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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전통적으로 금융시스템은 각국별로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고유한 제도적 환경

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각국의 금융시

스템은 크게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Bank-based Financial System)과 시장중심형 금융

시스템(Market-Based Financial System)이라는 두 가지 표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된 금융세계화 즉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금융혁신, 경쟁격화 등 일련의 상호 연관된 과정을 통해 각

국의 금융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금융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및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발전과정은 
한편으로는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과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간 차이가 약화되는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관리된 금융구조” 또는 “정부주도적 금융시스템”
에서 “자유화된 금융구조” 또는 “시장주도적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화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1  
이러한 구조변화 과정 및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시장주도적 금융시스템으로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풍부한 유동

성 공급을 통한 금융심화 그리고 시장들간의 통합 및 상호연관성 증대 등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금융상품, 금융기법 및 금융시장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위험분산 기회(Risk Sharing Opportunities)를 제공함으로

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의 선별과 자금의 공급

을 가능케 함으로써 저축-투자간 원활한 연결이라는 금융시스템의 본래적 기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세계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8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개

도국을 망라한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다. 또한 이

러한 금융위기의 중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은행부문의 위기가 놓여있었다. Lindgren, 
Garcia, and Saal(1996)에 따르면, 1980-1996년 사이에 IMF 회원국가들 중 3/4이 이러저

러한 형태로 은행위기를 경험했다. 또 IMF의 연구에 따르면, 1975-1997년 사이에 회

원국가들이 44회의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orld Bank는 더 많은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IMF, 1998; Caprio and Klingbiel, 1996). 또한 금융불안정성이 초래하는 
국민소득 손실은 매우 크며, 측정상의 난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

르면, 두 자리 숫자의 GDP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Hoggarth, 
Reis, and Saporta(2001)는 지난 25년간 발생한 은행위기로 인해 초래된 누적적인 산

출손실은 무려 연간 GDP의 15-20%나 된다고 분석했다. 또 몇몇 신흥시장 국가들이 
겪은 은행위기의 경우에는 총산출 손실 및 복귀비용이 연간 GDP의 50-60%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97년 외환·금융위기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국민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실물경

                                         
1 80년대 이후의 구조변화 과정이 각국별 금융시스템의 고유한 특징 및 제도형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즉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표준

적인 형태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국가별 고유성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스템들이 국제적으로 위계화된 금융질서 속에 편입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실적

으로 구조변화는 두 가지 특징 즉 전세계적인 추세(Global Trend)와 국가별 차이(National 
Differences)를 모두 드러내는 다면적/다층적인 진화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구조변

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이상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변화의 공통추세 차원에 
주목하고자 하며, 시장중심형과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약화된다는 견해 역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갖는 한계는 다양한 비교경제제도 연구들

을 통해 훌륭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특히 은

행부문의 안정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금융위기나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경험 연구들에 따르면, 각

국별로 금융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 내지 충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충

격 이전에 많은 국가들에서 금융시스템이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또한 
이러한 금융취약성의 배경에는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금융자유화 및 규제완화와 
같은 요인들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금융자유화 이후 국제 금융

자본의 국내진출과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성 증대 등 금융제약의 완화를 가져온 금

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로 인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과잉대출 행태가 구조적 취

약성을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금융 세계화 과정은 외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 

세계화 과정은 금융개방을 통해 국제 금융자본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고 금

융자산의 변동성 및 투기성을 심화시켜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기업의 투자자

금조달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은행을 포함한 여

러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새로운 금융기법 및 금융시장의 도입과 발전을 촉진시켜 
국내 금융시스템의 내적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미 자유화

된 금융환경에 편입된 우리로서는 금융자유화를 통해 국제 금융자본이 국내 경제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이러한 국내 금융시스템 자체의 구조

변화 및 그러한 변화가 금융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연 금융위기 내지 금융불안정성은 금융시스템의 구조변화 과정 즉 새로운 금

융시스템에의 적응단계(learning period)에서 나타나는 우발적, 일시적인 특징인가 아

니면 이러한 구조변화가 금융시스템 및 금융-실물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근본적으

로 변화시켰고 이는 금융시스템이 직면하는 리스크 요인의 원천과 특성을 변화시키

거나 경제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는가? 또 이러한 불안정성을 예방, 완

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확립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

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금융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초래한 원인들과 함께 변화된 구

조의 특징 및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금융시스템의 구조변화가 시스템 리스크 또는 금융불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건전성 감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란 금융시스템의 교란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의 심각

한 손실을 수반하는 체계적 차원의 사건(system-wide event)이 일어날 위험2을 의미한

다. 체계적 사건의 유형이나 심도는 다양할 수 있으며, 가장 극단적이고 손실의 범

                                         
2 ‘교란’의 의미나 심각한 ‘정도’를 둘러싼 정의상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은행이 

동시에 또는 함께 실패할 위험”이라는 기능적 정의가 사용되기도 한다. 자세한 설명은 IV
장을 참조하라.  



위와 규모가 큰 사건을 금융위기라고 부를 수 있다. 금융위기에 관한 많은 경험연

구3에 따르면, 시스템 리스크는 초기 충격 자체의 특성보다는 그 이전의 경제상태, 
특히 정보 및 리스크 배분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한 금융시스템하에서는 통상적이고 조그만 교란요인들이 파급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한 금융구조란, 이를테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잘 분산될 수 있었을 
리스크가 불완전하게 분산되어 일부에 집중되는 경우나 사회적 최적 수준 또는 사

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총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감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취약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렇듯 금융위기 내지 시스템 리스크의 주된 원인이 외적이고 우발적인 충격보

다는 금융취약성의 진전, 즉 비효율적인 리스크배분이나 과도한 리스크의 감수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리스크 배분을 초래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

정 구조와 그 행위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취약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위 거시적 포트폴리오 접

근(macro portfolio approach)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에서 금융시스템은 개별 포

트폴리오와는 달리 리스크의 체계적 요인이 더 이상 외생적이지 않으며, 이 요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경기변동과 같은 경제의 정상적인 전개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 

내생적 과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구조변화가 금융불안정성 

또는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심각하게 저

해할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서는 금융안정, 특히 은행부문의 안정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다양한 경험연구

에 따르면, 은행위기와 경기변동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여러 가지로 확인된다. 
이는 광범위한 금융긴장이 개별적 리스크 요인의 전염효과보다는 거시경제적 충격

과 같은 공통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 시장의 
아킬레스 건은 일반화된 과잉팽창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즉 시스템 차원

에서 과도한 리스크 감수가 금융취약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다. 체계적 리스크

(aggregate/systematic risks)는 리스크 전가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는 있으나 경제 전체로는 제거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은 통상 미시적 접근을 의미한다. 통상

적인 미시적 건전성감독의 목표는 금융긴장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별 

                                         
3 다양한 사례연구들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로는 Davis (1995)와 De Bandt & Hartmann (2000)을 

참고하라.  



금융기관에 초래하는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인 반면, 거시적 건전성감독의 목표는 
전체 경제의 실질생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긴장 내지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있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 혹은 금융불안정성의 주된 원인이 체계적 
리스크의 시간에 따른 변화, 특히 경기 및 금융순환과 연관된 것이라면, 미시적 건

전성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감독

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97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 BIS와 같은 국제기구와 

각국의 정부 및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

로 모색해왔다. 특히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여부를 측정하고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 및 지표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98년 IMF의 주도하에 
각국은 거시 건전성 지표(macro-prudential indicator)의 개발을 적극 추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IMF 집행부는 핵심 지표들을 선정하고, 국가별 테스트를 거쳐 핵심지표

와 권장지표를 합하여 총 39개의 금융 안전성 지표(FSIs)를 선정하였다. 한편, BIS와 
ECB에서도 금융안정성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연구 및 지표개발 작업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1999년 5월 IMF와 World Bank의 공동발의 하에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가 개시되었으며, 오늘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거시 건전성 감독

을 위해 다양한 개발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거시 건전성감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리스크 배

분상태를 평가하고 그 리스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확하게 식별, 측정할 수 있

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시 건전성감독은 두 가지의 통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

다. 우선,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긴장도를 나타내는 거시 건전성 지표 또는 조기경보

지표 등을 통해 금융긴장의 발생확률에 대해 판단하는 한편,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

트(Macro-stress testing)을 통해 금융긴장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시스템이 입게 될 손

실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외

적이지만 개연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기법들을 지칭하는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는 FSAP의 주요 구

성부분일 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극단적 사건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여타 감시방법과 보완적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신용리스크와 특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리스크 감당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거시적 신용리스크 모델을 이용하여 거시적 스트레스테스

트를 시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개별대출자료에 기초하여 거시

적 신용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다음, 다요인 체계적 리스크모형을 이용하여 어음부도

율, 궁극적으로 은행의 대출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식별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부문이 입게 될 예상 및 예상외손실규모

를 수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리스크 감당능력을 평가한다. 본 



논문은 개별적인 거시변수가 신용리스크 또는 은행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한 민감도분석을 넘어서서 거시변수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어떠한 변화

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II. Macro Stress-Test의 정의와 접근방법   
 

원칙적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의 상호보완적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적 경기예측 2) 조기경보시스템의 구

축 3)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 
우선 경기예측은 거시경제 전체 또는 특정 부문에서 가장 개연성 높은 결과를 

전망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기경보 모형이나 스트레스 테스트는 개연성이 높지 않

은 사건, 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 조기경보 모

형은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

기가 발생했을 시에 금융시스템의 탄성, 즉 리스크 감당능력(risk-bearing capacity)을 
평가한다.    

금융위기의 조기경보 지표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1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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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 모형은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여 위기의 발생확률을 예측한다. 위기는 거

시경제변수 집합 X가 어떤 임계수준( X )을 넘는 것으로 정의(즉, XX t ≥+1
~ 이면, 위

기인 것)되며, 그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다.4  
한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

템의 리스크 감당능력을 식별, 측정,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시적 스트레스 테

스트(macro-stress test)란 “예외적이지만 개연성이 있는(exceptional but plausible)” 거시

경제적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기법들을 
지칭한다.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모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 / ) { , }t t
t tY X X f X Z+ +Ω ≥ =% %  

1tY +
% 은 시뮬레이트한 거시경제적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즉 XX t ≥+1

~ 인 경우

에 금융시스템의 전체 긴장도의 미래 실현치를 가리킨다. 이 때 )(⋅Ω 는 리스크 측

량단위(risk metric)를 지칭하며, )(⋅f 는 손실함수를 의미한다. 손실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예를 들면 리스크 엑스포져, 부도확률, 상관관계, 피드백 효과 등의 함수라

                                         
4 소위 금융위기의 선행지수(leading indicators)가 이에 해당되며, 주로 외환위기나 쌍둥이 위

기의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리스크 측량단위 )(⋅Ω 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구

조를 충분히 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지표를 이용한 조기경보모형은 위기의 발생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표

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 금융개방이나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구조변화는 금융기관간 전염효과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 정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의 발생확률 자체에 대해

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는 발생가능

한 극단적 사건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여타 감시방법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이다.5 
결국 거시적 건전성 감독은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수단의 통합적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우선, 거시경제상황 및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잠재적 금융긴

장 지표 또는 조기경보지표 등을 통해 금융긴장의 발생확률에 대해 판단하는 한편,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긴장의 발생할 경우에 금융시스템이 입게 될 손

실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6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분석 대상과 범위를 정의한다.  
2) 거시적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테스트의 목표를 설정한다.  
3) 해당 시나리오가 금융부문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계량화한다.  
4) 금융시스템 내부 및 금융부문-실물부문간 피드백효과를 고려한다.  
5)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감당능력을 평가한다.  

                                         
5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로는 Blaschke et al. (2001)과 Sorge (2004)를 참

고하라. 전자는 FSAP의 표준적인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분석 결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논의에 기초

한 것이다. 또한 조기경보모형, 거시적 스트레 테스트의 상호보완적 특성 및 양자의 통합

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Worrell (2004)을 참고하라.   
6  사실 금융시스템의 구조변화 및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시간지평이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금융지표들의 변동성과 경기순행성을 증대시

켰다면, 규제당국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단견주의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물음과 함께 그러한 규제나 정책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변동

성이나 경기순행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도입되는 
신BIS 기준이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및 필요자기자본량을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용도 내지 신용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내부평가모

형(IRB)을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신용의 경기순행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Borio (2003), Goodhart et al. (2004) 등을 참고하라.    



 

우선 분석대상과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거대은행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외국계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연기금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어떤 자산유형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거시적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테스트의 목표를 설정한다.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를 분석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며, 하나의 리스크 요인에만 충격을 줄 것인지, 여러 요인들에 충격을 
줄 것인지, 또 어떤 파라미터(가격, 변동성, 상관관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 수준

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역사적 또는 가설적 시나리오),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계화, 즉 집계적 
포트폴리오(aggregated portfolio)의 구성이 필요하다. 집계화 방식은 상향식 방식과 하

향식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방식은 감독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

여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며, 후자의 방식은 감

독당국이 개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포트폴리오자료를 이용하여 공통된 시나리오

와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7 상향식 방식의 경우에 개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분석결과가 그 자체로는 해당 기관에 적절한 것일 수 있으나, 기관별로 분석자료의 
특성과 구체적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집계하는 경우에는 자료

의 비교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방식으로 은행시스템 전체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료들이 비교가능하고, 동일한 방법

론에 입각한 것이므로 집계화된 분석결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유의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산상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이 개별 기관의 세부적인 포트폴리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료의 가용성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감독당국과 
개별기관이 공동으로 주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각각의 방식들이 장,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까지 표준화된 방식이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3절의 분석에서 하향식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3단계에서는 해당 시나리오가 금융부문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계량화해야 한다. 특정 시나리오가 금융부문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손실을 초래하는 특정 리스크 요인, 즉 개별 금융안정지표

(FSIs)의 값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는 개별요인 접근방법(piecewise approach)과 다양

한 리스크 요인, 예를 들어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합하여 총손실의 확

률분포를 추정하는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이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Blaschke et al. (2001), CGFS(2000)과 김주철(2003)을 참고하라.  



우선 개별요인 접근에서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는데, 소위 금융안정지표들(FSIs)이 
흔히 이용된다. 여기에는 자본적정성, 자산의 질, 수입과 수익성, 유동성 및 시장리

스크(이자율, 환율)에 대한 민감성뿐 아니라 시장유동성, 기업 및 가계의 재무건전

성, 부동산가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별요인 접근은 기본적으로 각 지표들의 민

감도 테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각 금융안정지표들은 특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다양한 리스크 요

인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안정

지표들간 상관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스트

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요

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리스크 모형(integrated risk model)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거시경제적 펀더멘탈이나 자산가격의 변화는 은행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치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계와 기업의 부채-소득 비율을 변화시

켜서 은행차입자의 파산확률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은행포트폴리오의 질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거시경제적 충격이 시장 손실과 채무자의 신용의 질 모

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합한 접근이 바람직한 것이다.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주어진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 총손실의 조건부 확

률분포 및 그 크기를 측정하는 접근방식을 지칭한다. 흔히 개별 금융기관들은 포트

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통상 시가모형(mark-to-market model)의 틀 속에서 
손실의 조건부확률분포를 추정한다. 이러한 분포의 요약통계량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Value-at-Risk개념이다. VaR는 포트폴리오가 주어진 신뢰구간(ex) 95%, 
97.5%, 99%)에서 특정 기간동안 입게 될 최대 예상손실을 의미하며, 다양한 리스크 
원천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단일한 숫자로 계량화하기 위해 이용된다.8 이

                                         
8 대형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측정, 분석, 관리함에 있어 다변량적(multivariate) 접근방법을 

택하여 시장리스크(market risks)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리스크들을 통합하여 측정하고 있

다. 시장리스크란 시장가격의 변동에서 초래되는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손실 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시장리스크는 유동성, 시장가격, 금리, 지수, 변동성, 상관관계 등

의 시장요인들이 특정 포지션 또는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말하는데 VaR은 
여러 가지 시장리스크를 통합하여 측정하는 대표적 기법이다. VaR은 포트폴리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사건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예외

적인 사건이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S는 내부모형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시장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자기자본을 계산하

는 은행들은 99% 단측 신뢰구간과 10 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기초로 VaR을 측정하고, 시장

리스크에 대한 최저필요자기자본액은 추정된 VaR와 승수(multiplication factor)를 곱하여 산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VaR은 과거 일정 영업일의 VaR중 가장 높은 것 또



러한 리스크 관리 기법은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통합적 접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VaR은 앞에서 살펴본 리스크 측량단위 )(⋅Ω 인 셈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9  

, , 1 1 ,( | ) { ( ); ( ); ( ), ( )}i t i t t i t t t t t t t tVaR Y X X f E X P X PD X X+ + ≥ = ∑% %  

1( , , )t t t p tX h X X ε− −= +K  

여기에서 전체 은행시스템의 포트폴리오는 신용엑스포져 및 시장포지션 양자의 
벡터 E로 표현되며, t시점의 가격벡터 P, 부도확률 PD, 부도시 손실 LGD, 부도변동

성 및 상관관계행렬 ∑ 에 기초해서 평가된다. 모든 파라미터들은 거시경제변수벡

터 X의 함수이며, X는 다시 확률적 자기회귀과정을 따른다고 가정된다. 거시경제변

수 X에 충격을 주면 시장포지션의 가격뿐 아니라 신용의 질이나 예상회수율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은행시스템의 전체적인 취약성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손실함수 f{⋅}를 시뮬레이트된 거시경제적 스트레스 테스트 하에서 손실의 조건부 
확률분포로 맵핑함으로써 측정된다.10  
 

                                                                                                                      
는 이전 60 영업일의 평균을 이용하며, 승수는 모형의 사후검증(back-testing)을 거쳐 최소

한 3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VaR의 추정방법에는 부분가치평가방법과 완전가치평가방법이 있다. 부분가치평가

방법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민감도와 가격변동을 곱하여 가치변동 추정치를 계산한다. 이 
접근방법은 현재 시장가치 수준에서 추정된 가격함수의 기울기 및 곡률을 충격 발생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결정되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계산에 그대로 적용한다. 부분가치평가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근사 방법인 델타-정규방법(delta-normal method)은 정규분포

를 가정한 후 포트폴리오의 가치변화의 근사치를 구하기 위해 선형 도함수를 이용하며, 
이를 개선한 델타-감마 접근방법은 추가적으로 2차 도함수를 포함하는 항을 도입하여 측

정치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반면에, 완전가치평가방법(full valuation method)은 위의 근사치를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가격벡터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가치를 재계산한다. 완전가치평가 접근방법으로는 새로

운 가격벡터를 구성할 때 과거 가격을 이용하는 역사적 평가방법(historical valuation 
method)과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격을 시뮬레이션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

법(Monte Carlo simulation method)이 있다.  
    VaR의 개념과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Jorion (2001)을 참고하라. 또한 신용리스크 및 

그 확률분포의 특징에 대해서는 Herring (1999), Blaschke et al. (2001) 등을 참고하라.  
9 사실 거시경제적 상황, 이자율 혹은 자산가격 등에 발생하는 충격 내지 변화는 금융기관

의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간에

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별개의 모형들을 사용하여 개별 리스크를 측정한 다음

에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부정확한 리스크평가를 결과하게 된다(non-additivity of risks).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통합한 접근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직면하는 잠재적 손실 역시 서로 상관되어 있

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체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거시적 포트폴리오접

근(macro portfolio approach)이 필요한 것이다.  
10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별요인 접근과는 달리 여러 리스크 범주 특히 시장리스크와 신용리

스크 분석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또한 손실함수 f{⋅}와 거시경제변수 X의 변

화 간 관계의 모형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III. 신용리스크 모형과 Macro Stress-Test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횡단면 차원과 시간 차원에서의 측

정이 필요하다. 특히 횡단면 차원에서는 체계적 리스크와 개별적 리스크의 식별과 
구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나 식별이나 측

정차원에서는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이다. 한편, 시간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체계적 리스크의 변화 및 측정이 핵심적 관건이다.   

은행부문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대출자산에 대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여부, 즉 신용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일차적 관

심은 신용 리스크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신

용리스크의 경기순행성과 체계적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 방안의 설계 및 실행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리스크 평가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서 리스크 측량단위로 
사용되는 VaR은 원래 시장성 금융자산(marketable assets), 즉 시장리스크로 분류되는 
다양한 리스크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총예상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예상되는 개연성 높은 사건들 및 확률분포

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상정하는 개연

성이 높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수익분포가 정규분포라 가정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와 같이 비대칭적이고, 
꼬리가 두꺼운 분포인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측정하지만,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률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VaR
분석이 간과하고 있는 손실분포의 꼬리부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수량화하는데 사용

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신용리스크란 계약상대방 내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질 

위험을 의미하며, 해당자산의 현금흐름이 계약조건에 따라 100% 지급되지 않을 위

험을 지칭한다.11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많은 신용수단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그 가치에 대한 정보가 충

분하지 않다. 신용사건, 즉 채무불이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

                                         
11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엑스포져에 대한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

시 엑스포져 등이 필요하다. 신용엑스포져란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금액을 의미하며, 부도시 엑스포져는 차입자의 부도시 금융기관이 해당 차입

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대출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양자는 일치한다.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PD)은 차입자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

이고,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afult, LGD)은 차입자의 부도시 금융기관이 해당 차입자

에 대한 대출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실로 부도시 엑스포져의 비율로 나타낸다.  



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계열 자료 역시 부족하다. 또한 자산의 수익률분포가 비대

칭적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신용손실의 확률밀도함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손실은 통상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예상외손

실(unexpected loss)로 구분된다. 전자는 “불확실하지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칭한다. 금융기관들은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통해 예상손실에 대처한다. 예상외손

실은 “일정한 신뢰구간 하에서 정상적인 회수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로 정의되며, 충당금정책을 통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 신용리스크 자본은 금융기관

이 이러한 예상외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경제적 자본량이다.12 신용리

스크를 가지고 있는 여신포트폴리오의 손실확률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신용리스

크모형들13이 이용되며 이를 통하여 예상외손실이 추정된다. 금융기관은 이렇게 추

정된 예상외손실에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신용리스크자본을 할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경기변동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조건부손실확률분포가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 한편, 경제적 자본은 은행이 신용리스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손실을 흡수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본량을 의미한다면 규제자본은 위험에 대비하여 은행이 보유하여야 할 
규제목적상의 최저자본을 의미한다. 양자간의 차이가 클수록 규제자본차익거래(regulatory 
capital arbitrage)의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13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모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CreditMetrics, 
Creditportfolioview, CreditRisk+ 그리고 Credit Monitor Model. 이 모형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

는 Saunders (1999) 및 Crouhy et al. (2000)을 참고하라.  

확률 

 

예상손실 

 

최대감수가능손실

 

경제적 자본량 

 

손실/총자산 

 

목표파산확률 

 



거시경제적 상황의 변화 또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확률분포 
자체가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리스크 모델에서 이는 신용등급전이행렬의 이

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경우 신용등급간 차입자의 분포가 변하거나 전이행렬 자체가 변

하게 되면 신용리스크가 변하게 되는데, 통상 전이행렬은 고정된 것으로 취급하고, 
차입자의 이동이 신용리스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이행렬

이 경기순환과정에서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14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호황기, 침체기, 정상기 등 경기순환상

의 상이한 시점에서 각각의 전이행렬을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Wilson (1997 
a, b)처럼 전이행렬을 거시경제 및 금융변수들의 함수로 명시적으로 모형화하는 방

법이다. 
 

그림 2. 거시경제적 충격과 손실확률분포의 이동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 또는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손실확률분포 자

체가 이동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은 그리 예외적이지 않은 통상적인 충격에도 매우 
민감해지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염과 같은 증폭과정을 통해 커다란 손실을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요

인들, 특히 체계적 리스크 요인의 충격으로 이한 손실확률분포의 변화를 측정하여, 
적정규모의 대손충당금과 신용리스크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14  신용리스크모형은 부도모형과 시가모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여신에 대한 부도/비부도 

두 상태만 고려하는데 반해 시가모형은 여신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신용등급전이행렬을 구성하게 된다. 통상 등급전이확률이 안정적인 마르코프 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신용등급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자기상관되며, 체계적 요인이 신

용등급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상당한 증거들이 존재한다(Saunders, 1999).  



IV. 신용리스크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기존 연구 
 

최근 은행부문의 안정성이 지닌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특히 신용리스크에 대한 거시경제적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문헌들이 부쩍 증가하

고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s)이나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s)
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인 가용성이 높기 대문에, 상당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 변수

들과 거시경제적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주로 분석한다. 우리는 본 논문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몇몇 연구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우선,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경험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국가들을 
분석한 Pesola (2001)는 은행의 대출손실비율과 기업부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

하여 거시적 부채율(국내총신용/명목GDP)을 금융취약성 변수로, 몇몇 거시경제변수 
예를 들면 GDP, 이자율 및 환율 등을 충격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했다. 
여기에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기법과 PLS(panel least squares)기법이 동시

에 사용되었으며, 두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부채율이 
높은 상태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시에 은행위기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

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Kalirai & Scheicher (2002)는 오스트리아 은행시스템의 집계적 대손충당금을 

다양한 범주의 거시경제변수들의 함수로 설정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거시경제변수를 크게 6가지 범주의 지표(전반적인 경제활동 지표, 물가안정 
지표, 가계부문 지표, 기업부문 지표, 금융시장 지표 및 해외부문 지표)로 세분하여 
이들 지표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지표별로 적절한 변수를 추

정한 다음, 이 변수들과 은행손실의 대리변수인 대손충당금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Hoggarth et al. (2005)는 영국의 은행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트레스테스트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은행의 시나리오분석 결과에 기초한 상향식 
방식 뿐 아니라 두 가지 하향식 방식, 즉 구조방정식 모형과 벡터 자기회귀모형

(VAR)을 이용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들은 주로 은행의 대손상각액과 거시경제변수

들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들은 주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 소득증가율, 환

율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기초로 해서 위의 세 가지 스트레스테스트 분석결과를 비

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집계적 수준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별 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보다 정교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연구들은 모두 은행의 손실이 GDP성장과 반비례 관계를, 이자율과 정비례

관계를 보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율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호한 결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율이 은행의 손실과 직접적인 선형관계에 놓여있

지 않다는 III장의 분석결과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신용리스크로 인한 은행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요인을 직

접적으로 분석하는 대신에, 거시경제적 요인이 기업이나 가계의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은행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맵핑

하는 연구들도 발전되었다. 이 연구들은 보다 자료집약적인(data-intensive) 접근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은행의 부실여신자료는 장기시계열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부도율은 이러한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므로, 거시경제변수

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분명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이상과 같

은 목적을 위해 Wilson(1997 a, b)의 다요인 신용리스크모델을 거시적 스트레스테스

트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연구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 그 중에서 Boss (2002)와 
Virolainen (2004)의 연구가 주목할만 하다.  

Boss는 집계적 기업부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거시적 신용리스크모델을 추정하

여 오스트리아 은행부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다. 그는 몇 가지 모형을 
선별하여 기업의 부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확인하였는데, 여

기에는 산업생산, 인플레이션, 주가지수, 명목단기이자율 및 오일가격 등이 포함되

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변수들의 충격으로 인한 기업부도율의 변화가 은행의 손실

분포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자본 대비 비중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은행부문의 위

험감당능력 여부를 평가했다.  
Virolainen의 연구 역시 Wilson과 Boss의 연구방법을 따른 것으로 핀란드의 은행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기할 점은 이 연구는 집계적 기업부도율 대신에 산

업별 부도율을 대상으로 신용리스크 모델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90년대 초

에 금융위기를 겪은 핀란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도

율과 은행손실을 겪은 시기가 분석 기간에 포함됨으로써 좀 더 현실성 있는 추정결

과가 제시될 수 있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국내에서는 김건우·이운석(2003)이 신용리스크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들은 금액기준 어음부도율을 신용리스크의 대리변수로 삼아 주

요 거시경제변수들, 즉 환율, 이자율, 은행대출금, 주가지수 및 경기지수와의 관계를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율과 이자

율 충격이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신용리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는 어음부도율과 거시경제변수간의 관련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논

문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되는 모형이 본 논문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 연구는 신용리스크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및 식별에 머물

고 있어서 거시적 충격으로 인한 신용리스크의 변화가 금융부문의 손실규모나 손실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서정의·김좌겸(2005)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

부문에 대한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를 시도했다. 이들은 은행부문 전체의 부실여신

비율, 소비자물가(또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단기금리, 실질GDP 그리고 실질환율

의 변수들을 추정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

분하여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개별 거시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부실여신비율의 누적



반응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전에는 실질GDP와 환율충격의 영향

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위기 이후에는 금리충격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물가, 주택가격 충격의 경우에는 위기를 전후로 해서 부실여신비율의 반

응방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은행부문을 대상으

로 거시적 신용리스크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시

도하고자 한다.   
 
 

V. 거시적 신용리스크 모형의 구조  
 

경기순환효과를 반영하고 VaR을 미래지향적으로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도

확률과 이와 관련된 전이행렬에 대한 체계적 및 비체계적 거시경제효과를 모형화하

는 것이다. Wilson(1997a, b)이 제시한 다요인 체계적 리스크모형(multi factor systematic 
risk model)이 이러한 우리의 목적에 적합하다. 이 모델은 거시경제 변수에 의존하는 
신용리스크를 모형화했다는 장점이 있으며, 거시경제변수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분석에 이용될 거시적 신

용리스크 모형을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Wilson(1997a, b)에 따르면, 부도확률은 로지스틱함수 15 로 모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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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jP , 는 t기에 국가/산업/신용등급 j에서 채무자의 조건부 부도확률

을 의미하며, tjY , 는 t기에 국가/산업/신용등급 j의 지수값(index value)이다. 이 때 경

기상황과 부도확률은 역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경기상황 지표인 tjY , 는 이하의 다요인모형을 통해 도출된다.  

 

tjtmjmjtjjtjjjtj vXXXY ,,,,,2,2,,1,1,0,, +++++= ββββ L  

 

),,,,( ,3,2,1,0, mjjjjjj ββββββ L= 는 j번째 국가/산업/신용등급에 대해 추정된 계수이

                                         
15  부도확률 P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확률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확률변수에 

대해서는 누적밀도함수(CDF) 모양으로 회귀분석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CDF가 로지스틱분포와 정규분포의 누적함수이며, 이러한 CDF
에 근거한 분석모형을 각각 로지트모형과 프로빗모형이라 한다. 본 모형에서 이용되는 로

지스틱함수는 CDF이므로 Y는 ∞− 에서 ∞+ 사이의 값을 취할 수 있음에도 P값을 0과 1
사이에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 이 때 Y와 P는 비선형관계를 갖게 되지만, 일정한 함수변

환을 거치면 선형모형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 상의 문제점은 제거될 수 있다.  



며, ),,,( ,,,3,,2,,1,, tmjtjtjtjtj XXXXX L= 는 j번째 국가/산업/신용등급에서 거시경제변수

의 t기 값을 의미하며, 체계적 리스크 요인(systematic risk factor)을 지칭한다. 한편, 

tjv , 는 비체계적 내지 무작위적 충격을 의미하는 오차항으로 i.i.d.를 가정한다.  

∑ vtjtj NvandNv ),0(~),,0(~, σ  

 

tv 는 지수 이노베이션 tjv , 의 벡터(vector of stacked index innovations tjv , )이고, v∑ 는 

jj×  차원을 갖는 지수 이노베이션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 of the index 

innovation)이다. 
한편, 각 거시경제변수는 단변량 2차 자기회귀과정 AR(2)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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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tijtij XX 는 거시경제변수 tijX ,, 의 래그값(lagged values)이며, 

),,( 2,,1,,0,, ijijijj γγγγ = 는 추정된 계수이고, tije ,, 는 오차항으로 i.i.d.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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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는 오차항 tije ,, 의 벡터(vector of stacked error terms tije ,, )이며, ∑ e
는 

)()( ijij +×+ 차원을 갖는 오차항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 of error terms te )이

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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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ve ,,
, 는 교차 상관관계 행렬(cross correlation matrices)이다.  

일단 방정식 체계 (1)이 세워지면, 우리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

하여 과거와 같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미래 일정 기간 동안의 tv 와 te 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부도확률의 분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촐레스키 분해

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AA ′=∑ 라고 하자. 그러면 각 구성인자가 정규분포인 

확률변수벡터 )1,0(~ NZ t 를 만든 다음에 오차항 tjv , 와 tije ,, 의 벡터인 tt ZAE ′= 를 

계산한다. 우리는 이러한 오차항들의 실현치를 이용하여 그에 대응하는 tjtj PY ,, , 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조건부 전이행렬을 구하는 것이다. 우선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비

조건부 마르코프 전이행렬 Mφ 을 구한다. 이 경우 전이확률은 역사적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비조건부 확률이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모의계산된 조건부 
전이행렬을 구한다. 이 경우 전이확률은 경기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1>
SDP
SDPt

φ
; 경제적 침체기  

1<
SDP
SDPt

φ
; 경제적 확장기  

tSDP 는 모의계산된 부도확률을, tSDPφ 는 비조건부 부도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조건부 전이행렬 Mφ 에서의 전이확률값을 위의 비율을 이용하여 전환

하면, 경제상황에 대한 조건부 전이행렬 M을 생성하게 된다. 즉 

)/( , SDPPMM tjt φ= 의 관계가 성립한다.  

결국 거시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도확률 및 금융부문의 손실이 달라질 
것이고, 이러한 조건부 전이행렬의 변화를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초에 이 모형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거시경제적 요인이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

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당국에서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VI.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신용리스크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신용리스크와 리스크 감당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시적 신용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별은행들이 매월 금

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총신용공여자료를 이용했다. 이 보고자료는 은행계정, 신탁계

정 및 종금계정을 포괄하며, 대출채권뿐 아니라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은행을 비롯해서 종금사, 보험사, 투신사 및 증권사 등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신용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

로 우리나라 14개 일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은행별 신용공여자료 관측치 3,321개

(총금액 905,870억원, 만기 2년 이상 잔액기준)를 기초로 하여 거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분석의 목적상 우리는 이러한 관측치가 은행부문 전체의 신용포트폴리오

라고 가정하는 셈이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신용포트폴리오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우리나라 신용포트폴리오의 히스토그램                            

 
 

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액 
규모는 4,617,907억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은행부문이 제공한 규모가 3,403,093억원

(지급보증액 제외)으로 전체 신용공여액 중 73.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총신용 
규모 500억원 이하 기업이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신용공여액은 
1,927,824억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으며,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총신용 
규모 500억원 이상 기업의 총신용공여액은 2,690,083억원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거

시적 신용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이들 기업에 대한 14개 일반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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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액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의 33.7%를 차지하는 것

이다. 또한 은행이 제공한 전체 신용공여액의 26.6%를 차지한다.  
우리는 위의 역사적 관측치를 기초로 하여 부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 4와 같이 우리나라 신용포트폴리오의 손실확률분포를 생성했다.16 주어진 포트

폴리오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누적손실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 기의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LGD)17을 확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분기별 부도율이 0.2%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보았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70%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3년간의 누적손실18을 추정하였

다. 추정 결과, 예상손실은 총신용공여액의 1.77 % (16,031.8억원), 예상외손실은 
3.60 %(32,643.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부도율 불변시 은행대출의 예상손실확률분포 

                                         
16 우리는 부스트래핑을 위해서 GAUSS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서는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라.   
17  부도시 손실률 역시 경기순행적 변화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이 

비율 역시 거시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추정상의 난점

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는 0.5, 0.7, 0.9 등 일정한 
고정값을 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리 역시 분석 내내 부도시 손실률은 0.7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18 누적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기준으로 대출의 만기구조를 감안하고, 통상 기업의 부도와 이후의 청산절

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료 역시 만기가 2년 이상인 대출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채

택하기로 한다.  



분기별 어음부도율 0.2%, LGD 70% 가정 시 3년간 누적손실분포 (Monte Carlo 50,000회)  

예상손실: 1.77 % (16,031.8억원), 예상외손실(VaR 99%): 3.60 %(32,643.8억원) 

 

한편,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은행경영통계에 발표되는 무수익여신비율을 은행

부문의 부실여신비율로 간주하기로 한다. 19  우리는 은행부문의 부실여신비율을 결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이 신용리스크라고 이해하며, 신용리스크 및 스

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따라서 이러한 신용리스크의 대리변수로 어음

부도율20을 이용한다.21  
                                         

19  부실여신비율 지표로는 무수익여신비율 이외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

다. 고정이하여신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

의 합계를 의미한다. 
20  어음부도율은 금융결제원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액기준 부도율과 장수기준 부도율로 

나누어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금액기준 부도율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은

행간 콜거래, 타행환 거래 등의 전자결제분을 포함한 통계와 이를 제외한 통계를 함께 발

표하고 있다. 또한 장수기준 부도율은 부도어음 장수/전체 교환어음 장수의 비율을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월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분기별 어음부도율을 산출하였다.   
21 몇몇 연구들에서는 은행부문의 부실여신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을 직접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시계열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분석의 목적상 기업의 
도산이나 상환불능으로 인한 신용리스크와 거시경제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음부도율이 적절한 변수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신용리스크를 대표하는 가장 적절한 변수로는 어음부도율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매

년 공개하는 부가가치세 폐업자 통계 중 법인폐업률과 몇몇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부도율 자료가 있으나, 두 자료 모두 연간자료로만 보고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 표본 
수가 너무 작거나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

99%

50%



그림 5. 어음부도율의 변화추이 (1970: 1 –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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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액 기준 부도율의 경우 90년 1분기 이후는 전자결제분 포함 기준임. 

 

우선, 금액기준 어음부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말 IMF 위기, 1999년 대우계열사 및 관계사의 부도, 2000년 4분기에 대우자

동차의 부도금액이 크게 증가한 데다 동아건설, 대한통운, 삼성상용차의 거액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장수기준 어음부도율은 97년 외환 위기 시에만 크게 증가하고, 그 이후

에는 급격히 낮아져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90년대 초반 이전

에는 금액기준 어음부도율과 장수기준 어음부도율의 변화패턴이 거의 유사하고 그 
편차도 크지 않은 반면에, 이 시기 이후에는 크게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 및 그 계열사의 부도가 거의 없었던 데 기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부터 극심한 산업구조 변동을 겪었으며, 90
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개

방과 국제경쟁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기업 역시 더 이상 부도위험에서 자유롭지 않

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aR과 같은 리스크 평가모형에서 사용하는 부도율 자료는 건수기

준 부도율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미래의 예상부도율을 추정할 때에는 
전체 대출 건수대비 예상건수를 구한 다음에 대출포트폴리오의 확률손실분포를 이

용하여 예상손실액을 추정하게 된다. 개별 대출마다 금액이 다르고, 그 리스크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손실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수기준 어음부도율을 은행부문이 직면하

                                                                                                                      
는다. 우리는 참고로 이 두가지 자료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는 신용리스크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거시적 신용리스크 모델의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림 6. 무수익여신비율과 어음부도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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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래프의 좌축은 어음부도율, 우축은 무수익여신비율의 단위임.   

 

그림 6은 1994년 –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수익여신비율과 금액기준 어음부

도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두 지표간의 상관계수가 0.8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하의 분석에서 우리는 이 두 변수 간에 선형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우리가 앞에서 산출한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손실확률분포는 부도확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통상 어음부도 건수

는 경기순환상의 확장기보다는 침체기에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부도율이 거시경

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거시적 신용리스크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VII. 모형 추정 및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차입자 및 개별 산업부문의 어음부도율을 이용할 수 없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부문의 어음부도율을 이용한다. 우리는 1987년 
1분기에서 2005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며, 어음부도율은 거시경제지

수(macro-economic index)의 로지스틱함수로 모형화된다. 



Wilson(1997a)은 거시경제지수 ty  자체를 거시경제변수들의 종속변수로 이용했

으나, 우리는 그 연간 변화율 1−−=∆ ttt yyy 을 이용한다. 거시경제지수의 분기별 변

화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지수값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시계열이기 
때문이다.22 우리는 다음과 같이 로지트함수의 역변환을 이용하여 관측된 부도율 자

료로부터 거시경제지수를 구한 다음에 차분을 하여 ty∆ 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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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래의 방정식체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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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방정식체계(2)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γβ , 와 공분산행렬 ∑ 의 

값을 추정한다. 한편, 어떤 거시경제변수( iX )가 ty∆ 를 설명하는데, 또 궁극적으로는 
부도확률( tP )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각 거시경

제변수를 경기상황지수의 연간변화율 ty∆ 에 대해 단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 

회귀분석을 통해 식별된 요소들은 이후에 다중회귀모형을 위해 이용된다.  
설명변수의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Kalirai & Scheicher (2002)와  Boss(2003)의 

연구를 따라서 거시경제변수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1) 경기순환 지

표 2) 물가안정 지표 3) 가계부문 지표 4) 기업부문 지표 5) 금융시장 지표 6) 해외

부문 지표. 금융시장 지표는 다시 주식시장 지표, 금리 지표, 자산가격 지표로 세분

된다. 끝으로 부채율과 금융취약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sola (2001)을 따라서 
거시적 부채율 지표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분석에서 이용한 자

료의 출처와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모든 자료는 1987년 1분기에서 2005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으

                                         
22 우리는 ADF와 Phillip Perron 단위근 검정을 통해 거시경제지수 ty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을 확인하였다. 이 때, 원계열에 추세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편만 포함시켰으며, 시

차는 1 ~ 5까지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원계열에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차분을 통해 안정화하였다.   



며, 계절조정을 감안하여 작성된 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EVIEWS 4.1의 
Census X-12(Multiplicative)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조정하였다. 또한 모두 변화율 자료

를 이용하였는데, 이자율과 실업률의 경우에는 차분값을 사용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변화율은 수준변수를 자연대수 차분하여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우

리는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한 거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여 안

정성 여부를 판별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이 안정적인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추가적인 차분 없이 이용하였다.  
 

표 1. 자료의 출처 및 이용 

변수 기호 출 처  

실질GDP RGDP 한국은행   

GDP 순환변동치 RGDP_CC   

산업생산지수 IP 한국은행 2000년 = 100 

광공업생산지수 IPE 한국은행 2000년 = 100 

물가지수 CPI 한국은행  2000년 = 100 

M2 M2 한국은행  

M3 M3 한국은행  

실업률 UN 한국은행  

가계소비지출 CONS 한국은행  

총고정자본형성 GFCF 한국은행  

건설투자 GFCF_CONST 한국은행  

설비투자 GFCF_ME 한국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APT 국민은행 2003년 = 100 

주택매매가격지수 RESI 국민은행 2003년 = 100 

종합주가지수 KOSPI 증권거래소  

회사채 3년(명목) CB_INT 한국은행  

회사채 3년(실질) RCB_INT   

원/달러 환율(실질) REXCH 한국은행  

예금은행총대출금/명목GDP INDEBT 한국은행  

운전자금 대출/명목GDP LOAN_S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PD_NUM 한국은행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는 변수들과 예상되는 어음부도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

다.  
1) 경기순환 지표  
이 범주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실질



GDP, GDP순환변동치23, 산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출

의 질은 경기상황에 의존하며 경제활동의 악화는 소득 감소, 어음부도율 증가 및 
대출손실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지표들은 모두 어음부도율과 반비례관

계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물가안정 지표 
이 범주에는 소비자물가지수와 M2, M3가 포함된다. 우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본

적인 물가안정 지표로 간주한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과열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기과열과 이로 인한 기업 수익률의 
저하로 인해 부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물가상승은 차입자의 실질적인 상

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실질이자율 및 실질차입비용

을 증가시켜 부도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부도율에 미

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M2와 M3는 물가상승률과의 연관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3) 가계부문 지표 
가계부문 지표에는 가계소비지출, 실업률이 포함된다. 가계소비지출은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례할 것이며, 높은 가처분소득은 다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유리함

을 의미한다. 반대로 높은 실업률은 열악한 거시경제상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소비지출은 어음부도율과 반비례 관계를, 실업률은 정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업부문 지표 
기업부문의 경우 투자지출의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보여주

는 다양한 지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총고정자본형성(GFCF),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든 지표는 어음부도율과 반비례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금융시장 지표  
우선, 주식시장지표로는 종합주가지수를, 금리 지표로는 3년 만기 회사채(장외 AA- 
등급)의 유통수익률24을 명목 및 실질이자율25 지표로 포함시켰으며, 자산가격 지표

로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포함시켰다.  
이자율은 기업의 직접적인 차입비용을 대표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도

율과 정비례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가지수 및 자산가격 지표는 흔히 

                                         
23 GDP순환변동치는 곧 추세치로부터의 편차 또는 GDP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GDP갭은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로 정의되며,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리는 H-P 필터를 이용하는 추세접근법을 통해 순환변동치를 산

출하였다. 이 외에도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생산함수접근법, 다변수 필터링방법,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 은닉인자모형 등이 있다. 

24 1998년 3월 이전 회사채수익률은 은행보증 3년 수익률이며, 1998년 3월 – 8월까지의 수익

률은 보증보험 3년 수익률이고 그 이후는 무보증 수익률로 구성되어 있다.  
25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차감하는 방식으

로 실질화하였다.  



경기선행지표로 간주되듯이,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어음부도율과 반비례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6) 해외부문 지표  
해외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해외부문 지표로는 원/달러 실질환율26을 채택

하였다. 수출의 비중 및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교역조건의 개선을 통해 경기팽창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차입자의 실질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환율상승이 부도율을 하락시킬 것이다. 반면에, 차입자들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실질상환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환율상승이 
경기침체로 수출부진 등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부도율과 정비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환율과 부도율간의 관계는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7) 거시적 부채율 지표 
끝으로 거시적 부채율 지표로는 예금은행 총대출금/명목GDP와 운전자금 대출/명목

GDP을 포함시켰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단기자금의 공급을 보여주므로 기업의 유

동성 리스크 즉 자금사정 악화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이론적으로는 두 지표 모두 어음부도율과 정비례관계에 놓여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거나 III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윤과 채무의 동학적 과정이 비선형적인 패턴을 취한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으로 고부채-고성장 성장모형에 따라 발전해온 국가인 경우에는 이같은 관계

가 일의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는 거시경제지수의 변화 ty∆ 에 대해 각 설명변수들을 단순회귀분석

함으로써 해당 변수들의 부호값이 예상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음을 감안하여 분석기간

을 전기간, 위기 이전 및 위기 이후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기간은 1987
년 1분기에서 2005년 1분기까지의 기간이며, 위기 이전은 1987년 1분기에서 1997년 
2분기까지를, 위기 이후는 1999년 2분기에서 2005년 1분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위기 이후 기간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못하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전 기간 분석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였다.   
이 외에도 종속변수의 시차항이나 외환 위기가 있었던 97년 4분기부터 99년 1분기

까지의 시기에 더미변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

다.27  

                                         
26 실질환율자연대수는 명목환율 자연대수 + 미국소비자물가지수 자연대수 – 우리나라 소비

자물가지수 자연대수를 통해 계산하였다.  
27  부록 D에는 설명변수의 예상부호와 t기 및 t-1기값에 대해 거시경제지수의 변화 ty∆ 를 



우리는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거시적 신용리스크모델의 추정에 이

용할 거시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실질GDP, GDP순환변동치, 인플레이션율, 
가계소비지출, 설비투자,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명목이자율, 대미실질환율, 총대출금/
명목GDP.  

우리가 거시적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용하기 위해 추정하는 거시적 신용리스크

모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거시적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는 사실에 
있다. 대부분의 단일요인 접근이나 민감도 테스트분석의 경우에는 개별 요인들이 
은행의 손실 내지 기업의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추정하는데 그치지만, 현실

적으로 특정 거시변수의 충격은 다른 거시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효

과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Wilson모형에서 
이러한 상관관계 내지 상호작용은 오차항간의 공분산행렬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우리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기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지수, 결국 어음

부도율의 변화를 추정했다. 또한 동시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두 분석의 결과

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 때 위에서 선정한 거시변수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지표는 
하나만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경기순환지표와 소비 및 투자지표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총수요의 구성요인을 의미하는 데다, 상관관계 역시 대부분 0.7을 넘

기 때문에 세 범주에 속하는 지표들 중에서 한 가지 지표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변수조합을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6가지 모형을 설정하였고, 거시

적 부채율 지표인 총대출금/명목GDP 비율의 경우에는 위의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에도 그 이론적 함의를 고려하여 해당 모형별로 포함시킨 
것과 뺀 것을 다시 분류하여 추정하였다. 각 모형별로 포함되는 변수들은 표 2와 
같다.  

변수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 총대출금/명목GDP의 경우에는 이전 
분기값을 이용하였으며, 추정식에는 종속변수의 래그값을 포함시켰다. 또한 1993년 
2분기에서 4분기의 기간과 1997년 4분기에서 1999년 1분기의 기간에 각각 더미변수

를 부여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예상부호는 각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값의 부호를 의미

하며, 실제 회귀분석에 이용되는 종속변수가 어음부도율과 역관계에 있는 거시경제지수의 
변화 ty∆ 이므로 부호값 역시 이를 반영한다. 즉 정(+)의 부호인 경우에는 부도율과 반비

례관계를, 부(-)의 기호는 정비례관계를 각각 의미한다. 



 

표 2. 모형의 유형과 포함된 변수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실질GDP Ο Ο Ο    

실질GDP 순환변동   Ο   Ο   

인플레이션율(-1) Ο  Ο Ο Ο Ο 

가계소비지출 Ο     Ο 

설비투자 Ο    Ο  

아파트매매가격지수 Ο Ο Ο Ο Ο Ο 

명목이자율(-1) Ο Ο Ο Ο Ο Ο 

대미실질환율 Ο Ο Ο Ο Ο Ο 

총대출금/명목GDP(-1)  Ο  Ο Ο Ο Ο 

 주: 변수명(-1)은 전분기값을 의미함.  

 
 
 

한편, SUR분석의 경우에 각 설명변수의 자기회귀시차구조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Wilson이 제안한 AR(2)뿐 아니라 AR(1) ~ AR(4)로 다

양한 조건 하에서 분석하여, 계수값의 유의성이 자기회귀시차구조에 영향을 받는지 
민감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28 그 결과, 각 거시변수의 자기회귀 시차구조

는 추정된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 모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은 주요 모형별 다중회귀분석과 SUR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예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대출금/명목GDP 변수가 일부 다중회귀모형에서 통계적 유의

성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의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 모두 만족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SUR분석의 자기회귀시차구조에 대한 민감성 테스트 결과는 부록 F를 참고하라. 이하의 

분석에서는 각 거시변수의 자기회귀시차구조를 모두 AR(4)로 선택하였다.   



 

표 3. 다중회귀 및 SUR 추정결과 

종속변수: 거시경제지수의 변화     분석기간: 1987:1 - 2005:1      관측치 개수: 71 

 모형 3 모형 3-1 모형 5 모형 6 

Variable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C -0.010 -0.003 -0.020 -0.020 0.014 0.018 -0.001 -0.001 

 (-0.609) (-0.182) (-1.153) (-0.978) (0.806) (0.900) (-0.081) (-0.048) 

실질GDP 2.147 2.226 2.304 2.434     

 (2.851) (3.436) (2.960) (3.714)     

설비투자      0.225 0.221   

     (1.275) (1.238)   

가계소비지출       1.930 1.801 

       (1.983) (2.668) 

인플레이션율(-1) -2.490 -3.114 -2.281 -2.604 -2.538 -3.079 -2.867 -3.202 

 (-2.696) (-2.728) (-2.412) (-2.242) (-2.727) (-2.568) (-3.203) (-2.760)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815 0.677 0.854 0.703 1.007 0.935 0.897 0.858 

 (2.144) (2.153) (2.210) (2.189) (2.749) (2.881) (2.474) (2.727) 

명목이자율(-1) -0.030 -0.020 -0.032 -0.023 -0.032 -0.020 -0.025 -0.016 

 (-3.790) (-2.324) (-3.866) (-2.633) (-3.576) (-2.212) (-3.058) (-1.788) 

대미실질환율 -1.320 -1.641 -1.243 -1.514 -1.545 -1.899 -1.267 -1.620 

 (-3.072) (-7.136) (-3.000) (-6.624) (-3.759) (-8.054) (-2.481) (-6.454) 

총대출금/명목GDP(-1) -0.473 -0.689   -0.660 -0.831 -0.727 -0.843 

 (-1.685) (-2.124)   (-2.490) (-2.454) (-3.095) (-2.591) 

거시경제지수 변화(-1) 0.006 0.049 0.013 0.056 -0.019 0.034 -0.035 0.001 

 (0.085) (0.692) (0.181) (0.762) (-0.245) (0.431) (-0.448) (0.011) 

D5 0.244 0.289 0.246 0.290 0.237 0.281 0.262 0.310 

 (4.962) (7.309) (5.287) (7.208) (4.993) (6.573) (4.951) (7.443) 

D10 -0.160 -0.160 -0.154 -0.152 -0.149 -0.151 -0.150 -0.513 

 (-4.361) (-3.289) (-4.273) (-3.058) (-3.857) (-2.946) (-4.104) (-3.116) 

Adjusted R-squared 0.717 0.701 0.710 0.696 0.603 0.669 0.708 0.693 

DW 1.797 1.860 1.824 1.928 1.897 1.877 1.891 1.952 

주: 더미변수 D5: 97:4-98:3. D10: 92:2-92:4. 괄호는 t-통계량임. 여타 모형의 분석결과는 부록 참고.. 

 

우리는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기간내 동태적 시뮬레이

션(in-sample dynamic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본기간 내에서 모형이 추정한 
내생변수의 값이 실제값을 어느 정도 정확히 추적하는 가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1987년1분기부터 2005년 1분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



해 얻어진 모형 추정치와 실제치를 이용하여 오차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모형의 적합

도를 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변수의 평균자승근오차(Root Mean Square % Error: 
RMSE%)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모형별로 8.7~8.9% 수준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치와 실제치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

았으며, 그림7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에는 거시경제지수의 실제치보다 예측치가 높

아서 결과적으로 어음부도율을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2001 - 2002년경에는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0년대 초반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본

격화되고, 산업구조의 변동이 심했으며, 외환 위기 이후에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결과라

고 판단된다. 특히 2001년 – 2002년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과잉유동성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거시경제지수의 표본기간내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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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는 다시 분석대상기간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모형2를 이

용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과 SUR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자율의 경우에는 위기 이전과 이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으나, 실질GDP의 영향이 위기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대미실질환율의 경우에는 위기 이전과 
이후에 부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떨

실선 : 추정치               점선 : 실제치 



어지나 아파트매매가격은 거시경제지수와 반비례관계로, 대미실질환율은 정비례관

계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중회귀 및 SUR분석 기간별 비교 <모형 2> 

 전 기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설명변수명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실질GDP 2.0502 2.4120 1.6882 2.1081 4.1887 4.5577 

 (2.6515) (3.5663) (2.8378) (1.9400) (2.2171) (2.9107) 

아파트매매가격지수 1.0716 0.7310 1.5714 1.6239 -0.3074 -0.5674 

 (2.5623) (2.2056) (3.9828) (4.3167) (-0.3149) (-0.8387) 

회사채3년(명목)(-1) -0.0364 -0.0288 -0.0308 -0.0315 -0.0304 -0.0307 

 (-4.5960) (-3.2486) (-1.9435) (-2.3116) (-0.9289) (-0.9911) 

원/달러 환율(실질) -1.1938 -1.4024 -1.1185 -1.2816 0.5430 0.5667 

 (-3.1410) (-6.0955) (-1.5276) (-1.7222) (0.7018) (1.100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t-통계량임 

 

표 5. 다중회귀 및 SUR분석 기간별 비교 <모형 3> 

 전 기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설명변수명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다중회귀 SUR 

실질GDP 2.1473 2.2269 1.6280 2.0618 0.5342 1.2084 

 (2.8515) (3.4359) (2.1175) (1.9748) (0.3418) (0.7426) 

인플레이션율(-1) -2.4904 -3.1145 -2.8424 -3.3022 -11.116 -9.8124 

 (-2.6964) (-2.7286) (-1.3389) (-2.0551) (-4.6672) (-3.0527)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8153 0.6769 1.4809 1.6000 1.1153 0.7117 

 (2.1440) (2.1535) (3.4002) (4.4187) (1.4193) (1.0564) 

회사채3년(명목)(-1) -0.0308 -0.0207 -0.0273 -0.0278 0.0111 0.0059 

 (-3.7908) (-2.3247) (-1.6116) (-2.1159) (0.3386) (0.2202) 

원/달러 환율(실질) -1.3199 -1.6414 -0.8010 -0.8649 1.0242 1.0062 

 (-3.0722) (-7.1361) (-1.2222) (-1.1498) (2.5276) (2.2419) 

총대출금/명목 GDP(-1) -0.4734 -0.6894 -0.3980 -0.4864 -2.8908 -2.5747 

 (-1.6856) (-2.1241) (-0.9013) (-1.0507) (-3.5543) (-3.317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t-통계량임 

 



한편, 표 5는 위의 모형2에 인플레이션율과 총대출금/명목GDP 변수를 추가한 
모형3의 분석결과이다. 이 결과는 대미실질환율과 거시경제지수와의 관계가 변화했

음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아파트매매가격의 경우에는 위의 분석과 달

리 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변화방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의 경우에

도 위기 이후에 영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물가의 변화가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모형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거시경제환경 과 신

용리스크 간 관계가 위기 이전보다 불안정해지고, 몇몇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모형에 따라 거시경제변수의 영향과 그 방향

이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상당히 불안정한 결과를 보이므로 확정적인 해석에는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시경제변수간의 함수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

하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II. 기준시뮬레이션 분석과 예상손실확률분포의 산출  
 

적절한 거시경제변수들을 선택하고, 위의 방정식체계의 계수값들을 추정했으므

로, 우리는 이 모형을 일정기간 동안 신용포트폴리오의 손실분포를 결정하는데 이

용한다. 우리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의 현재값 

),,,,( ,,3,2,1 tKtttt XXXXX L= 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부도확률 ),,,,( 321 Htttt pppp ++++ L

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앞에서 설명한 부스트래핑을 통해 손실확률분포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8은 앞에서 추정한 모형3을 이용하여 12분기에 대하여 확률 동태적 기준

시뮬레이션(baseline simulation)을 시행한 결과, 즉 거시경제지수의 변화를 비롯하여 
이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시간경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확률 동태적 기준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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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YT_NUM 거시경제지수 D_CB_INT 명목이자율  

DLOGAPT01 아파트매매가격  DLOGCPI 물가상승률 

DLOGINDEBT_SA 총대출금/명목GDP DLOGREXCH 대미실질환율 

DLOGRGDP 실질GDP   

 

 

그림 9는 이러한 기준시뮬레이션에 의해 얻어진 거시경제지수의 변화를 로그역

변환하여 어음부도율의 예상치를 얻은 다음, 부스트래핑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손

실확률분포를 예시한 것이다.29  
 

                                         
29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어음부도율에 대해, 연간 무수익여신비율과 연간 어음부

도율을 회귀분석하여 얻은 계수값을 4로 나눈 값을 곱하여 손실분포 산출에 적용되는 부

도율로 사용하였다. 이는 어음부도율자료와 무수익여신비율자료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위의 계산에 의해 산출된 수치를 직접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기업부도율과 부실여신 시계열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이용가능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9. 예상손실확률분포와 예상 및 예상외손실  

 

예상손실(Expected loss) 1.5385 % 

예상외손실(Unexpected loss) 3.3188 % 

주: 예상손실은 전체손실의 평균(mean)값을, 예상외손실은 VaR 99%값을 선택하였음.  

  

이상과 같이 기준시뮬레이션 절차를 통해 얻은 손실확률분포와 예상 및 비예산

손실 예측치는 이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

로 이용된다. 
 

표 6. 모형별 기준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단위 %)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예상손실 1.6225 1.5385 1.5403 1.5612 1.5424 

예상외손실 3.4216 3.3188 3.3058 3.3307 3.3170 

주: 예상손실은 전체손실의 평균(mean)값을, 예상외손실은 VaR 99%값을 선택하였음. 

 

표 6에서는 각 모형별로 실시한 기준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여타 



모형들에 비해서 모형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상 및 예상외손실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X.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거시경제적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갑작스러운 거시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목적은 예상 및 예상외손실

의 규모를 추정하고, 은행의 충당금과 자기자본의 규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석에 이용하는 거시적 리스크모형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은 t+1기에 특

정한 거시변수가 j
tkX 1, +

값을 취하는 경우로 모형화된다. 이 때 위기시나리오 j
tkX 1, +

는 자기상관과정으로부터 결과하는 “정상적인” 부분과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구

분된다. 즉 j
tktkktkkk

j
tk XXX 1,1,2,,1,0,1, +++ ++++= υγγγ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예상

치 못한 부분 j
tk 1, +υ 은 충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N(0,1)로 분포하는 임의숫자의 1+tZ 벡터의 상

응하는 요소들 1,1 ++ tkz 은 이제 인위적인 충격 j
tkz 1,1 ++

으로 대체된다. 거시적 설명변수

의 예상치 못한 충격 j
tk 1, +υ 는 각각의 표준편차로 정규화된다. 즉 

υσυ ,1,11,1 / k
j

tk
j

tkz ++++ = 이다. 이 절차는 공분산행렬을 통해 위기시나리오가 전체 거시경

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를 구분하고,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

용하여 동일한 크기의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리스크, 즉 은행부

문의 예상 및 예상외손실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위기를 기점으로 은행부문의 신용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두 시기에 대해 각각 기준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부

도율의 시간경로를 예측한 다음 이로부터 예상 및 예상외손실을 구하였다. 그런 다

음에 해당 거시경제변수에 일정한 크기의 충격을 주어 시나리오별 부도율의 시간경

로와 예상 및 예상외손실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외환위기 이전/이후 충격에 대한 반응 비교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충격의 유형과 크기 손실 
손실비율 

기준치 대비 

증감률 
손실비율 

기준치 대비 

증감률 

예상손실 7.17 (2.41) 1.80 (11.87) 
실질GDP 2% 하락 

예상외손실 10.05 (2.15) 3.65 (7.01) 

예상손실 7.28 (3.92) 1.77 (10.35) 
명목이자율 2% 상승 

예상외손실 10.18 (3.50) 3.61 (5.71) 

예상손실 7.49 (6.94) 1.56 (-2.73) 
대미실질환율 5% 상승 

예상외손실 10.39 (5.63) 3.34 (-1.97) 

 주: 모형2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기간별 기준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위기이전 시기에는 3년간 누적예상손실

이 7.00 %, 예상외손실(VaR 99%)이 9.83%로 나타났으며, 위기 이후 시기에는 예상손

실이 1.60%, 예상외손실이 3.41%로 각각 나타났다. 실질환율의 경우 이후 시기에 
표준편차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명목이자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이며, 실질GDP 증가율은 표준편차가 별로 달라지지 않음 점을 감안하면, 위기 이후 
시기에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에서는 이러한 
시기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시나리오별 기준치 대비 증감률을 함께 제시

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실질GDP와 명목이자율충격의 영

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질GDP 증가율의 2% 
하락이 위기 이전에는 기준치에 비해 예상손실을 2.41% 증가시키는데 그쳤으나, 이

후 시기에는 무려 11.87%나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명목이자율의 상승 역

시 이전 시기에는 예상손실을 기준치 대비 2.14% 정도 증가시켰으나, 이후 시기에

는 7.01%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환율의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충격이 예상손실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부호값이 바뀐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실질환율의 상승이 위기 이전에는 부도율 및 대출손실을 증대시켰으나, 
이후 시기에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우리 경제 역시 자본시장 개방과 국제적 경쟁의 격화, 금융혁

신 및 금융시장의 발전 등을 통해 거시경제적 리스크 요인, 특히 GDP나 이자율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리스

크 감당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도한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결정적으



로 중요한 사항은 시나리오의 선택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역

사적으로 관찰된 특정한 리스크 요인의 최대치, 즉 우리의 분석에서는 거시경제변

수의 최대 변화치가 종속변수, 더 나아가 은행의 손실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

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가설적 시나리오

(hypothetical scenario)를 작성하여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설적 시나리

오에서는 흔히 대상변수의 2표준편차 크기에 해당하는 충격을 주는 방법이 이용된

다.   
우리는 모형3에 기초하여 실질GDP 증가율, 아파트매매가격, 명목이자율, 대미

실질환율에 각각 표준편차 2배 크기의 충격을 주는 4가지 가설적 시나리오를 작성

하여 분석하였다. 실질GDP 증가율과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하락하는 경우를, 명목

이자율과 대미실질환율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IMF의 FSAP 국가별 분석과 Boss (2003), Virolainen (2004) 등에서 제안한 대로 심각

한 GDP충격과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스트

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시나리오5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석기간의 
첫 4분기 동안 실질GDP가 연속해서 2%씩 하락한 이후에 뒤이은 2년 동안 극심한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0%에 머무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8은 각 시나리오별로 위에서 설정한 크기의 충격을 해당 거시변수에 주었을 
때 초래되는 은행 신용포트폴리오의 순실확률분포의 변화와 3년간 누적손실로 측정

한 예상 및 비예산손실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예상외손실의 경우에는 VaR 99%와 
99.9%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제시하였다. 심각한 실질GDP충격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를 가정한 시나리오5의 결과도 비교를 위해 함께 나타냈다. 모든 분석에서 부도시 
손실률(LGD)은 70%로 가정하였다.  

이 표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환율충격의 영향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실질GDP충격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신용포트폴리오의 분포가 오른쪽 꼬리가 길고 두터운 형태를 취한다

는 특징을 반영하여 평균치(mean)와 중위값(median)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신용포트폴리오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감안하여 평균치를 

예상손실로 계산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부도율×LGD×신용엑스포져로 계산되는 예상

손실 개념을 개별 은행의 충당금정책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차이가 커질 것임

을 의미한다. 한편,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5의 분석 결과, 예상손실은 
2.127%, 예상외손실은 VaR(99%) 기준으로는 4.040%, VaR(99.9%) 기준으로는 4.91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극단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앞의 4가지 시나리

오들에 비해 높은 예상 및 예상외손실을 보여주고 있으나,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 
설정임을 감안하면, 예상 및 예상외손실 규모는 생각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

를 보였다. 
 



표 8.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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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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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률

.5 1 1.5 2 2.5 3
 (%)손실비율

기준시뮬레이션 1시나리오

2시나리오 3시나리오

4시나리오 5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충격의 유형 실질GDP 아파트매매가격 명목이자율 대미실질환율 실질GDP 

예상손실(Mean) 1.685 1.626 1.622 1.899 2.127 

예상외손실 VaR(99%) 3.506 3.422 3.412 3.757 4.040 

예상외손실 VaR(99.9%) 4.309 4.258 4.194 4.572 4.918 

Median 1.600 1.544 1.542 1.812 2.035 

주: 각 손실비율은 전체 대출대비 비중이며, 3년간 누적손실임.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일반은행 전체의 BIS기준 자기자

본비율이 11.29%(기본자본비율 7.14% + 보완자본비율 4.38%)인 점을 감안하면, 이상

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자기자본을 통해 예상외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산출한 예상 및 예상외손실이 2004년 12월 기준 
자기자본비율 대비 비중을 예시하고 있다.  
 
 
 



표 9. 예상 및 예상외손실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  

(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예상손실(Mean) 1.685 1.626 1.622 1.899 2.127 

자기자본대비 비중 14.925 14.402 14.367 16.820 18.840 

예상외손실 VaR(99%) 3.506 3.422 3.412 3.757 4.040 

자기자본대비 비중 31.054 30.310 30.221 33.277 35.784 

예상외손실 VaR(99.9%) 4.309 4.258 4.194 4.572 4.918 

자기자본대비 비중 38.167 37.715 37.148 40.496 43.561 

 

 

이는 안정된 물가와 낮은 이자율 등 2004년 말의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정

적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를 
구분하여 시행했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도 부합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 은행부문이 충분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충격흡수능력이 개

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민감도의 기간별 비

교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점차 실질GDP나 이자율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

나고, 실질환율 또는 아파트매매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이 은행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해지는 등 신용리스크와 거시경제변수간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식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용되는 신용리스크 모형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또

한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실질GDP 증가율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서는 자산가격이나 이자율, 물가, 환율 등에서도 심각한 변동을 수반하기 마련이므

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거시변수들에 동시적인 충

격 내지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역으로 시나리오

의 자의성의 커진다는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

나리오를 설정함과 동시에 리스크 요인간 상관관계와 피드백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의 설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거시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이며, 은행간 상호연관으로 인한 전염이 발생하거나 여타 부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한 피드백효과가 나타난다면, 은행의 손실은 초기 충격의 크기보다 훨신 더 큰 손

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예상손실 뿐 아니라 예상외손

실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은행 뿐 아니라 감독당국 역시 매 시기의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 변화를 수

시로 확인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 시간

지평 위에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X.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거시적 신용리스크모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은행

부문의 개별대출자료에 기초한 신용포트폴리오에 대한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를 시

도했다. 우리의 분석은 다요인 체계적 리스크모형을 이용하여 어음부도율, 궁극적으

로 은행의 대출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식별하고, 예상치 못

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부문이 입게 될 예상 및 예상외손실규모를 수량적

으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은행부문의 리스크 감당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히 개별적 거시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넘어서

서 거시변수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적용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이와 같은 신용리스크모형을 이용,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에 대한 비교분

석을 통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GDP나 이자율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

고, 실질환율 또는 아파트매매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이 은행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해지는 등 신용리스크와 거시경제변수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가 향후에 좀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리스크 평가기법 및 모형을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의 
분석은 은행부문 전체에 대해 공통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들

의 손실에 미치는 체계적 리스크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장점과는 별개로, 가

용자료의 한계로 인해 개별 은행간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체계적 요인이 은행부문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고려한 셈

이 된다. 따라서 은행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호의존 내지 거래관계로 인한 전염효

과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자료의 가용성 및 접근가능성을 높

임으로써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의 분석이 거시경제변수간 상관관계를 고려하고는 있으나, 이 관계가 

역사적 관측치에 기반한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식별되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거시변수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포착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이다. 이를테면, 거시경제적 구조방정식체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거시변수간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따르는 계산상

의 부담이 가중되고, 구조방정식체계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적정 규모의 구조모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끝으로, 금융위기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일단 위기가 시작되면 여러 유형의 

피드백효과를 통해 초기 충격의 효과가 증폭되거나 거시변수간 상관관계가 급격히 
증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 역시 거시 건전성감독을 위한 리스크 평가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사전에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나 수량적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질적 평가 수단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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