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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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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 비판과 더불어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

Ø 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금융의 탈규제 시대는 이번 사태로
종언을 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서브프라임 부실의 정리 과정에서 각국은 공적
규제와 예방적 감독 조치를 대폭 강화할 전망

Ø 국내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더불어 현행 규제 감독시스템의 구조적인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Ø 본 자료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응한 국제적인 규제 및 감독제도 강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현안과제를 제시

Ø 특히 신BIS 협약의 Pillar 2, 금융그룹 연결감독, 거시건전성감독 등 핵심사안에 대한
국내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본금 규제 변화 조류에 대해 소개

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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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불완전 증권화를 통해 일련의 거래로 결합된 시장형 금융중개
(market-based financial intermediation) 시스템의 실패로서 금융중개기관과 시장형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초래

Ø 파생상품을 이용한 부외거래에 의해 증권화 과정이 구조화되고 중첩화되면서 위험의
매매를 통한 위험분산 메커니즘의 핵심인 시장의 위험가격 산정기능이 작동 실패

Ø 시가평가에 민감한 참여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적 특성과 경기순응적(procyclical) 
레버리지 행태로 인하여 유동성채널이 시스템위험의 새로운 파급경로로 부상

Ø 증권화를 통한 대출자산의 유동화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내재화하던 자금조달유동성
위험(funding liquidity risk)을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과 시장유동성위험(market liquidity risk)으로 변환

Ø 금융회사의 과도한 유동성위험 노출은 시장유동성 변화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회사 순자산 가치의 감소 및 지급불능위험(insolvency risk)으로 직결되는 결과 초래

Ø SIV, Conduit 등 부외거래투자기구는 모회사와의 불완전 절연 구조로 규제회피를
위해 설립되어 기존의 자본, 유동성, 투명성, 지배구조관련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이용

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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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서브프라임 유동화 구조와 위험 전이

자료: 금융현장정보, 예금보험공사, 2009.1.23



7

Ø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부문만의 성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음

- 금융산업의 성장은 본연의 실물 중개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금융구조 정립이 필요

Ø 금융의 탈중개화로 시스템위험의 촉발요인과 파급경로가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므로, 레버리지, 거래상대방위험, 시장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한 효율적인 규제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

Ø 금융혁신과 겸업화 추세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중개기관과 투자기관간 차별적인
건전성 규제 접근방식은 실효성을 상실

- 규제사각지대 및 규제차익의 제거가 시급한 가운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상업은행의 건전성은 공고히 유지될 필요

Ø 가격생성 및 위험평가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본시장은 은행시스템의
실패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한 재원배분 왜곡과 시스템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증권화 및 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장형 금융거래가 보다 효율적인 금융수단으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가 내포하는 위험이 정확히 인식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금융의 탈중개화, 증권화에 수반되는 금융중개기관의 위험노출이 보다 투명하고
통제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

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서브프라임 위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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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금융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해관계자의 유인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와 투명성 확보가 긴요

Ø 아울러 이종 금융업무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도
보다 강화될 필요

Ø 자본시장과 금융중개기관의 연계 확대는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의 결합을 촉진하며
이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시장유동성과
금융안정성간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을 의미

-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 물가와 경기안정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의
변화를 통해 시스템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

-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기능 뿐만 아니라 시장형 금융회사의 실패에 대응하여
시장유동성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로서의 기능 수행

Ø 실물과 금융의 동태적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의 강화 및 구체
감독수단의 도입이 필요

- 경기순응성 완화와 시스템리스크의 제어를 위한 금융안전망 재구축이 시급

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서브프라임 위기의 교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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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금융시스템 유동성위험의 구조 및 연계

자료: Kleopatra Nicolaou (2009) , ECB WP No.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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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과 교훈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레버리지 행태

자료: Adrian and Shin (2008) , FRB NY Staff Report No. 328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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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G20 Working Group별 주요 의제

Ø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시장의 혁신을 통한 금융효율성 제고 동인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음

Ø G20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감독 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 노력이 진행 중

- 2008. 11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일반원칙과 47개 실행과제를
채택하고, 4개 워킹그룹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여 2009. 4. 2. 정상회담에서 발표

Ø 규제 감독체제의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본 개편안의 수용이 불가피하며
신흥시장국으로서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국내 도입방안이 마련될 필요

구분 주요 의제

WG1 금융건전성 규제 및 투명성 강화

WG2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WG3 IMF 개혁

WG4 WB 및 기타 국제개발은행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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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단기과제 (2009년 3월 31일까지) 중기과제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회계표준기구는 부외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의 취약성을 개선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구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주 요 국 제 회 계 표 준 기 구 는 양 질 의 국 제

단일회계기준 수립작업 추진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금융회사는 국제 관행에 부합토록 위험에 대한 공시

및 손실에 대해 공개

2.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개선
규제체제

-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각국은 자국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 검토

- 모 든 G20 회 원 국 은 IMF 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에 참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 각국 규제당국은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의

단계적 퇴출(wind-down)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검토

- 자본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자본’의 정의에 대한 일관성 확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5대 일반원칙과 중단기 실행과제

(다음 장에 표 계속)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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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단기과제 (2009년 3월 31일까지) 중기과제

2.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개선

건전성 감독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

- 국제 증권규제기구는 신용평가사들의 준법감시를 위해

채택한 기준 및 체제 검토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하며, 금융회사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 감독 및 규제당국은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위험 감축을 위한 조치 마련

- 공 공 에 게 신 용 정 보 를 제 공 하 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registration) 

-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

위험 관리

-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 금융회사는 유동성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조치

마련

- 금융회사는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 금융회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관련활동 지원

- 금융회사는 자발적 노력과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부 인센티브제도 마련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실사 추진

-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ㆍ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

(다음 장에 표 계속)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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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단기과제 (2009년 3월 31일까지) 중기과제

3.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시행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 세계은행과 유엔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4. 국제협력

강화

-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

-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협력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

-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5. 국제금융

기구 개혁

-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 도출

- IMF, 세계은행, 기타 다자간 개발은행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지원

-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다자간 개발은행의

지원은 양호한 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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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G20 WG1 (건전성규제 및 투명성 강화) 최종보고서(2009. 3. 25)의 핵심 권고사항

- 각국의 미시건전성 규제 감독은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감독과
적절히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 및 조정 장치, 시스템
위험에 대응한 효과적인 감독 기제, 국가별 감독기관간 협력체제가 필수적임

- 규제 및 감독의 대상 범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과 시장 및 상품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중요한(material) 금융회사와 시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 접근, 대형복합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확충 등이 요구됨

- 이번 위기로부터 금융시스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금융회사의 자본과 유동성규제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각국은 위기 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본과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거시건전성감독, 규제의 범위, 자본 및 유동성 등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적인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아울러
G20 참여국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체제의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국제적인
검증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규제감독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금융 하부구조의 강화가 필요함.
이러한 하부구조는 금융회사 보상체계, 부외 파생상품 청산기구, 시가평가 및 대손
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신용평가제도의 개선과 국가간 협력 체제 등을 포함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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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WG1 최종 보고서는 13개 부문 25개 과제에 대해 세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주요 부문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권고안 추진주체 목표시점 모니터링 주체

1. 모든 개별 규제당국, 중앙은행, 감독당국, 국제금융기구 및 규준제정기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조적 목표로서 고려하여야 함

각국 재무부, 감독당국, 

중앙은행, IOSCO, IAIS, 

BCBS, IASB, FSF, IMF 등

2년이내
IMF-WB, FSF

2. 각국은 시스템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관 기관간 공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조체제의 구조 및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각국 재무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2년이내 IMF-WB

3. 감독당국은 시스템위험에 대응한 적절한 거시건전성감독 수단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수단은 가급적 단순하며 사전에 결정된 한도나 준칙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이러한 준칙은 관련 금융 유관기관의 공동 위험평가에 의거한 전문적

판단에 의해 보완될 수 있어야 함. 국제적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관련

국제금융기구가 이러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개발하여 제공함. 다음과 같은

감독수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a. 부외거래 위험노출 및 레버리지의 측정을 위한 단순지표를 개발하여

위험가중자본 지표를 보완

b. 금융순환주기를 반영하는 자본규제

c. 모든 가능한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d. 위험평가 및 마진요구에 보다 장기의 표본사용

e.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의 적극적인 활용

각국 규제당국, FSF, IOSCO, 

IAIS, BCBS, BIS, IASB, CGFS

감독수단

개발: ‘09 

가을 (FSF)

집행: 계속

감독수단 개발: 

G20, FSF

집행:

IMF-WB

4. FSF와 IMF는 각국의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체제의 시스템위험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대응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함

FSF, IMF, 개별 규제당국, 

중앙은행
2년이내 G20

1) 금융규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1. 금융규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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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범위

권고안 추진주체 목표시점 모니터링 주체

5.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수단은 각각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일관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개별 금융회사의 군집행동에 의한 잠재적 시스템위험 또한 고려되어야

함. 시스템적으로 중요치 않은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수단도 위험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등록의무 부과 또는 감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각국은 개별 금융회사 등의 실패

가능성 및 시스템위험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 및

감독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중요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수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이러한 각국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정보는 세계적인 공조기구를 통해 모니터링되어야 함.

각국 규제당국, 

중앙은행, IOSCO, 

IAIS, BCBS, FSF, 

IMF

정보수집: 

‘09 가을

시스템 마련:

2년이내

IMF-WB, FSF

6.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수단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레버리지, 연계성, 

자금조달 미스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IMF는 BIS와 FSF 등과 협의하여

각국의 규제당국이 보다 공통되며 일관된 기준에 의해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수단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레임웍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이러한 프레임웍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금융회사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IMF, BIS, FSF '09 가을 G20

7. 대형복합금융회사는 규모, 타 기관과의 상호연계성, 시장 영향력 등 시스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강화된 감독을 필요로 함
감독당국 계속 FSF

8. 각국의 규제범위는 금융혁신과 금융시스템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각국 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는 모범사례와 일관된 접근방법을

권고

감독당국, 중앙은행, 

증권감독기구, FSF, 

IMF

계속 FSF

………… 중략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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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순응성

권고안 추진주체 목표시점 모니터링 주체

12.FSF와 BCBS 등은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고, 위기시 시가평가와 레버리지, 

만기불일치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억제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및 감독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함

FSF, BCBS, CGFS
전략계획:

'09 가을
FSF

13. 회계기준제정기구는 대손충당금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시가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함.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건전성감독기관과 협력하여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합당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

회계기준제정기구, 

BCBS

전략계획:

'09 가을
FSF

권고안 추진주체 목표시점 모니터링 주체

14.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의 악화 등을 반영하여 최소요구자본을 초과하는 추가자본이

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을 통한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기로부터 회복이 가시화되면 최소요구자본에 대한 국제기준, 자본의

질과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완충자본과 대손충당금이 호황기에 추가로 적립되어야 함. 

BCBS는 불황기에 대응하여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축적하기위한 기준과 레버리지의

모니터링을 위해 위험가중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지표를 개발함. 경기회복시까지

최소요구자본에 대한 국제기준은 현 수준을 유지함.

BCBS
BCBS에서

논의
FSF

15. G20 정상들은 바젤 II 자본규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채택을 지지함 감독당국, BCBS FSF에서 논의
IMF_WB,

BCBS

7.  자기자본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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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동성

9.  장외파생상품 하부구조

권고안 추진주체 목표시점 모니터링 주체

16.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은 시장 및 자금조달유동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국경간 금융회사를 포함한 은행들이 충분한 완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제적인 프레임웍을 마련하여야 함. BCBS는 은행의 유동성을

평가하고, 만기구조, 자금조달 다양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행 등의 악화 방지를

위한 감독수단, 기준, 벤치마크 등을 강화하여야 함.

감독당국, 중앙은행, BCBS 2년이내 FSF

권고안 추진주체 목표시점 모니터링 주체

17. 금융회사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신용파생거래의 경우, 중앙청산이 가능하도록 신용파생상품 계약을 표준화하고, 

감독당국은 중앙청산소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금융회사,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2년이내,

계획안은 ‘09 

가을

감독당국,

FSF

18. 중앙청산소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 등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위험관리기준, 운영, 부도절차, 공정한 접근, 투명성 등에서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CPSS와 IOSCO 등은 중앙청산소의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점검함.

감독당국, 중앙은행,

CPSS, IOSCO
2년이내 FSF

…………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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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독 개선 과제별 주요 논의사항

구분 주요 논의사항

자기자본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 최소자본요구량의 확대
- Core Tier 1: 2% → 4%, Tier 1: 4 → 8%, 완충자본 2~3% 
- 증권화상품 포지션 반영, 시스템리스크 대비 등
- 바젤2 필라2를 통한 신용리스크 외 각종 위험대비 자본 확충

경기순응성 완화 - 경기역행적 완충자본금 (호황기 추가자본 적립)
- 바젤2 PD 등 모수 추정시 TTC 방식 적용
-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
- 시가평가회계제도 개선

레버리지 및 유동성위험
완화

- 총레버리지 비율, 핵심 조달비율 등 단순지표 도입
- 단기부채 등 부채구조를 고려한 자본규제
- 금융부문별 레버리지 비율 규제
- 스트레스 테스트 및 유동성 지준제도

규제사각지대 제거 및
금융 투명성 제고

-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기관, 시장, 상품규제
- 부외거래기구 및 헤지펀드 규제 (등록, 정보공개,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 신용평가사 규제감독 강화 및 구조화 상품 신용평가 개선
- 장외파생상품 표준화 및 중앙청산소 설치

보상체계 및 리스크관리
기능 개선

- 이사회 역할 강화 및 장기성과와 위험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 내부통제기능 강화
- 유동성 위험 등 리스크관리 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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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감독체계 개선 과제

Ø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 및 신흥시장국 위험 상승에 대응한 자기자본 확충

- 핵심자본의 확대 등 자본구조의 질적 강화

- 바젤 2 필라 2 프레임웍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리스크 유형에 대한 대비

- 트레이딩 계정,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위험 등에 대한 자기자본 부과 확대

Ø 경기순응성 완화 및 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 경기역행적 완충자본 및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총레버리지 규제 등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감독 강화

- 경기상황에 따른 부동산 등 편중위험 관리방안 마련

- 핵심자금조달비율(예대율 등), 스트레스테스트 등 유동성위험 감독방안 확충

- 외환건전성, 외환유동성 관리기능 확충

Ø 부외거래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강화

- 비은행 부문의 시스템위험 중요도 측정 방안 마련

- 신용파생상품 등 구조화 증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 마련

- 헤지펀드, 부외거래기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제도 마련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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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금융겸업화 및 그룹화에 대응한 금융감독체제 확립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간 차단벽 강화

- 지급결제수단 보유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방안 마련

- 금융그룹 연결감독제도 확충

Ø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

- 공시제도 등 시장하부구조 강화를 통한 가격발견, 위험인수, 매매, 분산기능의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

Ø 거시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리스크 대응 체제 마련

- 금융안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 및 책임 재정립

- 금융안정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력 체제 법제화

- 시스템리스크 통제를 위한 정보분석, 조기경보, 대응체제 확충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감독 개선 과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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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구조

II.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총자산 및 레버리지 증가율



III. 신BIS 협약 Pillar 2

(Supervisory Review Process)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선방향



1.  배 경

Ø 바젤 2가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금융위기의 사전 방지에
과연 효과적인 제도인지에 대해 비판 제기

- 표준방법의 근간이 되는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이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로 크게
저하됨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대두

- 데이터 부족 및 스트레스 상황 발생으로 내부모형의 신뢰성 및 적합성도 의문시

- 거래상대방이나 자회사가 바젤 2 비규제 대상인 경우 시스템위험의 확산 및 사전 방지에
한계

- 바젤 2는 기본적으로 자본적립을 통한 위험완충 장치로서 대형위기시 유동성위험의 확산
등의 대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Ø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G20는 BIS 프레임웍의 지속적인 확장 및 적용을 지지

- BCBS, FSF 등은 바젤 2의 확충을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 특히 감독당국 평가(Pillar 2)와 시장규율(Pillar 3)을 통한 위험통제 기능이 부각될 전망

III.  신BIS 협약 Pil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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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llar 2의 개념 및 기대효과

Ø Pillar 2는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 중 일부(신용, 시장, 운영) 만을 고려하는 Pillar 1의 한계
를
보완하고, 은행이 노출된 모든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자본을 유지 관리토록 하며 이를 점검
평가하는 감독당국의 위험중심 감독기능으로 다음의 4가지 원칙에 기초

기본기본 원칙원칙

추가추가 고려사항고려사항

은행은 자체적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체제를 구축 운영하며, 적정수준의 자기
본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해야 함

원칙원칙 22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체제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하여야 함

원칙원칙 33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요구할 권한을 가지
며 이를 위해 위험특성에 따른 은행별 감독제도를 도입함

원칙원칙 44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시행하며 필요 시 신속한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함

전략/ 평판리스크

금리/ 유동성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신용경감/ 자산유동화 잔여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경기변동 등 외부환경 분석

III.  신BIS 협약 Pil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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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금융기관이 최소 필요자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요구하는
Pillar 2의 강화를 통해 Pillar 1의 미흡성을 보완

Ø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 측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후, 감독당국이
동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감독조치 시행

-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부문의 신용편중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동 위험에 대한
은행의 위험평가 및 이에 상응하는 적정 내부자본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Ø 개별 은행이 노출된 포괄적 위험수준 및 위험관리 역량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적정자본을
유지토록 요구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다 위험인수 유인을 제어

Ø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Pillar 1이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비

Ø 시스템위험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대형 은행그룹의 부실화 및 고위험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 제고

Ø 저위험 은행에 대해서는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고위험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 안정성 확보

Ø 초과 잉여자본의 보유를 통한 금융기관 여신의 경기순응성 완화

III.  신BIS 협약 Pil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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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

Ø BCBS는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바젤 2 보완 방안을
제시 (Proposed Enhancements to Basel II Framework, 2009. 1)

Ø Pillar 1

- 내부등급법의 개선과 투자계정에 대한 자본부과

- ABS CDO와 같은 재유동화 자산에 대해 추가 규제자본 부과

- ABCP Conduit 등 유동성 지원 라인에 대한 자본부과

- 외부평가 유동화 자산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시 및 정보 부재시 추가자본 부과

Ø Pillar 2

-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및 자본계획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 강화

-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특성에 상응하는 추가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강화

-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시

Ø Pillar 3

- 투자계정의 유동화자산, 부외거래기구에 대한 스폰서쉽, ABCP 등에 대한 내부평가방법, 
재유동화 자산, 유동화 자산에 대한 pipeline 및 warehousing 위험노출 등에 대한 공시

III.  신BIS 협약 Pil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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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BIS 협약 Pillar 2

Ø 주요국들은 위기방지를 위한 감독기능 제고를 위해 유동성위험 관리, 스트레스 테스트
등 Pillar 2를 강화할 전망

국 명 Pillar 2 추진방향

호 주
은행은 Pillar2가 정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를 구축하고 적정성 여부를 감독

당국(APRA)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홍 콩
리스크 특성 및 관리능력을 계량화하여 8%하한에 추가자본을 +8%까지 부과하는

방안 시행(‘07)

영 국
은행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ICG(Individual Capital Guidance) 발표('07)

독 일 Pillar2 요건은 강화하되 자동적 추가자본부과보다는 다른 감독수단을 우선 고려

일 본 독일과 유사함

기타국
유럽국가 및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기자본

비율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료: 문종진 (2008)

주요국의 Pillar 2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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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참고 : 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방향

- 바젤위원회(BCBS)는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유동성위험 관리
를 위한 보다 확충된 권고안을 발표 (Principles for Sound 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2008. 9) 

* 동 권고안은 유동성위험의 감수 상한(risk tolerance) 설정, 추가 유동자산의 확보를
통한 적정 유동성 유지, 모든 주요사업에 대한 유동성 비용, 편익, 위험의 배분,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 유동성위험의 정의와 측정, 스트레스 테스트의 설정과 이용을 통한
유동성위험의 관리, 위기시 자금조달 계획, 일중 유동성위험과 담보의 관리, 시장규율
의 제고와 정보 공개 등 유동성위험의 관리 원칙 및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
라인 제시

-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만기불일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강화된 유동성 관리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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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참고 :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방향

- BCBS는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응하여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행 및 감독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본원칙을 발표 (BCBS, Principles for Sound Stress Testing Practices
and Supervision,2009. 1)

* 동 원칙에 따르면 건전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험의 미래지향적 평가, 과거자료 및
모형의 한계 보완, 자본 및 유동성 계획을 위한 정보 제공, 대내외적 의사전달 지원, 
은행의 위험감수수준 설정, 위기 시 위험감축 및 비상계획 마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극한 유동성 상황시 구조화 증권의 가격변동, 헤징전략과 관련된 베이시스 위험,
파이프라인 또는 증권화 위험, 우발적 위험과 자금조달 유동성위험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전통적인 ’외생 시나리오→
거시경제변수→신용․시장리스크‘의 Top down 방식에서 양방향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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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illar 2 

금감원 준비현황

원칙 1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 구축 지침안 마련∙배포

원칙 2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

점검 및 필요시 감독조치
준비중

원칙 3
최저자기자본비율(8%) 초과
자기자본 보유 요구 권한

준비중

원칙 4 사전예방적 감독조치 원칙 3과 연계하여 준비중

4. 국내 추진현황 및 과제

Ø Pillar 2를 통해 은행이 직면한 리스크(신용, 신용편중, 시장, 운영, 금리, 유동성, 전략,
평판리스크 등)와 위기상황 분석이 모두 반영된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절차 구축 추진

Ø Pillar 2 준비상태를 은행 별로 평가하여 내부등급법 등 승인시 반영
Ø 내부자본 적정성과 함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라

감독당국은 추가자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

자료: 문종진 (2008)

감독당국의 Pillar 2 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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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Pillar 2 관리 체계를 금감원 RADARS에 반영함으로써 상시 감시체제 확립

- 금감원은 리스크중심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종합평가
를 통한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에 활용하기 위해 ‘06. 1월부터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제도(RADARS;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 시행 중

* 은행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를 위해 주요 영업활동을 10개로 세분하고 각
영업활동별로 노출된 고유리스크 규모와 동 리스크에 대한 관리수준을 계량 및
비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체제

Ø RADARS 평가 결과에 따르는 추가자본 부과 여부 및 부과 방법에 대하여 실행안 마련

구성요소 내 용

영업활동(10)
소매금융,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이딩, 트레져리, 신탁, 지급/결제, 

전자금융과 IT부문, 내부감사, 기획/리스크관리

고유리스크(5)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운영리스크

리스크관리수준(4)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적절한 정책․절차 및 한도의 설정,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내부통제

금감원 RADARS 구성

자료: 금감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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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국내은행은 Pillar 1 준비 등으로 아직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체제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등 Pillar 2에 대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

Ø 신용편중리스크

- 측정방법론 등은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 중이나,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Ø 유동성리스크

- 감독지도비율인 유동성비율, 만기불일치비율 등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측정방법
및 내부자본과의 연계방안 등이 미수립

Ø 전략/평판리스크

- 주로 운영리스크 관리방식을 활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나,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Ø 신용경감, 자산유동화 잔여리스크 등

-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Ø 일부 개별 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분석 결과의 자본
연계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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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그룹 단위의 내부자본 관리를 위하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의 주요 리스크와 필라 1에서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잔여
리스크(금리, 신용편중, 유동성, 전략/평판 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주요
리스크 및 잔여리스크에 대한 한도 설정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항 목 설 명

가용자본 가용자본 = 기본자본 ( Tier1 Capital ) – ( Expected Loss – 충당금 )

신용리스크
[( 2007년 기준 자산 + 2008년 자산성장률을 감안한 자산증분 )의 Credit VaR ( 99.9% 신뢰수준 )] +          
경기순환주기대비 10% 버퍼 + 5% 유보자본

시장리스크 사업본부 상품운용계획을 감안한 일반시장리스크( 10일기준, 99.9% 신뢰수준 )×3.75 + 개별리스크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 신뢰수준 99.9%, 과거 5년 손실데이타 기반 ] + 버퍼 [ 표준방법에 의한 운영리스크량 -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량 ]

금리리스크
금리 VaR × ( 1 + 2008년 자산성장율 ) + ( 금리 VaR 표준편차 × 2.33 )
※ 금리 VaR = BIS 표준 framework에 의한 금리 VaR ( 금리 충격 200bp )

신용편중리스크
[( 2007년 기준 자산 +  2008년 자산성장률을 감안한 자산증분 )의 신용편중 VaR (= ES – EC ) ] ×
자본적립비율 + 경기순환주기대비 10% 버퍼 + 5% 유보자본

유동성리스크
유동성 VaR + ( 연간 유동성 VaR 표준편차 × 2.33 ) 
※ 유동성 VaR =(유동성과부족금액×직전 1개월간 CD평균금리÷12)÷ 직전 1개월 3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III.  신BIS 협약 Pillar 2

국내은행의 내부자본 한도 설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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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금융그룹 연결감독

(Consolidated Supervision)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선방향



1.  배 경

Ø 금융그룹의 위험 수준은 개별 자회사가 보유하는 위험의 단순한 총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영업의 상호의존성, 수익의 상관관계, 위험의 전이, 분산, 파급
양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됨

- 따라서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금융그룹의 효율적 위험통제 또한 어렵게 됨

-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위험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대출상품과 유가증권 등 기존의
업무 및 상품 구분을 초월하여 전이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Ø 향후 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서 인식하고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연결감독이 강화될 전망

- 금융산업의 통합 및 그룹화 추세에 대응하여 미국, EU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금융그룹의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

- 96년 BIS내에 설치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대한 공동포럼’(Joint Forum on Financial
Conglomerates)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99년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거래 규제, 위험전이의 방지 등을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각국에 권고

IV.  금융그룹 연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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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감독의 개념

Ø 금융그룹 감독의 기본적인 원칙은 금융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가정하고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결기준에 의해 감독을 시행하는 연결감독
(consolidated supervision)이라 할 수 있음

Ø 연결감독은 그룹 내외의 위험 전이, 자회사별 규제 격차를 이용한 그룹 내부거래, 금
융
그룹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감독 대상으로 포괄하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solo supervision)과 보완적으로 실시되는 별도의 감독체계

Ø 연결감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결감독을 위한 하부구조의 정립과 더불
어
위험의 상호파급 관계 등에 대한 내부 위험관리자 및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핵심 요소

- 연결감독에 대한 법ㆍ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뢰성 있는 연결기준의 재무정보 생산

- 연결기준의 정량적인 감독기준 설정

- 그룹전체를 유기적으로 보는 감독정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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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그룹의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

Ø 금융그룹의 경우 모ㆍ자회사간 자본의 이중사용(double gearing) 및 이를 통한 차입으
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과다해질 수 있으며 이는 그룹전체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침

- Joint Forum은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 다음 세 방식 중 하나를 통해 조정 권고

① 빌딩블록 접근방식 (Building Block Approach)
- 그룹내 계열사간 부내외거래 등을 제거한 연결기준의 재무제표를 계열사별로 분리
- 권역별 감독기준에 따른 계열사별 요구자본액을 산출하여 실제자본과 비교

② 위험기준 합산방식 (Risk-based Aggregation Approach)
- 그룹차원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개별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계열사별 요구자본액을 산출한 후 그룹전체의 실제자본과 비교
- 자본의 이중사용 방지를 위해 상향/하향 자본 조정

③ 위험기준 차감방식 (Risk-based Deduction Approach)
-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위험기준 합산방식과 유사하나 모회사 관점
- 모회사의 자기자본으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차감하여 조정자본 산출
- 조정자본에서 각 계열사의 잉여 및 부족액을 가감
- 최종 조정자본에서 개별 기관 감독시 요구자본량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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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 과제

Ø 우리나라는 연결감독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그룹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은행지주 및 증권지주사 그룹의 경우 그룹을 하나의 감독대상으로 보는 연결감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험지주사, 모자회사금융그룹, 산업자본과의 혼합금융그룹 등에는 아직
연결감독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Ø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연결감독제도

- 경영실태평가제도: 기존의 LOPECM* 방식에서 그룹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미국 형 RFI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위험전이-임팩트) 방식으로 개편, 현재 시범
평가단계를 운영 중이며 내년 중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주력자회사(L), 여타자회사(O), 금융지주회사(P), 연결수익성(E), 연결자본적정성(C),
경영관리능력(M)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제도

- 그룹리스크평가제도: 업권 별로 시행 중인 리스크평가제도(예: 은행의 RADARS)와 유사한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통합리스크 평가제도로서, 그룹의 주요 영업활동별 리스크량 및
관리수준 평가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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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정성 규제: 은행지주회사 그룹의 경우 종래의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규제｣
가 은행계 모자회사그룹에 대한 감독방식과 상이하고 국제적 정합성도 부족하여, 06년말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 도입

*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BIS기준(바젤 1) 자기자본(기본
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이상 보유토록 하는 제도

* 미국 (Regulation Y), 일본(은행법 52조 25) 등 은행지주회사에 그룹 BIS비율규제 적용
*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 (100% 이상)

Ø 모자회사 방식의 금융그룹, 혼합금융그룹 등 지주회사 외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신용공여한도 등 그룹을 감독단위로 하는 연결감독체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 복합금융그룹에는 금융권역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경우
단지 모회사를 중심으로 일부 연결기준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별 모회사
중심의 금융권역별 금융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컨대 모자은행의 경우 회계장부 작성 및 공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회사를 연결토록 하고 있으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및 유동성비율의
산정 등 건전성지표의 산정에 있어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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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각종 비율규제,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상 전 영역에 걸쳐 연결감독을 규정화할 필요

Ø 특히 산업자본과의 연계에서 비롯한 비금융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
자본과 연계된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제도 도입이 중요한 과제

- 기업집단에 소속된 혼합그룹의 경우 모그룹 전체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감독대상 범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연결감독의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

Ø 연결감독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종영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
그룹에 대한 연결검사 및 연결자료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실시 등의 감독수단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연결감독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도 시급한 과제

* 참고) 금감원의 금융지주회사 그룹 연계검사 내용

- 지주회사: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 관리, 시너지제고 전략, 자회사관리 실태 점검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내부거래 적정성 및 리스크 취약분야 위주로 점검



V.  거시건전성 감독

(Macro-Prudential Regulation)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선방향



1.  배 경

Ø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는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미
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 미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간 상호 신용위험 노출과 전염 등에 의한 연쇄 도산이
시스템위험의 주요 원인이며,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금융 안정성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

-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위험보다는 자산가격의 급락,
대외 공급충격, 환율정책 실패 등 외생적 요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음

Ø 특히 금융회사 여신행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외생적 충격요인을 증폭시켜 금
융과 실물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불균형의
누적과 급작스런 조정과정을 야기

- 아울러 바젤 2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은 미시건전성 감독이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V.  거시건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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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Ø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과정을 의미

- 경기순응적 여신행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과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과다 차입 등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경기,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충격이 금융
안정에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

*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경기상황이나 금융회사의 중요도에 따른 감독기준 차등화

* Cross-sectional dimension : 개별 기관보다는 시스템 전체에 초점
→ Systemic dimension of risk (interdependence/correlations)

* Time dimension : 금융과 실물간 상호작용(interaction)에 초점
→ Endogenous dimens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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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cro & micro-prudential perspectives compared 

 Macro-prudential Micro-prudential 

Proximate objective 
limit financial system-wide 

distress 

limit distress of individual 

institutions 

Ultimate objective avoid output (GDP) costs 
consumer (investor/depositor) 

protection 

Model of risk (in part) endogenous exogenous 

Correlations and 

common exposures 

across institutions 

important irrelevant 

Calibration of 

prudential controls 
system-wide distress; top down 

risks of individual institutions; 

bottom up 

 자료: Bori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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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 감독기준 운영: 재무건전성기준, 각종 한도규제 등
. CAMELS, 동류그룹분석, 적기시정조치

거시 금융환경(실물경제,금융시장)

금융회사 A

금융시스템에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상호 연계성 분석

금융시스템

▶ 거시금융환경 변화 모니터링
▶ 경기대응적 감독기준 운영
▶ 금융회사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등

연계성 분석

금융회사 B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집단적 영업행태

금융시스템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48자료: 도보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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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수단

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한은, 기획재정부)과 거시건전성 감독(금감위, 금감원) 담당기
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견제장치 제도화

- 관련 협의체의 시스템리스크 판정 및 정책수단 조합 활용

Ø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확립 및 강화

- 금융안정성지수(FSI), Stress Test 모형,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및 구축

-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신용위험 모니터링 모형 개발

Ø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감독기준 도입

- 경기역행적(counter cyclical) 완충자본 부과

- 동태적 대손충당금 및 동태적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Ø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감독기준 차등화

- 대형기관, 고 레버리지, 고 유동성위험 기관 등에 보다 엄격한 기준 - Pillar 2

Ø 생산된 정보의 공유 확대

- 정부, 금융회사,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경제전반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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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결 과제

Ø 객관성, 적시성, 투명성, 일관성이 뒷받침된 감독기준의 확립

- 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잦은 감독기준 변경이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율적
위험관리능력 발전을 저해하며 규제관련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소지

Ø 감독정책의 경기대응적 활용 및 규제유예 가능성 배제

Ø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 평가 문제

Ø 동태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현행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문제

- 현재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자산의 실제가치에 대한
재무제표 정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고 재량적 조작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

- 대손충당금 추가부담을 피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왜곡 가능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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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자료: 강동수 (2006)

Ø 정상채권에 대한 일반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 이외에 대출채권 전체의 장기 예상손실률을
감안하여 동 손실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지칭 (2007 스페인에서 처음 도입)

- 부실채권의 발생은 감소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호황기에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부실채권
발생이 증가하여 신용위험이 현재화하는 불황기에는 감소 또는 소진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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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금융산업 모형 개별회사 모형

위기수준

평가모형

장래부실

예측모형

위기수준

평가모형

장래부실

예측모형

①위험지수

(Risk Index)
②위기선행지수

(Leading Index)
①위험지수

(Risk Index)
④자본적정성

예측모형

③통계CAEL ⑤신용등급

예측모형

⑥부도확률모형

(EDF)

[참 고]  금감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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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자본금 규제의 변화 조류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선방향



1.  논의의 배경

Ø 위기상황과 외부효과(externality)

- 위기발생시 금융회사의 대응 옵션

• 증자

• 자산축소(deleveraging)

- 금융회사 증자의 어려움

• Debt overhang Problem

• Bad Signal Hypothesis 

- 자산축소 à 부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 발생

• 자산의 헐값 매각(Fire Sale of Asset): vicious cycle of deleveraging

예) Greenlaw, Kashyap, Shin(2008) 등

• 신용경색(Credit Crunch)

VI. 자본금 규제의 변화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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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개별적 사전 건전성 규제의 한계

- Basel II

•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방지

(예금자보호, 자산별 위험측정 후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금 보유 의무)

• 위기상황시 à 외부효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발생

• 금융감독 측면의 구성의 오류

- 바이러스성(viral) 금융혁신

• 금융혁신의 새로운 변형(mutation)

•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노력

-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의 발현

Ø 감독당국의 대응

- 시스템적 위험을 고려한 자본금 규제의 설정

• 시스템적 손실 흡수능력 확충, 경기순응성 완화

- 사후적 외부효과의 최소화

• 위기 징후시 금융회사 자본금의 자동적 확충

VI. 자본금 규제의 변화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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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yclicality of Financial System

자료: Greenlaw, Kashyap, Sh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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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국내금융회사의 자산증가율 vs. 레버리지 증가율

(0.25000)

(0.20000)

(0.15000)

(0.10000)

(0.05000)

0.00000 

0.05000 

0.10000 

0.15000 

0.20000 

(0.02000) 0.00000 0.02000 0.04000 0.06000 0.08000 0.10000 

-0.04

-0.03

-0.02

-0.01

0

0.01

0.02

0.03

0.04

0.05

0.06

-0.02 -0.01 0 0.01 0.02 0.03 0.04 0.05 0.06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1 0 0.1 0.2 0.3 0.4

[ 비은행 ]

[ 증권 ] [ 보험 ]

-0.2

-0.15

-0.1

-0.05

0

0.05

0.1

0.15

0.2

0.25

0.3

0 0.01 0.02 0.03 0.04 0.05

VI. 자본금 규제의 변화 조류

57



2.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금 규제

Ø 시스템 리스크와 연계된 금융회사의 자본금 규제 (systemically sensitive capital 

requirement)

- 개별회사의 자본금 규제시 시스템 리스크 고려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기관

• 규모가 큰 기관, 단기부채로 자금조달이 많은 기관, 레버리지가 높은 기관 등

• fire sal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시스템리스크 가중 요인이므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임

• 결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본금 규제 필요

- 감독당국의 고려사항

• Benefit(강화된 자본금 규제로 인한 외부효과 축소효과)과 Cost(강화된 자본금 규제로

인한 은행의 활동 위축효과)간 균형

• 국가간의 형평성 유지 필요: 완화된 규제를 가진 국가로의 업무 쏠림 현상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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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자본금 수준의 결정: 미국 상업은행의 자본금 비율(184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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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자본금 규제의 구체적 논의

- Turner Review (FSA 09)

• Core Tier 1(common equity + retained earning): 2% à 4%

• Tier 1 (+ preferred stock): 4% à 8%

• 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 위험가중 자산의 2~3%

• 동태적 충당금 제도의 도입

• 유동성 규제:  Core Funding Ratio (retail deposit, medium term notes, covered bonds)

• 레버리지 규제: 총 레버지리 비율 규제 도입

- Geneva Report on the World Economy (ICMB and CEPR 09)

• Modified CAR (Capital Adequacy Requirement)

= Basic CAR * System Risk Factor (레버리지,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신용팽창)

• System Risk Factor=0.5(불황기)~2.0(호황기)

• Quantitative Impact Study를 통해 System Risk Factor에서 레버리지,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신용팽창의 비중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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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파산절차 용이화 (Pre-packaged Bankruptcy)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파악(identification)이 중요

- 감독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을 시장에 공표

- 파산계획(dissolution plan)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

-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단순화하고 슬림화하는 효과 기대

Ø 가급적 시장이 자본금 상태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은행의 CAMELS 검사내용을 시장에 공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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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

Ø 금융회사의 보조적(complementary) 자본금 규제로서 distress 상황 발생시 금융회사의

자동적인 자본금 확대를 목적

3-1. RCD (Reverse Convertible Debenture)

Ø 정의 : 금융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산정된 시장 자기자본비율(market 

capital ratio)이 사전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채권이

해당 금융회사의 현 주가수준에서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는 채권

(Flannery, Mark J.,(2005), "No Pain, No Gain? Effecting Market Discipline via

Reverse Convertible Debenture", Capital Adequacy Beyond Basel: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Oxford Univ. Press)

- C.F.)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전환조건, 전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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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RCD 의 사례

- 가정

• 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시장가치(market value)로 평가

• 은행의 주가는 정확하게 은행의 가치를 반영

• 은행의 의무적 최저 시장자기자본비율: 8%, 

자산대비 역전환채권비율(RCD/Asse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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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RCD 의 단점

1. RCD의 주식전환시 주주구성의 변화(governance structure interference)

2. 은행 소유구조 변동에 따른 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사전적 규제 불가능

(fit and proper test)

3. 과다한 채권 발행 비용 가능성: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4. 개별은행의 주가에 연동되므로 투기자의 주가 조작 가능성 및 해당은행 주가에

noise를 줄 수 있음

- 예) 전환이 예상되면 해당주주의 dilution effect로 인해 주식가격의 하락이

증폭될 가능성(self-fulfilling effect)

5. 은행 주주 및 경영진의 moral hazard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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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본금 보험 (Capital Insurance)

Ø 정의: 금융회사들이 사전적으로 자본금 보험에 가입한 후 전체 금융회사의 대손상각

합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보 금융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자동적으로 자본금이 확충

(Kashyap, Rajan, and Stein, "Rethinking Capital Regulation," Proceedings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Symposium at Jackson Hole, 2008)

Ø 특징

- 보험 인수자: 펜션펀드, 소버린펀드

- 보험 인수자는 보험금을 custody account (lock in box)에 적립해두었다가 보험사고

가 발생하면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치 않으면 보험금 회수

- 보험가입 금융회사는 보험료를 인수자에게 지불

- Trigger event: 보험을 가입한 해당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여러 분기에 걸친

대손의 합계가 사전적으로 정한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 보험금지급: Trigger event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은 대손합계에 비례해서 지급

- Staggered Maturity: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 1/5 씩 새로운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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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자본금 보험의 사례

- 총 10조원 보험금 보험가입: 2조원 보험금 보험 5개 순차적 가입

- 4분기 누적대손: 가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전체의 4분기 누적대손
(4분기 moving window)

- Trigger: 100조원, 최대보험금지급 누적대손: 2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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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자본금 보험의 장점

- 보험가입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 보험금 지급에 따른 주주구성에 변화가 없음(no ownership structure change)

Ø 자본금 보험의 단점

-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해이 유발: 시스템적 위기에 둔해짐

- 실제로 대손이 발생치 않는 우량은행만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대손이 발생한

불량은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à 우량은행만 자본이 확충되는 사례가

발생 가능

- 인수자의 문제

• 가격결정의 어려움

•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

• Staggered Maturity의 구조로 다수의 보험을 연속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보험의 가격이 급등하여 보험갱신이 불가능

• 자생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부 이외에는 인수자가 없고 결국

가격결정 문제(즉,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비율)로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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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본규제용 변종증권(Regulatory Hybrid Securities)

Ø An Expedited Resolution Mechanism for Distressed Financial Firms: 

Regulatory Hybrid Securities (Squam Lake Working Group 2009)

Ø RCD 와 유사한 개념
- 사전적으로 금융회사는 변종증권을 발행토록 감독당국이 유도
- 평상시에는 장기채권(long-term Debt)의 성격
- 금융시스템과 채권발행 금융회사가 동시에 위기 징후가 있을시에는 자본금으로

변환

Ø 두 가지 변환요건(Two fold trigger)의 동시 충족 필요
- Systemic Trigger: 감독당국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상황이라고 선언
- Bank Specific Trigger: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시 체결한 약정(covenant)을 위반

하는 상황 (예: Tier I 자본금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
- 두 가지 변환요건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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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채권의 자본금 전환비율(conversion rate)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
- 채권 및 주식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일정비율로 전환하는 방법:

RCD경우와 유사하게 주가조작(manipulation) 및 은행경영진의 역선택 문제 발생 가능
-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일정량의 채권이 일정량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은행이 distress 상황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역선택 문제 발생 가능

Ø 감독당국의 자의적 위기발생 요건 작동의 가능성
- 특정 금융회사의 bank specific trigger 작동여부에 따른 system trigger 요건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

Ø 구체적인 채권 발행 요건, trigger의 디자인, 전환비율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 채권이 발행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고
- 감독당국이 의도하는 데로 위기발생의 일부 비용을 공적자금이 아닌 사적 금융시장의 채권

투자자들이 감당토록 하고
- 감독당국의 자의적 system trigger 발동이 배제되고
- 전환에 따른 해당 채권/주식시장의 조작 및 경영진의 역선택 문제 등이 발생치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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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주 마진 콜 (Margin Call on Shareholders)

Ø Oliver Hart (Harvard Univ.) and Luigi Zingales (Univ. of Chicago)(2009)

Ø 주식투자자의 Margin Call 제도를 은행의 주주들에게 적용
- 주식투자자의 융자 계정(Margin Account)의 보유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당함(Margin Call)
- 은행의 주주들도 은행 보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은행이 정상

상태에서 distress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Margin Call 이 요구되면서 추가적인
자본금을 납입(new capital injection)하여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은행을 인수하여 파산시킴

Ø 시장에 근거한(Market Based) Margin Call Trigger
- Margin Account: 보유주식의 시장가격과 융자금액의 비율에 의해 결정
- 은행: 은행의 CDS spread가 사전적으로 정해진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Margin

Call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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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단점

- CDS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심도(depth)가 깊지 못하여
은행의 자본금 보유 기준을 CDS spread 에 근거하여 책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

- 특정 거래자(예; 대형 헤지펀드)가 CDS 시장에서 소수의 거래를 통해
해당 은행의 Margin Call Trigger를 조작할 가능성

Ø 평가

- 시장 가격의 일종인 CDS시장에 의한 은행의 자본금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

- 현실적으로 동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DS 시장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장 조작의 다양한 부작용 발생할 수 없어야 한다는
강한 전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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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발적 자본확충 계약 (Contingent Capital Injection Contract)

Ø 우발적 자본확충 계약
-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 (정부 vs. 은행)
- 은행의 자발적 선택사항 (Opt-in Basis)

Ø 3단계의 은행자본비율
- K(min)=8% : 국제적 감독기준에 맞춘 최소한의 자본금 비율
- K(rec)=10% : 완충적 자본금을 포함하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권장자본금 비율
- K(rec+)=12% : 투입된 정부자금의 회수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비율

Ø 은행의 선택
- 은행은 권장자본금 비율 K(rec) 이상을 유지할 의무
- 만약 자본금 비율이 K(min)<자본금비율<K(rec) 가 되는 경우 즉각 권장자본금

비율을 유지하도록 자체적 증자를 하든지, 또는 정부와 우발적 자본확충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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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계약의 내용

- 우발적 자본확충 계약 체결만으로는 아무런 현금흐름이 발생치 않음

- 자본확충의 발동요건(Trigger)

• 예) 거시경제지표(e.g. 경기동행지수) 조건이 일정수준으로 악화되고 자본확충

계약을 체결한 은행들의 대손상각의 합이 사전적으로 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

• 감독당국이 금융위기로 인해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지표를 개발가능

- Trigger 발동시 은행은 자동적으로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정부가 하이브리드

채권을 매입(자동적 자본금 확충)

-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규모: 은행 자본금비율이 권장비율 K(rec)을 충족시키는 수준

- 하이브리드 채권은 만기 30년 이상 장기채로 tier I 자본금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의

자본금비율은 자동적으로 K(rec)수준으로 상승

- 하이브리드 채권의 부대조건: 일정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되 계약체결 은행의

자본금 비율이 권장비율을 초과하는 K(rec+) 수준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우선주

(preferred stock)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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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계약의 내용 (계속)

- 전환된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을 보유하여 배당금으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

- 투입 공적자금의 회수 기준: 

• NPV(하이브리드채권 매입금액) = 

NPV(전환이전의 채권이자 + 배당금) + 위험프리미엄

• 위험프리미엄의 산정방법?

- 공적자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전환된 우선주는 존재

- 하이브리드 채권의 만기시까지 은행의 자본금비율이 K(rec+)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공적자금이 완전히 회수되지 못한 경우: 

• 순 현금흐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회수된 공적자금 만큼을 만기시 은행 주가에

기준하여 보통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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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우발적 자본확충 계약의 장점

- 계약 상대방이 정부

• 시장소화 문제가 발생치 않음

• 채권발행 시 가격산정 문제가 발생치 않음 (공적자금의 사후 정산)

- 우발적(contingent) 성격

•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은행은 아무런 현금흐름이 발생치 않음

- 은행의 주주구성에 변화가 없음(No governance structure interference)

• 은행 주주의 자발적 계약 동의 용의

- 투입 공적자금의 명확한 회수계획(Clear exit plan)

•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 확보 용이

- 해당은행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계약발동 조건의 적절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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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우발적 채무계약의 단점 및 개선방향

-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은행이 최종적으로 도산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문제

• 도산이 체계적 위험을 유발하는 대형은행들에 국한하여 계약체결? 

-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문제

• 위험 프리미엄의 상향조정을 통한 회수금액의 상향조정?

• 일정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경우 우선주를 일반주로 조기 전환하는

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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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우발적 채무계약의 단점 및 개선방향

- 시장에 근거한 resolution mechanism이 아닌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한 것이므로

사후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bail out 과 유사한 제도라는 비판

•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나 만족할 만한 Market based

recapitalization scheme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성격

• 감독당국이 동 제도를 잘 운영하여 위험 프리미엄을 통한 회수금액이 장기적

시장투자 수익률에 상당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시 공공부문과 사적 투자자

(private investors)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partnership 투자 프로그램

검토 가능 (예; 일본의 재해보험) à 우발적 채무계약의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적정가격(fair price) 발견 기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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