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이 모두 

2) 이 연구는 금융기관 주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Viale, Kolari and Fraser, 2009; 백승호 백승
엽 차승연, 2011) 등으로부터도 구별된다.



같은 상태인 리스크패리티(risk parity)가 달성될 때 극대화된다. 만약 어떤 요소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이 다른 요소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보다 높으면, 이 요소의 비중
을 늘리고 다른 요소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는 사업부문(business unit) 또는 부서, 자산집단(asset 
class) 또는 증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다. 

더 공식적으로 리스크패리티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포트폴리오 가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요소의 비중은  (    )이며, 

  



  이라고 하
자. 의 수익률을 , 요소 의 수익률을 로 표시하면, 의 수익률은 각 의 수익
률의 가중평균이다.

      
  



                                        (1)

또한, 무위험수익률을 로 표시하면, 의 초과수익률은 의 초과수익률의 가중평균
이다.

    
  



                                                    (2)

따라서, 요소 의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에 대한 수익기여(profit contribution)인 
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3)

한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변동성)를  로 표시하면, 표준편차의 일반적 성
질에 의해    ∙ 이 성립한다(는 양의 상수). 이는  가 의 1차동
차(homogeneous of degree one) 함수임을 의미하므로, Euler 법칙에 의해,  
는 다음과 같이 각 요소의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기여들의 합으로 분해될 수 있
다.

  

 


 
  

 
 

  





 
                 (4)

 
이 때, 요소 의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리스크기여(risk contribution)인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5)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은 각 구성요소의 수익률기여의 리스크기여에 대한 비
율 


 


    




 

   이 모두 같은 상태인 리스크패리티가 달성될 때 극대화

된다. 

리스크패리티: 





 

  




 

   


  for all ≠                 

(6)

이 식은 각 구성요소 의 한계초과수익률(marginal excess return)인   의 
한계리스크(marginal risk)인 

 에 대한 비율인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이 모두 동
일할 때, 리스크패리티가 달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고, 우변의 분자는 와 포트폴리오 수익률 

  
  



의 공분산이다. 따라서 
 

 ∙ 이고(는 구성요소 와 
포트폴리오 의 상관계수), 식(6)의 리스크패리티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for all ≠                                          
(7)

이 때  
  



  
×

 이므로, 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단독의 위험
조정수익률(샤프비율)을 와 의 상관계수로 나눈 비율임을 알 수 있다.

3. 3. 3. 3. 금융복합그룹의 금융복합그룹의 금융복합그룹의 금융복합그룹의 사업구조 사업구조 사업구조 사업구조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및 및 및 및 표본표본표본표본

이 절은 금융복합그룹을 계열회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포트폴리오로 간주하



고, 그룹의 사업구조를 분석한다. 금융그룹은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들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금융그룹이라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그룹 내 은행/여신
업(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포함), 보험업, 금융투자업(증권업)으로부터 얻어지
는 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될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일부 금융복합그룹은 그룹 
내 계열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SI(system integration) 업체
나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룹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1% 미만),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특정한 금융영역에 포함시키기 곤란해서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식(1)을 변형하면, 금융그룹 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는 식(8)로 표현된다.

                                                       (8) 

여기에서 ,  , 는 각각 그룹 내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수익률이
고, ,  , 는 해당 사업영역이 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의 변동성을  로 표시하면, 금융그룹 사업구조의 리스크패리티는 식(7)을 변
형한 다음 형태를 갖는다.



  


   


                                             
(9)

이 연구는 금융복합그룹의 사업영역별 수익률을 주가 또는 재무회계 자료에 기초하
여 측정한다. 첫째, 주가에 기초하여 측정된 수익률은 해당 사업영역의 향후 전망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
업영역별 수익률은 해당 영역을 대표하는 산업주가지수에 의해 측정되므로, 산업의 
평균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먼저 은행/여신업지수는 KRX Banks 지수
에 포함되는 국내 상위 10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가의 등가중치평균
(equally-weighted average)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회사들은 신한지주, KB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은행,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
주, 광주은행, 제주은행이다. 비슷하게, 보험업 지수도  KRX Insurance에 포함되는 
상위 10개 보험회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
험, 코리안리,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의 주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금융투
자업지수도 KRX Securities에 포함된 10개 증권회사 또는 증권그룹인 삼성증권, 한
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 키움증
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주가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표본기간은 금융그룹별로 지주회
사의 주가 자료가 이용가능한 시점부터 2015.12.31.일까지이며, 일간수익률 자료가 
사용된다. 각 기업의 주가자료는 KIS-Value 데이터베이스, 무위험수익률로 이용된 



CD91일물 수익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추출되었다.
둘째, 재무회계 자료에 기초하여 측정된 수익률은 각 사업영역의 현재 수익성을 반

영하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 사업영역별 수익률은 그룹 안의 해당 업종에 
속한 회사들 가운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시계열의 길이, 그룹 편입시
기 등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ROE)로 측정되었다. 이 때, 사업
영역의 수익률은 해당 산업의 일반적 성과가 아닌 특정 금융그룹의 사업부문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예로 KB금융그룹의 경우, 은행/여신업 자기자본
수익률은 후술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적으로 높은 비중, 가장 긴 시계
열 자료,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로 
측정되었다. 보험업 자기자본수익률은 해당 사업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B손해보험의 자료, 금융투자업 자기자본수익률은 KB투자증권(미래 예측은 최근 KB
금융그룹에 인수되어 편입예정인 현대증권)의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되었다.3)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DataGuide의 분기별 재무제표에서 추출되었다. 
표본기간은 보험업종의 분기별 재무제표 자료가 이용가능한 2005년 2분기부터 2015
년 3분기까지이다. 단, 금융지주회사들의 분기별 자료 표본기간은 2011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이다.

한편, 서론의 분석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금융복합그룹은 KB금융그룹, 신
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으로 파악된다.4) 현실적으로, 이들은 은행을 모태로 하는 금
융그룹이기 때문에, 사업구조 개선은 비은행부문을 확장하여 적절히  분산되고 시너
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 금융그
룹의 상세한 사업구조 현황, 시장 및 재무회계 자료는 다음 절들에서 분석될 것이다. 

<표 1>은 금융지주회사들의 수익률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을 담고 있다. 
패널(A)는 주가수익률, 패널(B)는 자기자본수익률의 통계이다. 각 패널에서 신한금융
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높은 수익을 냈음이 나타난다. (후술되는 <표 
3) 표본기간 동안 주요 인수 합병이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합병 전 회사들의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합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6.4월의 신한은행(구)과 조흥은행(구)의 합병, 2015.9월의 하
나은행(구)과 외환은행(구)의 합병이다. 참고로, 자기자본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측
정된 경우에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4) 참고로, 국내에는 금융복합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수의 금융기업집단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기업집단 가운데, NH농협금융
그룹은 겸업화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으나, 지주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아 제외되었다. IBK기업은행
도 여러 자회사를 갖고 있으나, 두 번 째 사업영역인 금융투자업의 비중이 5%에 미달하여 제외되었
다. 우리은행은 여러 금융자회사를 소유 지배하고 있으나, 정부의 분리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침에 의
해 자회사들이 매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겸업화된 목표 사업구조를 논의하기 적당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은 보험업을 포함하지 않고, DGB금융그룹은 금융투
자업을 포함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은행을 포함하지 않는 금융기업집단의 경우,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보험업을 포함하지 않고, 교보생명
보험은 은행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 밖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래에셋그룹, 금융
업과 비금융업에 다각화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동부그룹, 한화그룹 등의 금융계열사
들도 금융기업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들은 지주회사 또는 모은행처럼 그룹 전체의 금융사업포
트폴리오를 대변할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이들 일반은행을 포함하지 않은 금
융기업집단들은 은행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크기 또는 소유규제 때문에 겸업화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표 1> 금융지주회사 수익률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패널(A)의 주가수익률은 일간수익률, 패널(B)의 자기자본수익률(ROE)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분기이
익률임(수익률들은 연율화되지 않았음). 

(A) (A) (A) (A) 주가수익률주가수익률주가수익률주가수익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표본기간 2008.10.13.일~2015.12.31.일 2001.9.11.일~2015.12.31.일 2005.12.13.일~2015.12.31.일

평균 0.01% 0.07% 0.01%
최대값 15.00% 14.87% 14.99%
최소값 -14.90% -14.96% -14.94%

표준편차 2.44% 2.43% 2.67%
상관
계수

KB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0.81 1
하나금융지주 0.74 0.69 1

(B) (B) (B) (B) 자기자본수익률자기자본수익률자기자본수익률자기자본수익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표본기간 2011.1분기~2015.3분기 2011.1분기~2015.3분기 2011.1분기~2015.3분기

평균 1.77% 2.17% 1.65%
최대값 3.92% 3.51% 6.61%
최소값 0.46% 1.12% -0.49%

표준편차 0.94% 0.66% 1.47%
상관
계수

KB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0.8803 1 
하나금융지주 0.6418 0.7800 1 

3>은 위험조정수익률에서도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높은 성
과를 내었음을 보인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
고 있다. 

4. 4. 4. 4. KBKBKBKB금융그룹 금융그룹 금융그룹 금융그룹 사업구조 사업구조 사업구조 사업구조 분석분석분석분석

이 절은 KB금융그룹의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영역들의 한계위험조정수
익률을 분석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전체적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구
조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4.1 KB금융그룹 현황

KB금융그룹은 국민은행(구)을 모태로 2008.10.월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2015.12.월말 현재 <표 2>와 같이 은행/여신업, 보험업, 그리고 금융투자업에 분산된 



<표 2>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기준일: 2015.12.31.)

KB금융지주의 은행/여신업(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포함), 보험업, 금융투자업 자회사 현황
임(비금융기업 및 손자회사 제외). 지주회사가 각 회사에 대해 소유하는 지분의 장부가치, 회사의 총자
산 및 당기순손익의 금액 및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사업영역 법인명 최초취득일

지주회사 소유 지분 총자산 당기순손익

지분율 장부가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여신
업

KB국민
은행 2008.09.29 100% 14,821,721 76.36%  285,528,354 81.64% 1,055,713 59.61%

KB국민
카드 2011.03.02 100% 1,953,175 10.06%   16,123,021 4.61% 354,614 20.02%

KB캐피탈 2014.03.20 52.02% 279,870 1.44% 5,587,682 1.60% 63,087 3.56%
KB

저축은행 2012.01.02 100% 157,544 0.81% 847,639 0.24% 14,424 0.81%

소계 - -  17,212,310 88.67% 308,086,696 88.09% 1,487,838 84.01%

보험업
KB

손해보험 2015.06.24 33.29% 883,065 4.55% 26,503,642 7.58% 173,736 9.81%
KB

생명보험 2008.09.29 100% 485,314 2.50% 8,515,416 2.43% 12,637 0.71%

사업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KB금융지주의 2015년도 사업보고서로부터 추출된 이 
자료는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자회사의 총자산 및 당기순손익 등을 나타낸다.5)  

KB금융그룹에서는 은행/여신업의 비중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고, 특히 
KB국민은행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보험업에서는 KB손해보험이 대표적 계열회
사이다. 참고로 KB손해보험은 자산규모가 상당히 크고 손해보험업계 안에서 상위에 
위치하나, 최근인 2015.6.월에 KB금융그룹에 편입되었고 지주회사의 소유 지분율은 
현재 33.29%이다. 이에 따라, 기존 KB생명보험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도 언급될 것이
다. 금융투자업에서는 KB투자증권이 대표적 기업이나, 이 연구가 진행 중인 2016.4.
월에 KB금융그룹은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가까운 장래에 대
형 증권회사를 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술되는 분석은 현대증권 인수 후 KB금융그
룹의 성과 예측을 포함할 것이다.  

KB금융그룹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주회사 소
유 지분의 장부가치 기준으로 각각 88.67%, 7.05%, 4.28%이고, 자회사의 총자산 기
준으로는 88.09%, 10.01%, 1.89%, 당기순손익 기준으로는 84.01%, 10.52%, 5.47%
이다. 이 비중들은 기준의 선택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금부터 
각 회사 및 사업영역의 비중은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로 한다. 이는 자기자본의 장부가치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투입한 자본을 비교
적 근접하게 나타내고, 다른 지표들에 비해 안정적이며,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변수가 
주식수익률 또는 자기자본수익률임을 감안한 선택이다.  

5) 손자회사들은 규모가 작고 자회사들의 경영현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계 - -  1,368,379 7.05% 35,019,058 10.01% 186,373 10.52%

금융투자업

KB
투자증권 2008.09.29 100% 507,212 2.61% 6,034,407 1.73% 47,097 2.66%

KB
자산운용 2008.09.29 100% 96,312 0.50%          

223,470 0.06% 24,581 1.39%

KB부동산
신탁 2008.09.29 100% 121,553 0.63%           

223,821 0.06% 20,289 1.15%

KB인베
스트먼트 2008.09.29 100% 104,910 0.54%           

143,259 0.04% 4,939 0.28%

소계 -   - 829,987 4.28% 6,624,957 1.89% 96,906 5.47%

합 계 - 19,410,676 100% 349,730,711 100% 1,771,117 100%

KB금융지주 및 각 사업영역의 초과수익률(주식수익률 또는 자기자본수익률이 무위
험수익률로 사용된 CD91일물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수치)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
계 분석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6) 여기에서 사업영역의 위험조정수익률은 아
직 위험분산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척도이다. 패널(A)는 주식수익률, 패널(B)는 자기자
본수익률의 통계이다. 먼저 주가를 기준으로 한 패널(A)에서, 보험업의 수익률 및 위
험조정수익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융투자업과 은행/여신업의 순으로 높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업이 다른 금융업종보다 급속히 성
장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침체 및 금리인하 등의 여파로 은행/여신업의 
성과가 낮은 데 기인한다. 또한 보험업의 위험조정수익률 0.0251은 같은 기간의 시장
(KOSPI)의 위험조정수익률인 0.0201보다 높고 은행/여신업의 0.0107과 금융투자업의 
0.0131는 각각 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여신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KB금
융지주의 위험조정수익률은 시장보다 낮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자연스럽게 은행/여
신업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고, 보험업 및 금융투자업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다음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패널 (B)에서는 보험업, 은행/여신업, 금융
투자업 순으로 평균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이 높다. 다만 KB손해보험은 최근인 
2015.6.월에 KB금융그룹에 편입되었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KB생명보험의 성과와는 구
별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KB생명보험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괄호 안에 병기되었다. 
KB생명보험의 성과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의 평균수익률과 위험조정수익률이 
가장 낮다. 따라서 KB손해보험의 편입이 그룹의 보험영역 역량을 현저히 높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후술되는 한계위험조정수익률 분석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KB금융지
주의 자기자본수익률도 은행/여신업 영역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고, 보험업 
및 금융투자업 영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6) 이 연구는 CD91일물의 시장금리가 무위험수익률에 가까우면서, 은행을 모태로 하는 금융그룹의 자금
조달비용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보고, 무위험수익률의 대용변수로 선택했다. 실제로, 표본기
간 동안 CD금리는 국고채 3년 또는 5년물의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3> KB금융그룹 초과수익률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패널(A)의 주식 초과수익률은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일간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CD91일물 시장금리
로 측정)을 초과하는 값임(연율화되지 않았음). 주가수익률의 표본기간은 2008.10.13.일~2015.12.31.
일임. 표본기간의 시장(KOSPI)의 표본기간 위험조정수익률은 0.0201임. 패널(B)의 자기자본 초과수
익률(초과 ROE)은 분기별 자기자본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CD91일물 시장금리로 측정)을 초과하는 
값임(연율화되지 않았음). 자기자본수익률의 표본기간은 금융지주의 경우 2011.1.분기~2015.3.분기, 
자회사들의 경우 2005.2.분기~2015.3.분기임. KB손해보험이 최근인 2015.6.월에 KB금융그룹에 편입
되었음을 감안하여, KB금융지주 설립 시부터 존재했던 KB생명보험의 자료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음. 
여기에서, 각 사업영역의 위험조정수익률은 위험분산효과를 감안하지 않음.  

(A) (A) (A) (A) 주가 주가 주가 주가 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 KB금융지주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평균 0.00% 0.02% 0.04% 0.03%

최대값 14.99% 12.13% 11.11% 12.90%
최소값 -14.92% -13.42% -12.16% -13.38%

표준편차 2.44% 1.87% 1.68% 2.11%
위험조정수익률1) 0.0016 0.0107 0.0251 0.0131 

상관
계수

KB금융지주 1
은행/여신업 0.8758 1 

보험업 0.5495 0.6376 1 
금융투자업 0.5972 0.6868 0.6457 1 

(B) (B) (B) (B)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KB생명보험) KB투자증권
평균 1.07% 1.41% 2.42% (0.34%) 1.06%

최대값 3.06% 7.07% 10.60% (10.36%) 17.25%
최소값 -0.26% -3.20% -4.67% (-7.36%) -9.61%

표준편차 0.88% 2.16% 3.13% (2.78%) 4.28%
위험조정수익률 1.2102 0.6541 0.7740 (0.1237) 0.2474 

상관
계수

KB금융지주 1
KB국민은행 0.9646 1 
KB손해보험(KB생명보험) 0.4899 (0.4323) 0.0495 (0.3539) 1 
KB투자증권 0.4620 0.2929 -0.1217 (0.0067) 1 

주: 1) 위험조정수익률: 샤프비율=(평균초과수익률/표준편차). 

4.2 사업구조 분석

이 소절은 KB금융그룹의 현재 사업구조에서 리스크패리티가 달성되었는지 살펴보
고, 중 장기적 사업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사업구조는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
부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2015년말 현재 은행/여신업 비중은 88.67%, 보험업 비
중은 7.05%, 금융투자업 비중은 1.89%이다.



<표 4>의 주가에 기초한 패널(A)의 현재 사업구조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
투자업의 (위험분산효과가 반영된)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107, 0.0367, 
0.0180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121이다.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
조정수익률은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보다 높고, 은행/여신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낮다. 따라서,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려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늘
리고 은행/여신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특히 보험업 비중의 확대 필요성이 현저한 
이유는, <표 3>에서 본 것처럼, 보험업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가장 높으나 현재 사업구
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업구조 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은행/여신업의 비중은 
대략 10%p 감소하고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이 각각 5%p 정도씩 증가하는 단계
적 사업구조 개선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현재 KB금융지주
가 소유한 자회사 지분의 장부가치 합계는 약 20조원이므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조원, 5%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즉,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에 은행/여신
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비중은 각각 80%, 12.5%, 7.5%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 
때 사업영역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107, 0.0358, 0.0178이 될 것이므로 현
재보다 리스크패리티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133으로 상승
한다. 자연스럽게, 현재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는 은행/여신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
은 상승하고, 비중이 증가하는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하락한
다. 제2단계 사업구조는 제1단계로부터 은행/여신업 비중은 10%p 감소하고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은 각각 5%p씩 증가한 70%, 15.5%, 12.5%인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새로
운 업종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109, 0.0332, 0.0166이 되고, 그룹의 위험
조정수익률은 0.0145로 추가 상승한다.  

다음으로,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패널(B)의 현재 사업구조에서 은행/여신업, 보
험업(KB손해보험의 자료로 측정), 금융투자업(KB투자증권의 자료로 측정)의 한계위험
조정수익률은 각각 0.6597, 5.2735, 0.6890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7355이
다. 이는 패널(A)와 같이 우선적으로 보험업 비중을 높여야 함을 의미하나, 은행/여신
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은 낮춰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로 KB생명보험의 자료로써 보
험업 성과를 측정하면,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6586, 0.2901, 0.6813이고, 그
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6443이다. 이 경우에는 KB금융그룹의 보험업 경쟁력은 다
른 영역 및 전체 그룹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기존 KB생명보험의 자본확충만으로
는 KB금융그룹의 보험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KB손해보험 인수가 보
험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투자업의 성과를 편입예정인 현대증권의 자료에 기초하여 측정하면, 은행
/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6586, 4.9584, 2.0141,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7472으로 나타나며, 패널(A)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과 금융
투자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여신업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KB손해보험 인수와 비슷하게, 현대증권 인수가 금융투자업 부문의 역량을 현저하게 



<표 4> KB금융그룹의 사업구조 분석
현재 사업구조는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은행/여신업 88.67%, 보험업 7.05%, 
금융투자업 1.89%임.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그룹의 사업구조가 은행/여신업 85%, 보험업 10%, 
금융투자업 5%, 제2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각 사업영역의 비중이 80%, 12.5%, 7.5%인 시나리오를 
상정함. 패널(B)에서 은행/여신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KB국민은행, 보험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KB손
해보험의 자료에 의해 측정되었음. 금융투자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현재 사업구조에서는 KB투자증권
의 자료, 사업구조 개선 후의 예측은 현대증권의 자기자본수익률에 의해 측정되었음.

(A) (A) (A) (A)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주가지수 주가지수 주가지수 주가지수 기준기준기준기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그룹
 현재 

사업구조
사업영역별 비중 88.67% 7.05% 1.89%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1) 0.0107 0.0367 0.0180 0.0121 
1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80.00% 12.50% 7.5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0108 0.0348 0.0174 0.0133 
2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70.00% 17.50% 12.5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0109 0.0332 0.0166 0.0145 
(B) (B) (B) (B)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기준기준기준기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그룹

 현재 
사업구조

사업영역별 비중 88.67% 7.05% 1.89%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6597 5.2735 0.6890 0.7355

1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80.00% 12.50% 7.5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6710 3.0712 1.7592 0.8233 

2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70.00% 17.50% 12.5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6971 2.2051 1.4143 0.9017 

주: 1) 업종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위험분산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위험조정수익률과는 구별되나, 
      그룹 전체의 위험조정수익률은 한계위험조정수익률과 동일함.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표 4>는 현재 사업구조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KB국민은행, KB손해

보험, KB투자증권의 자료에 의해 측정하고, 사업구조 개선 후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
은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현대증권의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6710, 3.0712, 1.7592가 되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8233으로 상승한
다. 제2단계 사업구조 조정 후에는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6971, 2.2051, 
1.4143이 되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9017로 추가 상승한다.   

<그림 1>은 사업구조 개선의 단계별로, KB금융그룹 및 각 사업영역의 (한계)위험조
정수익률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 <표 4>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은행/여
신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나머지 사업영역들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KB금융그룹의 위험
조정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패널(A)에서 은행/여신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
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여전히 은행/
여신업보다 높은 수준이나 상당히 빠르게 감소한다. 패널(B)에서는 은행/여신업의 한
계위험조정수익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보험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다른 사업영



<그림 1> KB금융그룹의 사업구조 개선 효과의 예측
이 그림은 <표 4>의 사업구조 개선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냄. 패널(A)는 주가수익률, 패널(B)는 자
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의 예측임. 단, 패널(B)에서 금융투자업의 성과는 현재 
사업구조에서는 KB투자증권의 자료, 사업구조 개선 후 예측은 현대증권의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되었
음.

(A) 주가수익률에 기초한 추정 (B)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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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감소하며,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
은 현대증권 인수의 효과로서 증가 후 감소한다. 현대증권 편입 후 위험분산효과에 
힘입어, 보험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 감소 속도가 둔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실제로 KB금융그룹은 2008.9.월 지주회사 설립 이후, 비은행업 비중 확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구조 개선과 성장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KB저축은행(2012년, 구 제일저
축은행), KB캐피탈(2014년, 구 우리파이낸셜), KB손해보험(2015년, 구 LIG손해보험)
을 인수하였고, 이 연구가 진행 중인 2016.4.월에는 현대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되었다.7) 은행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높이
면서 사업구조 다변화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 온 KB금융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 개
편 과정이 이 연구의 시사점과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룹 안에서 자
본을 재배분할 경우에는, 최근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완전자회사가 아닌 KB손해보험과 
인수예정인 현대증권에 대한 지분율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5. 5. 5. 5.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

5.1 신한금융그룹 현황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구)을 모태로 2001.9.월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현재 <표 5>와 같이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에 분산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
고 있다. 이 자료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및 사업영역별로 지주회사 소유 지분, 총

7)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11년에 분사되었다.



<표 5>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계열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기준일: 2015.12.31.)

신한금융지주의 은행/여신업(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포함), 보험업, 금융투자업 자회사 현황임(비
금융기업 및 손자회사 제외). 각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지분의 장부가치, 회사의 총자산 및 
당기순손익의 금액 및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사업영역 법인명 최초취득일

지주회사 소유 지분 총자산 당기순손익

지분율 장부가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여신
업

신한은행 2001.09.01 100% 13,617,579 54.09% 269,018,149 76.86% 1,216,391 52.26%

신한카드 2007.03.23 100% 7,919,672 31.46% 23,159,540 6.62% 692,815 29.76%

신한캐피탈 2001.09.01 100% 408,922 1.62% 4,072,845 1.16% 44,434 1.91%

제주은행 2002.04.29 68.9% 135,220 0.54% 4,452,522 1.27% 19,397 0.83%
신한

저축은행 2013.01.31 100% 107,065 0.43% 795,144 0.23% 8,017 0.34%

소계 - -  22,188,458 88.13% 301,498,200 86.14% 1,981,054 85.11%

보험업
신한

생명보험 2005.12.13 100% 982,775 3.90% 24,543,175 7.01% 98,720 4.24%

소계 - -  982,775 3.90% 24,543,175 7.01% 98,720 4.24%

금융투자업

신한
금융투자 2001.09.01 100% 1,841,420 7.31% 23,744,166 6.78% 217,087 9.33%

신한프라이
빗에퀴티 2004.12.23 100% 14,783 0.06% 15,293 0.00% 406 0.02%
신한BNP
자산운용 2001.09.01 65% 91,565 0.36% 172,785 0.05% 23,762 1.02%

SHC
매니지먼트 2002.06.01 100% 8,655 0.03% 8,411 0.00% 215 0.01%

신한
아이타스 2012.11.30 99.8% 50,092 0.20% 42,794 0.01% 6,415 0.28%

소계 - -  2,006,515 7.97% 23,983,449 6.85% 247,885 10.65%

합 계 - 25,177,748 100% 350,024,824 100% 2,327,659 100%

자산, 당기순손익의 금액과 비중을 나타낸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주회사 소

유 지분의 장부가치 기준으로 각각 88.13%, 3.90%, 7.97%이고, 총자산 기준으로 
86.14%, 7.01%, 6.85%이며, 당기순손익 기준으로는 85.11%, 4.24%, 10.65%이다. 
KB금융과는 달리 금융투자업의 비중이 보험업보다 높다. 다른 금융그룹처럼 각 계열
회사 및 사업영역의 비중을 지주회사 소유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측정하
기로 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은행/여신업 특히 신한은행의 비중이 매우 높고, 보
험회사로는 신한생명보험이 유일하며, 금융투자업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대표 기업이
다.



<표 6> 신한금융그룹 초과수익률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패널(A)의 주식 초과수익률은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일간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CD91일물 시장금리
로 측정)을 초과하는 값임(연율화되지 않았음). 주가수익률의 표본기간은 2001.9.11.일~2015.12.31.
일임. 표본기간의 시장(KOSPI)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251임. 패널(B)의 자기자본 초과이익률(초과 
ROE)은 분기별 자기자본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CD91일물 시장금리로 측정)을 초과하는 값임(연율화
되지 않았음). 자기자본수익률의 표본기간은 2005.2분기~2015.3분기임.  

(A) (A) (A) (A) 주가 주가 주가 주가 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 신한금융지주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평균 0.06% 0.03% 0.09% 0.06%

최대값 14.86% 12.13% 11.48% 14.19%
최소값 -14.97% -13.42% -14.89% -14.29%

표준편차 2.43% 1.89% 2.07% 2.53%
위험조정수익률1) 0.0230 0.0182 0.0447 0.0238 

상관
계수

신한금융지주 1
은행/여신업 0.8613 1 

보험업 0.5504 0.5840 1 
금융투자업 0.5910 0.6281 0.6810 1 

(B) (B) (B) (B)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생명보험 신한금융투자
평균 1.47% 2.08% 4.16% 0.97%

최대값 2.73% 7.40% 9.40% 3.65%
최소값 0.50% -0.08% -0.39% -4.34%

표준편차 0.61% 1.79% 2.42% 1.54%
위험조정수익률 2.4279 1.1642 1.7203 0.6291 

상관
계수

신한금융지주 1
신한은행 0.8145 1 

신한생명보험 0.6250 0.5926 1 
신한금융투자 0.3273 0.3885 0.3023 1 

신한금융지주 및 각 사업영역의 초과수익률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
과를 정리한 <표 6>에서, 패널(A)는 주식수익률, 패널(B)는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통계를 담고 있다. 패널(A)는 다른 금융그룹과 마찬가지로 보험업, 금융투자업, 은행/
여신업의 순으로 평균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이 높음을 보인다. 신한금융지주의 위
험조정수익률은 같은 기간 시장(KOSPI)의 위험조정수익률인 0.0251과 비슷한 수준이
다. 신한금융지주의 주가는 은행/여신업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고, 보
험업 및 금융투자업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자기자본수익률을 기준
으로 한 패널 (B)에서는 보험업, 은행/여신업, 금융투자업 순으로 평균수익률 및 위험
조정수익률이 높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의 자기자본수익률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
융투자업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주가 및 자기자본수
익률에서 다른 국내 금융그룹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며, 이는 동 그룹이 균형적
인 사업구조와 우수한 성과를 갖고 있다는 일반적 평판과 일치한다.



주: 1) 위험조정수익률: 샤프비율=(평균초과수익률/표준편차).

<표 7> 신한금융그룹의 사업구조 분석
현재 사업구조는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은행/여신업 88.13%, 보험업 3.90%, 
금융투자업 7.97%임.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그룹의 사업구조가 은행/여신업 78%, 보험업 9%, 
금융투자업 13%로, 제2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각 사업영역의 비중이 68%, 14%, 18%인 시나리오를 
상정함. 패널(B)에서 은행/여신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신한은행, 보험업은 신한생명보험, 금융투자업
은 신한금융투자의 자료에 의해 측정되었음.

(A) (A) (A) (A)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주가지수 주가지수 주가지수 주가지수 기준기준기준기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그룹
 현재 

사업구조
사업영역별 비중 88.13% 3.90% 7.97%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1) 0.0183 0.0694 0.0338 0.0209 

5.2 사업구조 분석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패리티 달성 여부 및 중 장기적 사업구조 개선 방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부가치에 의해 측정된 
사업구조는 2015년말 현재 은행/여신업 비중 88.13%, 보험업 비중 3.90%, 금융투자
업 비중 7.97%로 나타난다.

주가에 기초한 패널(A)의 현재 사업구조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한
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183, 0.0694, 0.0338이고, 그룹의 전체적인 위험조정수
익률은 0.0209이다. 따라서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려면, 보험엄과 금융투자업
의 비중을 늘리고 은행/여신업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보다 은행/여신업의 비
중은 대략  10%p 감소하고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이 각각 5%p 정도씩 증가하
는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 사업영역별 비중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이 
각각 78%, 9%, 13%가 된다. (현재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한 자회사 지분의 장부가액 
합계는 약 25조원이므로, 10%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약 2.5조원과 1.25조원
이다.) 이 때 사업영역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186, 0.0641, 0.0314가 되어 
현재보다 평형에 가까워지며,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235로 상승한다. 제2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비중이 각각 68%, 14%, 18%가 
되는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새로운 한계위험조정수익률들은 각각 0.0190, 0.0600, 
0.0295가 되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260으로 추가 상승한다.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패널(B)의 현재 사업구조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
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1.1778, 2.8268, 1.4138이고, 그룹의 위험조정
수익률은 1.2441이다. 이는 패널(A)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늘
리고 은행/여신업의 비중을 낮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 은행
/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1.1914, 2.5984, 1.2759 
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1.3263으로 상승한다. 제2단계 사업구조 후, 새로운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1.2163, 2.4142, 1.1653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1.4014로 추가 상승한다.   



1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78.00% 9.00% 13.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0186 0.0641 0.0314 0.0235 

2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68.00% 14.00% 18.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0190 0.0600 0.0295 0.0260 

(B) (B) (B) (B)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기준기준기준기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그룹
 현재 

사업구조
사업영역별 비중 88.13% 3.90% 7.97%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1) 1.1778 2.8268 1.4138 1.2441 
1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78.00% 9.00% 13.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1.1914 2.5984 1.2759 1.3263 
2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68.00% 14.00% 18.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1.2163 2.4142 1.1653 1.4014 
주: 1) 업종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과 위험조정수익률은 다르나, 그룹 전체의 위험조정수익률은 

한계위험조정수익률과 동일함.

<그림 2> 신한금융그룹의 단계적 사업구조 개선 효과의 예측
이 그림은 <표 7>의 사업구조 개선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냄. 패널(A)는 주가수익률, 패널(B)는 자
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의 예측임.  

(A) 주가수익률에 기초한 추정 (B)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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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사업구조 개선 단계별로, 신한금융그룹 및 각 사업영역의 (한계)위험조
정수익률의 추이를 담은 <표 7>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은행/여신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나머지 사업영역들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대체로, 은행/여신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크게 변하지 않
고, 보험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다른 사업영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빠르게 
감소하며,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다른 두 영역의 중간 수준에서 점차로 
감소한다.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패널(B)에서 2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 금융투자업
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이 은행/여신업보다 낮아지며, 이는 금융투자업의 추가 확장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신한금융그룹은 2001.9월 지주회사 설립 이후, 제주은행(2002년), 조흥은행(2003년,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 신한카드(2007년, 구 LG카드), 신한저축은행(2013년, 구 
토마토저축은행) 등을 인수하였다.8) 이 사건들은 그룹의 은행중심적 사업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았으나, 조흥은행 인수합병은 은행/여신업 부문의 규모 확대와 역량 강화에 



<표 8>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계열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기준일: 2015.12.31.)

하나금융지주의 은행/여신업(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포함), 보험업, 금융투자업 자회사 현황임
(비금융기업 및 손자회사 제외). 각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지분의 장부가치, 회사의 총
자산 및 당기순손익의 금액 및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사업영역 법인명 최초취득일

지주회사 소유 지분 총자산 당기순손익

지분율 장부가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여신
업

KEB하나
은행1) 2012.02.09 100% 14,964,696 82.32% 281,919,936 89.59% 969,934 78.15%

하나카드 2014.09.01 85% 1,107,809 6.09% 6,738,377 2.14% 10,926 0.88%
하나

저축은행 2012.02.08 100% 146,645 0.81% 1,085,671 0.35% 18,113 1.46%
하나캐피탈
(보통주) 2007.08.10 50.13% 62,439 0.34%

4,472,176 1.42% 65,076 5.24%
하나캐피탈
(우선주) 2015.08.13 50.13% 25,066 0.14%

Hana 
Bancorp, 

Inc.
2013.08.30 71.37% 21,260 0.12% 29,683 0.01% -10,121 -0.82%

소계 - -  16,327,915 89.82% 294,245,843 93.51% 1,053,928 84.92%

보험업 하나
생명보험 2007.08.10 100% 170,685 0.94% 3,851,324 1.22% 22,497 1.81%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에는 사업구조의 외형적 개편보다 
자산관리, 핀테크와 빅데이터 업무를 포함한 내실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6. 6. 6. 6.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

6.1 하나금융그룹 현황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구)를 모태로 2005.12.월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표 8>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및 사업영역별로 지주회사 소유 지분, 총자산, 당기
순손익의 금액과 비중을 나타낸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부가치 기준으로 각각 89.82%, 
0.94%, 9.24%이고, 총자산 기준으로 93.51%, 1.22%, 5.27%이며, 당기순손익 기준으
로는 84.92%, 1.81%, 13.26%이다. 은행/여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은행/여신업에서는 특히 KEB하나은행의 비중이 높고, 보험업에서는 하나생명보
험이 유일하며, 금융투자업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대표 기업이다.

8) 신한생명보험은 1990년에 설립되었고, 2005년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소계 - -  170,685 0.94% 3,851,324 1.22% 22,497 1.81%

금융투자업

하나
금융투자 2005.12.01 100% 1,549,600 8.52% 16,425,130 5.22% 149,101 12.01%

하나
자산신탁 2010.03.10 100% 96,874 0.53% 125,782 0.04% 10,515 0.85%
하나펀드서비스 2015.12.29 100% 32,667 0.18% 27,713 0.01% 5,004 0.40%

소계 - -  1,679,141 9.24% 16,578,625 5.27% 164,620 13.26%

합 계 - 18,177,741 100% 314,675,792 100% 1,241,045 100%

<표 9> 하나금융그룹 초과수익률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패널(A)의 주식 초과수익률은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일간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CD91일물 시장금리
로 측정)을 초과하는 값임(연율화되지 않았음). 주가수익률의 표본기간은 2005.12.13.일~2015.12.31.
일임. 표본기간의 시장(KOSPI)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113임. 패널(B)의 자기자본 초과수익률(초과 
ROE)은 분기별 자기자본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CD91일물 시장금리로 측정)을 초과하는 값임(연율화
되지 않았음). 자기자본수익률의 표본기간은 2005.2분기~2015.3분기임.  
(A) (A) (A) (A) 주가 주가 주가 주가 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 하나금융지주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평균 0.00% 0.00% 0.05% 0.03%
최대값 14.97% 12.13% 11.43% 13.45%
최소값 -14.95% -13.42% -12.16% -13.56%

표준편차 2.67% 1.80% 1.90% 2.37%
위험조정수익률1) 0.0000 0.0018 0.0263 0.0115 

상관
계수

하나금융지주 1
은행/여신업 0.8433 1 

보험업 0.4529 0.5809 1 
금융투자업 0.4903 0.6197 0.6634 1 

(B) (B) (B) (B)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초과수익률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 하나생명보험 하나금융투자

주: 1)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법인임(합병기일은 20015.9.1.일).

하나금융지주 및 각 사업영역의 초과수익률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
과를 정리한 <표 9>의 패널(A)는 주식수익률, 패널(B)는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통
계를 담고 있다. 패널(A)에서 보험업, 금융투자업, 은행/여신업의 순으로 평균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이 높다. 하나금융지주의 위험조정수익률 0.0000은 같은 기간 시장
(KOSPI)의 위험조정수익률인 0.0113보다 낮다.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은행/여신업지
수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금융투자업이나 보험업과는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
를 보인다. 패널 (B)에서는 위험조정수익률이 은행/여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순으
로 높다. 특히 보험업 영역(하나생명보험)은 음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보여서 저조한 성
과를 시사한다. 하나금융지주 자기자본수익률의 개별 사업영역들과의 상관계수는 다
른 금융그룹에 비해 낮고, 특히 보험업 영역과의 상관계수는 음수로 나타난다.



평균 0.95% 1.47% -1.74% 6.51%
최대값 5.73% 5.18% 13.19% 39.99%
최소값 -1.21% -4.21% -14.18% -0.95%

표준편차 1.43% 1.69% 5.60% 10.66%
위험조정수익률1) 0.6636 0.8901 -0.0010 0.6108 

상관
계수

하나금융지주 1
KEB하나은행 0.5617 1 
하나생명보험 -0.0988 0.2992 1 
하나금융투자 0.1924 0.5579 0.3241 1 

주: 1) 위험조정수익률: 샤프비율=(평균초과수익률/표준편차). 평균초과수익률이 음수인 경우, 
(수정)위험조정수익률=(평균초과수익률×표준편차)로 정의됨. 

5.2 사업구조 분석

하나금융그룹의 리스크패리티 달성 여부 및 사업구조 개선 방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금융의 사업구조는 2015년말 현재 은행/여신업 비중 
89.82%, 보험업 비중은 0.94%, 금융투자업 비중은 9.24%를 나타낸다. 패널(A)의 현
재 사업구조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018, 0.0424, 0.0165이고, 그룹의 전체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은 0.0033이다.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시나리오는 은행/여신업의 비
중은 현재보다 10%p 정도 낮은 80%,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은 각각 5%p 정도 
높은 6%와 14%인 상태를 상정한다. (현재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한 자회사 지분의 장
부가액 합계는 약 18조원이므로, 10%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약 1.8조원과 
0.9조원이다.) 이 때 사업영역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각각 0.0018, 0.0392, 0.0153
이 되어 현재보다 평형에 가까워지며,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054로 상승한다. 
제2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각각 70%, 
11%, 19%로 조정하는 시나리오이며, 새로운 한계위험조정수익률들은 각각 0.0019, 
0.0366, 0.0144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0075로 추가 상승한다.   

패널(B)에서는 현재 사업구조 하에서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
조정수익률은 각각 0.9355, -0.0002, 0.7406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8494이
다. 다른 금융그룹과는 달리, 하나금융그룹의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영역은 은행업 영
역에 비해 취약한 것이 눈에 띈다.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려면, 현재 상대적으
로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가진 은행/여신업 비중을 늘리고 낮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보이는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패널(A)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패널(B)의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시나리오는 먼저 보험업의 비중을 0%로 줄이고, 은
행/여신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은 각각 현재와 비슷한 90%와 10%로 유지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이 때 은행/여신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0.9421, 금융투자업의 한계
위험조정수익률은 0.7315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8603으로 상승한다. 제2단
계 사업구조 개선 시나리오는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5%로 줄이고, 은행/여신업의 비



<표 10> 하나금융그룹의 사업구조 분석
현재 사업구조는 지주회사 소유 지분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은행/여신업 89.82%, 보험업 0.94%, 
금융투자업 9.24%임. 패널(A)에서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그룹의 사업구조가 은행/여신업 80%, 
보험업 6%, 금융투자업 14%로, 제2단계 사업구조 개선은 각 사업영역의 비중이 70%, 11%, 19%인 
시나리오를 상정함. 패널(B)는 패널(A)와는 다르게, 제1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 그룹의 사업구조는 은
행/여신업 90%, 보험업 0%, 금융투자업 10%, 제2단계 사업구조 개선 후 각 사업영역의 비중은 
95%, 0%, 5%인 시나리오를 상정함. 

(A) (A) (A) (A)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주가지수 주가지수 주가지수 주가지수 기준기준기준기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그룹
 현재 

사업구조
사업영역별 비중 89.82% 0.94% 9.24%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1) 0.0018 0.0424 0.0165 0.0033 
1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80.00% 6.00% 14.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0018 0.0392 0.0153 0.0054 
2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70.00% 11.00% 19.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0019 0.0366 0.0144 0.0075 
(B) (B) (B) (B)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사업영역별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기준기준기준기준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그룹

 현재 
사업구조

사업영역별 비중 89.82% 0.94% 9.24%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1) 0.9355 -0.0002 0.7406 0.8494 

1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90.00% 0.00% 10.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9421 - 0.7315 0.8603 

2단계 
사업구조 개선

사업영역별 비중 95.00% 0.00% 5.00% 100%
(한계)위험조정수익률 0.8923 - 0.8351 0.8809 

주: 1) 업종별 한계위험조정수익률과 위험조정수익률은 다르나, 그룹 전체의 위험조정수익률은 
한계위험조정수익률과 동일함. 한계초과수익률이 음수인 경우, 
(수정)한계위험조정수익률=(한계초과수익률×한계리스크)로 정의됨. 

<그림 3> 하나금융그룹의 단계적 사업구조 개선 효과의 예측
이 그림은 <표 10>의 사업구조 개선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냄. 패널(A)는 주가수익률, 패널(B)는 자
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추정 결과임. 

중을 95%로 늘리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은행/여신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0.8923,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0.8351이고,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은 
0.8809로 추가 상승한다. 

<그림 3>는 사업구조 개선의 단계별로, 하나금융그룹 및 각 사업영역의 (한계)위험
조정수익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패널(A)에서, 은행/여신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나머지 
사업영역들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인다. 은행/여신업과 금융투자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보험업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은 다른 사업영역보다 높으나 빠른 속도로 감소한
다. 패널(B)에서는 은행/여신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나머지 사업영역들의 비중이 하락
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은행/여신업, 금융투
자업, 그룹의 (한계)위험조정수익률이 근접하고, 보험업은 무관련해진다.      



(A) 주가에 기초한 추정 (B) 자기자본수익률에 기초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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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에서 하나금융그룹은 2005.12월 지주회사 설립 이후, 하나저축은행(2012년, 
구 한국저축은행 인수), Hana Bancorp, Inc.(2013년, 구 BNB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KEB하나은행(2014년, 구 외환은행) 등을 인수하였다.9) 은행/여신업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영역은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모습은 
하나금융그룹은 은행/여신업 역량에 주로 의존한다는 이 연구의 시사점과 상통한다. 

   

7. 7. 7. 7.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이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금융복합그룹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의 사업포트폴리오를 은행/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고, 이 영
역들에서 기존 계열회사만으로는 성장이 제한되므로 인수 합병이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로 비은행부문을 확장하여 적절히 분산되고 시너지를 창
출할 수 있는 사업포트폴리오를 달성하려는 이 금융그룹들의 전략과 상통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은 암묵적으로 미래의 사업영역별 성과가 과거와 같은 패턴
을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리스크예산 모형이 사업영역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9) 하나생명보험은 2007년에 알리안츠 소유 지분의 매입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하나카드는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구)의 분사된 카드부문이 2014년에 합병되어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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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에서의 사업구조에 관한 평가는 
그러나 미래의 사업영역별 성과가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에, 미래의 사업방향에 관한 시사점은 각 산업의 향후 성과에 관한 예측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과거의 사업구조에 관한 사후적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
다

한계점: 각 금융그룹의 사업구조가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장기적 사업구조가 특정 사업영역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결과는 과거의 특이
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과 소수의 요인만을 포함하는 단순한 모형을 사용한
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미래의 리스크요인 추이를 예측하고, 
다수의 요인을 포함하는 더 높은 적합성을 가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
그룹의 성과요인들이 금융그룹이 진입할 수 있는 금융업종으로 제약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사하는 사업구조는 다양한 산업, 기업, 요인 등에 노출된 포트폴리오를 
취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최적 사업구조가 아닌 제한된 분산투자만 가능한 경
영자 입장에서의 최적 사업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그룹의 성과모형은 분
산된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들에 기초한 형태로 만들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