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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문제제기

우리 금융시장이 전통적 예금 및 대출 위주의 은행 중심 시장에서 선진국형 
자본시장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심각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 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 시장
에서 자본시장 중심 시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금융혁신 및 신상품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경제주체의 자본 조달 및 자산 운용 
분야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을 관할
하는 금융 정책 당국의 시스템 리스크 관련 논의 또한 보다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의미의 뱅크런(Bank run)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논의 이상의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신용경색사태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 월가를 필두로 한 세계 자본시장의 금융 위기와 
전이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들 및 페니매(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들까지 포함된 유동성 위기와 
신용위기, 이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연일 세계 주요 언론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시장참여자들이 직접 자본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간접금융 형식의 전통적인 은행중심 시장에서의 뱅크런 모델에 
기인한 시스템 리스크와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이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시장 가격이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계약 또한 이에 의거 안정적으로 
이행된다는 신뢰가 깔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은행중심 시장에서는 은행의 
예금은 일정 수준까지 안전하다는 믿음이 가장 기초적 수준의 시장 안정 상태라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의 시장 안정은 이들 상품이 
돌연 유동성 또는 신용위기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시장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는 
일은 없다는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48 -

자본시장의 시장참여자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는 은행중심 시장에 비해 자본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의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시장참여유인, 시장 
규제의 정도, 시장에서의 위험 수용 행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뱅크런 모델에 기반을 둔 예금보험제도, 최종대부자 등의 적용과 
같은 은행중심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형태의 
논의를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서는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변화의 한가운데에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투자
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 중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같은 자산운용 분야가 차지
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금융 정책 및 감독 당국도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 이들 유형의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보다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이며 최소한의 규제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예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은행중심 시장
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 당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그 이후 자산운용사들의 
뮤추얼 펀드의 투자자금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투자자 책임하의 자본시장
에서의 투자자금이라는 원칙하에 예금보험제도의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적립식 펀드의 
대성공 및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국내 일부 언론 및 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증시 급락 시 펀드의 
대량 환매 발생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외적인 요인으로 해외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대량 매도에 따른 증시 약세는 뮤추얼 펀드의 대량 환매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어 일부에서는 뱅크런에 비유하여 ‘펀드런’이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는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에 국한되어 매우 제한적이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보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량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시장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단독 또는 연쇄 파산 상태가 도래할 경우 금융투자자들을 어떤 
형식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자의 보호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뱅크런 모델에서의 은행 예금보험제도, 최종
대부자와 같은 논의로는 여러 한계점 및 문제점에 부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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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08년 3월 대형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Bear Sterns)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연방준비은행이 JP Morgan Chase 은행을 통해 긴급자금지원에 
나서 사실상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에게만 허용되던 재할인 창구를 투자은행에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정책금융회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신규 자본금 증액 및 보증 지원 등에 대해 의회의 표결을 요청하고 있는 과정 
등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와 이에 관련 투자자 보호라는 시장 
정책 당국의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 문제는 
추후 시장이 안정되면 분명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과 처방, 그 효과 등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이 확실하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은행 중심의 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연구
들을 보다 완전하게 채워주기 위해 자본시장 중심의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를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가 은행 중심 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와는 어떻게 다른지,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경로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까지의 뱅크런 모델에 기초한 예금보험제도 
중심의 시스템 리스크의 불완전성을 채워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은행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 시스템 리스크 비교 

2007년 하반기 이후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손실의 규모와 
지속 정도에 대한 최근의 한 언론 보도1)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걸쳐 발생한 몇몇 
자본시장에서의 위기에 비해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신용경색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들에 대한 손실 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은행업계 
전체의 정상 영업 당시의 분기 이익의 약 9.5배에 달하고 그 지속 기간도 최소 
2.5년은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과거 120년간 세계 21개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시스템 리스크의 지속 기간과 그 손실 규모로 
비교한 Allen and Gale (2007)의 연구 결과를 보면《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시스템 리스크는 은행 리스크와 외환 리스크, 그리고 이들 

두 가지 시스템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난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측정한 시스템 
리스크의 지속 기간과 손실 규모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1) Economist, 2008.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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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Bretton Woods period에 들어와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시스템 
리스크에 비해 그 기간이나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다시 기간과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측정된 위기 기간 중 
1992～1993의 European Monetary System crisis, 1994～1995의 Mexico 
crisis, 1997～1998의 Asia crisis는 비록 이 표본 기간에 포함되어있지만 사실상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지난 20년간 미국의 시장 시스템 리스크 지속 기간  손실 규모
구      분

지속 기간 (Duration)

(단위: 년)
손실 규모 (Severity)(단위: 투자은행업계 정상 분기이익의 배수)

1. Black Monday

   (1987)
2. Junk Bond

   (1989～1990)
3. Mexico

   (1994～1995)
4. Asia, LTCM, Russia

   (1997～1999)
5. Dotcom, Enron

   (2000～2001)
6. Subprime, Liquidity

             (2007～  ?  ) 

0.25

1.5

1

0.5

1.75

2.5

4

6.5

5

1.5

4

9.5
(주: Subprime 관련 손실은 추정치임.)
Source: Morgan Stanley, Oliver Wyman, Economist 2008.5.15, Special Report, "Paradise lost"에서 재인용.

《표 2》120년간 세계 융시장의 은행 시스템 리스크의 지속 기간과 손실 규모

지속 기간 (Duration)(단위: 년) 손실 규모 (Severity)(단위: % of GDP)
1. Gold Standard Era

(1880～1913)
2. Interwar period

(1919～1939)
3. Bretton Woods Period

(1945～1971)
4. Recent Period

(1973～1997)

2.4

2.4

1.8

2.6

9.8

13.4

5.2

7.8
Source: Bordo, Eichengreen, Klingebiel and Martinez-Peria (2001)의 표-1을 바탕으로 Allen and 

Gale (2007)에서 재작성한 표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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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표 2》는 각각의 시스템 리스크의 대상 시장이 미국 시장과 세계 
21개국 시장이라는 차이점 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의 정의 및 그 측정 방법이 
서로 달라 직접적으로 전통적 의미에서의 은행 시스템 리스크의 손실 규모나 
지속 기간과 근래에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손실 
규모나 지속 기간을 직접 상호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첫째, 은행 중심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역사적으로 자본 시장 중심 
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지속 기간은 그 이전의 은행 중심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비해 지속 기간이나 규모가 비교적 작았던 것으로 유추될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서브프라임 관련 시스템 리스크는 아직 그 결과가 미지수
이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여러 이론적 배경을 은행중심의 뱅크런 모델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본다.  여기서는 금융투자회사 특히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향후 헤지펀드의 도입까지 감안하여 펀드 투자자들과 그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강 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이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이론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제3장에서는 국내 뮤추얼 펀드의 
자금흐름과 이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 제4장에서는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이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주로 해외의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가 도입되면서 야기된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자본시장의 금융투자회사 관련 현행 투자자보호 제도와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 관련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 요약과 자본시장 중심의 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보다 완전한 논의의 개시를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제기하였다.

2.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자본시장은 투자자, 금융중개기관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 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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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유동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자본시장의 이러한 기능은 
자원 배분과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순기능과 동시에 잠재적인 불안
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Allen and Gale(2007)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을 통해 자본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의 재화를 소비하고 보유하는 동질적인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투자와 소비가 3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0 기에 투자자는 보유한 
1 단위의 재화 중 x를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y =1-x는 단기자산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한다. 장기자산에 투자된 x는 투자수익률 R>1로 증가되어 2기말에 
투자자는 x*R을 회수하여 소비할 수 있다. 장기자산은 1기말에 회수하여 소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유동자산(Illiquid asset)인 반면 단기자산은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언제나 청산하여 소비 가능한 유동자산(Liquid asset)이다. 
경제 내에는 λ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 투자자들은 1기말에 소비를 통해서만 
효용을 얻게 되며, 나머지 1-λ에 해당되는 장기 투자자들은 2기말의 소비만이 
효용을 가져다준다.2) 그러나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0기에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투자자인지 알지 못하며 1기말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효용함수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투자된 자금은 2기말에 회수되나 소비는 1기말에 해야 하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충격(Liquidity Shock)에 직면하여 투자가치를 
증대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장기자산이 1기말에 청산될 경우 그 가치를 상실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개별 투자자는 기대효용  U = [λ u(C1) + (1-λ) u(C2)]을 
각각의 제약조건 하에서 극대화하는 1기와 2기말의 소비인 C1과 C2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자급자족(Autarky)의 경우에는 각 기말의 소비는 각각 C1=y≤1, C2= 
R*x≤R이 된다. 한편 자본시장이 존재하여 1기말에 장기자산 1단위가 단기자산 
P의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투자자가 직면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C1=y +P*x, C2=(y/P +x)*R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경우 시장 균형 하에서의 장기자산의 

가격은 P = R이 되며 개별 투자자들은 (1-λ)을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자본시장 
균형 하에서 1기말 단기 투자자들은 C1M =1, 2기말 장기 투자자는 C2M =R을 
각각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자급자족의 경우보다 효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3) 
2) 이는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λ의 확률로 1 기말에 소비해야 하고 1-λ의 확률로 2 기말에 소비해야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이러한 시장 균형 하에서의 소비는 Pareto 최적 소비/투자는 아니다. 그 이유는 Pareto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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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말 자본시장에서는 단기 투자자들이 매각하는 장기자산을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자산으로 매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는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
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투자자 개개인은 자신의 효용함수에 대해 1기말에 알게 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나 시장 전체에서 단기/장기 투자자의 비중은 고정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완벽한 위험분산 (Risk hedging)이 가능한 것이며 
장기자산의 가격 역시 P=R로 확정되어진다. 여기에서 λ는 1기말의 유동성 
수요로, 1-λ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단기 투자자의 비중 
역시 불확실하여 단기 투자자의 비중이 π의 확률로 λH, 1-π의 확률로 λL <λH의 
값을 지닌다면 1기말의 장기자산 가격은 λ값에 의해 결정된다. 

Allen and Gale(2007)은 이와 같이 단순한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충격이 시장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은 심각한 내재적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지님을 보이고 있다. π=0.1, R=1.2, u(C) = ln(C)인 예를 
통해 λH = λL =0.05에서의 균형가격은 P= 1.2이나  λ가 λH = 0.09, λL 
=0.01의 두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P는 λH = 0.09일 경우 0.384, λL 
=0.01에서 1.2로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
투자자의 비중이 어느 경우에나 매우 낮으며, 특히 λL =0.01의 가능성이 90%인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이 장기자산으로 치중되어 있고, 이때 장기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단기투자자의 비중이 λH = 0.09인 경우에 비록 
그 절대값은 작으나 상대적으로 유동성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경우 매우 급격한 
장기자산 가격의 하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Allen and Gale(2007)이 보인 불안정성과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자본시장의 한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본시
장의 다른 부분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자본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발생해온 다양한 자본시장의 위기 사례와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 연구를 자본시장이 지닌 근본적인 속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에서는 제약 조건은 (1- λC1*)*R = (1-λ)*C2*이며, 이 때 최적 소비는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u'(C1*)=  R*u'(C2*)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Diamond and Dybvig (1983)은 일반적인 경우 시장
경제는 Pareto 최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C1M =1 <C1*, C2M  =R > C2*가 성립되어 1기말에는 최적 
수준보다 낮은 소비가, 2기말에는 반대로 최적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가 자본시장 균형 하에서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다. Diamond and Dybvig (1983)은 Pareto 최적 소비와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요구불예금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은행은 모든 소비자/투자자들로부터 보유한 
재화 전액을 예금으로 받고 만약 1기말에 인출할 경우에는 C1*을, 2기말에 인출 시에는 C2*을 주는 예금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예금 중 λC1*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1- λC1*을 투자하게 되면 
Pareto 최적 소비와 투자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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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본시장 불안정성과 내재적 위험과 전이효과

Danielsson and Shin(2002)은 이와 같이 자본시장 내에서 발생되고 확대되는 
불안정 요인을 내재적 위험(Endogenous risk)이라 부르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내재적 위험은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 내의 환경의 변화에 이들이 반응을 하고 이러한 반응이 다시 
자본시장 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과정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4) 1987년의 주식시장 급락,5) 1998년의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파산6) 등의 사례가 이러한 내재적 위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감소함을 겪게 된다. Value-at-Risk나 BIS 자본비율을 통해 위험관리를 시행
하는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보유한 자산, 특히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매각하여 위험을 
관리하게 되고 이는 해당 자산 가격의 하락을 촉발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작은 충격으로 발생한 자본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자본시장 
내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7)

4) 내재적 위험에 대비되는 외생적 위험 (Exogenous Risk)의 예는 날씨로서 날씨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날씨에 다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5) 1987년의 경우는 Portfolio Insurance 전략과 동적 위험관리 전략 (Dynamic Hedging Technique)이 주식 
가격 급락의 규모가와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Sell Cheap, Buy 
Dear" 방침을 따르는 이들 자산운용 전략은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의 매도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나 자산가격의 하락을 도리어 촉발하여 주식시장의 내재적 가치의 별다른 
부정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주식시장 붕괴를 촉발하였다.

6) LTCM이 취한 기본 전략은 흔히 Convergence trades 혹은 Relative value trades로 불리는 차익
거래 전략 (Arbitrage Strategy)으로서 유사한 자산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Buy Low, Sell 
High” 거래를 통해 투자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채의 
경우 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국채 (Off-the-run bond)의 만기수익률 (Yield to maturity)은 즉시 
발행된 동일한 조건의 국채 (On-the-run bond)보다 높은데 이 경우 Off-the-run bond를 사고 
On-the-run bond를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것이다. LTCM은 대규모 차입을 통해 거래 규모를 
확대시켜 왔고 설립 초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1998년 러시아 국채 가격 급락을 시발점으로 
LTCM의 예상과는 반대로 자산 가격이 움직이자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margin call에 응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였는데 
상당수의 자산은 유동성이 낮음으로 인해 이는 다시 해당 자산가격의 급락을 촉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
였다. 이는 단순히 LTCM의 파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LTCM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부실, 
LTCM이 투자한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손실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고 대규모 자본시장 위기를 우려한 연방준비은행의 개입으로 진정되었다. LTCM의 탄생과 
몰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wenstein (2000) 참조. 

7)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뱅크런에서와 같이 특정 금융기관의 붕괴, 이 기관의 보유자산의 시장
가치 하락, 이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시장으로의 전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기와 
같은 순차적인 경로보다 오히려 더 픅발적으로 시장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본시장의 특성상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 시장참여는 조그만 신용위기의 촉발이 한 대형 투자은행 또는 상업은행의 유동성 
붕괴를 초래한다.  이는 즉각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의 ‘Flight to Quality' 성향을 가져오면서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뱅크런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과거 LTCM의 사례와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어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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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yanos(2004)는 운용하는 펀드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환매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에 직면한 펀드메니저들이 자산을 운용
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전반의 변동성 증가가 자산의 가격과 위험, 자산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내재적 가치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과 유동성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에 따라 균형 가격과 기대수익률이 
결정된다. 자본시장 전반의 변동성은 일종의 시장위험(Common or Market 
Risk)으로서 모든 자산의 내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Vayanos(2004)는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펀드의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 이러한 시장위험은 위험
프리미엄만을 결정할 뿐 유동성 프리미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펀드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 자본시장 전반의 변동성은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된다. 
자본시장 변동성의 증가는 환매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펀드
메니저는 이에 응하기 위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보유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동성 프리
미엄의 증가로 이어져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가격 하락을 촉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는 현상을 Flight to Quality라 부른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자본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 변동성의 수준이 낮을 
때는 환매 가능성 역시 낮으므로 유동성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환매 가능성 역시 급증하게 되어 유동성 프리미엄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의 가격과 
수익률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비해 자본시장 변동성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Vayanos(2004)의 분석은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역시 증가하는 동조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환매 가능성 역시 낮으므로 유동성은 자산의 
수익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동성은 자산 수익률 간 
상관관계의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변동성의 증가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들 자산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증가시켜 동시
적인 가격 하락을 촉발하므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는 증가
하게 된다.

Vayanos(2004)의 모형은 금융자산이 뮤추얼펀드의 형태로 운용되는 비중이 
높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환매 가능성이 투자 성과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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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자본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있어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동시적 가격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이 큼을 보이고 있다.

Kyle and Xiong(2001)는 두 자산 간에 내재적 가치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투자자의 존재로 인해 
두 자산 가격이 연동될 수 있으며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두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이 모형은 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와 자산에 대한 수요가 내재적 가치와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유동성 투자자(Noise Trader)에 추가하여 유동성 
투자자에 의해 촉발된 가격의 일시적인 왜곡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투자자(Convergence Trader)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한 자산
에서 발생된 급격한 가격 하락이 투기적 투자자를 매개로 다른 자산에도 파급되는 
전이효과(Contagion)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Kyle and Xiong(2001)의 모형에서 유동성 투자자의 매도는 자산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며 내재적 가치와의 차이를 증가시킨다. 투기적 투자자는 
이러한 가격 하락이 일시적임을 활용하여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자산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 투기적 투자자의 이러한 
전략은 거래 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유동성 투자자의 거래가 예상과는 달리 대규모의 매도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투기적 투자자의 위험기피 수준이 증가하게 되어 보유 위험자산을 매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의 변동을 증폭시키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기적 
투자자은 보유 자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순히 해당 자산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의 보유 비중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한 자산에서 
촉발된 가격 하락이 다른 자산으로 증폭되어 파급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8) 

Vayanos(2004)와 Kyle and Xiong(2001) 등의 이론 모형에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증폭 효과를 지니면서 다른 시장에도 전이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로 인한 부 효과(Wealth effect)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닌 투자자 혹은 시장조성자가 존재한다면 가격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험자산의 보유 비중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을 경우 위험자산의 

8) 이러한 전이효과는 LTCM의 파산과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러시아 국채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촉발된 Margin Call에 응하기 위해 러시아 국채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채 가격의 하락이 다른 자산에도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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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편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가격의 하락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변동성과 
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전이되는 또 하나의 경로는 투자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효과(Information Effect)이다. Kodres and 
Pritsker(2002)는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모형을 통해 투자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사적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산의 내재적 가치의 상관
관계로 인해 가격 변화가 전이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관측한 다른 자산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자산의 가격의 하락이 
내재적 가치의 하락인지 단순히 유동성 투자자(Noise Trader)의 매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 간의 내재적 가치가 공통 
요인(Common Factor)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한 자산 가격의 하락은 이러한 
공통 요인 가치의 하락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자산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는 전이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내재적 가치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유동성 투자자(Noise Trader)의 거래, 특히 대규모 
매도로 인해 촉발된 가격 변화가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된 
부 효과(Wealth Effect)와 결합될 경우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연구들은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에 관한 다수의 이론 
연구들과 사례들은 가격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의 양상이 매우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즉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간의 수익률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동조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Hameed, Kang and Viswanathan(2006)은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1988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60개월 동안의 New 
York Stock Exchange(NYSE)의 실시간 호가 자료(Trades and Automated 
Quotation)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유동성의 척도로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의 차이를 최우선 매도-매수 가격의 평균으로 나눈 Adjusted 
Proportional Quoted Spread(ASPR)를 사용하여9) 유동성의 결정 요인과 변화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10) 이들은 이론 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변동성, 거래량 
등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시장수익률과 유동성 간
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유동성이 급격히 
9) NYSE는 specialist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를 공시하므로 유동성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ASPR의 증가 (감소)는 유동성의 감소 (증가)를 나타낸다.
10) Chordia, Roll and Subrahmanyam(2002) 역시 시장수익률과 유동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으나, 이들은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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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식을 시가총액과 변동성으로 분류한 
후 시장수익률과 유동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역시 이론 
모형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높은 위험을 지닌 소형주와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 
시장 하락 국면에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폭이 가장 큼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은 유동성의 변화가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를 분석
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시장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비대칭적으로서 시장 하락 
국면에서의 유동성의 동조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뮤추얼펀드에 대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자금의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뮤추얼펀드 운용자들, 특히 인덱스펀드 운용자들은 즉시 환매에 
응하기 위해 보유 주식 전반에 대한 매도를 동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동성의 감소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시장 상승 국면에서 자금의 유입이 증가할 때는 유입된 자금으로 즉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가 동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나 매수 압력은 
매도 압력보다는 낮으므로 유동성의 동시적 증가는 감소보다는 강하지 않게 된다.

Cifuentes, Ferrucci and Shin(2005)는 금융기관 간의 부채와 자산이 서로 연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산의 시장가 평가(Mark-to-Market), BIS 자기자본 비율 
유지와 같은 위험관리 수단이 전이효과를 촉발하고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할 경우 차입금은 헤지펀드의 부채로 기록되나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대출자산으로 기록된다. 이때 헤지펀드가 매입한 자산은 대출
자산의 담보로 설정된다. 만약 헤지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의 보유한 담보의 가치는 시장가 평가에 의해 하락하게 되고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의 유지를 위해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은행의 요구는 헤지펀드로 하여금 보유 자산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헤지펀드와 은행의 부실화가 동시적으로 증폭되어 발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이효과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하락이 
은행의 부실과 경우에 따라서는 뱅크런까지도 유발하여 경제 전반의 불안정과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 자본시장 불안정성과 투자자 상호작용

은행에 있어서 뱅크런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예금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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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요구가 집중되면서 실제로 예금을 전액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현상이라 할 수 있다. Bernardo 
and Welc(2004)는 자본시장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기피적인 시장조성자가 투자자들의 매도
-매수에 응하고 거래 가격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자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아도 일부 투자자들이 유동성 충격 즉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보유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투자자들이 
자산을 조기에 매도하여 청산하려는 뱅크런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있음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모형의 분석의 기본 틀은 3기간 모형으로 0기와 1기에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
지며 2기말에는 자산이 내재적 가치로 청산된다. 시장조성자는 0기와 1기에 모두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전량 매수하나 매도 물량의 증가는 시장조성자의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거래 가격은 시장조성자의 자산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1기말에 거래가 성립될 때는 이미 시장조성자가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으
므로 추가적인 보유를 위해 1기말의 거래가격은 0기보다 낮아지게 된다. 0기
에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1기에 유동성 충격에 직면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
유 자산을 매도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0기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자산을 
보유할 경우 φ의 확률로 1기말에 유동성 충격에 직면하여 보유한 자산을 0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여야만 하나 1-φ의 확률로 2기말에 0기와 1기의 거래
가격보다 높은 자산의 내재적 가치로 보유 자산을 청산할 수 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0기에 자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했다면 1기말의 거래가격은 0기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투자자 역시 0기에 매도하는 것이 최적 
의사결정일 것이다.

Bernardo and Welch(2004)는 이 모형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0기에 매도하지 
않는 Good Equilibrium과 정반대로 모든 투자들이 0기에 매도하는 Bad 
Equilibrium이 모두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Bad Equilibrium 하에서의 투자자
들의 후생이 Good Equilibrium 하에서 보다 열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만약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이 0기에 매도
하기로 결정했다면 1기의 거래가격이 0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직 
매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투자자 역시 0기에 매도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0기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뱅크런과 
유사하게 1기의 매도 가격이 0기보다 낮아 다른 투자자들이 0기에 모두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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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자신도 0기에 매도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1기의 매도 
가격이 0기보다 실제로 낮아지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투자자들의 매도 사태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시장조성자의 위험기피 정도이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위험중립적이라면 가격은 
늘 자산의 내재적 가치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들은 0기에 매도를 서두를 
이유가 없게 되고 Good Equilibrium만이 유일한 균형으로 성립된다. 

Morris and Shin(2004)은 Global Game 모형을 이용하여 Bernardo and 
Welch(2004)의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모형
에서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로 구분되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위험 기피적이며 시장조성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Bernardo and Welch 
(2004)와 같이 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모두 매수하나 
매도 물량 증가에 따라 거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단기 투자자들은 뮤추얼펀드 
메니저로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전량 강제 
환매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각 단기 투자자
들이 어느 수준에서 환매해야 할지는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로서 다른 
시장참여자들은 이에 관한 분포만을 인지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단기 투자자들은 환매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환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환매를 다음 기로 미룰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기에 다수의 
단기 투자자들이 환매를 시도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다음 기에 현재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강제 환매를 해야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 모든 단기 
투자자들이 조기 환매를 시도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Morris and Shin 
(2004)은 이를 Liquidity Black Holes이라 칭하고 Bernardo and Welch(2004)와 
달리 모든 단기 투자자들이 조기 환매를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균형임을 보이고 
있다.

Bernardo and Welch(2004)의 모형과 유사하게 이러한 Liquidity Black Holes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정도가 상당히 
낮거나 단기 투자자들이 강제 환매에 직면하게 되는 자산가치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 실질적으로 환매 가능성을 충분히 낮추어야 할 것이다.11)

11) Brunnermeier and Pedersen(2005)은 일부 투자자들이 유동성 충격에 직면하여 보유 자산을 
매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은 유동성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 더욱 자산의 
가격을 낮추어 매수하여 거래 차익을 취하려는 Predatory Trading을 시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에 유동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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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뮤추얼 펀드의 자금흐름과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본장에서는 앞서 지적한 뮤추얼펀드의 자금흐름과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펀드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뮤추얼 펀드의 성장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에서의 고평가 
또는 거품 현상은 그동안 언론 및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해외에서는 
401K로 대표되는 퇴직연금 및 기관들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안정적 투자자금 
유입의 확대, 국내에서는 적립식 펀드의 출현 이후 폭발적으로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증대되면서 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시킨 것으로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논의를 반대로 적용하면 
최근과 같이 시장이 급속한 하락 장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뮤추얼 펀드의 대량 환매사태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시장에 투매가 
발생하는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전통적 재무이론의 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하면 주식 가격의 변화는 거시경제 
변수 또는 기업 가치의 경제적 동인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금융자산의 내재적 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는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투자로 인해 사라지게 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는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와 같은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뮤추얼 펀드의 대량 환매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것이다.

뮤추얼 펀드의 유출입과 같은 수요 요인의 변화는 시장의 가격 결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의 흐름을 보고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격형성자(Price Setter)가 아닌 가격수취자(Price 
Tak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과 시장의 관련 경제지표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필요로 한다.12)  

그러나 일단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데이터 중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
까지의 주별 국내 뮤추얼 펀드 자금 유출입 통계치와 3월 이후 월별 뮤추얼 펀드 
유출입 통계치, 그리고 KOSPI지수의 동향을 보면 이들  두 변수 간 0.69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이 주가지수에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얼핏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12)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이들 실증 분석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데이터 공개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 관련 데이터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표
되고 축적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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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뮤추얼 펀드 자  유출입 동향과 KOSPI 지수: (2006:10～2008: 6)

  

그러나 얼핏 보이는 뮤추얼 펀드의 자금유출입 동향과 주가지수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만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입이 주식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가 주식시장의 급속한 가격 하락을 
가져와 시장 붕괴와 같은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수 있다.

사실 뮤추얼 펀드의 자금유출입과 주가지수 두 변수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실증 분석들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방향인 자금 유출입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거꾸로 주식시장의 가격 변화가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에 보다 민감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부분
이다.(Cha and Lee(2001), Edwards and Zhang(1998))

Edwards and Zhang(1998)은 미국 주식시장의 1961년부터 1996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대상으로 주식 뮤추얼 펀드의 자금유출입과 주가지수의 선후행 관계를 
Granger 인과관계를 통해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1971～1981년 기간을 제외
하고는 뮤추얼펀드의 자금 유출입이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뮤추얼 펀드의 자금유출입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71～1981년의 기간에는 뮤츄얼 펀드의 자금 유출이 이례적으로 컸을 뿐 
아니라 주가 수익률도 대체로 음(-)의 수익률을 보였던 시기였었던 관계로 자금 
유출입의 영향이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기간 중에 
미국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보면 이 결과는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과 같은 자금 흐름은 시장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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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거꾸로 시스템 리스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의 대체적인 결론으로 보이나 국내 
시장에서의 실증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4. 헤지펀드의 도입과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한편 국내외 자산운용업계에 최근 등장한 헤지펀드의 영향은 본 연구의 자본
시장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원래 헤지펀드는 
1949년 Alfred Jones의 Long/short equity fund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 간 세계 
자본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사모에 의한 미등록 집합투자
기구로 절대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운용 대상 자산이나 운용 방법도 레버리지는 
물론 공매도 및 다양한 파생상품의 운용 등 복잡한 투자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는 원천적으로 규제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탄생된 펀드로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1999년 LTCM 사태 이후 미국 및 유럽 시장의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헤지펀드는 아직은 전세계 뮤추얼 펀드의 자산 규모 $12조 에 비해 약 1/7에 
불과한 $1.8 조 에 불과하지만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는 약 15%~60%를 차지
하고 있는 매우 활동적인 펀드로 시장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헤지펀드의 숫자도 2007년 말 현재 약 9,000개에 육박하여 뮤추얼 펀드의 
숫자 15,600개에 비해 절반이 넘을 뿐 아니라 그 성장률은 2000년 이전까지는 
매년 16% 정도이던 것이 2000년 이후 연평균 22%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산운용분야이다.  특히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대체투자, 특히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투자도구로서의 펀드오브펀드(FoF)의 폭발적 
성장세는 헤지펀드의 자본시장에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투자 전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다음 
세 가지 정도의 대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향성 추구형 펀드(Market 
Trend/Directional Strategies)로 매크로 펀드와 Long/Short Equity 펀드로 헤지
펀드 중 가장 비중이 큰 펀드들이다.  둘째, 사건추구형 펀드(Event-Driven 
Strategies)로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사건 발생시 가격 오류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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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를 찾아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고, 셋째 차익추구형 펀드(Arbitrage Strategies)로 
전환차익거래기회, 고정금리채권의 차익거래기회 등을 추구하는 펀드들이다.  
이들 헤지펀드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따라 고도의 레버리지를 활용
하여 절대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뮤추얼 펀드와는 상이하게 
다른 펀드 매니저의 성과보수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세계 자본시장에서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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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 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자의 보수는 기본 운용수수료에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라도 보너스 형태로 운용 자산의 규모에 맞추어 지급되는 반면 헤지
펀드의 경우는 보통 1.5% 정도의 기본 운용 수수료와 일정 목표수익률 이상의 
초과 수익률 이상의 20%~50%까지의 성과운용수수료로 구성되는 성과보수체제를 
사용하여 투자자들과 펀드 운용자들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고도의 복잡한 투자전략들을 감행하기 위한 유인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위험은 투자자들에게는 주로 운용위험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헤지펀드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로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볼 수 있고 시장의 감독 당국도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ulz(2007), EDHEC(2006), Garbaravicius and Dierick(2005))

첫째, 투자자 보호가 시장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개별 헤지펀드
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환매 제약 조건의 강화13) 등 펀드 운용의 자유화와 
펀드 운용자의 성과보수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요인이 강해 운용위험이 
상존한다. 이들 헤지펀드의 개별 펀드의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Multi 
-Strategy Fund로 분류되었던 Amaranth의 경우일 것이다. 당시 원유가격의 
급등에 과도한 투기를 했었던 펀드의 손실은 불과 3주에 걸쳐 $64억 에 달해 
총 자산규모 $90억의 70%를 날리고 결국 펀드의 해산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특성상 개별 펀드들의 약10% 이상이 매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펀드들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헤지펀드들과 여러 거래를 해온 대형 투자은행 또는 상업은행들의 리스크 
노출이다.  이들 은행들은 헤지펀드와 프라이머리 딜러 또는 브로커로서 레버리지 
제공, 공매 및 신용제공을 통한 증권거래를 하거나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위험 등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자산가격의 급속한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1998년 고정금리채권의 차익거래 전략을 바탕으로 
과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LTCM의 경우도 러시아 파산사태로 인해 그 손실 
규모가 $36억 에 이르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나 뉴욕연준의 주선으로 당시 
거래 상대방들인 대형 투자은행들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을 앞서 볼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3월의 
13) 헤지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기간을 적어도 2~2.5년 락업기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 등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통 3~6개월의 환매예정고지 
기간을 부과할 뿐 아니라 환매 자체도 월별 또는 분기별 주기로 이루어지는 등 유동성에 있어 여러 
제약 요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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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의 경우도 2007년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형 헤지펀드의 파산
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뉴욕연준의 긴급자금지원을 받은 JP Morgan 
Chase은행에 주당 $2에 합병되면서 80여년의 선두 투자은행으로서의 명성이 
추락되고 말았다.14)  

셋째, 헤지펀드의 전형적 투자 행태와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빠른 전염효과로 
인한 유동성 및 과잉 변동성 위험이다.  헤지펀드는 그들만의 신속하고 복잡한 
투자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는 상품이나 시장의 
경우 동일한 전략의 헤지펀드가 과다하게 경쟁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시장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관련 대형 투자 은행 및 시장 참여 
기관들의 과잉 반응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헤지펀드의 
실패와 이들의 과잉 투매 행태,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들의 연쇄적 유동성 위기 
증대의 악순환 고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헤지펀드가 시장의 과잉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이런 과정은 한편
으로는 시장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찍이 
1987년 미국의 Black Monday 당시의 주가 폭락 시에 헤지펀드는 순매수 포지션
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는 당시 시장 안정에 긍정적 
작용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tulz(2007))  

원래 헤지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목표의 달성과 기존의 포트폴리오와의 낮은 상관관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연기금을 비롯하여 대학 기금 등 장기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 때문이다.  헤지펀드는 또한 공매도 
및 파생상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시장 하락기에도 장기 기관투자자들의 포트
폴리오 수익률의 방어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이후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기존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여타 투자수익률에 비해 높은 절대 수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하락기에도 그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실 2007년 
하반기 이후의 미국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서도 일부 헤지펀드가 그 
비난을 받고 있지만 헤지펀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위기 상황에 대해 그 방어 
능력이 여타 지수 수익률에 비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림 3》은 헤지펀드 인덱스 수익률이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만 보더

라도 S&P500 수익률 -7.82%, NASDAQ 수익률 -10.49%에 비해 -2.45%에 
14) 베어스턴스의 기존 주주들의 반발로 결국 베어스턴스의 최종 합병시 주가는 최초 $2에서 $10로 

인상, 확정되어 2008년 5월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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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쳐 헤지펀드가 시장하락기에 일정 부분 방어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헤지펀드의 이와 같은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헤지펀드의 
도입 및 성장이 과연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이와 같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앞서 뮤추얼 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 논의가 적용
될 수 있다.  즉 헤지펀드의 자금유출입이 자본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유동성 위험을 가져와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가격 
변동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유출입이 
그 영향을 받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CB(2006)의 헤지펀드의 1994:1~2005:4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한 자금
유출입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실증결과에 의하면 펀드의 전기 수익률 및 전기 
자금유출입, 투자자의 위험회피 태도 변화, 단기시장금리 변동의 설명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편입을 앞 다투어 늘린 현상을 
잘 설명한 결과로 보여 진다.  ECB(2006)는 이를 반대로 예측하면 헤지펀드 
수익률이 심한 경쟁으로 인해 낮아지고 헤지펀드 자금 유출이 늘어나면서 위험
회피 정도가 다시 높아지고 시장금리가 불리하게 변동하면 헤지펀드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어서 자본시장에서의 
일부 개별 헤지펀드의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관련 대형 은행들
에게 거래상대방 위험을 통해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림 3》2007년 서 라임 이후의 헤지펀드의 투자 성과

 

    Source: Hedge fu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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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증권분야 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의 황

보호상품 (8개 항목) 비보호상품

위탁자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조건부 예수금
기타 예수금
자기신용대주 담보금 
수입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 보증금) 
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 담보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다른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제외.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증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수익률 및 자금 유출입 자료들과 같은 헤지펀드 업계의 통계 자료에 대한 객관성 
검증과 함께 보다 엄 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같은 도구의 적용이 필요하다.  
헤지펀드의 통계 자료는 대체로 표본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통계자료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엄 한 인과
관계의 방향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논의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
이다. 

5.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제도 방안

5.1. 현행 투자자 보호 제도

현재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는 증권업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이 유일
하다 할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앞서 논의한 뮤추얼 펀드 및 향후 국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헤지펀드와 같은 자산운용업에서의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같은 문제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와는 당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증권회사의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고객들의 고객예탁금 
만이 유일하게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이다.  그 유래를 보면 통합예금

15) 증권업의 예금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연구”(2007)에서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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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구 출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1997.12.31일에 개정된「예금자보호법」
(법률 제5492호)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범주에 증권
회사를 추가하였고 동조 제2호 나목을 신설하여 부보예금 등의 범주에 증권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추가함으로써 증권업을 
예금보험의 틀 속에 편입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존재하던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공사 내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흡수되었다.16)

현행「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증권분야의 부보 금융기관 역시 현재 증권
회사로 제한되어 있고, 증권투자신탁회사 등 여타 증권분야 금융기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배제되어 있다. 고객별 보호한도는 다른 분야의 보호한도와 일치
시키는 수준인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험료율은 고객예탁금 대비 
0.2%이며 그 외에 추가로 2002.12.26일에 개정된「예금자보호법」(법률 제6807호) 
에서 제30조의3조를 신설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특별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2003.1.1일부터 2027.12.31일까지(동법 부칙 제2조) 매년 고객예탁금 
대비 0.1%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증권분야의 예금보험 대상 상품과 비보호
상품의 현황은《표 3》과 같다.

1999.2.1일 개정된 「증권거래법」(법률 제5736호)은 제44조의3조를 신설하여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양도, 담보제공, 상계, 
압류(가압류 포함)가 불가능하다. 증권회사는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발행한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예탁금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며(제4항) 예치기관인 증권금융 등이 파산 등 지급불능의 사유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예치되어 있는 고객예탁금을 원래의 증권회사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며(제5항) 예치기관인 증권금융 등은 증권회사가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국채나 
지급이 보증된 채권 등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제6항).

이상 고객 예탁금 관련 논의를 넘어서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시장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투자자 보호라는 보다 큰 정책 목표라는 관점에서 기존 
증권투자신탁회사로 분류되었던 뮤추얼 펀드 또는 헤지펀드의 향후 도입 시 시장 
시스템 리스크와 그 관련 논의를 뱅크런과 비교하여 전개하였다.  

5.2.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제도의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과 실증 연구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은 자본시장은 내재
16) 통합되기 직전의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증권거래법」상의 법정기금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관리감

독을 받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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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불안정성을 지니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시장 하락 국면에서 확대 증폭
되고 자본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의 복합화, 세계화, 대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불안정성, 변동성의 증폭과 전이가 대규모로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
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및 헤지펀드의 도입과 
성장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그 전이 과정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전개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은행중심 시장에서의 예금자 
보호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 안정 정책과는 달리 자본시장 중심의 시장 안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 참여 유인이 다르고 각자의 위험 
선호에 따라 위험 수용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방법 및 
규제 당국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절대수익 추구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제 회피 또는 
최소화라는 펀드의 본질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업계에서의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는 규제 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위험선호를 바탕
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적격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모집되는 펀드이기 때문이다.  설사 개별 헤지펀드 또는 일군의 헤지펀드 
파산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더라도 이는 개별 투자자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 스스로 법적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들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헤지펀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헤지펀드의 도입과 관련하여 헤지펀드의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의 최소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장 당국에서도 이러한 관점
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헤지펀드의 도입이 재간접펀드
(FoF) 형태로 사모의 경계를 일정 부분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 감독당국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국내 뮤추얼 펀드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일정 
부분 투자자 책임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 대비 상대적 고위험
고수익을 투자목표로 뮤추얼 펀드 투자를 행한 것이고 투자자산의 최종 소유는 
별도의 수탁기관을 통해 투자자 명의로 보호되고 있는 만큼 일반 은행의 예금자
보호와 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예금보험제도에의 편입 또는 유사 
적용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펀드 또는 투자금융회사들의 유동성 또는 신용 위기가 
관련 거래 금융기관들을 통해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염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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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하여는 시장 당국의 특대한 관심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 
및 유럽의 규제 당국의 헤지펀드의 등록제 도입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의 강화 등에 
대한 논리로 일군의 헤지펀드의 리스크 추구 행태와 급격한 성장에 따른 자본시장
에서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거래상대방으로서의 대형 은행 및 기관들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대형 은행 및 기관들이 이미 거래 대상 헤지펀드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현재 제도하에
서도 얼마든지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 인지 및 방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 및 투명성 강화와 같은 규제들은 헤지펀드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유럽 및 여타 
세계 자본시장으로 전이되는 과정과 그 증폭의 정도, 결과에 따라 추후 시장의 
각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2006년 6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 예고된 이후 2009년 2월부터 본격적 시행이 예정
되어 있어 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금융투자업은 
앞으로 커다란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동 법안은 은행, 보험을 제외한 광의의 
증권분야를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한 뒤, 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로 세분류한 후 단일 법인인 금융투자
회사가 위 6개 세분류 업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증권분야에 예금보험 혜택을 제공
하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인데,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가능성’(소위 “투자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1항). 특히 부실 금융투자회사의 정리방식이 부보예금에 대한 환급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산부채이전방식이 될 경우 사실상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암묵적으로 예금보험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과 더불어 헤지펀드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책임의 제고라는 일견 상충될 수도 있는 정책 목표의 절충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발표된 미국 재무성의 “자본시장 규제체제 현대화를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는 이러한 금융
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규제체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파생 등 각 산업별로 이루어져왔던 규제는 금융



- 72 -

시장의 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 이상 효율적인 규제체제로 성립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체제를 재정립하는 목표기반 규제체제(Objective-Based Regulation)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의 목표는 크게 시장안정(Market Stability), 건전성 규제(Prudential 
Financial Regulation),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사업 규제(Business Conduct 
Regulation)로 나누어지며 각 규제 영역에 있어 단일 규제기구가 해당 영역과 
관련된 규제와 감독을 금융산업 내의 전 부분에 걸쳐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시장안정을 위한 규제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이 그 주 기능을 담당
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그 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베어스턴스의 처리 과정에서 시행된 바와 같이 최종대부로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창구를 통한 유동성 제공을 비은행권에도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상적인 경우와 대별하여 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 제공의 시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만이 최종대부자 기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적으로 최종대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다른 규제기구와의 공유를 통해 사전적으로 시장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기능 역시 수행하며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취할 권한 역시 지니고 있다. 

건전성 규제를 위해서는 Prudential Financial Regulatory Agency(PFRA)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금융기관의 건정성, 자기자본, 투자한도, 
위험관리에 관한 감독,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사업 규제는 Conduct of 
Businsess Regulatory Agency(CBRA)는 인허가, 공시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감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예금보험
제도는 기존의 은행권에 대해서만 예금보험을 제공하던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정부의 지급보증과 예금보험의 기능을 모두 포괄
하는 FIGC(Federal Insurance Guarantee Corporation)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와 사례들, 특히 미국의 금융 규제 체제의 개혁 
논의는 공통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Bernardo and Welch(2004)와 Morris and Shin(2004) 등의 이론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산의 내재적 가치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조성자 혹은 장기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정도가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면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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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상당히 감소 혹은 제거될 수 있다. 이는 자본
시장에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대량의 매도 물량을 직접 매수해주거나 혹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앞에서 논의된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증폭과 전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금융 규제 체제의 개혁에서도 동일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이 기능은 연방준비은행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종대부 기능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하여 시장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은행의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대부 기능에 있어서는 은행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며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본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응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또한 은행에 대한 최종대부 기능
에서도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성, 즉 대규모 매도가 단순한 
유동성 충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내재적 가치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와 최종대부자 기능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와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역시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한다기보다 도리어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뮤추얼 펀드와 현재 그 규모와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경우 운용자의 위험추구 성향이 도리어 투자자 보호 제도로 인해 증대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7)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은행권에 대한 최종대부 기능의 시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파를 명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과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행
될지는 불확실하다.

위에서 논의된 이론적 모형들이 일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VaR, BIS 자기
자본비율 등의 위험관리 수단이 도리어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 
전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헤지펀드와 같이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 하락이 위험관리 체제를 통해 증폭되고 확대되는 내생적 위험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17) LTCM의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한 비판이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었다. 창립자 John Meriwether를 
포함한 다수의 파트너들은 LTCM 청산 이후에 모두 재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Lowenstein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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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도입된 제도와 규제가 도리어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 확대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Basel II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신중한 점검이 필요할 것
이다. 

특히 보유 자산의 시장가 평가는 금융기관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린다는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의 엄격한 
적용과 결합될 경우 도리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 적용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 기고18)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시 은행들의 보유 거래계정에 대한 
시장가 평가의 무리한 적용이 도리어 역으로 자본시장에 유동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fire sale 등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회계 방식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위 ‘개선된 시장가 평가’(Upgraded Fair 
Value Model)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시 
시장가 가치 평가 모형의 주요 시장 변수들을 감독 당국이 적절하게 조정을 거쳐 
금융기관들에 제시하여 시장가와 장부가 사이에서 회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개선된 시장가 평가’ 방식에 의한 이익으로 표기해놓으면 정보 공개의 
목적과 위기 발생 시 은행의 위기 증폭 완화 효과라는 이중의 목적 달성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준용을 통해 시장가 평가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시 오히려 그 위기를 증폭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소위 ‘Pro-Cyclical 
Effect'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논의의 실제 적용은 많은 이해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 기능을 다시 성찰해 볼 좋은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정부의 지급보증과 예금
보험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FIGC(Federal Insurance Guarantee Corporation)
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통합된 예금보험 
체제에서 시행하고 있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
기구의 역할에 있어 몇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로는 금융투자회사로의 예금보험의 확대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증권업에 
대해 예금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객의 예탁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투자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자본시장통합법」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증권분야,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18) Financial Times, 2008. 7.25. “How to Arrive at Fair Value During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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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자본시장통합법」은 기본적
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인데,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손실가능성’(소위 “투자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예금보험의 확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하여 도리어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실 금융투자회사의 정리방식이 부보예금에 대한 환급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산부채이전방식이 될 경우 사실상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암묵적으로 예금보험이 확장될 가능성 역시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의 최종대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이 금융
투자회사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차단한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부실 징후가 포착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부실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수단의 
보유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부보예금 이상의 자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리
하면 이론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실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예보는 금감원과 체결한 MOU에 의거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나 신용리스크 등 리스크 관련 자료 및 검사 관련 
핵심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 1항은 부실(우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공은 현재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2항에 따라 금감위가 정한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예보가 시행할 수 있으나 금감원 검사 후 부실우려금융기관이 지정
되므로 이 역시 별다른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부실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정보의 공유와 적기시정조치 
과정에서 예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진 금융안전망의 중요한 일부로서 예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은 공통적으로 대상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기 획득은 사전 및 
사후 위험관리에서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5개 연방감독기관(FRB, 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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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NCUA, OTS)으로 구성된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가 운영되어 금융감독정보의 공유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안전망 관련 기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FIEC와 같은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들이 
상시로 공유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보 DB(database)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공유와 이에 필요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수립을 위한 다양한 
감독당국 간의 협조는 미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혁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이다.

적기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유예에 따른 손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감독당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최소비용원칙’을 
중시하는 예보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기시정조치 전 과정에 걸쳐 예보의 참여를 법제화하고,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단계별로 예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기관 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19) 

6. 요약 및 결론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은 기존의 은행 
중심 시장의 뱅크런 모형에 기반을 시스템 리스크의 분석과 대응 방안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못함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미 지난 수십년간 세계 
자본시장의 경험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며 미국에 비해 비교적 은행중심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증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가치 
평가법의 대상 자산인 투자자산들의 시장가의 급속한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의 
전이, 곧 이은 여타 투자자산들로의 전염, 그리고 뒤이어 이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의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불능으로 
인한 연이은 긴급 자산 처분으로 인한 추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시스템 리스크 
양태는 예금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한 은행 중심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 체제
만으로는 그 설명과 대책이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시장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 계약 또한 이에 의거 안정적으로 이행된다는 신뢰가 깔려있는 
19) 예보의 적기시정조치 참여를 비롯한 감독권 강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금융학회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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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의미한다.  즉 은행중심 시장에서는 은행의 예금은 일정 수준까지 안전
하다는 믿음이 가장 기초적 수준의 시장 안정 상태라면, 자본시장에서의 시장 
안정은 이들 상품이 돌연 유동성 또는 신용위기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시장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는 일은 없다는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은행중심 시장에 비해 자본시장 중심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간 시장참여
유인, 시장 규제의 정도, 시장에서의 위험 수용 행태 등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발생 및 전이 경로 등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대응 방안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및 관련 금융투자회사
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은행중심 시장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그 파급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정보는 물론 금융투자회사, 특히 
뮤추얼 펀드의 운용 상황, 나아가 헤지펀드 도입 시 관련 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련 정보들의 사전적 분석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시장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신용경색
으로 인한 대형투자은행들의 실패와 중소상업은행들의 연이은 도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
법에 의거 금융투자회사들의 새 인가와 정비작업이 8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 기능에 대한 재성찰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정부의 지급
보증과 예금보험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FIGC(Federal Insurance Guarantee 
Corporation)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통합 
예금보험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예금보험의 현행 제도의 확대에는 투자자와 금융투자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도리어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실 금융
투자회사의 정리방식이 부보예금에 대한 환급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산부채
이전방식이 될 경우 사실상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암묵적으로 예금보험이 
확장될 가능성 역시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의 최종대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고 있으나 예금보험이 금융투자회사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차단한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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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부실 징후가 포착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부실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수단의 
보유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부실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정보의 
공유와 적기시정조치 과정에서 예보의 참여 확대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진 금융안전망의 중요한 일부로서 예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은 공통적으로 대상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기 획득은 사전 및 
사후 위험관리에서 필수적이다. 미국의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의 경우와 
같이 금융감독정보의 효율적 공유를 위해서는 제도 확립과 함께 금융감독기구들이 
상시로 공유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보 DB 구축과 유관기관들에 실시간으로 접근 
체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한 시장 당국의 은행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 감독 기관들
간의 사전 및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체계화 및 적기 획득을 위한 
긴 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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