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국내 금융기관의금융기관의 준비현황과준비현황과 문제점문제점

2003.12.152003.12.15

서정호서정호
JosephsuhJosephsuh@hanabank.com@hanabank.com

1

목 차

• 준비현황

• 시사점

• 문제점



2

2

문제점 – 신용 리스크 부문

표준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함

①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선정되어야 함

② 대다수의 거래기업에 대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해야 함

③ 적격 신용평가사의 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제시할 필요

Basel II: 표준방법 하에서는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3

Basel II: 

현재 적격 신용평가 업체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함

신용평가 기관 역시 Basel II의 적격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명확한
Roadmap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은행거래 법인의 1~2% 업체들만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표준방법 도입시 요구자본이 과다할 가능성도 있음

신용평가 대상업체를 확대할 경우 신용평가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심사역
확충이 필요한 부담이 있고 투기등급기업의 경우 Rating을 받지 않는 moral 
hazard 문제 발생 가능

한편, 표준모형은 IRB 방법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가중치 경감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채택시 중소기업 금융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표준방법 하에서는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신용 리스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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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신용 리스크 부문

Basel II: FIRB 방법 하에서 은행은 각 포트폴리오 유형별로 PD를, AIRB 방법
하에서는 PD, LGD, EAD, M의 값을 산출해야 함

Basel II 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부도확률(PD)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등급간 분포가 적절하고 예측력이 높은 안정적인 신용평가모형의 구축 및 운영

② PD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되, 2006년 말에 FIRB를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3년간 데이터를 활용 가능

③ 소매의 경우 FIRB 방법이 인정되지 않고 AIRB 방법만 인정됨

④ 신용등급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에 의해 부여되거나, 사후 승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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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신용 리스크 부문

Basel II: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은 신용평가모형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 하였는바, 이들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

특히 비외감 기업,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은 구축 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정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
합병은행의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의 연속성도 의문시 됨(예: 심사기준, 부도의
정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등급의 개수가 변경)

소매의 경우, 그 동안 은행들이 차주에 대한 개인정보를 축적, 평가하기
보다는 담보위주의 영업을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차주정보의
신뢰성은 더욱 낮은 편

신용정보를 보완해 주고, 검증•비교해 줄 수 있는 외부정보제공업자
(ex. CB)의 기능도 아직 미약한 실정

비외감, 개인사업자, 개인차주 등에 대한 국세청 정보이용 방안의 강구
및 소규모기업 중심 신용평가사의 금융권 공동 설립 검토 필요

FIRB 방법 하에서 은행은 각 포트폴리오 유형별로 PD를, AIRB 방법
하에서는 PD, LGD, EAD, M의 값을 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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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신용리스크 부문

AIRB방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개별여신의 부도시손실율(LGD) 및
부도시 익스포저(EAD)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LGD 및 EAD는 최소 7년간의 데이터로 자체 추정

② 부도후(post default) 또는 상각후(post charge-off) 상환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③ PD, LGD, EAD의 조정을 통해 담보, 보증 및 파생상품, 상계 등에 의한
신용경감을 인정

FIRB: BIS가 정한 표준적인 방법 사용
AIRB: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 사용
담보(LGD), 보증 및 신용파생(FIRB: PD, AIRB: PD,Rating), 상계(EAD)

Basel II: FIRB 방법 하에서 은행은 각 포트폴리오 유형별로 PD를, AIRB 방법
하에서는 PD, LGD, EAD, M의 값을 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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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산출을 위한 담보속성 정보 및 부도후 회수 정보 미비

특히, 단순한 회수정보가 아닌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비용에 대한 표준적인 요건 필요

지금부터 정비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인건비, 회수부대비용 등)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여 AIRB 적용을 위해서는 7년 후에나 가능

이러한 회수관리시스템의 구축은 필연적으로 회수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의 개편을 수반할 것임

문제점 – 신용리스크 부문

Basel II: FIRB 방법 하에서 은행은 각 포트폴리오 유형별로 PD를, AIRB 방법
하에서는 PD, LGD, EAD, M의 값을 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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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을 업종별, 상시종업원수, 매출액을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를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정책금융 및 무역금융 등 기존 중소기업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비외감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정보 역시 명확하지 않아,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소규모기업의 경우, Retail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계/기업 구분만 있을 뿐, 소규모기업을 포함한
소매금융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아 소매금융에 포함할 소규모기업의
요건정의가 필요함

문제점 – 신용리스크 부문
Basel II: SME를 연간매출액 기준 5천만 Euro이하의 중소기업체로 정의하고

IRB모형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유리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9

문제점 – 신용리스크 부문

원칙적으로 외부 등급이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RBA 방식을 적용

- 투기등급의 경우 위험가중치 250∼650%, 등급이 없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
- 외부등급이 없는 경우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공식에 필요자기자본, 대출건수,

선순위정도, 도산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자본을 산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유동화증권은 상업은행의 경우 사모

유동화증권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규제자본 요구량 증가 불가피

Basel II: Basel II: 자산유동화증권에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대한 평가방식에는평가방식에는 RBARBA((rating basedrating based
approach)approach)와와 SFA(supervisory SFA(supervisory fomulafomula approach)approach)의의 두두 가지가지
방식이방식이 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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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는 은행의 각종 기반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별부서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일관성을 상실하고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

Basel Ⅱ에서는 규제자본 산정에서 은행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기존협약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어, 경기하강시 자금공급이 위축되고
되고 경기상승시 자금공급폭이 확대되어 경기 변동폭 확대

문제점 – 신용리스크 부문

그 밖의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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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 

내부 손실데이터(빈도, 손실금액)가 축적되어 있지도 않고, 정확한
손실금액의 산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임.

특히 사건유형 중『고용 및 사업장의 안전』,『실행•전달과 처리절차 관리』등

외부데이터나 해외데이터 CSA 등을 통한 주관적 손실금액을 활용한 경우에는
실제 손실액을 대변할 수 있느냐가 논란여지

하위 시스템과 각 지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손실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

AMA 방법으로 운영 리스크를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8개 영업부문과
7가지 사건유형별로 각각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소요 자본량 계산

문제점 – 운영 리스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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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 

2006년 말 시행을 위해서는 2003년 하반기 부터는 영업부문과
사건유형별로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이 시작되어야 하고, 측정시스템의
리스크 측정치를 실제 손실경험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검증해야 함

손실데이터를 은행 공동으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되나, 개별은행이 동 데이터의 제공을 꺼리거나, 데이터 축적에 소홀할
가능성

규제자본 산출 목적으로 측정되는 운영 리스크는 최소 5년간의 관찰
자료에 기초. 단, 최초 과도 기간동안에는 3년간 자료 사용가능

문제점 – 운영 리스크 부문

13

Basel II: 

CSA(Control Self Assessment) 및 KRI(Key Risk Indicator) 등이 활용 될
수 있겠으나,

KRI의 설정, 축적, 자동생성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은행의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내부통제개선 및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CSA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표준방법과 고급측정법 적용을 위한 질적요건으로 운영 리스크의 인식•
측정 • 감시 •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문제점 – 운영 리스크 부문



8

14

<참고>

2003년 5월 표준모형 구축

관리회계 기준에 따라 FTP를 감안한 각 Business Line별 Gross Margin을 산출

매월 은행전체, 사업본부, 영업점, 본부 부실팀단위까지 운영리스크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AMA는 2005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종료할 예정

Phase1(2002년 12월∼2003년 7월): BaselⅡ의 질적/양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고예방과
통제강화를 위한 요건정의/data 축적/Process 분석

Phase2(2003년 8월∼2004년 5월): Web기반 운용리스크관리 시스템 구현

2004년 상반기까지 리스크량의 측정 및 보고를 지속한 후 하반기부터 자본배분, 
RAPM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

하나은행의 운영리스크 표준 모형

문제점 – 운영 리스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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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현황 – 하나은행

20042004년년 66월월
Basel IIBasel II

확정안확정안 발표발표

Basel II Basel II 기반시스템기반시스템 구축구축

·· PD PD 및및 LGDLGD등급체계로등급체계로 이원화이원화 및및

데이터데이터 축적축적 시작시작
·· EADEAD의의 순차적순차적 관리를관리를 위한위한 약정약정

한도관리체계한도관리체계 도입도입

표준모형표준모형 Basel II ComplianceBasel II Compliance

·· 감독원감독원 도입요건에도입요건에 맞도록맞도록 시스템시스템

세부요건세부요건 정비정비
·· IRB/AMA IRB/AMA 관련관련 데이터데이터 축적축적 지속지속
·· 표준모형에표준모형에 의한의한 ComplianceCompliance

IRB  IRB  및및 AMA AMA 방식방식
Basel II Basel II 

ComplianceCompliance

2003~20042003~2004년년 20052005~2006~2006년년 20092009년년

20062006년말년말 표준모형표준모형, 2009, 2009년말년말 IRB IRB 및및 AMAAMA방식에방식에 의한의한 Basel II complianceBasel II compliance를를
목표로목표로 잠정적잠정적 마스터마스터 플랜플랜((master plan)master plan)을을 작성작성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제도 개선사항, 내부교육

Basel II 기반시스템 구축

로드맵 확정

17

준비현황 – 하나은행

““OnOn--going Improvementgoing Improvement””

Basel II Basel II 요건요건 최대한최대한 충족충족

Rating CoverageRating Coverage의의 확대확대 및및
등급구간등급구간 지속지속 점검점검

보유보유 데이터의데이터의 Quality Quality 제고제고

Data CleansingData Cleansing

외부컨설팅사와외부컨설팅사와 주요주요 업무프로세스에업무프로세스에 대한대한 분석작업분석작업 진행진행 중중

전행차원에서전행차원에서
내부통제내부통제 및및

모니터링모니터링 강화를강화를
위한위한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개선하고개선하고 향후향후
유효성유효성 검증검증 및및
유지유지 차원의차원의

관리방안관리방안 추구추구

Phase IPhase I
(2004(2004년년 66월월))

CSA, KRI  CSA, KRI  
관리방안관리방안 정의정의, , 

PrototypePrototype에에 의한의한
운영리스크운영리스크 측정측정

Phase IIPhase II
(2005(2005년년 55월월))

WEBWEB기반의기반의
전산시스템전산시스템 구축구축

Credit Rating ModelCredit Rating Model의의 정비와정비와 더불어더불어, , 운영리스크운영리스크 측정측정 시스템의시스템의 구축에구축에 앞서앞서
외부외부 컨설팅사와컨설팅사와 주요주요 업무프로세스에업무프로세스에 대한대한 분석분석 작업을작업을 진행진행 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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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현황 – 국내은행들 현황

·· 여신상품의여신상품의 마케팅부터마케팅부터 사후관리까지사후관리까지

분산되어분산되어 있는있는 시스템과시스템과 DBDB를를 통합통합

·· 기존기존 신용평가신용평가 시스템시스템 강화강화

·· 소기업소기업 자동승인시스템자동승인시스템 및및 담보관리를담보관리를

포함한포함한 모니터링모니터링 기능강화기능강화

·· 운영리스크관련운영리스크관련 컨설팅컨설팅 및및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

A A 은행은행

·· 관련분야관련분야 컨설팅을컨설팅을 받은받은 후후 바젤바젤 II  II  전담전담

태스크포스팀을태스크포스팀을 가동가동 중중

·· CSA CSA 정교화정교화 작업작업 진행진행 중중

C C 은행은행

·· Base II Base II 적용기준에적용기준에 따라따라 각종각종 자산과자산과

담보가치를담보가치를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평가하기평가하기 위해위해
외국계외국계 패키지패키지 도입을도입을 검토검토 중중

B B 은행은행

·· 개별시스템을개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하는하는 과정에과정에

Basel IIBasel II의의 요건들을요건들을 반영하고반영하고 있음있음

·· ’’0404년년 66월월 Basel II Basel II 최종안이최종안이 나오고나오고

금융감독원의금융감독원의 구체적구체적 지침과지침과 일정이일정이
제시된제시된 후후 외부외부 컨설팅을컨설팅을 받겠다는받겠다는
입장이입장이 다수다수

기타은행기타은행

B
A
S
E
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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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Basel IIBasel II의의 개념에개념에
기반한기반한 은행경영은행경영

경영경영 및및 기업문화의기업문화의
일부로일부로 체화되도록체화되도록

지금부터지금부터 노력노력

RiskRisk를를 반영한반영한

성과측정체계성과측정체계
((RAPM)RAPM)의의 도입필요도입필요

Basel II Basel II 규제비용을규제비용을
줄이고줄이고 은행경영의은행경영의
중심축으로중심축으로 활용활용

What to do?

하나은행하나은행

·· ’’0303년년 하반기에하반기에 전전
영업점장들에게영업점장들에게 바젤바젤II II 
교육교육 실시실시

·· 영업에영업에 대한대한 영향을영향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전파할전파할
계획계획

Base IIBase II를를 단순히단순히 새로운새로운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규제로규제로 보아서는보아서는 안되며안되며 은행경영에은행경영에 있어있어
새로운새로운 Global StandardGlobal Standard라는라는 인식을인식을 가지고가지고 기초기초 인프라를인프라를 근본적으로근본적으로 혁신하는혁신하는
계기로계기로 삼아야삼아야 함함

Basel IIBasel II

신용평가신용평가

내부성과평가내부성과평가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전략전략

대출가격대출가격 결정결정

내부통제내부통제

충당금정책충당금정책

담보관리담보관리

21

시사점

WorstWorst--case Scenariocase Scenario

조달비용조달비용 상승상승

수익성수익성 악화악화

자기자본자기자본 요구요구 증대증대

위험자산위험자산 선호현상선호현상

Basel II 시행

·· 서둘러서둘러 시행할시행할 경우경우 국내국내 은행들은은행들은 근본적인근본적인 문제점을문제점을 해결하기해결하기 어렵고어렵고, , 검증되지검증되지
않은않은 데이터의데이터의 활용활용, , 포트폴리오의포트폴리오의 급격한급격한 조정조정 등의등의 부작용에부작용에 직면할직면할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음높음

·· Basel II Basel II 환경을환경을 조기에조기에 조성하기조성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대출가격결정체계대출가격결정체계((Credit Pricing),Credit Pricing),
자본배분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 Capital Allocation) 등이등이 감독의감독의 주요주요 대상이대상이 되어야되어야 할할 것임것임

Base IIBase II가가 시행되면시행되면 국내국내 은행들은은행들은 자금조달비용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상승으로 인한인한 국제경쟁력국제경쟁력
약화의약화의 악순환을악순환을 겪을겪을 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 감독당국은감독당국은 국내국내 은행들이은행들이 체계적으로체계적으로 준비할준비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로드맵을로드맵을 제시하고제시하고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점검하는점검하는 데데 초점을초점을 맞추기를맞추기를 기대함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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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Global StandardGlobal Standard를를 따르는따르는 것이것이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도움이도움이 되나되나 서두를서두를 경우경우 상당한상당한

충격과충격과 비용비용 ((경쟁력경쟁력 상실상실))을을 수반할수반할 수수 있음있음

·· 감독기관감독기관, , 신용평가사신용평가사, , 은행들은행들 상호간의상호간의 긴밀한긴밀한 정보교환과정보교환과 협력이협력이 성공의성공의

관건이관건이 될될 것임것임

Global StandardGlobal Standard에에 대한대한 균형있는균형있는 시각이시각이 필요필요

우리우리 실정에실정에 맞는맞는 『『 성공적인성공적인 Basel II Basel II 구축모델구축모델 』을』을 연구하고연구하고 이를이를
일관성일관성 있게있게 추진하는추진하는 것이것이 과제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