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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유동성 규제기준의 논의내용과 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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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유동성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게 되었다. 새로운 유동성 규제기준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 년부터, 순안정조달비율은  

2018년부터 활용될 예정이다. 유동성 규제가 도입된 것은 그 동안 

금융환경 및 은행의 영업행태가 크게 변화하여 유동성위험이 

증가하였지만 기존의 금융규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유동성규제기준의 정의와 그 

논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동성 규제 

도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 및 유동성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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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된 2007년 이후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목표는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각종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규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그 동안의 금융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적정성이 안정적인 은행들도 

유동성(liquidity)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도 유동성 

위기가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즉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이 원만히 기능하고 안정적인 은행의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 이전에는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일순간에 유동성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금융시스템의 작동이 멈추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태는 

은행들이 유동성위험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도 유동성규제 감독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규제가 

중요한 규제개혁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2010 년 12 월 바젤 III 유동성 

규제의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는 1980 년 후반 이래 오랫동안 중단되어온 국제적인 

유동성규제기준의 도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바젤위원회는 2008 년  

9월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있어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원칙과 감독당국의 

역할을 규정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건전성 원칙’을 발표하였다.  

나아가서 바젤위원회는 그 동안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국제적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다.  한편, 2009 년 4 월 개최된 G20 

런던정상회의는 바젤위원회와 각국의 정책당국에 대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을 2010 년 말까지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국제적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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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바젤위원회는 2009년 12월 자본규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 방안(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과 함께 2 개의 국제적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동성리스크의 측정, 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은행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바젤위원회 

내부적인 계량영향평가(Quantitave Impact Study: QIS), 그리고 회원국간 치열한 

논의 등을 거쳐  2010 년 7 월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이하 GHOS 회의)에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broad agreement)를 이루었다.   

이어 바젤위원회는 2010 년 11 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2010 년 

12 월 공개초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바젤 III: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rule 

text)
2
’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로써 G20 런던정상회의로부터 약 1 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은행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마무리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입된 바젤 III 유동성 규제기준의 중요내용 및 

도입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규제도입의 효과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장에서는 바젤 III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위기 이전 유동성 규제기준에 

대한 논의와 변화된 금융환경 및 유동성리스크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한다. 

III 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유동성 규제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단기적 유동성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의 지표로서 순안정조달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유동성규제기준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동성규제기준 도입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을 지적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2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및 “Basel 

III: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anag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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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바젤 III  유동성규제기준의 도입 배경 

 

1. 유동성리스크의 의의 

 

바젤위원회는 유동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BCBS 2008)  즉, 

유동성은 자산증가와 채무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유한 기능은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에 

있으며, 이러한 기능에는 향후에 필요하게 될 유동성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 즉 

유동성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유동성리스크는 크게 조달유동성  

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로 

구분된다. 조달유동성 리스크란 은행의 재무상태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현재 및 미래의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필요 

현금흐름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유동성 리스크란 시장붕괴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으로 보유 

포지션을 상쇄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동성리스크의 측정·관리를 위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사용하여 온 유동성비율지표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법(balance sheet liquidity asset approach)으로서 유동성 위험(총부채 

또는 유동부채 등)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방식이다.  

동 비율은 특정 시점에서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쉽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동성리스크의 중요 요소인 기간별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현금흐름매칭법(cash flow matching approach)으로서 특정 

기간별(예: 1 주 또는 1 개월) 현금 유출입 불일치 규모의 최대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 방식은 첫번째 방식과는 상반된 장단점을 갖는다.  즉, 

유동성리스크에 기간별 현금흐름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동자산의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현금유입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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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혼합법(mixed approach)으로서 특정 기간내 

순현금유출(현금유출-현금유입)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혼합법은 상기 첫번째 및 두번째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가 

바젤 III 의 일환으로 새로이 도입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바로 이 혼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젤위원회가 

2006 년도에 글로벌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조사(BCBS 2006)한 바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주로 유동자산법을, 은행 및 보험회사들은 현금흐름매칭법이나 

혼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금융위기 이전부터 글로벌 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 

관리기법, 특히 혼합법에 의한 선진적인 기법을 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 년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신용위기가 극심한 유동성위기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동성 

규제기준을 적절하게 강화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적 유동성 규제기준의 부재3
 

 

바젤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지급능력(자본충실도)과 유동성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은행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둘 

모두가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1975 년 2 월 개최된 1 회 바젤위원회 

회의에서 초대 의장인 George Blunden 는 바젤위원회의 주요 목적이 ‘은행의 

지급능력(solvency)과 유동성(liquidity)의 제고’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1980 년 6 월 제 19 차 회의에서 당시 의장인 Peter Cooke 는 ‘국제영업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논의를 바젤위원회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은 동시에 논의되고 규제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84년 바젤위원회 산하에 유동성그룹을 창설하고, 

동 그룹에서 유동성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유동성그룹은 

                                                 
3
 이 절의 내용은 바젤위원회 내부자료인 “History of BCBS” 중 “제 9 장 Liquidity”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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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보고서를 바젤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을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상업은행들이 시장매도가 용이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를 위주로 하는 종전의 자산기반의 유동성(asset-based 

liquidity) 관리전략에서 도매금융시장에서의 차입에 의존하는 부채관리형 

유동성(liability management liquidity) 관리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었다.  단기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는 유동성 

관리전략은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동성그룹은 

은행들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유동자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은행들에게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국 감독당국이 독자적으로  

유동성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동성그룹은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유동성에 대하여도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제기준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생존기간’ (survival time)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생존기간은 뱅크런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보유 

유동성이 고갈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시 자본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음에 반해 유동성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그리고 바젤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일관된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주장에 대하여도 시기상조임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1986 년 새로운 유동성그룹이 창설되었으며, 

이 새로운 그룹은 1987년에 새로운 보고서를 바젤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첫째,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생존기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의 순서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즉, 글로벌 상업은행들은 ‘위기기간(critical time horizon)’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 동안 순현금유입이 양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연준의 검사역들이 은행의 

유동성 적정성 평가시 사용하는 방식, 즉 커버리지비율(30일 또는 90일 등 일정 

기간내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단기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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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젤 III 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이러한 접근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일관된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이전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데이타의 

비일관성 및 획득의 어려움, 각국의 상이한 제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동성 

개념의 부재 등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4
.  다만, 단순한 유동성 기준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시험적으로 운용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자본규제기준의 도입 

노력과 보조를 맞추어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도 국제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우선, 미국 상업은행들의 유동성 관리 전략이 

부채관리형 유동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의 규제당국이 종전의 유동성그룹 

보고서에서 주장한 자산기반의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에 매우 부담을 

느꼈다는 점이다.  둘째, 각국의 규제당국은 기존의 국가별 유동성 규제기준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에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적격담보자산에 대한 기준설정 등으로 은행시스템내 유동성 

관리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독자적인 관행과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당시 G-10 회원국들은 

국제자본협약의 도입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유동성 문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저축대부조합 위기 등으로 

자본적정성의 제고가 당면한 현안과제였던 반면에 유동성에 관한 어떠한 위기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유동성의 

경우에는 자본협약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결여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자본협약이 신용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의 보유 유인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동성 규제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수행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한 몫 하였다.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지급능력과 유동성 

                                                 
4
 물론 자본규제기준에 대하여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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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라는 낙관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유동성 규제기준의 강화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의 재량에 의한 

규제기준의 강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제적 합의없이 특정 

국가만이 유동성 규제기준을 강화할 경우 자국의 은행산업은 심각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07 년 전세계적인 

유동성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전세계 어떠한 규제당국도 유동성 

규제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글로벌 상업은행의 유동성비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3. 금융환경의 변화와 은행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의 변화 

 

2000 년대 들어 금융혁신과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의 성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었다.  첫째, 자금의 

조달측면에서 은행들은 CP, RP, 기타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한 도매자금조달을 

이전보다 더욱 확대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예금을 통한 소매조달자금만으로는 

2000 년대 들어 급격한 팽창세를 보인 신용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함께 글로벌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저금리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였다는 공급측면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소매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높다는 취약성을 

가진다.  위기상황에서 단기금융시장은 만기의 단기화, 프리미엄의 상승, 

그리고 심지어는 유동성 공급의 거부 등이 발생하며, 이는 은행에 새로운 

유동성리스크를 초래하는 것이었다(BCBS 2008).  

둘째, 자금의 운용측면에서 은행들은 단기유동성 자산의 보유 비중을 

축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단기금리 하락에 따라 유동성 

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함께 양호한 금융시장 상황 

하에서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비유동성 자산의 유동성 자산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였다는 점이 그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은행들은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비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다가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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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조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한 유동성 조달(liquidity through marketability)은 2007 년 이전까지 개별 

은행의 관점에서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모든 은행들이 동시에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자산의 확보에 나서게 

되자 이 전략의 유효성이 급격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FSA 2009).  

셋째, 증권화, 담보거래, 복잡한 구조화 상품 등 금융혁신 내지 금융거래 

관행의 변화이다.  이러한 금융혁신은 도매금융시장에서의 단기자금조달과 

비유동자산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전략을 가능하게 한 물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혁신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증권화 5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대출자산의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유동화는 자산의 풀링(pooling), SPV에 풀링자산의 매각, 신용등급 평가, 유동화 

증권의 발행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정상적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유동화 과정이 지체되면서 은행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비유동성 

자산이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유동화 자산(ABCP 등)은 

우발적 유동성리스크(contingent liquidity risk)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유동화 자산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건 발생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liquidity backstop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은행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유동성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거래관행이 담보를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담보의 이용이 급증하였다 6
. 이러한 담보이용의 증가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축소를 통한 유동성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위기상황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추가 담보 요구 등으로 

인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특히 조달리스크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CDS 등 복잡한 구조화 금융상품은 

                                                 
5
 증권화는 30 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00 년대 들어 그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권화의 확산으로 인해 상업은행의 영업모델이 전통적인 Lend-and-Hold 

모델에서 벗어나 Originate-and-Distribute 모델로 이동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6
 리스크 경감수단으로 담보의 이용, 레포거래, 쌍무담보약정(bilateral collateral agreement), 

재담보(rehypothecation) 등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06 년 ISDA 의 조사에 따르면 

담보협약이 2000 년에는 12,000 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 년에는 110,000 건으로 

증가하였다(BCB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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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낮은 거래량, 신용등급 하락시 조기상환 등의 옵션조항 등으로 인해 

특히 위기상황에서 가격결정 및 미래의 현금흐름 예측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2000 년대 들어 유래없이 양호한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혁신을 배경으로 은행들은 내부적인 유동성 자산의 준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도매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 전략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 변경은 두가지 측면에서 개별 은행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소를 잠재하고 있었다.  우선, 장기자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점차 단기조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만기불일치 위험이 심화되고 유동성비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으나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변경이 은행의 유동성을 

단기금융시장 여건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시장이 경색되는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유동성의 악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요컨대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시스템 

내에 유동성리스크가 누적되어 왔으며, 어떤 외부충격 발생시 시장 유동성의 

소멸, 은행들의 대폭적인 자산 할인매각(fire sale) 등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유동성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III.  바젤 III  유동성규제기준의 논의내용 

 

바젤 III 유동성 규제기준은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하 NSFR), 그리고 모니터링수단(Monitoring Tools)이 

그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이중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는 동 비율이 가장 중요한 유동성 규제수단으로서 그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순안정조달비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 비율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없어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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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 이행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논의를 사실상 유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니터링 수단은 바젤위원회가 2000 년 에 마련하고 2008 년에 

개정한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및 감독원칙’(Principles for Sound 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별다른 

논의없이 공개초안의 내용이 기준서에 반영되었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 기본 개요 

 

LCR은 심각한 스트레스상황 하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CR = 고유동성 자산 / 30일간 순현금유출 ≥ 100% 

 

여기에서 고유동성 자산(분자)은 스트레스상황7
 하에서도 가치 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에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30 일간 순현금유출(분모)는 스트레스상황 하에서 30 일간 예상되는 누적 

현금유출액과 누적 현금유입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30일이라는 기간은 

은행의 경영진이나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은행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설정되었다.  새로운 유동성 

기준 하에서 은행들은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30 일 동안의 순누적현 

금유출액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어떠한 제약도 없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7
 스트레스상황은 다음의 사건이 개별 은행 또는 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1)소매예금의 일부 상실, (2)무담보부 도매자금 조달능력의 일부 상실, (3)특정 담보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담보부 단기자금 조달능력의 일부 상실, (4)3 단계까지의 신용등급 하락, 

추가담보적립 등에 따른 추가적인 계약상 현금유출, (5)시장변동성 증가에 따른 담보가치 

인정비율 하향조정, 추가담보 적립, 또는 기타 유동성 부족의 발생, (6)신용·유동성 공여약정 중 

미사용분의 예상치 못한 사용, (7)평판리스크 완화를 위한 채무의 중도상환 또는 비계약적 

채무의 인수 등에 따른 자금부족 발생 



 12 

보유해야 한다.  LCR 은 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커버리지비율’(coverage ratio) 방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2) 고유동성자산(분자) 

 

시장 전반적인 또는 특정 금융기관 고유의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은행은 높은 시장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 동 

자산의 대폭적인 할인매각 또는 큰 폭의 담보가치 인정비율 하향조정(haircut)이 

불가피하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자산을 보유한 다른 은행 자산의 시장가치도 하락시켜 유동성 포지션을 

압박하고 할인매각, 자산가격 하락 및 유동성 감소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매우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다.   

고유동성 자산은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매각 또는 담보부 

차입 등의 방식으로 현금 창출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우선, 기본적 

특성으로서 낮은 신용·시장위험, 가치평가의 용이성과 명확성, 위험자산과의 

낮은 상관성, 선진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에 상장 등이 명시되었으며, 

그리고 시장관련 특성으로서는 활성화된 대규모의 시장의 존재, 신뢰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의 존재, 낮은 시장집중도, 안전자산 선호 등이 제시되었다.   

고유동성 자산은 또한 일중 또는 오버나이트(overnight) 유동성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담보 적격성(central bank eligibility)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었다.  중앙은행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은행시스템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담보적격성이 

고유동성 자산의 충분조건이 아님도 명시되었다.   

이와 함께 고유동성 자산은 위기상황에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unencumbered)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제약이 

없다(unencumbered)는 것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다른 거래의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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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거나 헤지·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8
.  이러한 

‘비제약성 요건’을 통해 고유동성 자산은 위기상황에서 우발적 사태에 대비한 

자금원이라는 유일한 원칙 하에서만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유동성 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레포거래 또는 매각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금화함으로써 그 이용 가능성을 테스트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유동성 자산은 1등급(Level 1) 자산과 2 등급(Level 2) 자산으로 나뉜다.   

1등급 자산에는 (1)현금, (2)중앙은행 예치금 중 위기상황시 인출 가능한 금액, 

(3)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9이 발행·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서 신용위험이 

낮고(위험가중치 0%) 유동성이 높은 것10
 , (4)유동성 위험이 발생한 국가 또는 

해당 은행 본국의 통화로 표시된 정부 및 중앙은행 채권, (5)외화로 표시된 자국 

정부 및 중앙은행 채권(단, 해당 국가 내에서의 은행 영업활동에 따른 

외화수요에 상응하는 범위 이내 일 것).  여기에서 마지막 항목은 

공개초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종 기준서에 포함되었다.  한편, 최종 

기준서는 1 등급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률(haircut)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각국 

감독당국이 듀레이션, 신용·유동성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1 등급 자산에 

대하여도 재량에 의해 할인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0 년 7 월의 GHOS 회의에서는 2 등급 유동성 자산을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하였다.  2 등급 자산은 (1)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이 발행·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서 신용위험(위험가중치 

20%)이 낮고 유동성(위기상황에서 가격 하락폭 및 할인률 상승폭이 10% 

이내)이 높은 것 11 과 (2)우량 등급 12
(AA- 이상 등)의 회사채와 

                                                 
8
 그러나 레포거래 및 증권대차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산은 (1)은행이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2)다른 거래의 재담보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3)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은행이 

동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서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PSE)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 중 

미사용분은 ‘제약이 없는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9
 구체적으로 비정부 공공기관(non-central government public sector entities),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다자간 개발 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을 지칭한다.  
10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바젤 II 표준법상 위험가중치가 0%일 것, (2) 

크고, 깊고, 활발하며 집중도가 낮은 repo 및 현물시장에서 거래될 것 (3) 경색된 시장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 조달원(repo 및 매도)으로서의 전력(proven record)이 있을 것, 

(4)금융회사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11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바젤 II 표준법상 위험가중치가 20%일 것, (2) 

크고, 깊고, 활발하며 집중도가 낮은 repo 및 현물시장에서 거래될 것 (3) 경색된 시장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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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covered bond)로 구성된다.  2 등급 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15%의 

할인률이 적용되고, 조정된 2등급 자산(adjusted level 2 asset)의 총액이 조정된 

1 등급 자산 총액(할인률 적용 이후 기준)의 60% − 또는 조정된 고유동성 

자산(1등급+2등급) 총액의 40% −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13
.  그리고 

이에 더하여 2 등급 자산을 담보로 하여 조달한 현금과 1 등급 자산도 2 등급 

자산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만약 2 등급 자산을 담보로 하여 조달한 현금과 

1 등급 자산을  1 등급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2 등급 자산을 

이용한 담보거래를 통해 동 40%의 한도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동성 자산의 정의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크게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2등급 자산의 인정범위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고유동성 

자산을 1등급 자산에 한정하거나 2등급 자산의 인정범위를 고유동성 자산의 

35% 이하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2 등급 자산의 인정범위를 고유동성 자산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2 등급 

자산에 금융채, 주식, 금, MMF 등을 추가로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좁게 정의(narrow definition)하자는 주장과 넓게 

정의(broad definition)하자는 주장이 대립하였던 것이다.  2등급 자산의 범위를 

국채와 우량 등급의 회사채 등으로 한정하고, 40% 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의 타협의 결과였다.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 조달원(repo 및 매도)으로서의 전력(proven record)이 있을 것(즉, 30 일의 

스트레스 기간 동안 가격 하락폭 또는 할인률 상승폭이 최대 10% 이내일 것)  (4)금융회사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12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채의 경우 금융기관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닐 것, (2)커버드 본드의 경우 당해 은행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닐 것, 

(3)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소 AA- 이상 이거나 은행 내부적으로 평가한 

부도확률(PD)이 최소 AA- 해당할 것, (4)크고, 깊고, 활발하며 집중도가 낮은 repo 및 

현물시장에서 거래될 것, (5) 경색된 시장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 조달원(repo 및 

매도)으로서의 전력이 있을 것(즉, 30 일의 스트레스 기간 동안 가격 하락폭 또는 할인률 

상승폭이 최대 10% 이내일 것) 
13
  여기에서 조정된 1 등급 자산은 30 일(역일 기준) 이내의 단기 담보부 조달자금, 담보부 대출, 

1 등급 자산과 비 1 등급 자산의 교환을 수반하는 담보스왑거래 등이 해소(unwound)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금액이다.  조정된 2 등급 자산 금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1 등급 자산이 repo 및 역 repo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조정 1 등급 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등급 자산 Repo 거래의 해소에 

따른 현금 유출 

역 repo 거래의 해소에 

따른 현금 유입 

조정 1 등급 자산 

100 -30 +20 90 = 10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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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 등급 자산의 인정기준이다. 미국은 최근 제정된 

금융개혁법안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감독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점을 들어 신용등급 기준을 삭제하거나 신용등급 이외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합의하고, 거래량, 매매율차(bid-ask 

spread), 회전율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양적·질적 지표를 고유동성자산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바젤위원회는 추가 지표의 

활용방안에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관측기간(observation period) 

동안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고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처리방안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국이나 호주, 덴마크 등 건전한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은 

1 등급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중앙은행 채권이 충분하지 않아 

LCR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2 등급 자산도 불충분하여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예외 인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관측기간 동안 

일정한 기준(threshold)에 의해 고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별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을 통한 담보 유동성 공급약정 또는 일정한 범위 이내의 

외화표시 유동성 자산을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토록 허용하거나 2 등급 자산의 

허용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순자금유출(분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순자금유출은 누적 유출액과 누적 유입액의 

차이이다.  누적 유출액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항목별 금액에 스트레스 

상황시의 예상 이탈률(run-off rate)을 곱한 값과 부외거래약정에 이탈률 또는 

사용(draw-down) 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산출한다.  누적 유입액은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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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항목별 금액(receivable)에 예상 유입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누적 

현금유출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초 공개초안에서는 

현금유입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최종 기준서에서는 은행이 

유동성기준의 충족(현금유출액의 커버)을 위해 단지 예상 현금유입액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75%의 제한을 부과하였다.  이는 현금유출액의 최소 25% 

해당액 만큼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0일 동안의 순현금유출액 = 현금유출액– Min[현금유입액, 현금유출액의 75%] 

 

여기에서 분모의 현금유입에 산입되는 자산은 분자인 고유동성 

자산에는 포함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의 이중계산을 불허하였다.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부채 항목별 이탈률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아래에서는 이를 항목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i) 현금유출액 

 

(소매예금)  

소매예금은 개인(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의해 예치된 요구불 및 

정기예금으로 정의된다.  소매예금은 다시 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예금주에 

의한 인출 가능성이 낮고 예금보험 보호대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안정예금(stable)과 두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안정예금(less stable)
14으로 구분된다.  공개초안은 안정 예금에 대해서는 최소 

7.5%, 불안정 예금에 대해서는 최소 15%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여기에서 공개초안은 7.5%/15%가 이탈률의 최저치로서 각국의 감독당국이 

필요시에는 재량적으로 더 높은 이탈률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한편, 

공개초안은 소매 정기예금(fixed or time deposits)에 대하여도 잔존만기에 

불문하고 요구불예금과 동일한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다만, 잔존만기가 

                                                 
14

 불안정예금의 포괄범위는 각국이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예금, 거액예금(high value deposits), 거액개인예금(deposits 

of sophisticated or high net worth individuals), 즉시 인출가능한 예금(인터넷 예금 등), 외화예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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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중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이자손실보다 큰 

경우(즉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0%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공개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과거 금융위기시 소매예금의 이탈률이 공개초안의 

이탈률(7.5%/15%)에 비해 낮은 수준 15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한국은 금융시장 불안시 오히려 자본시장의 

자금들이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은행으로 유입되는 성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젤위원회는 2010 년 7 월 GHOS 회의에서 안정/불안정 소매예금의 이탈률을 

각각 5%/10%로 하향 조정하였다.  

정기예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회원국에서 정기예금에 대해 

요구불예금과 다른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은 차익거래(arbitrage)의 유인을 

제공할 소지가 있으므로 만기에 관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이탈률은 다음과 같이 수정·강화되었다.  즉, 잔존만기 또는 

약정서상 사전공지기간(withdrawal notice period)이 30 일 이상인 정기예금에 

대한 0% 이탈률 적용은 (1)조기해지 패널티로 원금손실이 발생(공개초안과 

동일)하거나 또는 (2)예금주가 30 일 이전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 허용토록 하되, 만약 은행이 이를 위반하여 조기인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category)에 있는 모든 정기예금에 대하여 

요구불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16
.   

 

(무담보부 도매조달자금) 

무담보부 도매조달자금은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부터 조달되고, 

파산, 청산, 정리 등에 대비하여 차입은행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15
 소매예금 이탈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 금융위기시 3.4%, 일본은 1999 년 금융위기시 2~3% 

수준이었음을  지적하였다.   
16 한편, 한국은 정기예금에 대하여 잔존만기에 불문하고 요구불예금과 동일한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은행들로 하여금 요구불예금 조달을 확대시켜 은행전체의 

유동성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중 비만기도래분에 대하여 

낮은 이탈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은 이에 반대하면서 위기시에는 

만기에 상관없이 정기예금 전체를 이탈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미국, 

영국계 은행들이 예금 약정서상 30 일 이전에는 예금인출 권한이 없도록 하는 사전공지조항을 

이용하여 정기예금의 비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실상 0%의 이탈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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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서 정의된다.  파생거래계약 관련 채무는 무담보부 도매조달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동 도매조달자금에는 30 일(스트레스상황 

지속기간) 이내에 차입은행 또는 자금제공자에 의한 조기상환·해지의 

옵션행사가 가능한 자금, 30 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또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차입은행에 의한 조기상환 옵션이 

있는 조달자금에 대하여는 차입은행의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즉, 차입은행은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평판이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유동성위기 상황에서도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상환 옵션부 조달자금을 현금유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무담보부 도매조달자금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부각되어 

최종 기준서에서 수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단일 기업으로부터의 총 자금조달액(total aggregate funding)
17이 

1백만 유로 미만인 소규모 기업 예금에 대한 이탈률은 소매 예금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었다.  즉, 공개초안은 안정/불안정 예금에 대하여 각각 7.5%/15%의 

이탈률을 적용하였으나, 최종 기준서는 이를 5%/10%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소기업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소매 정기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둘째, 업무목적의 예금(deposits and other extensions of funds for operational 

purposes)에 대한 이탈률 규정이 대폭 수정되었다.  공개초안은 대기업,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에 의한 업무목적의 예금에 대해서는 25%의 낮은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여기에서 ‘업무목적’은 고객의 계속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현금관리 내지는 자금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애매하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으로부터의 

업무목적 예금은 25% 이탈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공개초안에 대하여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업무목적 예금은 일반적 자금운용 목적의 예금과 안정성이 확연히 다르므로 

이를 25% 이탈률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최종 기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목적 예금도 25%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그 

                                                 
17
 총자금조달액은 소규모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자금의 총 합계로서 해당 기업에 대한 여신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gross amou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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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즉, 업무목적 

예금을 청산(clearing), 보호예수(custody), 결제(settlement), 일부 

현금관리서비스18
(cash manage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정의19하고, 

업무목적 예금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목적 예금 중에서도 이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에 대하여만 

25%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업무목적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상의 초과여유자금은 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100%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이들 예금은 

위기상황에서 자금을 예수한 은행(depositing institution)이 활용할 수 없는 

자금이며, 따라서 0%의 유입률 가중치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한편, 대기업,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업무목적 예금 중 예금보험 보호대상인 

예금에 대하여는 공개초안과 동일하게 5%의 이탈률을 유지하였다. 

셋째, 비업무 목적의 예금에 대한 이탈률 규정도 완화되었다.  

공개초안은 비업무 목적의 조달자금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만 75%를 

적용하고, 기타 법인(금융기관,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수탁자, 수탁수익자, 

conduits, SPV  등)의 경우에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20 의 정부 관련기관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으로부터의 예치금에 대한 이탈률을 대폭 하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경우 외국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예치금이 거의 없는데다 자국의 정부 관련기관 예금은 

위기시 인출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여타 

회원국들은 국적에 따라 이탈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자국과 외국을 불문하고 모든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비업무목적 예치금에 대하여 75%의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8 주간사(prime brokerage) 업무, 대리은행업무(correspondent banking) 등은 현금관리서비스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19
2010 년 12 월에 발표된 기준서는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였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은행간 예금, 부외계정의 금융기관·정부·중앙은행에 대한 

약정을 업무목적 예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20
 여기에서 자국(domestic)이라 함은 당해 은행이 법적 인가를 득하여 설립된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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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은행시스템에서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의 비중이 높은 

독일은 회원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도 낮은 이탈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회원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한 자금 

중 (1)법에 의해 요구되는 최저예치금이나  (2)유동성 부족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된 예치금에 대하여만 

25%의 이탈률 적용을 허용키로 하였다.  그리고 자금을 예치한 회원은행은 동 

예치금에 대하여 0%의 유입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수탁자, 수탁수익자, conduits, SPV, 은행 관계회사 

및 기타 법인 등으로부터의 비업무목적 예금에 대하여는 공개초안에서 규정된 

100%의 이탈률이 유지되었다.  한편, 은행이 발행한 채권 및 각종 부채증권의 

경우 소매시장에서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이탈률 적용의 대상이 된다.   

 

(담보부 도매조달자금) 

환매, 역환매, 기타 증권대차거래 등 단기의 담보부 자금조달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담보자산의 범위 및 종류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공개초안은 

30 일의 스트레스 기간 내에 만기도래하는 자금 중 고유동성 자산에 의해 

담보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0%의 이탈률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금에 대하여는 

100%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는 담보자산의 질이 좋으면 

위기상황에서도 단기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조달능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유동성 자산은 1등급 자산(자국의 국채와 시장성 

유가증권 등)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고유동성 자산의 정의가 2등급(lever 2) 자산을 

포함하도록 확대된 만큼 공개초안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기준서에서는 2등급 자산을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는 단기금융거래에 대하여는 15%(2 등급 자산의 

할인률)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담보자산이 1등급 또는 2등급 

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단, 

공공기관은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는 25%의 이탈률을 

적용토록 허용하였다.  이는 이들 정부관련 기관들은 시장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에도 담보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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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건) 

바젤위원회의 유동성규제기준은 부외거래에 대해 항목별로 추가적인 

유동성 수요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항목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차입은행의 장기신용등급 21 이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트리거조항(downgrade triggers)이 있는 파생 등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3 개 

등급까지의 등급하락(3-notch downgrade)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액의 100%를 

추가적인 유동성 수요(현금유출액)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파생 등 금융거래의 보증을 위해  1 등급 자산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시가 하락 가능성을 커버하기 위해 

담보가치의 20%를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하였다. 

셋째, 30 일의 스트레스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ABCP, 

conduits, SIV 등) 및 장기(ABS, 커버드본드 등)의 구조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금액 또는 반환대상 자산의 100%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들 시장을 통한 만기연장(refinancing) 등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부외거래 항목 중에서 회원국간에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은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의 미사용분(currently undrawn portion of facilities)에 대한 

자금인출률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여기에서 신용공여 약정(credit facilities)은 

일반적인 미사용 약정, 한도대출 등을 의미하며, 유동성 공여 약정(liquidity 

facilities)은 고객의 만기도래 부채의 재연장이 안될 경우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공급하기로 한 약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은 미래에 자금제공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취소할 수 없는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계약만을 포함하며,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약정 22 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정의 

미사용분은 거래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한 고유동성 자산을 차감하고 계산한다.  

공개초안은 신용/유동성 약정의 미사용분에 대한 인출비율을 개인은 

10%/10%, 기업(소·대기업)은 10%/100%, 그리고 금융기관등 기타 법인은 

100%/100%로 규정하였다.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공개초안의 자금인출률이 

                                                 
21

 트리거조항이 단기신용등급에 연결된 경우에는 적절한 장기신용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2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약정은 후술하는 기타 우발 자금공여 채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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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다며, 소매, 소기업 및 정부관련 기관의 인출비율을  

하향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기준서에서는 소매·소기업 

예금은 5%/5%로, 정부관련 기관은 10%/10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기타 법인(금융회사 등)은 공개초안과 동일하게 각각 10%/100% 및 

100%/100%로 유지하였다.    

다섯째, 기타 우발 자금공여 채무(other contingent funding liabilities)는 

계약상 채무23와 비계약상 채무24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최종 

기준서는 우발 자금공여 채무가 유발하는 추가적인 유동성 수요에 대해서는 

각국 감독당국이 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우발 자금공여 채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만 언급한 것은 유동성 규제기준의 흠결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향후 유동성 규제기준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발 자금공여 채무의 

포괄범위와 구체적인 규제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된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0%의 

이탈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타 항목들이 명시되었다.  이에는 파생거래 

미지급금(미수금을 차감한 순기준으로 계산),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약정,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 요인(배당금 등) 등이 있다.  

 

(ii) 현금유입액 

 

현금유입액에는 완전히 정상이고 30 일 이내 부도 가능성이 없는 

익스포져 잔액으로부터 계약상 유입되는 금액만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다.  

첫째,  만기가 도래하는 역 RP 및 증권대차거래약정은 담보자산의 등급에 따라 

유입률을 달리 적용하였다.  담보자산이 1등급인 경우에는 0%(전액 만기연장), 

2 등급인 경우에는 15%, 기타 등급인 경우에는 100%의 유입률이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은 현금유출액 계산시의 담보부 대출에 대한 가정과 대칭을 

                                                 
23
 이의 예로서는 무조건적 취소가 가능한 구속력 없는(uncommitted)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보증, 신용장, 기타 무역금융상품 등이 있다. 
24
 이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미래에 자금지원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제공하였을 경우 이러한 상품에 내재된 연계(associations) 또는 보증(sponsorship)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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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종 기준서에서는 역 RP 등을 통해 제공받은 

담보가 재담보(rehypothetication) 또는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담보자산의 등급에 상관없이 0%의 유입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는 매도포지션의 커버 등의 목적으로 동 담보가 계속 

사용될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은행이 타 금융기관과 체결한 신용·유동성 약정과 기타 우발적 

자금조달약정은 사용이 불가능(유입률 0%)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한 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다른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유발하는 전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른 은행도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없거나 자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법률·평판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약정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개초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정상(fully performing)인 

대출채권으로부터의 계약상 현금유입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소매, 소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관련 기관 등)에 불문하고 100%의 유입률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동 대출채권의 만기연장율을 은행이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공개초안은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률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은행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만기연장비율에 대한 

일관된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만기연장율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하여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 독일, 일본 등은 

극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낮은 만기연장비율(즉, 높은 

순현금유입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싱가폴 등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높은 만기연장율(즉, 낮은 순현금유입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준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0%의 만기연장율을, 그리고 그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50%의 만기연장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순현금유입율은 

금융기관은 100%, 기타 거래상대방은 50%로 결정되었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목적(보호예수·청산·결제·현금관리 등)으로 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조합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금 등은 0%의 유입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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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파생거래 미수금(미지급금을 차감한 순기준으로 계산)에 

대해서는 100%의 유입률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기타 계약상 유입액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LCR의 자금조달 유형별 이탈률 
 

  자금조달유형 비고 공개초안 기준서 

유

출 

무

담

보

부 

소매·소기업 

 -요구불 및 30일 이내 정기예금 

-정기예금(30일 이상, 원금손실)  

 

안정/불안정 

- 

 

7.5%/15% 

0% 

 

5%/10% 

0% 

대기업                                 업무/기타 25%/75% 25%/75% 

금융기관          업무/기타 100% 25%/100%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 업무/기타 25%/100% 25%/75% 

담

보

부 

담보가 1등급 자산인 경우  0% 0% 

담보가 2등급 자산인 경우  100% 15% 

거래상대방이 자국의 정부관련 

기관인 경우 
 100% 25% 

기타 담보부 자금조달  100% 100% 

미

사

용 

약

정 

소매·소기업 신용/유동성 10% 5% 

대기업                        신용/유동성 10%/100% 10%/100% 

금융기관 및 기타 신용/유동성 100% 100%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신용/유동성 100% 10%/100% 

유

입 

담

보

부 

담보가 1등급 자산인 경우  0% 0% 

담보가 2등급 자산인 경우  100% 15% 

담보가 기타 자산인 경우  100% 100% 

신용/유동성 약정  0% 0% 

업무목적의 타금융기관 예치금  100% 0% 

거

래

상

대

방 

소매·소기업  재량 50% 

대기업  재량 50% 

금융기관  재량 100% 

파생상품 미수금 등  - 100% 

  

 

2.  순안정조달비율(et stable fun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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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개요 

 

순안정조달비율(NSFR)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구조를 단기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중장기의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가 

개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NSFR 은 장기자산(long term assets)의 최소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단기의 

도매조달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NSFR 은 금융기관이 LCR 에서 정한 만기(30 일)를 약간만 초과하는 

단기자금으로 유동성을 조달할 유인을 줄임으로써 LCR 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NSFR은 국제영업은행, 애널리스크, 신용평가사 등이 널리 사용하여 온 

‘순유동성자산(net liquidity asset)’, ‘현금자본(cash capital)’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  나아가 동 지표는 전통적 지표가 간과한 모든 

비유동성 자산 및 보유 유가증권, 부외 익스포져 등과 관련된 잠재적 

유동성리스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SFR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용 안정조달 / 필요 안정조달 > 100% 

 

즉, 필요 안정조달 대비 가용 안정조달의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안정조달(stable funding)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1 년의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 및 부채 

금액으로 정의된다.   

 

(2) 가용 안정조달의 정의 

 

가용 안정조달(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다음 항목의 합계로 정의된다: (1)자본, (2)만기 1 년 이상 우선주, (3)유효만기 

1 년 이상 부채, (4) ‘안정적인’ 비만기성 예금 및 만기 1 년 미만 정기예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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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유의 스트레스 사건(idiosyncratic stress event) 발생시에도 일정기간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5)만기 1 년 미만 도매조달자금 중 

금융회사 고유의 스트레스 사건 발생시에도 일정기간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여기에서 금융회사 고유의 스트레스 사건은 수익성 및 

지급능력의 상당한 저하, 신용평가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 해당은행의 

평판·신용도에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 사건 등을 의미한다. 

한편, ASF 에는 정기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중앙은행 차입금은 

포함되나 그 이외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NSFR 규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에 자금조달을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ASF 금액은 금융기관 자본 및 부채의 장부가액(carrying value)을 5 개 

범주로 분류하고 해당되는 가중치(1−이탈률)를 각각 적용한 값의 합으로 

계산한다.  ASF 와 관련하여 대부분 회원국들은 공개초안의 가중치, 특히 

소매/소기업예금에 대한 가중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이를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NSFR이 투자은행 영업모델에 비해 

상업은행 영업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었다.  투자은행은 채권 및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높은 ASF 가중치)하여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낮은 

RSF 가중치)하고 있는 반면, 상업은행은 단기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낮은 

ASF 가중치)하여 가계·기업에 대출로 운용(높은 RSF 가중치)하고 있어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NSFR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부 회원국들은 

공개초안에서 예금의 ASF 가중치는 대부분 70-85%인 반면 대출의 RSF 

가중치는 대부분 100%로 규정되어 전통적인 상업은행 영업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NSFR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ASF 가중치의 상향 필요성에는 회원국들이 

합의하였으나 이를 어느 정도 상향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원국간 의견이 

갈리었다.  한국 등 일부 회원국은 NSFR 이 LCR 과 달리 완만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1년의 기간 동안 경영진의 조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LCR에 비해 높은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중치(1−이탈률)를 대폭 상향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 등은 LCR과 



 27 

NSFR 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기간이 1 년인 NSFR 의 이탈률이 

대상기간이 30 일인 LCR 의 이탈률 보다는 훨씬 커야 하므로 가중치의 대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을 절충하여 최종 

기준서는 소매 및 소기업의 안정/불안정예금에 대한 가중치를 85%/70%에서 

각각 90%/80%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정부관련기관 및 

다자간개발은행으로부터의 도매조달자금에 대한 가중치를 0%에서 50%로 

상향하였다.  

다음으로, NSFR 에 대하여도 LCR 에서와 같이 업무목적의 도매예금을 

별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이슈로 제기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NSFR에 대하여도 업무목적의 도매예금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NSFR 의 경우에는 1 년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목적 자금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동 주장은 최종 기준서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 년 미만의 예금, 특히 1 년 미만의 도매예금에 대하여 

잔존만기에 따라 가중치를 차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만기 1 개월 

예금과 11개월 예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자산·부채를 

만기별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젤위원회의 ‘건전한 유동성 

관리원칙’(BCBS 2008)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만기가 짧은 

예금에 대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우려한 영국, 독일 등의 반대로 동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ASF 관련 자산분류 및 가중치 

자산분류 
가중치 

공개초안 기준서 

-자본총액(기본+보완) 

-보완자본에 포함되지 않는 유효만기 1 년 이상의 우선주 

및 자본조달수단 총액 

-유효만기 1년 이상의 부채  

100% 100% 

-소매 및 소기업으로부터 조달된 ‘안정적인’ 비만기성 예금 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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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잔존만기 1년 미만의 정기예금 

-소매 및 소기업으로부터 조달된 ‘불안정적인’ 비만기성 

예금 및 잔존만기 1년 미만의 정기예금 
70% 80% 

- 비금융기업/정부관련 기관 등 1)으로부터 조달한  

도매조달자금(비만기성 예금, 잔존만기 1 년 미만의 

정기예금) 

50%/ 

0% 

 

50%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및 자본 0% 0% 

주: 1) 국가,중앙은행, 공공기관 및 다자간개발은행 

 

(3) 필요 안정조달의 정의 

 

필요 안정조달(RSF: required stable funding) 금액은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및 부외거래(또는 잠재적 유동성 익스포져) 항목별로 해당 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유동성 원천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있는 자산에는 낮은 가중치를, 현금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자산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들 자산 항목별로 부여된 가중치는 1 년 동안 지속되는 

유동성 사건 발생시 해당 자산의 판매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담보부 차입 등에 

의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NSFR은 바로 이 필요 

조달금액(RSF)이 분자인 가용안정조달(ASF)에 의해 커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RSF와 관련된 자산의 분류기준과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최종 기준서는 잔존만기 1 년 미만의 

자산·부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동안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는  1 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도 만기를 보다 길게 하려는25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자산·부채의 만기가 일치하는 매치거래(matched 

funding)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RSF와 관련하여는 유동화가 가능한 양질의 대출채권에 대한 가중치의 

하향조정 여부가 이슈로 제기되었다.  공개초안은 양질/비양질, 유동화 

가능여부 등을 불문하고 잔존만기 1 년 이상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100%의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장기대출을 실행하는 상업은행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5
  예를 들어 만기 3 개월인 조달보다는 만기 9 개월의 조달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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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가중치 하향조정의 대상이 되는 ‘양질의 대출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 기준서에서는 신용위험가중치가 35% 

이하인 주거용 모기지대출(만기제한 없음)과 잔존만기 1 년 이상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제외)에 대한 가중치를 6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RSF 관련 자산분류 및 가중치 

자산분류 
가중치 

공개초안 기준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잔존만기 1년 미만의 유동성이 높은 무담보부 단기 증권 

-유효잔존만기 1년 미만의 증권 

-상쇄 역 RP거래를 수반하는 동일 식별코드의 증권  

-금융기관에 대한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잔액 

0% 0% 

-잔존만기 1년 이상의 시장성 증권26
 5% 5% 

-잔존만기 1 년 이상이고 2 등급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AA- 이상) 회사채·커버드본드/정부관련 기관 발행 

청구권 

20% 

/100% 
20% 

-금  

-일정 조건27을 만족하는 주식(금융기관 발행 주식은 제외) 

-일정 조건28을 만족하는 회사채 및 커버드본드 

50% 50% 

-비금융회사/정부관련 기관에 대한 잔존만기 1 년 미만의 

대출잔액 

50% 

/100% 
50% 

-바젤 II 표준법상 신용위험가중치가 35% 이하인 다음의 

대출 

·주거용 모기지대출(만기 제한 없음) 

·잔존만기 1년 이상의 기타 대출(금융기관 대출은 제외) 

85~10% 65% 

- 소매/소기업 고객에 대한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대출 85% 85% 

-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자산 100% 100% 

주: 100% 미만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모든 자산은 비구속성(unencumbered)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6
 국가, 중앙은행, BIS, IMF, EC, 공공기관(PSEs), 다자간 개발은행 등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바젤 II 의 표준법상 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 증권이며 동 증권에 대한 활발한 RP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27

 (1)금융기관 발행 주식이 아닐 것, (2) 공인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것, (3)대형 

시장지수(large cap market index)에 포함되어 있을 것 
28
  (1)관련 국가내에서 일중 및 오버나이트 유동성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은행 담보 적격성, 

(2)금융기관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커버드본드는 제외), (3)당해 은행 또는 관계 

회사가 직접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4)낮은 신용리스크, (4)상당한 물량의 매도·매수 물량이 

상존(deep)하고, 거래가 활발(active)하며 편중도가 낮은 대규모 시장에 거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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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계정의 유동성 익스포져는 직접적인 즉각적인 유동성 수요를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 전반적인 또는 개별 금융기관에 고유한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에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외거래항목에 대한 RSF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최종 기준서는 

신용/유동성 공여 약정의 미사용분에 대한 RSF 가중치를 공개초안의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는 LCR 에서 미사용 약정에 대한 이탈률을 

하향조정한 것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부외거래항목별 RSF 가중치 

 자산분류 
가중치 

공개초안 기준서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건부 취소가능 및 

취소불가능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미사용분의 

10% 

미사용분의 

5% 

(2)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기타 우발적인 

자금공여 채무 

-무조건부 취소가 가능한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보증, 신용장, 기타 무역금융상품, 비계약 

채무 등 

각국에서 

재량으로 

결정 

각국에서 

재량으로 

결정 

 

 

3.  모니터링수단(Monitoring tools)  
 

바젤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한 LCR 및 NSFR 과 함께 각국 규제당국이 

유동성 감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국제적인 규제기준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각국의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규제·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에는 계약상 만기불일치(contractual maturity mismatch), 자금조달의 

편중도(concentration of funding), 가용 미담보제공 자산(available unencumbered 

assets), 중요 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by significant currency), 시장관련 

모니터링 수단(market-related monitoring tools) 등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지표는 공개초안의 내용이 별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최종 기준서에 



 31 

반영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세한 분석없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계약상의 만기불일치란 일정한 기간구간별(예: 1 일, 7 일, 14 일, 

1·2·3·6·9 개월, 1·2·3·5 년 및 5 년 초과 등)로  계약상의 유동성 유입액과 

유출액간의 차이(gap), 즉 필요 유동성의 양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동성은 

난내 및 난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포괄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동 지표를 

통해 개별 은행의 영업모델이 만기변환기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 

특이치(outlier) 등 시장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금조달 편중도는 중요한 도매조달자금의 원천을 확인함으로써 

자금조달원의 다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지표이다.  중요한 도매조달자금이 

회수(withdrawal)될 경우에는 은행에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지표는 3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은행 총부채 대비 중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조달자금의 비율, (2) 은행 총부채 대비 중요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조달자금의 비율, (3)중요 통화별 자산·부채 목록.  

여기에서 ‘중요’의 의미는 총조달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단, 중요 통화의 

경우는 5%)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었다.  은행과 감독당국은 각 

기간구간별(1 개월미만, 1~3 개월, 3~6 개월, 6~12 개월 및 12 개월 초과 등)로 

편중도의 절대수준과 함께 편중도의 현저한 증가를 동시에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셋째, 가용 미담보제공 자산이란 유통시장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시장성이 있거나 중앙은행의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facilities)에 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적격자산을 의미한다.  동 자산은 담보제공을 통해 은행에 

추가적인 유동성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은행은 동 자산의 총액, 유형, 

소재(location), 통화별 내역, 추정 할인률(hair cut), 기대 현금화 가치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넷째, 중요 통화에 대하여는 통화별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감독당국이 자체 설정한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토록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의 의미는 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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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해당 통화로 표시된 부채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 

수단은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화불일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은행의 잠재적인 유동성 애로를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수단으로서 시장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정보는 시장전반의 

정보(주가,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등), 금융부문의 정보(은행, 증권 등 

금융부문별 주가지수 등), 개별 은행 고유의 정보(주가, CDS 프리미엄, 

유통시장에서의 은행채 및 후순위채 금리 등) 등을 포괄한다.   

 

4.  관측기간 및 이행시기 
 

바젤위원회는 유동성 규제기준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로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은행권 및 일부 회원국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측기간(observation period)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기준의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적절한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관측기간 동안 유동성 규제기준이 은행의 

영업모델(소형/대형은행, 소매/도매영업모델, 상업/투자은행모델 등)과 

금융시장, 신용공급, 경제성장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unintended 

consequences)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하는 한편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QIS)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 등급 자산의 

기준, 고유동성 자산 부족 국가에 대한 처리 등 기준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측기간 중에 검토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바젤위원회는 관측기간 동안의 추가 검토 등을 토대로 LCR 은 2013 년 

중반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2015 년 1 월부터 정식으로 도입키로 하였으며, 

NSFR 은 2016 년 중반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2018 년 1 월부터 정식으로 

도입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NSFR에 대하여 긴 관측기간과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은 NSFR 에 대하여는 은행업계의 반발이 높고 회원국간 입장이 크게 달라 

LCR 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측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유동성 규제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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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12 년 1 월부터 감독당국에  LCR 과 

NSFR을 보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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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평가 및 과제 

 

1.  유동성 규제의 영향에 대한 논의 

 

새로운 유동성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동성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금융산업 및 경제전반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표시되기도 하였다. 즉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금융규제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자본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뿐 만 아니라 유동성규제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규제가 과도하게 자금공급을 제약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IIF(2010)은 새로운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새로운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11~15년 G3국가 (미국, 

유로지역, 일본)에서 연간 GDP 성장률이 베이스라인 추정에 비하여 0.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자본비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로인해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공급이 감소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9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기구들은 

보다 광범위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의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FSB 와 BCBS 의 거시영향분석그룹(MAG: 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은 새로운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규제자본비율(tangible common equity/risk weighted assets)을 1%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향후 4 년반동안 연간 GDP 성장률은 0.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동성규제를 도입하여 유동성자산비율을 25% 상승시킬 경우 

0.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강화된 자본규제나 유동성규제에 

                                                 
29
 IIF(2010)참조. IIF의 부정적인 전망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기관이 주요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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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은행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대출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규제의 영향평가와 유동성 규제의 영향평가가 서로 분리되어 

추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영향은 서로 합산된 

것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
  

한편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그 경제적인 이득까지 고려한 총 

효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IIF(2010)과 MAG(2010)의 연구는 경제적인 

비용(cost)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BCBS(2010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의 총효과(규제의 

성장에 미치는 정의 효과 – 규제의 비용)를 추정하였는데 새로운 규제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규제가 없을 경우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의 두 규제상태(steady state)를 비교하여 규제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의 도입은 은행위기의 발생확률을 

낮추어 위기로 인한 산출감소를 줄이는 양의 경제적 효과가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의 경제적 효과는 규제로 인한 산출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여 

목표자본비율(7~15%)에 따라서 GDP 성장률을 0.68~1.90%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유동성규제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규제와 함께 유동성 규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probability)과 부정적 영향의 정도(severity)를 낮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젤 III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는 별도로 국제적인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에 부합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과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 즉 바젤위원회는 

전세계 263 개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동성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10 년 12 월에 발표하였다.
31이 연구에서는 자본개념의 재정의, 

위험가중자산 내용변화, 레버리지규제도입의 효과와 함께 유동성규제 도입의 

효과도 추정하였다. 23 개 국가 263 개 대형은행을 30 억 유로이상의 

                                                 
30
 예를 들어 자본규제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산의 구성을 바꿀 때 유동성 규제에도 부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두 규제의 효과를 단순합하는 것은 규제의 부정적 효과를 과대추정하게 된다.  
31
 BCBS(2010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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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Tier 1 capital) 을 보유한 94 개의 1 그룹은행과 그 이외의 169 개의 

2 그룹은행으로 나누어서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2009 년말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있어서 1 그룹은행은 83%, 2 그룹은행은 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전체은행중 46%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순안정조달비율에 있어서는 1그룹은행은 93%, 2그룹은행은 

103%를 달성하고 있으며 43%가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67%는 이비율의 

85%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은행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1 조 7,300 억 유로, 

순안정조달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2 조 8,900 억 유로의 추가적인 

유동성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족분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규제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규제비율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2
 

 

2. 유동성 규제도입의 의의와 문제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 년의 금융위기 이전까지 국제적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규제는 각국 규제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제적 금융기구의 관심 

저하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동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바젤 III의 주요구성요소로서 

도입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유동성 규제도입은 강화된 자본규제와 더불어 금융회사들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간 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7 년 금융위기가 과도한 

도매금융시장에 대한 의존 및 유동성미스매치(liquidity mismatch)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점이 유동성 규제기준에 반영이 되도록 

                                                 
32
 MAG(2010b)는 MAG(2010a)를 수정하여 BCBS(2010.12)에서 추정된 부족한 자본 및 유동성을 

8 년에 이행기간을 걸쳐서 충족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연간 0.03%포인트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BCBS(2010c)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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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점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유동성위험(market 

liquidity risk), 조달유동성위험(funding liquidity risk), 

우발적유동성위험(contingent liquidity risk) 등 유동성 위험의 다양한 측면들이 

반영되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순안전조달비율이 디자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다음의 이유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기준을 충족하는 유동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시장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할인매각(fire sale)을 하거나 추가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조달프리미엄을 인상하는 개연성이 크지 않을 것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국지적인 위기가 전반적인 위기로 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유동성 규제는 극단적인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및  과도한 

시장유동성(market liquidity) 의존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disruption)이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기전환기능이 

금융회사의 중요기능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장기로 고정화되는 자산의 

자금조달을 초단기 부채를 통하여 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전재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초단기 부채가 불확실성이 큰 도매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위험은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젤 III 

유동성 규제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유동성규제에 대하여 그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유동성 규제도입이 타당한 것인가? 유동성 규제의 두가지 기준(measure)은 

적합한가? 유동성 규제도입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가? 등 

여러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번 바젤 III 유동성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유동성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만약 은행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고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면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위기 등 

금융위기의 발생은 지급능력(solvency)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로 

충분하지 유동성규제까지 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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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사태에서는 중앙은행이 최후의 유동성 

공급기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유동성 규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금융회사의 지급불능(insolvency)과 

비유동성(illiquidity)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층의 안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금융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운용형태가 크게 변화하였고 부외거래, 담보이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동성 규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유동성 규제의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것인가? 유동성 

규제기준 자체가 규제회피적 행위를 유도하여 오히려 또다른 위험을 낳는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BIS 의 

자기자본규제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데서 생겨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즉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았던 국가에서 오히려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이 컸다는 

점에서 규제기준이 좋은 기준(good measure)
34이 아니었거나 기준의 설정방식이 

규제회피적 행동을 야기하여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높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35

  새로이 도입되는 유동성 규제기준들이 

자본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산/부채 클래스를 정의하고 임의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동성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관측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야 자본규제기준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듯이 유동성 규제기준의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34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기준(measure)을 선택할 때는 ‘paradox of financial 

instability’의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시스템이 가장 위약할 때 가장 강건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Borio, 2010) 
35
 Blundell-Wignall and Atkinson(2010) 참조하라. 특히 필요자본량을 절약하는 방식으로서 

부외거래를 증가시킨 것이 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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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동성 규제기준에서는 포트포리오불변(portfolio invariant) 및 

시간불변(time invariant)의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포트폴리오불변의 문제는 자본규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유동성규제기준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diversification effect)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위험(concentration risk)이 내재되어 있다.
36
 

또한 시간불변의 문제는 유동성규제가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인가와 관계된 것다. 이전의 자기자본규제가 

경기순응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 지적되어 바젤 III 에서는 경기역행적인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다. 유동성규제에 

대해서도 경기확장기에 유동성에 대한 타이트한 규제를 가하고, 경기수축기에 

보다 느슨한 규제를 하여 경기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측면이 이번 유동성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7
 

넷째, 유동성 규제의 획일적인(one size fits all) 기준은 규제대상의 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및 개별국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유동성 규제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았듯이 가중치의 

설정이나 특정 자산 또는 부채의 기준항목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회원국가간 

심한 이견을 보인 이유는 현재 각국의 금융관행과 금융회사의 영업행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은행 모델 또는 투자은행 모델은 그 부채조달과 

자산운용의 형태가 상이하지만 이번 유동성규제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은행모델을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규제 준수 

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고유동성 

정부증권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유동성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유동성규제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중개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위험애호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36
 바젤 III 의 유동성규제에서는 모니터링수단(monitoring tools)에서 자금조달 편중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집중화위험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7
 금융규제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shock absorber)을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충격을 확산하는 역할(shock amplifier)을 할 수도 있다는 Borio(2010, p.80)의 지적은 

유동성규제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Tirole(2010)이 지적한  ‘the last taxi at the station(심야에 역에 

도착하여 한대의 택시를 발견했지만 택시기사가 법규 때문에 한대는 승강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여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은 경직적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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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동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할 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을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고유동성자산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더욱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원 확보를 위하여 높은 비용의 장기부채나 

자기자본을 발행하게 됨으로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38
 금융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대출규모를 축소하여 대응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한편 경쟁으로 인하여 대출금리에 

비용전가가 어렵게 될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는데 낮은 

수익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높은 위험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유동성 규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추가적 검토 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젤위원회는 관측기간 동안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013년 중반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2015년 

1 월부터 정식으로 도입키로 하였고, 순안정조달비율(NSFR)은 2016 년 

중반까지 수정을 완료해서 2018년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키로 하였다.  특히 

순안정조달비율(NSFR)에 대하여 관측기간을 장기로 한 것은 은행업계의 

반발과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크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특히 관측이 필요한 사항들로 

지적된 것은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에 있어서 2 등급자산의 인정범위, 

고유동성자산 발행이 부족한 국가에서의 1,2 등급 자산의 추가적인 편입 문제, 

소매예금의 이탈률 및 정기예금예금의 이탈률, 무담보 도매조달자금 중 

비업무용목적 예금의 이탈률, 담보부도매조달에서 담보자산의 범위, 

현금유입에서 만기연장률의 문제 등이었다. 또한 순안정자금조달과 

                                                 
38
  Bordeleau and Graham(2010)은 미국과 캐나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역 U자형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선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을 

희생해야 하지만 유동성이 높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여 조달코스트를 낮을 수 

있다. 이 두가지 효과는 유동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첫번째 효과가 점차 커지는 역 U자형의 

관계를 갖게 하는데 실증분석 결과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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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도 업무목적의 도매예금의 가중치 문제, 1년미만 도매예금의 별도 

취급문제, 잔존 만기 1 년미만 자산부채의 가중치 문제 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들 사항들은 획일적 규제가 부과될 경우 국가간 금융관행이나 

은행의 경영전략상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들로서 

바젤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관측기간중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바젤위원회의 유동성규제기준은 제도의 큰 

골격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관측기간 이후 실재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변경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이 기간 동안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운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면서 고려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몇가지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른 바젤 III 규제 및 국제적인 금융규제와 결합되어 나타날 누적적인 

효과이다. 2007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 G20 등에서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체제가 

정비되고, 규제자본의 손실흡수능력을 개선하도록 강화되었고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화된 자본규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가 

누적적으로 도입될 경우 은행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바젤 III 의 계량영향평가(QIS)는 각각의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지 누적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둘째, 유동성 규제 도입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강화된 유동성 규제 및 자본 규제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대출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측면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동성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유동성 규제 도입은 유동성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은행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규제를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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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고수익의 장기자산을 보유하려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위주의 

영업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분자인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되는 국채나 중앙은행발행 증권 등의 보유비율을 

늘인다면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할인 적격 유가증권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동성 규제기준의 시계조정(time horizon)으로 인해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와 

차환발행 리스크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2007 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금융규제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유동성 규제의 도입은 자본규제의 재점검과 

함께 새로운 금융규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유동성 

규제기준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 년부터, 순안정조달비율은  

2018년부터 관측기간을 경과한 후 활용될 예정이다.  

유동성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1975 년 초대 바젤위원회의 의장이 

지적하였듯이 자본적정성과 함께 은행의 안정성을 위하여 규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오래전부터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자본규제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각국 규제당국이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의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본규제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도록 그동안 금융환경 및 은행의 경영행태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전통적인 예금을 통한 자금보다는 단기의 도매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저수익의 단기유동성 보다는 고수익의 장기 자산에 대한 운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증권화 및 구조화 상품의 도입 등 금융혁신이 크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금융시스템전체의 유동성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소를 잠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기불일치의 위험이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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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은행유동성을 과도하게 

단기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만들어 시장경색의 효과가 증폭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니게 하였던 것이다.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위험이 현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바젤 III 유동성 규제기준은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인 유동성의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장기적인 유동성의 

지표인 순안전조달비율,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기준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각국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수단이 그것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은행이 30 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유동성자산이 30일간 순현금유출의 100%를 상회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순안정조달비율은 자금조달구조의 장기화를 유동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용안정조달이 필요안정조달의 100%를 상회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니터링수단으로 계약상 만기불일치, 자금조달의 편중도, 가용 미담보제공 

자산, 중용 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시장관련 모니터링 수단 등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규제기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가중치의 설정이나 항목의 

포괄범위를 둘러싸고 은행영업모델이 상업은행모델인지 투자은행모델인지, 

각국의 금융관행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이해가 충돌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유동성 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출이 줄어들고 성장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바젤위원회나 금융안정위원회의 

추정결과는 유동성 규제도입의 비용은 우려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으며 

위기방지 역할을 통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새로운 유동성 규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론적인 논의와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유동성 규제 도입의 

불필요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다. 두번째로 유동성 규제기준이 유동성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셋째 유동성 규제기준이 자본규제기준에서와 같이 포트포리오불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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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집중화위험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불변의 문제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넷째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규제대상들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오히려 금융회사의 위험애호적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문에서는 새로운 유동성규제기준의 도입과 관련되어 

관측기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될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부분으로 여러 규제들의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지적하였다.  

본문에서는 국제적인 유동성규제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단기화하고 시장성 자금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였으며 자금운용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동성위험관리가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동성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MMDA 를 

고금리로 발행하는 등 임기응변적 유동성 관리가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국내은행의 유동성 위험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유동성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감독당국도 유동성 규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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