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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융시스템은 신상품의 등장, 증권화의 확 , 시장참여자의 구도

변화  융의 로벌화 진  등에 따라 크게 변화

 ◦ 융노하우, IT기술의 발달로 융상품의 리스크  수익의 

분해․재결합을 통한 CDS, CDO 등 다양한 융상품이 등장

 ◦ 리스크 분해에 의한 다양한 신상품이 출 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융상품의 범 가 비약 으로 확

   * 은행 등 융회사는 유동화 략(originate and distribute) 략을 구사하면서 유동화시장 확

 ◦ 헤지  사모펀드 등의 융시장 참여자가 속히 성장하는 

한편, 융의 겸업화  형화 등 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형 융회사들은 수익성 확 를 해 투자은행업무 등을 강화

 ◦ 한 기업의 세계화 확   세계 융시장의 통합화 등에 따라 

국제 인 융 업  거래가 확 되면서 융의 로벌화가 

진

□ 이러한 융시스템의 변화는 융시장과 융회사간 계, 융

상품의 가격평가에 따른 회계․리스크평가  융의 실물경제 

 등의 측면에서 향

 ◦ 융시장과 융회사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으로써 거래상 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융부문간 연 성이 증 되

면서 동 연 성의 실태 악 애로

   * 융회사는 수익원과 리스크가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시장도 시장조성 서비스  

유동성 공  등 측면에서 융회사를 더욱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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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화  생상품의 결합 등에 따라 융상품 거래가 복잡

해지면서 융상품의 가격평가가 매우 어려워지는 등 회계 

 리스크 평가에 문제

 ◦ 실물경제 비 융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융시스템의 안 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향이 확

□ 융시스템의 변화 하에서 융스템내, 융과 실물부문간 피드백 

메커니즘, 정보의 비 칭성, 인센티 의 한계 등에 따라 융

사이클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강화

 ◦ 호황기에 융버블이 되다가 자산가격 락 등 융충격에 

따라 과도하게 확 된 융시스템내 버리지가 축소되는 과정

에서 신용이 축되고 실물경기의 침체 심화 래

□ 이번 로벌 융 기의 성격을 악하기 해서는 융의 경기

순응성과 시스템리스크과의 계에 한 이해가 요

 ◦ 이에 따라 본고는 융사이클의 경기순응성, 시스템리스크의 

성격  거시건 성감독의 요성을 살펴보고 융감독상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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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융의 경기순응성과 융불안

1. 융사이클과 경기

□ 일반 으로 융사이클(financial cycle)은 경기사이클(business 

cycle)의 국면과 융변수( 융자산가격, 신용공  등)의 계를 

반 하는데 특히 신용과 경기사이클은 동조화되는 경향

 ◦ 경기상승기에 신용이 크게 팽창되고 경기하강기에 크게 축

됨으로써 경기사이클 증폭

□ 신용사이클과 경기사이클의 동조성은 ‘02년 이후 신용사이클이 

경기사이클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

우리나라의 경기와 출증가율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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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격변화에 따른 차입자의 순재산(net worth)이나 융회사의 

차 조표(자본)의 변동이 자 조달이나 신용공 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변동과정에서 자산가격과 신용이 하게 연계

 ◦ 호경기시 자산가격의 상승은 차입자의 순재산가치 상승이나 융

회사의 차 조표 강화를 통해 자 조달이나 신용공 여건이 

좋아지면서 신용이 크게 확

 ◦ 반 로 경기하강시에는 차입자의 순재산가치 하락  융회사의 

차 조표 악화로 자 조달이나 신용공 여건이 나빠지면서 

신용이 크게 축

 ◦ 이에 따라 경기, 자산가격, 융회사의 버리지  신용은 

상호작용하면서 융사이클의 경기순응성 강화

우리나라의 경기와 부동산가격상승률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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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신증가율과 부동산가격상승률과의 계

□ 융사이클은 은행 등 융회사의 행태와 감독규제  회계제도 

등에 따라 증폭되면서 호황기에 리스크를 확 하는 경향

 ◦ 은행 등 융회사가 경기상승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신용을 

크게 확 하면서 리스크가 확

 ◦ 신용확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자산을 담보한 융

회사의 담보차입  버리지가 확 되면서 리스크가 확 되는 

경향

 ◦ 시가평가제하의 리스크 심의 자본규제  회계 행은 경기

상승기에 자본수  강화  낮은 수 의 충당 을 립함으로써 

과잉 출을 래하여 리스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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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불안의 진행과정 

□ 경기호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신용공 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버블이 진행

 ◦ 경제주체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나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채무과다에 한 우려를 인식하지 못함

□ 그러나 어느 순간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축될 경우 

경제주체들이 과다한 차입  버리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융불안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에 악 향

 ◦ 자산가격이 락에 따라 융회사의 손실이 확 되고 자본이 

축소되면서 신용경색이 래하여 융불안 심화

 ◦ 융불안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융시스템 내부에 

축 된 불균형이 갑자기 재화하는 것이며, 외부충격은 이러한 

불균형의 출 을 발시킬 뿐임(Borio, ‘07.10)

3. 융불안의 요인

□ 융회사와 차입자간 정보의 비 칭성문제

 ◦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차입자의 신용능력은 담보자산의 가치와 

같은 차입자의 순재산 등에 향

 ◦ 경기하강과 함께 차입자의 순재산이나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외부조달 리미엄(외부조달비용-내부조달기회비용)을 상승시킴

으로써 차입자의 자 조달을 어렵게 하여 융불안  경기를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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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시스템내, 융부문과 실물부문간 피드백 메커니즘

 ◦ 자산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융회사의 유동성압박은 자산매각 

등 버리지 축소과정에서 자산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시장

유동성이 악화

 ◦ 한 융회사의 자본건 성이 훼손되면서 리스크 수용능력 

약화와 함께 신용축소에 따라 신용경색을 래하면서 실물부문으로 

이되고 다시 융부실 증가가 실물부문을 악화

□ 인센티 의 한계(구성의 오류, 쏠림 상)

 ◦ 개별 으로는 합리 인 행 가 체 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래

 ◦ 유동성 악화, 신용경색  경기침체시에 개별 융회사입장에

서는 리스크 리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 인 행동일지 모르나 

모든 융회사가 리스크를 강화할 경우 융불안이 심화되는  

악순환 래

□ 시장참여자의 리스크 인식의 한계

 ◦ 융시스템 반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리스크가 어떻게 변동

하는지 악하기 곤란

 ◦ 리스크가 경기상승기에 과소평가되고 경기하강기에 과 평가

되는 경향

 ◦ 신용팽창이 수반되는 경기상승기에 내재된 리스크가 하강기에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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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리스크의 성격과 

1. 시스템리스크의 성격

□ 시스템리스크*는 외생  충격 는 융회사, 융시장 등 융

시스템의 구성요소 내생  문제로 인해 융시스템이 불안정

해짐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 한 향 래

   * 어떤 사건이 융시스템의 경제가치 손상이나 신뢰손상을 래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심각한 악 향을  수 있는 리스크(Group of Ten, 2001)

   * 융시스템이 내생 으로 발생한 융불균형이나 상치 못한 해로운 한 사건의 결과로 

래된 융불균형에 직면할 가능성(김홍범, 06.7)

 ◦ 자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융충격이 유동성 축  신용

경색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한 향 래

(1) 은행부문에서의 시스템리스크( 통  시각)

□ 은행부문에 기반을 둔 시스템리스크(bank-based system risk)는  

은행 상호간의 익스포 (상호 차 계 등)를 매개로 한 연쇄  

이나 심리  염효과에 입각

 ◦ 인출사태(bank run)는 은행의 자산건 성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한 우려로 발생하고 염효과를 통해 융시스템 

기로 확산

 ◦ 인출사태는 자산가치의 감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은행의 

자본력이 약하거나 당장 은행의 재무상태를 악하기 어려운 

은행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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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특정 은행의 인출사태를 야기한 요인이 다른 은행에도 

향을 강하게 미치는 문제이거나 은행간 시장에서의 심 한 

험노출우려에 따른 것이면 강력한 염효과 발휘

□ 개별 융회사의 건 성을 확보할 경우 융시스템의 건 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2) 융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

□ 융시장에 기반을 둔 시스템리스크(market-oriented system 

risk)는 자산가격의 락과 시장유동성의 과도한 축 등 시장충격에 

따른 융불안에서 발생하는 내생  시스템 험으로 이해하는 시각

 ◦ 격한 자산가격 하락하면서 유동성도 축되어 시장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시스템이 내생 으로 회복할 수 없는 기상황

으로 진

 ◦ 시장참여자들이 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라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추가 인 자산가격과 매각으로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유동성이 크게 축 

 ◦ 특히 융회사들이 이 과정에서 융 개활동이나 리스크를 

과도하게 이게 되는 상황(coordination failure)에서 유동성 

공 이 지되고 상황에 따라 융시스템 반의 문제로 발 *

    * 단순한 유동성충격(liquid shock)을 넘어 지불능력충격(solveny shock)으로 

진  가능성

□ 은행, 투자은행 등이 증권화  생상품의 확  등에 따라 자본

시장에서 자 조달  투자업무가 확 되면서 융회사의 부채  

버리지가 확 되면서 시스템리스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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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회사의 단기차입은 주식조달(equity finance)에 따른 리인

비용(agency cost)나 장기조달에 비 낮은 비용으로 선호되는 

경향

 ◦ 단기부채가 특정자산에 해 담보되는 경우 담보성격상 리인

문제에 해 강력하게 견제

 ◦ 이러한 단기담보차입이 개별 융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

일지 모르나 시스템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외부효과로 작용

 ◦ 따라서 염효과가 아니더라도 자산가격의 변동 는 리스크

인식의 변화가 시장충격을 통해 단기차입의 의존이 높은 과다 

버리지 융회사에 향을 미침으로써 융시스템에 타격

□ 자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는 

공통리스크요인의 융회사간 피드백의 작용으로 개별 융회사의 

건 성 확보만으로 응에 한계

- 11 -



노던록  베어스턴스․리먼 러더스사례

□ 노던록 은행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자 의 부분을 출자산

유동화  은행차입 등 융시장 차입(wholesale funding)에 크게 의존

  ◦ 특히, 06년  07년 상반기  출자산유동화, 커버드 본드, 차입 등 

자 시장조달에 크게 의존
*
 한 반면 의 비 은 약 10%내외로 

취약한 자 조달 구조

    * 해당 기간  조달자 의 약 90%(‘06년 90.3%, ’07.상 89.9%)

□ 이러한 자 조달 구조로 인해 노던락 은행은  융시장의 신용경색 시 

유동성 험에 매우 취약

  ◦ 로벌 신용경색에 따라 노던록은 리보 리가 크게 상승하여 자

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MBS의 발행을 통한 자 조달 곤란

  ◦ 노던록은행이 차입 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란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 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뱅크런 발생

    * ‘07.9.14～15일  약 20억 운드  인출(보유  240억 운드의 약 8.3%)

□ 베어스턴스․리먼 러더스는 repo 등 담보차입과 reverse repo 등 

담보 출비 이 높은 수

 ◦ ‘07년말 베어스턴스  리머 러더스의 담보차입/총부채비 은 

각각 34%, 37%이고, 담보 출/총자산비 은 각각 32%, 44%

□ 양사의 버리지는 약30배로 상업은행(10～12배)에 비해 높은 수

으로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노출 

 ◦ 베어스턴스는 차입과정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유동성 악화에 따른 채권자  고객들의 

신뢰상실로 출연장을 거부당하면서 자 인출로 붕괴

 ◦ 베어스턴스의 보유는 3월 10일 181억달러에서 3월 13일 20억

달러로 축소(3월 16일 구제 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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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리스크의 과정

□ 시스템리스크는 충격의 강도 뿐만 아니라 확산의 범 와 속도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그 확산 메커니즘 이해 필요

 ◦ 융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융권역간 구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리스크의 정확한 소재  확산경로 악 곤란

 ◦ 융부문간 상호연 성이 커짐에 따라 융불안  시스템리스크는 

과거보다 더 리 확산

□ 융시스템 내에서 충격확산은 융회사간, 융시장간, 융회사 

 융시장간 등의 다양하고 복합 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융회사는 융시장에서 자 의 조달  운용과정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시키고 이러한 시장의 충격은 융회사의 

유동성, 자산․부채구조나 손익상황에 향

 ◦ 한 융회사의 산은 융회사간 상호거래로 인해 련 거래와 

연계된 다른 융회사에도 그 향이 확산

□ 융부문과 실물부문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향을 주고 받으며 

충격이 

 ◦ 융부실이 시 유동성 감소  신용경색의 강화를 통해 실물

경기를 침체시키고 가계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켜 

융부실 유발

□ 융시스템의 국가간 연계성이 커짐에 따라 융불안이 여러나라

에서 동시에 발생가능하면서 시스템리스크의 국가간 충격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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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국제 으로 업을 하는 형 융회사의 기는 로벌 

융시장  시스템에 불안을 래(미신용버블의 로벌화)

□ IMF(2008.10월)은 융스트 스지수(FSI)를 이용한 지난 30년간 

융스트 스사건(17개국 113개)을 토 로 융충격의 요인과 

경제  향을 분석

IMF 융스트 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 융스트 스지수는 은행부문, 증권  외환시장의 7개 변수를 등분산

가 평균방식(equal-variance weighted average)으로 지수화

  ◦ 은행부문변수: 은행부문주식 베타값, 은행간 리( 는 CP 수익률)와 

단기국채수익률간 스 드, 역기간스 드(단기국채수익률-

장기국채수익률)

  ◦ 증권시장변수: 회사채스 드(회사채수익률-장기국채수익률), 주가

하락률, 주가변동성

  ◦ 외환시장: 실질실효환율 변동성

□ 융스트 스사건*의 원인을 분류하기 해 사건기간  최  FSI와 

사건개시 분기 FSI의 변화 조사

   * FSI 추세치로부터 1 표 편차를 상회하는 경우 융스트 스사건으로 간주

  ◦ 변화(증가)의 부분이 은행부문의 구성요소로부터 발생하 다면 

FSI는 은행부문스트 스로 분류

  ◦ 은행부문이 FSI변화의 1/3 이상을 기여한 경우 은행 련(bank 

-related) 스트 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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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사건(113개)은 가장 요한 요인에 따라 은행부문 43개, 

증권시장 50개, 외환시장 20개로 악

 ◦ 증권  자본시장 스트 스사건(70개)  17개는 은행부문 스트 스에 

1/3 기여(은행 련 스트 스사건은 60개)

 ◦  융스트 스 사건분석에서도 기 은행부문 스트 스에서 

증권  외환시장의 스트 스요인이 확

융스트 스 사건 련 주요 통계치

사건 수(개) 사건기간

(평균, 분기)총계 ‘80년 ‘90년 ‘00년 재 기

융스트 스

(은  행)

(증  권)

(외  환)

113

43

50

20

37

12

19

6

42

19

12

11

34

12

19

3

16

4

11

1

2.4

2.4

2.4

2.4

은행 련 60 16 25 19 10 2.6

자료: IMF('08.10)

□ 한 융스트 스사건과 경기와의 계에 있어 113개 사건  

경기둔화(slowdowns) 29개, 경기침체(recession) 29개 발생

 ◦ 융스트 스 개시와 경기하강간의 시차는 평균 약 7개월

    * 경기하강의 반은 융스트 스 개시 3개월 이내, 경기하강의 1/4은 

융스트 스 개시 1년 이후에 발생

 ◦ 융스트 스(특히 은행부문) 존재시 경기둔화  침체는 비

존재시에 비해  그 지속성  심도가 확

 ◦ 이번 융스트 스 사건은 미국, 유럽국가 등 시장거래형 융

시스템과 은행부문의 버리지 확 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

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향이 확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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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스트 스 사건 련 주요 통계치

개
기간(평균, 분기) 산출손실

(GDP비 ) 경기하강시까지

시차(평균,분기)3) 융스트 스 둔화/침체1) 2) 평균

융스트 스

경기둔화

(은행 련)

경기침체

(은행 련)

기    타

113

29

18

29

17

55

2.4

2.7

3.2

3.0

4.0

2.0

7.6

8.4

6.8

7.6

-7.6

-9.3

-13.8

-19.8

-0.7

-0.8

-1.2

-1.5

2.4

1.8

2.3

2.0

융스트 스를 동반 

하지않은 경기둔화
109 5.1 -4.1 -0.6

융스트 스를 동반 

하지않은 경기침체
31 3.1 -5.4 -0.9

주: 1) 경기둔화는 GDP 추세치를 하회하는 분기수, 경기침체기간은 GDP피크까지 분기수
   2) 경기둔화기간의 산출손실은 추세치 이하의 산출손실 , 경기침체기간의 
     산출손실은 회복시까지의 산출손실 
   3) 융스트 스 개시와 경기하강 사이의 분기수
자료: IMF('08.10)

3. 융 기의 사회  비용

□ 융 기는 산 융회사의 주주, 자, 기타 채권자, 차입자 등 

이해 계자들의 직 비용  납세자의 간 비용 등 사회  

비용 야기

 ◦ 주주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라지게 되며, 

자의 축의 손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하는 비용 

등을 부담

 ◦ 한 기타 채권자들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차입자들은 다른 자 조달수단 확보에 애로

 ◦ 한편, 납세자들은 융 기 해결을 해 공 자 의 투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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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 기로 인한 비용은 기해결에 소요된 재정비용을 반 하는 

직  비용
*과 은행 기와 련된 경제후생 손실**로 추정

   * 납세자로부터 재정비용을 통한 직 비용 측정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자에 한 

보험지 을 포함한 융시스템을 복원하는 소요된 다양한 형태의 지출을 반

   ** 은행 기와 련된 경제후생 손실비용의 추정은 기기간 동안의 실제 산출수 과 

추세치에 의한 잠재  산출수 과의 차이를 산출

 ◦ IMF(2008)가 1970～2007년  발생한 40개의 주요 은행 기를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추정한 결과 상국가들의 

동 재정비용은 GDP의 16% 수

 ◦ 한 동 은행 기 련 경제후생손실은 GDP의 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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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번 로벌 융 기의 성격과 감독개선 논의

1. 이번 로벌 융 기의 진행과정과 성격

(1) 진행 과정

□ 2003년부터 확 된 신용으로 리  풍부한 유동성 등 장기간에 

걸친 양호한 경제․ 융여건(Great Moderation)과

 ◦ 융 신의 진 으로 지속되면서 차입자, 투자자  융회사의 

리스크  버리지가 증가

    * 투자은행의 경우 증권보유  repo거래 등을 통해 버리지를 크게 

확

 ◦ 신용이용의 용이성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라 부도율이 낮아져 

낮은 수 의 신용리스크 리미엄 유지로 신용  유동성 확

    * 구조화상품은 채권보증기 의 신용보강, 신용부도스왑(CDS)  련지수

시장의 성장으로 신용리스크의 거래  헤지가 더욱 용이해지면서 신용

상품의 유동성 증

□ 부외자 조달  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MBS 등 구조화신용

상품에 투자해 온 은행 등은 시장여건의 악화에 따른 유동성 

 집 리스크를 잘못 단

□ 고수익자산에 한 수요와 낮은 부도율에 따라 서 라임모기지, 

가계  기업 출에 한 신용기 이 약화

 ◦ 은행, 투자자, 신용평가기 은 주택시장 악화  고 험회사채의 

시장유동성 축 등에 따른 신용 익스포 를 잘못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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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기 의 약화  미 주택시장의 축으로 서 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증가  동 자산에 기 한 지수의 가격 락에 따라 

서 라임 련 증권화상품의 보유자가 손실 래

□ 신용평가기 이 서 라임 구조화상품의 신용등 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동 상품에 한 투자자의 신뢰 상실

    * ABCP 투자자들은 은행보증 유동화회사  구조화투자기구에 한 

투자연장 거

 ◦ 보증은행은 ABCP 유동화회사  구조화투자기구에 해 자

유동성 제공을 기피

□ 서 라임 모기지부실에 따른 융불안으로 자 이용 가능성  

버지리의 속한 축소에 따라 신용 경색  유동성 축도 

가속화

  ◦ 서 라임 모기지부실에 따른 융회사의 손실에 따라 융

회사의 버리지 축소와 함께 신용경색 래

    * 자산가격의 하락은 차 조표의 약화를 통해 버리지를 축소시키고 

이는 차 조표의 축소를 통해 자산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래할 가능성(신 송, ‘08.5)

□ 융시장의 불안 이후 버지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융시스템 

부실이 실물경제로 이

 ◦ 자본시장  융회사의 융 개기능 축에 따른 유동성  

신용경색이 더욱 악화되면서 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이

되면서 장기화 가능성

    * ‘08.하반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실물경제 악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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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격

□ 이번 융 기는 통 인 융 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융시스템 내 융회사와 시장간 강력한 피드백이 작용하면서 

과다 버리지 융회사의 유동성 기에서 비롯

 ◦ 이번 융 기는 신용버블 확  이후 버리지 조정과정에서 

융불안과 함께 실물경제로 이되는 통 인 융 기의  

양상과 유사(BIS, '08.6)

   * 신경제 도래나 신 융상품․기법의 확산 등은 격한 신용팽창의 수단으로 작용

하 고, 상황악화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한 요인으로 지

 ◦ 다만, 이번 융 기는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라 융시스템의 

버리지가 축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유동성 기에서 신용 기, 

나아가 신뢰 기로 진 되는 양상

□ 서 라임 모기지부실에서 비롯된 자산가격 조정 등 융충격에 

따라 은행  투자은행 등 융회사가 규모 손실에 응하기 해 

자산매각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데 후자의 경우 더디게 진행

 ◦ 자본확충은 기존 주주가치의 훼손  주식발행에 따른 시장의 

부정 인 시그  등에 따라 애로

 ◦ ‘07. 4/4～ ’08. 3/4분기  로벌 융회사의 손실은 6,120억 

달러인 반면 자본확충은 3,888억달러 수 (블룸버그)

 ◦ 이처럼 은행 등 융회사의 자본확충이 진 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동성 악화에 따라 자산투매  신용경색 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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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등 융회사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자

조달이 어려운 융회사의 경우 자산투매에 따라 유동성 기 심화

 ◦ 은행 A가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매각할 경우 동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B의 경우 동 자산의 시가평가가치(mark-to-market 

price)의 하락으로 자본포지션의 악화로 일부 자산의 청산 압력

 ◦ 그 결과 한 은행의 자산투매는 다른 은행의 자산투매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지속

□ 한 은행 B가 건 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단기담보

차입과 함께 모기지담보부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경우 포트

폴리오의 시가평가가치가 하락으로 마진콜이 발생

 ◦ 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한 

투매압력

□ 단기부채조달․장기비유동자산을 보유하는 형태의 융시스템은  

자 조달조건의 악화가 차 조표의 축소와 함께 유동성 증발 래

(신 송, ‘08.9)

 ◦ 일부 융회사가 시장상황 악화에 응하기 해 자산매각 

등을 통해 차 조표를 축소조정할 경우 시스템 기상황으로 

발 할 가능성

 ◦ 융회사간 담보 출은 개별 신용 험측면에서 안정 일지 

모르나 시스템측면에서 충격 

 ◦ 결국,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라 융회사의 버리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자산측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부채측면에서 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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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융불안과정의 융시스템상 취약

□ 융회사의 불건 한 출취

  ◦ 융회사의 모기지 출 심사기 이 과당경쟁, 리, 주택

가격의 상승 등을 배경으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는 차입자에게 출 제공

□ 구조화상품  부외거래에 한 융회사의 리스크 리 미흡

  ◦ 기존 리스크 리방식으로는 구조화신용상품에 한 이례  

리스크(tail risk)의 잠재 손실 추정에 부 합

     * 구조화신용상품의 복잡성, 수익  상 계에 한 과거 시계열자료의 부족 

등에 따라 VaR  시나리오 추정치에 한 불확실성 야기 

  ◦ 자산․부채증가  부외거래리스크에 한 통제가 미흡했고, 사업

라인․기능간 커뮤니 이션  통합도 불충분

  ◦ 선순 (super-senior tranches) CDO 리스크
*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동 상품의 규모 익스포 를 보유하여 리스크통제에 실패

     * 선순 (super-senior tranches) 구조화상품에 한 부도리스크, 집 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과소 평가

□ 투자자의 구조화채권에 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소홀

  ◦ 투자자(기 투자자 포함)는 구조화투자 련 기 자산의 실사 

미흡, 버리지  이례 험(tail risk)의 간과  련자산의  

높은 수익 상에 한 문제의식이 부족

  ◦ 한 투자자들은 신용평가기 의 방법론에 한 문제의식이나 

련상품의 리스크 이 여부 등 신용평가 련 정보의 이해 없이 

신용평가등 에 지나치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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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상품과 련한 신용평가제도의 불합리

 ◦ 신용평가기 의 평가모델․방법론 취약, 기 자산에 한 심사

능력 불충분  구조화상품 평가시의 가정․기 ․방법론의 

투명성 부족

 ◦ 한 유동화채권 발행을 의뢰하는 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

평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 구조화상품  부외거래에 한 공시 취약

 ◦ 융회사의 공시가 부내․외 익스포 련 리스크의 형태  

크기측면에서 불명확화

 ◦ 구조화상품 련 융회사의 시장  신용리스크에 한 공시 취약

□ 구조화채권 등에 한 감독소홀

 ◦ 기존의 감독제도상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구조화 채권 등 부외

거래에 한 리  감독 미흡

   - 장기리스크에 한 심을 소홀하게 하는 융회사 보상체계가 

과도한 험선택 조장

   - 바젤Ⅱ 시행이 의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낮은 자본 립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를 진시킴으로써 험선택 방조

 ◦ 한, 융시스템의 건 성  복원력에 한 과 평가로 효과  

응조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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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 성 감독 미시건 성 감독

직 목표  융시스템 반의 불안 차단  개별 융회사의 불안 차단

최종목표  생산(DGP) 손실 회피  소비자(투자자/ 자) 보호

리스크모형  (부분 으로) 내생  외생

융회사간 상 계와 

공통 험노출의 요성
 요함  요하지 않음

건 성 근방식
 융시스템 리스크 , 하향식

(Top down)
 개별회사 리스크 , 상향식
(Bottom up) 

3. 거시건 성감독과 융감독개선 논의

(1) 거시건 성 요성

□ 거시건 성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은 융의 경기순응성에 

따른 융불안을 최소화함으로써 체 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 거시건 성감독의 심사는 개별 융회사가 아닌 체 융시스템임

 ◦ 미시건 성 감독은 개별 융회사의 건 성 확보를 통한 융

소비자 보호에 을 맞추고 있지만 거시건 성감독은 체

시스템 안정을 통한 거시  손실 최소화에 

□ 거시건 성감독은 융회사간, 융회사와 융시장간 상호작용을 시

 ◦ 거시건 성 감독은 컨 , 자산가격의 변화와 같은 공통 험이 

융회사들의 행동에 따라 상호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에 주목

 ◦ 미시건 성 감독은 자산가격이나 거시경제상황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외생 요인)

 거시건 성 감독과 미시건 성 감독의 비교

자료: Borio(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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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거시건 성감독의 사례

(신용카드 기사례)

□ 2002～2003년에 나타난 가계신용버블 붕괴  이로 인한 융시장

의 유동성 기는 거시건 성 감독의 요성을 부각

□ ‘90년 말부터 신용카드사에 한 규제완화에 따라 무분별한 

업 확장과 투신사의 수탁고․수익률 경쟁으로 과도한 카드채 

편입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융회사들의 군집행동을 래

 ◦ 신용카드사의 자산은 1999년 16.6조원 규모 던 카드자산도 

118.5조원로 크게 확

 ◦ 2003년 3월말 투신권의 카드채보유분은 25.5조원으로 채권형

펀드  MMF의 잔액 101조원의 25.1%

□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업확장에 따른 잠재부실이 실화되는 

가운데 2003년 3월 SK그룹의 부실회계사건으로 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유동성 기로 확산

 ◦ 카드사들의 자 조달아 어렵게 되고 카드채를 편입한 투신사 

펀드에 한 환매요구가 증하면서 투신권의 유동성 기로 

이

 ◦ 카드사들의 부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LG카드(총자산 26조원)의 

부도에 따른 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 정부의 재로 8개 

채권은행에 유동성 지원

- 25 -



□ 신용카드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 거시감독에 한 필요성 

 요성을 인식

 ◦ 개별 카드사 주의 건 성감독으로는 가계부문의 재무건 성

이나 융시장을 통한 융산업간 염효과를 인식하고 응

하는 데 미흡

 ◦ 융산업, 가계․기업  시장 체의 리스크를 조망하고 처할 

수 거시건 성 감독의 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주택시장버블 응사례)

□ 2002년 9월 이후 추진해 온 주택담보 출 규제정책은 자산가격 

버블에 응한 융당국의 거시건 성감독 사례

□ 2001년 하반기 이후 리와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2년 후반 이후 주택시장 과열에 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담보 출에 한 규제 강화

 ◦ 2002년 9월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투기지역의 경우 

60%로 하향조정한 이후 40%까지 하향조정

 ◦ 한 2005년 8월 총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는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도입된 이후 용범 를 확

하는 형태로 강화

□ 주택시장 버블에 응한 담보인정비용, 총부채상환비율과 같은 

주택담보 출 건 성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이 융시스템

으로 확 되거나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험을 차단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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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시기 주요 내용

2002.9
․은행의 투기과열지구 기존 주택담보 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60%로 하향 유도

2003.5
․은행의 투기지역 만기 3년이하 주택담보 출의 LTV한도를 50%로

  하향 조정

     .10
․은행,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만기 10년이하 주택담보 출의 LTV

  한도를 40%로 하향 조정

2005.6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아 트에 한 주택담보 출을 1건으로 제한

․은행,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6억원 과 아 트에 한 만기 10년

  과 주택담보 출의 LTV 한도를 하향 조정(60%→40%)

․ 축은행의 투기지역 신규주택담보 출의 LTV비율 하향조정

  (70%→60%)

    .8

․투기지역 아 트담보 출의 경우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

  출을 1건 이상 받은 경우  30세 미만 차주에 해 확실한

  소득증빙을 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용

․미성년자의 주택담보 출 취 지  만기 도래시 액상환

․투기지역 APT담보 출 취 건수가 3건 이상인 차주의 만기 

  도래시 액상환

2006.3 ․투기지역 6억원 과 고가아 트에 해 DTI 40% 용

     .11
․비은행 융기  LTV 규제강화: 60～70% → 50%이내

․DTI 용범 확 : 투기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포함

 ◦ 특히 출의 경기순응  측면에서 주택버블기에 보수 인 LTV

한도운용은 융시스템 반의 안정성에 기여

주택담보 출 련 주요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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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외화유동성

․은행 외채무 1,000억달러 지 보증

․외화유동성 공 (9월 이후 총 450억달러)

․한미통합스왑체결(300억달러)

리 인하 ․기 리 두차례 총 1%p 인하(5.25%→4.25%)

원화유동성

․한은의 RP매입, 국채직매입  통안증권 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유동성 공

․은행채  일부 특수채의 한은 RP 상 포함

․원화유동성규제 완화

소기업 출 ․기업은행에 한 1조 물출자

증권시장 안정

․장기(3년이상) 주식형펀드 가입시 세제혜택(소득공제,

  배당비과세)

․장기 회사채형펀드 가입시 배당소득 비과세

(이번 로벌 융 기 응)

□ 정부는 이번 로벌 기의 국내 향을 최소함으로써 융

시스템의 안정  실물경제의 부진을 막기 해 극 응

 ◦ 외화유동성을 안정 으로 공 하는 한편, 리인하, 유동성규제 

완화  소기업의 출 확  등을 통해 유동성 악화  신용

경색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극 응

로벌 융 기 련 주요 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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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등의 융감독개선 논의

(증권화상품  부외거래 등에 한 자본규제 강화)

□ 바젤은행감독 원회(BCBS)는 증권화상품  부외 련거래에 한 

자기자본 강화 추진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와 공동으로 은행․증권회사의 

트 이딩계정의 익스포 에 해 추가 자기자본 부과

 ◦ 부외 ABCP 유동화 문회사에 한 은행의 유동성 제공시 자기자본 강화

 ◦ 구조화신용상품(ABS CDO 등)에 한 자기자본 강화

(유동성리스크 리 강화)

□ 이번 융불안과정에서 융시장  융회사의 유동성에 한 

요성이 재확인되면서 바젤은행감독 원회는「유동성 리스크 

리  감독」에 한지침 발표(‘08.9)

 ◦ 유동성리스크 허용수  설정  완충역할을 하는 유동성자산의 

확보 등 정수 의 유동성 유지

 ◦ 유동성 련 비용․편익․리스크를 모든 요 업활동에 배분

 ◦ 우발 인 유동성리스크 등 포 인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측정

 ◦ 심각한 기상황 시나리오의 설정․확인, 견고하고 실행가능한 

비상자 조달계획 수립

 ◦ 유동성리스크  담보의 일 (intraday) 리  시장규율 

강화를 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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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회계기  용 개선)

□ 미 증권거래 원회(SEC)와 재무회계기 원회(FASB)는 공정

가치 용과 련 기 을 보다 유연하게 용할 수 있는 공정 

가치회계 지침(Clarification)을 발표(‘08.9)

 ◦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정상거래를 가정하여 측정되므로 

투매(distressed sales)나 강제청산(forced liquidation)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정가치 평가시 고려(시가회계처리규정 완화) 

    * 비활성화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결정  

고려요소는 아니므로 공정가치의 산출 련 단순히 시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의 특성을 추가 으로 고려

 ◦ 한편, 공정가치평가 회계기 의 용을 단할 수 있는 권한을 

SEC에 부여(구제 융법안)

(과도한 자산증가억제를 한 자본규제  충당 립 강화)

□ 경기호황기( 는 신용확장기)에 은행의 과도한 자산증가를 완화

하기 해 자기자본 립  충당 립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

  ◦ 은행자산의 험도에 계없이 자본 비 총자산비율(leverage 

ratio), 즉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 강화

  ◦ 은행자산가치의 증가가 기 치(인 이션  장기성장률 등을 

반 한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이에 해 자본 립을 강화

하는 방식

  ◦ 과거 경기순환주기 동안의 여신 손실경험을 반 한 탄력  

손충당  립방법(statistical loan provision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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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시스템 스트 스테스트 강화)

□ 융회사간, 융회사와 융시장간  융과 실물부문간 상호

작용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시스템 스트 스테스트 

(systemwide stress test) 강화

 ◦ 자산가격의 락 등 스트 스 상황에서 개별 융회사의 보유

자산 가치의 하락 뿐만 아니라 시장유동성 악화가 래 되므로 

융회사와 시장을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 강화

 ◦ 융 기 상황 하에서의 융회사간 험의 이, 융  실물

부실간 상호작용 등 이차 인 효과 분석을 강화 

(신용 생상품시장의 거래상 방 험 축소  투명성 강화)

□ 거래상 방 험(couterparty risk)을 이고 생상품에 한 

정보를 집 시키기 한 기반 강화

 ◦ 앙집 거래상 방(central counterparty) 도입  CDS 등 

장외 생상품 청산․결제인 라 개선 등

(부외거래  구조화채권에 한 공시 강화)

□ 바젤은행감독 원회는 부외거래  구조화 채권 등과 련된 

공시 강화  

 ◦ 유동성 익스포 , 부외거래 련 신용보강, ABCP발행 련 유동성 

약정과 가치평가에 해 공시의무 강화

□ 국제회계기 원회는 부외 특수목 법인의 회계처리  공시

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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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외 특수목 법인에 한 회계처리  공시기  개선

 ◦ 부외 특수목 법인과 련된 리스크노출액과 잠재  상손실액에 

해 융회사의 공시 상에 포함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국제증권감독자기구는 평가 로세스  이해상충문제 해결을 해 

신용평가제도 개선 추진*

   * 신용평가기 의 평가 로세스를 개선하고 이해상충문제를 완화하기 해 

신용평가기  기본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개정(‘08.5)

 ◦ 신용평가업무와 비신용평가업무(sales업무)의 운 상 분리, 신용평가 

담당자에 한 성과평가 개선, 신용평가방법에 한 내부감시 강화 

 ◦ 구조화 채권이 일반채권과 다른 리스크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 일반 채권과 구조화 채권의 신용등  표기방식을 차별화

   * 구조화 채권은 기 자산의 풀링효과(pooling effect)로 평상시에는 신용등 이 

안정 이지만, 융 기 시에는 격한 신용등  하락 가능

 ◦ 구조화채권의 흐름 분석  손실 가능성, 불충분한 데이터 

등으로 인한 등 산정의 한계  등에 한 신용평가사의 정보제공 

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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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융감독상의 시사

□ 신용팽창이 수반되는 경기호황기에 리스크를 과다보유할 경우 

융의 취약성을 유발하게 되며 버리지 조정시 리스크가 재화

되어 시스템리스크를 래

 ◦ 정보의 비 칭성, 피드백(feed back) 메커니즘  쏠림 상 

등으로 인해 융시스템내 다수의 경기 순응 (procyclical) 

요소가 존재

 ◦ 융시스템이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가질 경우 융시스템은 

충격을 흡수하기 보다 오히려 확 함으로써 막 한 거시경제  

비용 유발

□ 융감독정책으로 융 기를 원천 으로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 방지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효율 *임

    * 과도한 규제는 융활동의 효율성을 하시켜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수 의 융 개 제공 

 ◦ 시스템리스크는 외부성이나 공공재문제를 반 하므로 시장참여자

들이 리스크추구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제한하는 데는 한계

    * 융회사간 거래에서 한 융회사가 다른 융회사에게 자 조달조건의 

변동을 통해 외부성 부과

 

 ◦ 사회 으로 최 수 을 과하는 비효율  시스템리스크에 

집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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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융감독정책은 융(신용)사이클의 진폭을 이는 방향

으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에 응할 필요

 ◦ 신용사이클의 증폭과 리스크 변동이라는 융불안의 본질  

특성에 을 맞추는 동시에 융 개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융시스템의 발 과 조화 도모

 ◦ 특히 국제기구 등의 감독개선과의 공조를 통해 신용팽창이 수반

되는 호황기에 융시스템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risk taking)  

억제할 수 있는 감독수단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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