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한은-KDI-금융학회
춘계 금융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6. 3. 24)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거시금융감독정책을 중심으로

2006. 3 

강 동 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Tel. (02) 958-4076, E-mail: dkang@kdi.re.kr.  



- 2 -

Ⅰ. 서 론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금융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Turner[1999], Crockett[2000] 등). 전통적인 금융감독인 미시적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곤란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의 역할이 부각된 근본 원인으로는 경제통합과 금융자유화를 

들 수 있다(Contact Group on Asset Prices[2002]).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고 자본시장이 통합

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여타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이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가 완화되는 가운데 혁신적인 금융기법의 도입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위험을 확산․증폭시키

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 이래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공급 및 자산가격

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순환(credit cycles)과 자산가격순환(financial 

cycles)이 경기순환(business cycles)의 진폭을 확대시키고 주기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한편,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장기 사업에 공급하는 금융업의 속성상,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에 처하여 경제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이렇게 실물경제에 심대하고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실패 또는 금융시장

의 마비 등과 같은 사건을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

진국에서도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적절한 금융감

독의 부재이다. 또한 구조적 위기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감독시스템 구

축의 필요성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전통적으로 통화정책당국의 역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의 경기순환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거나(Bernanke and Gertler[2001]) 또는 

최소한 자산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Cecchetti, 

Genberg, and Wadhwani[2002])는 견해가 주류인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의 불완

전성에서 비롯된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겠

다. 또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도 최종대부자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담당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긴급 유동성 공급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공적자금의 집행이나 신용감독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1)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시금융감독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거시금융감독의 효과 및 역할에 대한 분석적 논의는 아직까지 일천한 상황이다. 이

는 금융감독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경제가 균형에서 이탈한 위기시이기 때문에 균형

  1)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컸던 사례를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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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한 이론적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상의 경기순환 국면에서 금융감독정책의 

효과도 각종 제약요인이 부가된 경제가 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태적인 거시환경에서 학술

적인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엄 한 분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금융정책 또는 신용정책이라는 명칭아래 거시금융감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거시금융감독을 위한 조직적 시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정책당국 및 학계에서 신바젤협약의 도입을 계기로 동 협약의 거시경제적 부

작용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2)되고 있는 등 거시금융감독정책적 함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현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이나 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

조적 위기를 계량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구조적 위기의 주기나 심각성, 지속성은 어떠한지, 

어떠한 방식 및 경로로 기업이나 금융부문이 훼손되고 그 결과 경제전반의 상황은 얼마나 악

화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해당사자간 논쟁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정책결정은 소수의 

당국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적 위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부재하고 

동 위기의 관리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할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학, 화폐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등에서 제시하는 여러 이론을 토대

로 거시금융감독의 위상, 효과, 역할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금융감독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통화정책과 거시금융감독정책의 차별성 및 역할분담을 

논의함으로써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경계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

히 설정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3)

거시금융감독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금융위기의 발생을 전후로 한 시기일 것이다. 신

용경색이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위기에 대하여 금융감독당

국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예방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위기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극

복할 수 있는 방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

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기는 하지만, 위기 재발을 방지․감시․대응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규 및 조직의 정비가 요청

되는 상황이다. 한편, 통상적인 경기순환에 있어서 금융감독제도에 내재된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및 군집행동(herd behavior),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신용순

환, 자산가격순환, 경기순환 등의 인과관계 및 금융감독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파

악도 미흡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 을 위해서 동태적 대손충당금

  2) Cavallo and Majnoni(2001), Altman, Resti, and Sironi(2002), Borio(2003) 등을 참고하라. 

  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거시금융감독정책을 통화정책에서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사를 
살펴볼 때 지나치게 자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중앙은행은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과는 무관
하게 자생적으로 보유하게 된 최종대부자기능, 지급결제제도의 운 과 관리기능, 통화정책 등을 수행하면서 금융안
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Ferguson(2003), 김홍범(2004) 등을 참고하라.



- 4 -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4)이 제기되고 있으나 과연 우

리나라가 동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분석적 평가가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거시금융감독의 필요성 및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구조적 위험 수준을 살펴보고 동 위험을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구조적 위험 관리 시스템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에서 구조적 위험 관리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거시금융

감독적 대응을 논의한다. 감독정책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거시금융감독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대두되

고 있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토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대손충당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면

서 핵심적인 주장을 강조하기로 한다.

Ⅱ. 금융시스템 안정과 거시금융감독
1.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이론상 마찰적 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제(frictionless economy)에서의 금융은 

실물경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거래의 행태가 실물경제의 자원배분 선택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Modigliani and Miller[1958]), 실물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금융자산의 가격

과 양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확실성하에서 경제주체 간 정보의 양과 질이 상이할 경

우에 금융은 실물경제에 유의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융경제학계에서는 자금의 공

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의 차입자인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금융의 

실물경제적 유관성(relevance)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논거로 주목되어 왔다.5) 

거시경제학자들은 외생적인 요인이 실물경제의 경기순환을 구동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

다(Cochrane[1995]). 이때 외생적 요인은 자연현상에 의한 생산성의 예상치 못한 변화 등과 

같이 경제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일 수도 있고 통화량이나 재정지출규모와 같이 개별 민

간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보로 인식하는 정책 결정일 수도 있다. 한편, 

경제 내의 각종 제도 및 제약은 이러한 외생충격을 확산․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6) 금융이 

실물경제에 전혀 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경제에서는 금융거래 및 제도에 의한 경기변동을 

  4) 2005년 7월 31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5) 불확실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거시경제학과 금융경제학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례로 회귀분석에서 전
통적인 거시경제학은 설명변수에 관심을 두고 잔차는 노이즈로 인식하여 가급적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선호를 

보이는 반면, 금융경제학은 오히려 노이즈를 경제변수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극
단적으로 금융경제학에서는 잔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금융의 역할도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Fisher and 
Merton[1984]).

  6) 내생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이론은 Scheinkman and Weiss(1986)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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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로 인하여 금융거래와 관련된 관행, 

제도, 감독 등이 실물경제적 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는 신용순환7)이나 자산가격순환8)이 경

기순환의 주기와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

대칭성이다. 정보의 비칭성의 존재로 금융상품 간 불완전한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s) 관

계가 발생하면(Bernanke and Gertler[1989]) 금융상품, 특히 은행의 대출이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을 보인다.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

문에 대한 대출을 축소 또는 회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는 여타 자

금조달수단을 찾지 못하여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생산의 감소 및 경기의 추가적

인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시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대출정책이 실물경제에 향을 미칠 수 있다. Rajan 

(1994)은 은행의 임직원이 단기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성향에 주목하 다. 만약 금융시장 

참여자가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나 차입자의 신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수익을 통하여 은행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은행의 대출정책이 경기순응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은행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기상승국면에 대출조건을 이완

하여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차입자의 신용능력이 충분히 악화된 이

후에야 대출을 축소한다.9) 

다음으로 금융감독제도와 실물경제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금융상품간 불완전한 대체성이

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신용제약이 실물경제에 유의적인 향을 미치는 경제에서 금

융기관에 대한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규제와 같은 금융감독이 도입된다면 경기변동의 진

폭은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Blum and Hellwig[1995]). 규제자본량은 은행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면 금

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자본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지만 이때는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은행은 자본을 보강하기보다는 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하강하게 된다. 결국 금융감독은 경기 

수축기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실물경제의 경기변동은 외생적 충격이 내생적인 제도 및 제약요

  7) Kocherlakota(2000)는 실물경기의 진폭, 지속성, 비대칭성 등이 외부적인 충격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용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유의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업에 긍정적인 
충격이나 소규모의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 진은 즉각적으로 투자를 변경시키기보다 소비나 저축을 조정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규모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투자를 축소하거나 자산
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제약은 외부 충격을 비대칭적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8)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자산가격이 경기순환의 진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을 Kiyotaki and Moore(199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기업이 토지를 담보로 이미 최대한 자금을 차입한 결과 추가적인 외부차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단기적으로 생산성에 부정적인 향을 추는 충격이 발생하면 동 기업은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기업의 미래 수익과 순자산이 감소하여 향후 더욱 심한 신용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
로 동 기업은 더욱더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여 투자의 현금흐름이 저조하게 되
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순자산을 더욱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토지가격의 
하락이 부재할 경우보다 토지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줄여야 하는 승수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 

  9) Rajan(1994)이 주장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 문제는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 이 분리된 경우나 자본이 취약한 경

우에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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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하여 확대․증폭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금융거래 및 금융시장 자체의 불

완전성으로 인하여 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경

기순환을 증폭시키고 경기의 상승 및 하강국면에 비대칭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2. 거시금융감독의 중요성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막대한 규

모의 비용이 소요10)되기 때문에 구조적 위기를 회피하려는 금융감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Contact Group on Asset Prices[2002]).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가 자주 지적된다. 금융감독에 있어서 구성의 오류란 개별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가 전

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서 불황기에 개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감독당국이 자본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신용공급이 더욱 축소되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불황시에는 무수익여신이 

증가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본 보강이 어렵게 된 은행은 결국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의 추가적인 

하강을 초래하여 다시 은행의 무수익여신 증가 및 자산건전성 악화를 유발한다. 즉, 금융기관

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미시적인 금융규제가 거시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금

융기관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관점

에서 금융기관 간 상호작용까지를 고려한 거시금융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감독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거시경제적 효과도 거시금융감독이 필요한 논거로 작용한

다. 대표적인 이슈가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용공급은 그 자체

로 경기순응성을 지니는데, 건전성규제로 대표되는 미시금융감독은 속성상 이러한 신용공급

의 경기순응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의 규제가 부과될 경

우 은행은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황기에 대출을 축소하고 호황기에 대출을 증대함으

로써 경기순응성이 증폭된다(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99], Borio, Furfine, 

and Lowe [2001], Borio[2003]).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은 신용위험별로 차주를 차별하려는 신바젤협약체제에서 더욱 현

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하강기에 규제자본을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은 대출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은행은 규제자본량은 동일하지만 신

용위험이 높은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여 수익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행위가 기존의 바젤협약체제에서는 가능하지만 신바젤협약체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11) 

 10) Hoggarth, Reis, and Saporta(2001)는 구조적 위기에 따른 후생비용이 연간 GDP의 15~20%에 달한다고 추정하 다. 
Bordo, Eichengreen, Klingebiel, and Martinez-Paria (2001)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의 후생비용이 각각 연간 GDP 대비 
5.9%와 6.2%이지만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후생손실은 18.6%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 신바젤협약의 핵심은 차주의 신용위험을 차등화하여 은행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추구행위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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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급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경기순응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Carpenter, 

Whitesell, and Zakrajsek[2001]). 또한 신바젤협약의 도입으로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에 의한 신용위험관리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2) 

금융감독이 미시적인 수준을 넘어 거시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금융안

전망이나 금융인의 유인구조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된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안

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로 인하여 부보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신에 의한 

고위험 대출, 즉 과도한 위험추구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경제전체의 위험수준을 측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 진은 단기적인 업적에 기초하여 평가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동일 권역 내 금융기관 간 

경 전략이 유사하게 되는 군집행동(herd behavior)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3) 예를 들어서,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증권중개인 및 자산관리자는 정보상 우월한 투자자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유사하

게 행동할 경우 실패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자산포트폴리오가 유

사하게 운용되거나 일정한 충격에 대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동일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불안정

하게 되고 심할 경우 구조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14) 이렇게 경제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군집행동은 미시적인 건전성감독만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시적인 감독수단

을 필요로 한다.15)

Ⅲ. 구조적 위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 
1. 우리나라에서의 구조적 위기 
역사적으로 볼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무시할 만큼 낮지 않다. 단기로 조달한 자

금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장기 사업에 공급하는 금융업의 속성상,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

에 처하여 경제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구조적 위기의 발생빈도

와 함께 정책당국자가 구조적 위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에 수반되는 거시적 그리

고 미시적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면 거시경제적으로 생

 12) Altman, Resti, and Sironi(2002)는 예상손실률과 회수율 간에 유의적인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요구자본량이 이전보다 더욱 하락하고 경기하강국면에서는 더욱 상승하여 경기순응성을 확대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13) 금융시장의 군집행동은 금융시장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금융시장의 경쟁도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나
타난다.

 14) 금융기관 간 자산보유의 유사성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등 통합의 추세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함준
호․홍승제[2003]).

 15) 군집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감독수단으로 감독당국의 비공식적인 협조요청(moral suasion), 별도의 규제신설 등
이 동원되나 그 정당성은 실증적 논리의 역이라기보다 규범적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8 -

산, 투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시경제적으로는 자원 및 부의 재분

배가 불가피하여 경제주체간 공평성(fairness)도 훼손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조적 위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강동수(2004)는 거시경제의 실

물부문과 금융부문에 향을 미치는 외생적 충격을 계량화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는 충격의 

본질16)보다는 충격을 통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속적 충격(permanent shock)과 일시적 충

격(transitory shock) 등 두 가지로 나눈 후 각각의 충격이 1980년대 중반 이래 어떠한 규모로 

발생하 는지를 알아보고 동 충격이 실물 및 금융경제의 변수에 미친 파급정도를 측정하

다.

[그림 Ⅲ-1]은 1988년 3사분기부터 2003년 4사분기까지 속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의 시계

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충격을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하 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충격에 대한 계량화이다. 전 표본기간 중에서 속적 충격은 1998년 

1사분기에, 일시적 충격은 1997년 4사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때의 충격 규모

는 어떤 시기보다도 월등하게 크다. 예를 들어서, 1997년 4사분기에 발생한 일시적 충격은 

-5.2%로 측정되어서 통계적으로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분기에 

발생한 -3.6%의 속적 충격 또한 발생확률이 0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림 Ⅲ-1]에서는 1999년 3사분기의 대우그룹의 채무불이행 선언의 효과도 보여준다. 당

시 국내 제2위 대기업집단이었던 대우그룹의 채무불이행은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만한 사건

이라는 정책당국자 및 경제학자의 견해와는 달리, 1999년 3사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측정된 

충격의 규모는 무시할 만큼 작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동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하다. 우선 당시 정책에 의한 채권시장의 왜곡을 지적할 수 있다.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

제한조치나 채권안정기금의 운 17) 등으로 대규모 환매수요와 금리의 폭등을 통제하 다. 또

한 1999년도의 거시경제상황도 당시 충격의 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에 따른 여파로 1998년도 국내총생산증가율이 -6.9%를 기록하 을 만큼 정

상적인 성장궤도에서 현저히 이탈하 기 때문에 1998년 하반기 이후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

책으로 1999년도에는 경기가 급격히 반등하고 있었다. 즉, 1999년도의 양호한 성장은 대우그

룹사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지나치게 낮은 국내총생산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9년에는 ‘신경제’의 논란이 제기될 만큼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었고 이후 IT버블로 판명된 벤처의 호황에 따른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도 대우그룹사태

가 적어도 통계적으로 구조적인 위기로 해석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은 2003년도 2사분기에 본격화하기 시작한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도 포함한다. 신용카드사 위기는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 2사

 16)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는 외부 충격의 정체에 대해서 과거 200년 이상 수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해법 
을 제시하 으나 우리는 아직도 설득력있는 답을 얻지 못하 다(Cochrane[1995]). 경제학자들은 기술혁신, 통화정책, 
유가의 움직임, 재정지출, 조세정책, 금융규제 등에서 경제의 예상되지 않은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찾으려고 하
다. 그러나 이들 충격의 후보들이 과거의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외생충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17) 정부가 주도 아래 대부분의 은행이 참여한 채권안정기금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활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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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에 발생한 속적 충격의 크기가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고 1988년 이래로 네 번째 

규모이다. 그러나 일시적 충격은 오히려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 급감하 던 채

권의 거래에 비하여 가격변동은 크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8) 따라서 금융

시장의 가격상황과 연관성이 높은 일시적 충격보다 실물경제에 큰 향을 미치는 속적 충

격19)이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의 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

다.20) 

[그림 Ⅲ-1] VAR로 추정된 외생충격의 시계열: 1988:3부터 2003: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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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동성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상실한 이유는 카드사에 대한 신용평가, 주주의 
증자 및 채권단의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 던 데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9)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발생 당시에 발생하 을 것으로 사료되는 외생충격성 사건으로 이라크전쟁의 발발, SK
로벌의 회계분식사건, 북핵위기 등을 들 수 있다.

 20) 1989년 1사분기와 1992년 2사분기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속적 충격이 부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
시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 다기보다 증권시장이 침체를 겪었던 시기이다. 1989년 초에는 올림픽 이후 경기의 활
황국면이 사라지고 5공청산, 노사분규 등 정치･사회적 불안정, 대외통상마찰, 원화강세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었던 
시점이다. 그리고 1992년 중반은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여건이 취약했던 시기이다. 두 시기 이후에는 직
접금융 확충이나 증시안정화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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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영속적 충격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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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일시적 충격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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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와 [그림 Ⅲ-3]은 속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의 히스토그램이다. 우선 충격을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한 후 표준정규분포와 비교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충

격의 히스토그램은 표준정규분포에 비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좌측의 극단적충격

을 제외하면 비교적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측의 극단적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의 

충격으로 얼마나 예외적인 사건(outlier)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 11 -

2. 현행 구조적 위기 관리체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 위험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

적 위험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주체 및 관리의 주요 

내용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 그리고 각 금융업별 법률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으나 구조적 위험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한 근거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21)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시적 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위기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향을 많이 받

는다. 특히 대외개방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통제불

가능한 대외적 충격에 의한 구조적 위기의 발생확률은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

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내부적으로 시장규율의 확립,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회계제

도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 위험에 기반한 금융감독제도의 구축 등 소프트웨어의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분산이 가능하지 않은 위험(undiverisfiable risks)의 발생빈

도가 절대적으로 잦고 규모도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수많은 금융사고가 존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로 국한해도 1999년 대우그룹 도산, 2000년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2003년 신용카드사.유동

성 위기 등 금융불안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고 하겠다. 그런데 금융사고

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대응방식은 감독적 용인(supervisory forbearance)이

었다. 시장의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전체적으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공

평성을 훼손하더라도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여 감독적 용인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판

단된다. 그리고 몇 몇 금융사건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

려운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3년의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가 단순히 신용카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

자의 손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의 부실로 이어져 채권시장의 경색이 초래되고 카

드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등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서 금융시스

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 다. 나아가서 채권시장과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및 소비자의 소비･금융행위에 악 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22)  

 21) 금산법 제12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업을 지속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

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구조적 위험을 포함하여 모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기술한 유일한 법조문이다. 그러나 동법은 발생가능한 사건의 최
대치에 대하여 정부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22) 전절의 계량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2사분기에 발생한 속적 충격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서 구
조적 위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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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사건에 실제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 는지 여부가 매

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제는 구조적 위기의 판정이 아니다. 

이보다는 이렇게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과 접한 관련

이 있는 사안으로서, 결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의 효율성에도 결정적인 향을 미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거 정부의 위기대응은 법적인 근거보다는 핵심 정책당국자의 판단에 의하여 다소 비공식적으

로 결정되었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

화시킬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자는 현황공개를 기피하고 모호

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충격의 여파를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위기발생시 정

책의 불투명성은 정책당국자 자신의 유인구조에도 부합한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은 하고 불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결정 구조 및 내용을 불투명하게 하면 구조적 위기 관리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회피도 용이하다. 

그러나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불명확한 위기대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

선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가 도덕적 해이에 의한 행위를 발휘할 여

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시장규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제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인을 

보유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실 대기업에 대한 후순위채 투자를 들 수 

있다. LG카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기업을 법정관리가 아닌 금융권에 의한, 사실상의 

워크아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제약요건이라고 판단한 비금융기관 채권자

는 후순위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23)

나아가서 정부의 불명확한 위기대응은 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투명성은 협의의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광의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결정이 내려지는 법적 그리고 회계적 구조(legal and accounting 

infrastructure)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적법성(legitimacy)까지도 포

괄하는 개념이다. 경제의 현황 및 정책결정에 대하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경제주체간 정

보비대칭성이 해소되면 투자자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정책당국자도 책임소재와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정책이 

단순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책당국자와 대중의 정확한 정보교류는 경제의 효

율성이나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24)

종합하면, 정책의 투명성은 일반 경제주체와 정책당국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현할 정책이 긴요하다고 하

 23)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목적으로 위기대응방식을 사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01년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실시하 을 때에도 유사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

가 발견되었다.

 24) 투명성과 금융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Gai and Shin(200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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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물론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시기에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책의 유연성

(flexibility)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당국에게 이미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

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25) 따라서 구조적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한

다고 해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기보다 공식적인 관

리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정책의 투명성 및 유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26) 

3. 구조적 위기 관리의 제도화
가. 해외 사례
(1) 미 국

미국의 구조적 위험 관리체계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FDI Act) 

제13조 (c)(4)(G) Systemic Risk27)에 기초하고 있다. 1950년 9월 21일 개정된 연방예금보험법

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보대상 부실은행에 대하여 최소비용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28) 최소비용에 의한 부실은행 정리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출과 정리과정에

서 발생하는 채무29)의 총액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 중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DIC는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구조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접근법에 의한 부실 부보은행의 정리를 면제한다.

미국에서 구조적 위험이란 FDIC가 최소비용접근법에 의한 부실부보은행 처리시 경제상

황이나 금융안정성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향(serious adverse effects)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를 지칭한다. 그리고 긴급조치나 지원(emergency action or assistance)을 통하여 그러한 심각

하고 부정적인 향을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정부는 

FDIC가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긴급결정을 내린다([그림 Ⅲ-4] 참조). 

긴급조치에 대한 결정권은 재무부장관이 보유한다. 재무부장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

회30)의 재적 2/3이상과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31)의 재적 2/3이상이 구조적 

 25) 대부분의 금융관련법안에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원장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의 유예나 별도의 조치를 허
용하는 등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실제 법의 운 상 정책당국에 의한 판단으로 감독적 용인을 실시할 여지가 다수 

존재한다.

 26) 구조적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면 정책당국자 개인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설득(moral 
suasion)과 같은 비공식적 개입에 따른 비난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27) 12 U.S.C. 1823(c)에 성문화되어 있다.

 28) 부실은행에 대한 최소비용접근법를 기술하고 있는 FDI Act 제13조(c)는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FDICIA)에서 구체화된 최소비용의 원칙에 앞서 1950년 9월 21일에 
법제화되었다.

 29)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와 장기채무, 그리고 직접 또는 우발적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30) FDIC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통화감독청장(Comptroller of the Currency)과 저축은행
감독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14년이고 매 2년마
다 한명씩 임명되고 임명된 해의 2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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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라고 결의한 경우 대통령과 상의한 후 구조적 위험을 결정한다. 재무부장관은 긴급조

치의 결정을 문서화하고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긴급조치 결정의 근거, 긴급조치가 지향하는 목적, 긴급조치와 그로 인한 

부보예금기관과 비부보예금자의 유인 및 행위에 미치는 향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회

에 제출한다. 한편, 재무부장관은 상원의 은행･주택･도시위원회(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와 하원의 은행･금융･도시위원회(Banking, Finance and Urban Affairs)에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32)33)

미국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모든 금융위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

다. 구조적 위험이 연방예금보험법에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부보예금기관, 특히 대형 은

행의 부실화와 관련된 위험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은행 이외에 금융권역 또

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부보대상 이

외의 금융권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위험이 부보대상 예금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때에 한하여 정부가 개입하고 

FDIC로 하여금 최소비용접근법을 배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Ⅲ-4] 미국의 구조적 위험 대응 체계

구조적 위험1)
 발생

FDIC 의결
(재적 2/3 이상 찬성)

FRB 의결
(재적 2/3 이상 찬성)

재무부장관의 특별조치 결정 대통령과 협의

GAO의 심사2) 상하원에 결정내용 서면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주 : 1) 구조적 위험이란 FDIC가 최소비용접근법에 의한 부실부보은행 처리시 경제상황이나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부
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GAO의 심사내용은 특별조치 결정 근거, 목적, 예상효과, 부보금융기관 및 비부보예금자의 유인 및 행위에 미칠 
향 등임.

 32)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3) FDI Act 제13조 (c)(4)(G) Systemic Risk의 (ii)에서는 긴급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의 처리방법도 기술하고 있다. 긴급조
치에 따른 손실을 부보대상의 자산에 대하여 FDIC가 결정한 특별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부보금융기관의 자산이란 직전 6개월간 평균 총자산에서 평균 유형자본과 평균 후순위채발행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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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본

일본의 구조적 위험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예금보험법이다. 동법 제7장34)은 금융위기

에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예금보험법 제102조에 의한 구조적 위험이란, 특별조치가 취해지

지 않는다면 자국 또는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신용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하 “인정”)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면 내

각총리대신은 금융위기대응회의35)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적 조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증강(제1호 조치), 파탄금

융기관 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payoff)할 때 예상소요금액의 초과분에 대한 자금원조(제2호 조치), 법 제111조 내지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위기관리(제3호 조치)를 말한다.36) 

[그림 Ⅲ-5]는 일본의 구조적 위험 대응 흐름도이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기

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적 위기와의 관련성을 심의한다. 동 회의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내각총리대신은 예외적 조치의 실시 여부를 인정한다. 제1호 조치가 인정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은 내각총리대신에게 경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고 내각총리대신은 재무대신의 동의를 

얻어서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주식취득 및 후순위채 인수를 결정한다(법 제105조 및 제107조). 

법 제110조에서는 제2호 조치가 인정될 경우 즉시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개시하여 1

년 이내에 피관리금융기관을 양수금융기관에 업을 양도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제3호 조치가 인정되면 인정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은 예금보험기구가 당해

은행(이하 “특별위기관리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정한다(법 제111조). 특별위기관리가 

개시되면 예금보험기구는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사 및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

고(법 제114조) 임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116조). 한

편, 예금보험위원회는 일반예금보험계정에서 특별자금의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법 제118조). 

예금보험기구는 위기대응비용을 부담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122조), 

부담금 부과가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현저히 악화시켜서 국가의 신용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정부는 예산에서 위기대응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법 제125조).

일본의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에는 금융위기대응실(Financial Crisis Relation 

Office)이라는 부서가 있다. 동 부서는 금융청의 감독국 산하 총무과에 부속되어 있고 금융위

기담당참사관(부국장급)이 대표한다. 동 부서의 주요 임무는 예금보험법의 운용과 금융위기

대응이다. 금융위기로 확대될 금융시장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구조적 위험의 발생시 금융청장관에게 보고하여 금융위기대응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아울

러 내각총리대신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세부 구조조정

 34) 법 제102조에서 법126조까지 총 2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1997년 11월 7일 제정된, 내각부설치법 법의 제42조는 금융위기대응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위기대응회의는 내
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서 대규모 금융기관의 폐쇄적 파산 등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침에 대하여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실시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의 구성원은 의장인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하여 내각관방장
관, 금융담당대신, 금융청장관, 재무대신, 일본은행총재 등 6인이다. 법 조항은 <부록 C>를 참고하라.

 36) 제3호 조치에 관련된 인정은 제2호 조치에 의해서는 구조적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
다. 최근 대형 도시은행인 리소나은행의 파산이 이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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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고 이의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의 구조적 위험 관리체계는 저축금융기관37)에 의한 금융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은 구조적 위험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금보험기

금과 특별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특별부과금 이외에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

지를 폭넓게 설정한 것은 일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미국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

치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해당사자의 손실 분담과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악화되는 사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5] 일본의 구조적 위험 대응 흐름도

구조적 위험1) 발생

금융관재인 선임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 인정

제2호 조치2): payoff cost 
초과에 대한 자금지원

제1호 조치:
자본증강

①과 ②이외의
금융기관

제3호 조치:
특별위기 관리

① 파탄금융기관 or    
    채무초과 금융기관

② 채무초과 and
 파탄은행 등

특별위기관리 개시
(예금보험기구의 
주식취득)

피관리금융기관 또는 특별위기관리은행을
양수금융기관에 업양도

금융위기대응회의 개최

특별자금원조

  주 : 1) 제1호~3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자국 또는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신용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2호 조치에서는 구조적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만을 설정함.

 37) 일본의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신용금고연합회, 노동금고연합
회 등을 저축금융기관이다(예금보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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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

국에서는 금융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여 주요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 협조체제는 재무성, 란은행, 금융감독청 등 3자간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HM Treasury, the Bank of England an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기초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해각서에서는 3자간 책임분담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중복금지(no 

duplication), 정보교류(information exchange) 등 4대 원칙이다. 명확한 책임성이란, 각 기관

에 확실하고 뚜렷하게 정의된(un-ambiguous and well-defined) 책임을 부여하고 각자는 자신

의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이란, 의회, 시장, 그리고 일반대중이 누가 어

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복금지란, 각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추론, 비효율성,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실시하여 각 기관이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 기관별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란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통화제도, 지급결제제도 등 금융하부구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스템 전

반을 감시한다.38)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청과 협조하여 위기대응조치를 취한다. 금융감독청의 

책임은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에 명시된 바와 같다.39) 구체적으로, ① 금

융기관의 인가 및 감독, ② 금융시장과 청산시스템(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의 감독, 

③ 금융기관과 시장 그리고 청산시스템에 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④ 규

제제도에 대하여 국내외 자문 등을 수행한다. 재무성은 규제제도와 이의 법제화를 담당하지

만, 금융감독청과 란은행의 행위에 대한 운 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들의 행위에 개입해서

는 안 된다.40) 

셋째, 각 기관간 정보의 수집 및 교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이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란은행은 금융감독청과 중복되지 않는41) 범위에서 정보42)

를 수집한다. 동일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 중 한 기관이 정보를 수집한 후 여타기관에

게 이를 제공한다. 한편, 양 기관이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38) 금융문제의 단초가 지급결제에서 처음으로 감지된다는 점에서 란은행의 금융안정담당 부총재가 금융감독청의 이
사회 회원으로 참여한다.

 39)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는 금융감독의 법적 목적을 ① 시장의 신뢰유지(maintaining market 
confidence), ② 시장에 대한 정보공개 제고(promoting public awareness), ③ 금융소비자 보호(protecting consumers), ④ 
금융범죄의 감축(reducing financial crime) 등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ection 3~6).

 40) 제도 수립과 정책 집행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청과 란은행이 재무성에게 문제상황을 보고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경제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책 집행상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외
국과 관련되어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재무성장관이 
국회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1) 정보수집의 중복을 피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42) 란은행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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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교류하기 위하여 여러 차원의 인사교류43) 및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넷째, 구조적 위험 대응과 관련한 기구로 재무성, 란은행, 금융감독청의 대표자로 구성

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소집되어 금융시스템의 안

정과 관련된 개별 사안 및 금융동향을 토의한다.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언

제든지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기의 성격에 따라 란은행과 금융감독청 중 한 기관은 

자신의 책임과 관련되어 주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기관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그 내용을 재무성에게 보고한다. 재무성장관은 란은행과 금융감독청이 요청한 지원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3개 기관은 사태의 추이에 대하여 긴 한 정

보교환을 실시한다.

양해각서를 통하여 살펴본 국의 구조적 위험 관리체계는 대체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 유

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구조적 위험의 범위이다. 국의 금융유

관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구조적 위험은 미국은 물론 일본보다 넓다고 하겠다.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금융시장, 나아가서 금융제도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안정

성 저해요인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방식도 정형화된 방

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인식에 따라 실행부서인 란은행과 금융감독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성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에서는 구조적 위험관리와 예금보험제도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는 국이 미국 및 일본과는 상이한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펀드

적립(ex-ante fund accumulation)방식의 예금보험제도를 운 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 달리 

국은 사후출연(ex-post contribution)방식의 예금보험제도를 운 한다. 따라서 대형금융사고

가 발생하면, 부실에 대한 자금을 사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에서는 란은행의 최

종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 기능에 의한 자금대여 또는 정부의 재정자금 투입이 불가

피하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구조적 위험관리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국의 제도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유관기관에 부여된 뚜렷한 원칙과 역할 분

담이다. 양해각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란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책임이 명확하고 

업무수행상 중복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또한 재무성의 책임을 란은행 및 금융감독청과 

구별하여 행위의 개입도 차단하고 있다. 이는 서로 상충의 소지가 있는 목표를 기관별로 분리

한 후 각 기관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식적

인 대화채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동태적 일관성(dynamic consistency)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기관 또는 여러 기관에게 서로 상충의 소지가 있

는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해석한 후 정책을 수행하고 사

후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나. 정책제언
전항의 해외 사례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

 43) 란은행의 금융안정담당 부총재가 금융감독청의 이사회 회원이고, 금융감독청장이 란은행의 이사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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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에서는 구조적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관리방법을 제도화

하고 있다. 국은 비록 구조적 위험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책임을 명확

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다. 

구조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국은 각자의 여건을 반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처리에 

납세자의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44) 국의 경우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대마진의 폭이 크고 수수료수입의 

비중이 높아서 은행의 수익성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이 자본적정성을 

BIS에서 제시하는 최소비율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국에서는 

구조적 위험을 법에서 관장해야 할 만큼의 절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조적 위험이 발생

하는 경우에도 소위 ‘클럽문화’를 통한 금융산업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체제가 아니다.45)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단계에서 은행의 역할이나 장기경기침체에 따른 은행의 부실화, 소수 대형은행의 높

은 시장점유율 등 우리나라의 금융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구조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저축예금기관의 도산에 따른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구조적 위험 관리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참여 여지를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종합하면, 선진국에서는 각자의 여건을 반 하여 구조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항에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구조적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는 구체적

인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46) 우선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정의 및 그 관리방법의 원칙에 대하

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또는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에 명
시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위험의 정의 및 관리원칙이 수립되면 구조적 위험을 결정하고 사후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정한 후 동 기관에 책임, 업무범위, 권한 등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회, 

감사원 등에 대한 보고 및 감사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구조적 위험관리 체계

화 방안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 위험의 정의를 정의하도록 한다. 구조적 위기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심각히 

위협받거나 금융시장이 자금중개 기능을 상실하여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시장의 자율적인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고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경제의 구조적 위기 중에서 금융과 무관한 사건이 거의 없을 

 44) 조세분쟁이 독립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미국의 역사를 감안할 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다. 

 45) 국은 통합금융법(FSMA 2000)이 제정되기 이전 자율규제방식에 의한 금융감독이 실시되었던 전통을 보유하고 있
어서 제정법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위까지 통제하는데 익숙한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의 유인구
조에 의해 구조적 위험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국의 금융사고로는 1970년대의 Secondary Banking 
Crisis, Bearings사의 도산, 부주의한 연금제도개혁(pension mis-selling)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관점
에서 구조적 위험이라고 할 만한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다.

 46)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위험관리 방안은 예시적 자료이므로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보고
서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구조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성, 책임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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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험은 배제하도록 한다.47)

다음으로, 구조적 위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선정 문제이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우리나라의 

제반현실을 감안할 때 금산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국에 비하

여 금융업의 집중도가 높고 금융기관간 자산 및 부채를 통한 위험전이의 가능성이 높으며 유

가증권시장이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48) 구조적 위험은 부보대상 금융권역에 한정하기보

다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도 금감위가 금융기관 및 시장에 대한 감독의 최종책임과 권한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49)도 감안하여 금산법에 구조적 위기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50)51)

구조적 위험의 판정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은 구조적 위험관리 체계화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적 위험의 판정 및 관리체계가 [그림 Ⅲ-6]에 요약되어 

있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 을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금융정책협의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에 구조적 위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다.52) 이

들 3개 위원회 모두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

결하면 재경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구조적 위험에 따른 특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53) 특별조치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

험공사의 대표로 구성된 위기대응실무위원회54)가 시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장관이 이를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55)

 47)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급락하는 경우 경제의 위기감이 형성될 수 있으나 동 사태가 
구조적 위기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급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현재화하는 경우이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8) 구조적 위험과 관련성이 높은 은행과 보험의 경우 소수의 금융기관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 금융기관간 위험전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3절 및 함준호･홍승제(2003)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특히 
채권시장이 취약하다는 점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49) 상시적인 금융감독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예금보험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전성인[2001])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및 위기시의 금융감독에 대하여 금감위가 최종적인 책임과 권
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하 다. 향후 금융의 상황에 따른 금융감독의 분담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예보법에서 구
조적 위험을 다룰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0) 구조적 위험이 예금보험기금만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보법은 구조적 위험 발생시 동법
의 적용 예외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금산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특별조치에 따
른 비용을 부보금융기관에 부과할 경우 그 근거를 예보법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조치에 따른 특별보험로는 예
보법 제30조의3에 규정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는 다르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1)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금산법(동법의 전신은 1991년 3월 8일 제정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임)은 상시
적인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위기 대응에 이용되

도록 개정된 측면이 강한 법률이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하여 도산법상의 절차를 간소화하
여 효율적인 금융기관의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법학계에서는 금산법이 상시적인 금융기
관의 도산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정래･박진표[2004]). 

 52) 이들 3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논거는 이들 기관이 우리나라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담당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구조적 위기시 위험관리의 실무를 책임(금감위)을 지거나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금통위, 예보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53) 재경부장관이 구조적 위험에 따른 특별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위기대응실무위원회의 사무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기획단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다. 

 55) 특별조치의 세부내용 마련 과정에서 재경부를 배제한 것은 재경부의 주요 업무가 금융산업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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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구조적 위기의 체계화 흐름도(안)

구조적 위험 가능성 인지

금융감독위원회

(재적 1/2 이상)

대통령에 사전 

보고

금융정책협의회 : 구조적 위험 결의 요청

금융통화위원회

(재적 1/2 이상)
예금보험위원회

(재적 1/2 이상)

재경부장관 : 
구조적 위험에 따른 

특별조치 필요성 결정 

감사원 : 
사후 정책감사

국회에 사후 보고

국회 재경위원회에 

보고

위기대응실무위원회 : 
특별조치의 내용 마련

재경부장관 : 
특별조치의 내용 승인

한편, 구조적 위험에 따른 특별조치의 필요성이 결정되면 재경부장관은 즉각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특별조치의 내용을 국회 재경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은 구조적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상기의 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체계화 및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위험에 관련된 기

관과 정책당국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현재는 구조적 위험에 따른 정책지원의 결정이 재경부차관, 금감위부위원장, 한

은부총재 등으로 구성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동 협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

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이 명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안된 방식에

서는 금감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구조적 위험을 공식화하고 이에 

따른 특별조치의 필요성을 재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관계기관의 공조 및 책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결정의 국회보고 및 감사원 정책감사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56)

의 재･개정에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기관리 내용은 금감위, 한은, 예보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경부는 예보의 감독기관으로서, 그리고 시행령 이상의 법규 재･개정권의 보유
기관으로서 특별조치의 내용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56) 구조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금융감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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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변동과 금융감독
1.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
최근 2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증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목표제

(inflation targeting)로 전환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변동 폭은 사상 유례 없이 낮아졌다.57)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실물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

문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의 안정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통화 및 감독정책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Goodhart(1995)는 통화당국이 자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구적

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58) Goodhart(1995)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Cecchetti, Genberg, 

Lipsky, and Wadhwani(2000)는 통화당국이 자산가격의 변동에 대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

산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을 축소하여 투자의 붐-버스트 순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을 고려한 물가목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Cecchetti, 

Genberg, and Wadhwani(2002)는 중앙은행이 일반 시장참여자보다 자산가격의 이상적인 변

동을 포착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면서 자산가격을 반 한 탄력적인 물가목표제를 지지하고 있다.59)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은 자산가격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미래인플레이

시정조치에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즉, 구조적 위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책적 판정이 전제될 경우 현재 논란이 되
고 있는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금감위의 유예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금산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자산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
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감위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적기시정조치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적 유예(supervisory forbearance)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임을 감안할 
때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유예권 보유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전성인[2001]). 그런데, 구조적 위험
이 공식화된 경우에 한하여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면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금융시스템 
및 경제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기계적인 방식대로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처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위험의 판정 여부를 적기시정조치 유예의 필요조건으로 활용한다면 금융
감독당국은 감독적 유예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57) 1980년대 중반 이후 통화량 조절을 통하여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Phillips curve 가설)을 포기하고 통화정책
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방향(Ramsey outcome)으로 선회한 가운데 실물경제에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가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안정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이 
완전히 근절된 것도 아니다(Sargent[1999]).

 58) Goodhart(1995)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예상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화가격뿐
만 아니라 미래물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산가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Alchian and Klein(1973)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59) Cecchetti, Genberg, and Wadhwani(2002)는 자산가격을 반 한 탄력적인 물가목표제를 주장하면서도 동 제도가 일반

에게 난해하게 비추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산가격의 이상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의 대응방식을 명확하게 설명

해야 하고 동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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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변화에 주목하여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물가목표제에서는 자

산가격의 변화가 중앙은행의 물가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통화정책이 이를 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산가격의 변동 폭이나 시점을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변화를 고려한 통화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변동 폭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자산가격과 연동된 통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Bernanke 

and Gertler(2001)는 주식가격이 외생적인 확률분포에 의하여 변동할 경우60) 주가의 변화를 

반 한 통화정책이 GDP갭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이득이 인플레이션의 변동 

폭 확대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가격을 반 한 통화정책

은 최적의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61)62) 

통화정책당국이 물가변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한다면 자산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실물경제의 후생 감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하여 자산가격의 변화가 신용경색이나 구조적 위기로 전이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안전망의 구성요소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63) 대

체로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 을 책임

진다. 즉, 통화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이나 감독정책을 통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있다.64)

금융감독정책은 본래 미시정책(micro policy)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prudential 

regulation)하거나 금융거래시 당사자의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규제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신용․감독정책

의 핵심내용인데, 개별 경제주체를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의 불완전성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금

융안전망이 종종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기대하지 않은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경제전체의 시각에서 시스템을 설계․감독한다는 측면에서 

 60) Bernanke and Gertler(2001)는 표준적인 新케인지안모형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신용시장의 불완전성과 주식가격
이 외생적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추가하 다.  

 61) 자산가격의 변동이 과거와 동일한 행태를 보일 때 통화정책당국이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Goodhart and Hofmann[2002]).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내
포하고 있으므로 자산가격의 변동을 반 하지 않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이
나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경제상황이나 경제주체의 기대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

이 매우 낮다. Goodhart and Hofmann(2002)의 주장은 주식가격의 변화가 GDP갭에 향을 미치는 방식이 과거의 행
태가 재현되는 것을 가정한 모형(backward looking model)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상 한계가 있다.

 62) Filardo(2000)는 주택 또는 주식 가격은 미래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기 때문에 Goodhart(1995)의 제언에 따
른 통화정책의 효익이 낮다고 주장한다. 

 63) 국의 경우 란은행(Bank of England)과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ority)이 각각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
성을 감시하고 문제의 발생시 이들 두 기관과 재무성(HM Treasury)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미
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전망의 주요 축을 구성한다. 이때 연방준비위원회는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 기능과 함께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
업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recei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재무부가 행정부를 대
표하여 개입한다.

 64) 금융안전망에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담당한다. 즉,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일차적으로 유동성
을 공급한다. 그러나 최종대부자 기능이 단순히 유동성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금융부실의 손실흡
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국의 경우는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
행하는 란은행이 금융부실의 처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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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정책으로 업무 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

대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 및 정책적으로 제거․완화․시정해야 하는 임무가 금융감독당국에 

요청되고 있다. 

자산가격변동, 신용변동, 경기변동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통화정책당국과 보완적

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거시경제의 변동에 대한 대응이 전통적으로 통화정

책과 재정정책의 역이라고 할 때 감독정책이 이들 정책의 역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감독정책은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의적절하

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독정책에 향을 받는 대상이 경제주체

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미시경제정

책은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설계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추세적 변화 및 순환적 변동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정책은 제도적인 관점에서 경기순환의 진폭 및 주기를 축

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위기와 같이 간헐

적이지만 경제의 추세를 변화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요인 및 원인을 선제적

(preemptively), 그리고 방어적으로(preventively)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경기변동에 대한 금융감독적 대응
금융감독정책은 안정적으로 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

(low frequency 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금융감독정책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

주 바뀐다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참여자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하여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정책은 최대한 경제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통화당국이 담당해야 하지만, 자산가격 또는 신용규

모의 순환적 현상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금융위기라고 판정할 수는 없지만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신용이 급격히 

팽창하여 위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감독정책은 순환적 대응을 통하여 위기발생확률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을 낮춘다거나65) 대손충당금의 적립요건을 강화하여 신용

공급을 축소시켜서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ies)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버블형

성을 방지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산가격순환 또는 신용순환에 대한 통상 범

위의 거시금융감독적 정책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65) 1997년 홍콩달러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이 있었을 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약 40% 하락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홍콩의 은행이 입은 피해는 놀랄 만큼 미미하 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은행도 없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도 않았다. 더구나 홍콩에서는 은행만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
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 될 수 있었던 이유로 1991년부터 통화감독청
(HKMA)이 담보인정비율(LTV)을 90%에서 70%로 낮추었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 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의 탄력적 운 에 보다 적극적이어서 1997년 9월 평균 LTV가 52%에 불과하 다. 아울러 1980년대 이래 자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1994년 HKMA는 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을 4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Contact Group on 
Asset Price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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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순환적이지만 비정상적인 금융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금융감독정책은 가능한가? 강동수(200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

감독정책은 재정정책적 효과와 통화정책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66) 따라서 원론적으로 

금융감독이 경기조절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을 지닐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감독

제도는 일반 경제주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을 수 있고 그 방향 및 정도를 사전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67) 정책당국자와 일반 경제주체 간 신뢰형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

나치게 경기순환에 민감한 금융감독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재량에 의한 금융감독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안은 준칙에 의한 정책일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경기중화적인(acyclical) 금융감독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금융감독정책은 실물경제에서 비롯된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금융시스

템, 특히 금융감독제도에 내재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실물경제에서 비롯된 경기변동에 대하여 금융감독적 대응이 요청되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사전적으로 공표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참여자의 혼란

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불가피하게 준칙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대중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정보공개(public awareness)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제도는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키는 성향이 있다. 금

융기관은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고 하강국면에서는 대출을 축소시키는 경기순응

성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규제는 경기 및 대출순

환의 진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제도에 따른 경기순응성 문제는 

사전적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시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반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개발도상국의 은행은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익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관행 및 능력을 고려하여 거

시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감독제도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68)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란 은행이 정상채권에 대한 

일반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 이외에 대출채권 전체의 장기 예상손실

 66) 케인지안 모형에서 금융감독정책은 IS커브와 LM커브의 이동 및 기울기 변화를 의미한다.

 67) 정책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것은 일반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68) 통계적 대손충당금제도(statistical loan loss provisioning) 또는 탄력적 대손충당금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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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감안하여 동 손실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지칭한다. 즉, 부실채권의 발생은 감소하지만 잠

재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호황기에는 증가하고 부실채권의 발생이 증가하여 신용위험이 현재

화하는 불황기에는 감소 또는 소진되도록 설계된, 일반대손충당금 및 특별대손충당금과는 별

도로 적립되는 계정이다(그림 [Ⅳ-1] 참조). 동태적 대손충당금은 장기 예상손실률의 일정 신

뢰수준을 한도로 추가적인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은행의 경 실적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69) 

[그림 Ⅳ-1]  경기순환에 따른 동태적 대손충당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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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는 2000년 7월 스페인에서 처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Lis, Pages 

and Saurina[2002]).70) 동 제도 도입 이전에 스페인에서는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명확하게 나

타났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 은행 경 진의 위험추구성향과 대손충당금의 미흡이 지목되었

다. 따라서 위험추구성향을 보이는 은행 경 진의 대손충당금 적립 결정을 제도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경기상승국면에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견제하려는 것이 동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이었다. 최근 프랑스와 국의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

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의 필요성에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왜

냐하면 여타 국가에서는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더러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함으로써71) 신용순환의 진폭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경기변동의 진폭이 개발도상국보다는 현저히 작기 

때문에 지나친 감독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기도 쉽지 않다.7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

 69) 동태적 대손충당금은 특별대손충당금의 대체 장치라기보다 보완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70) 스페인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에 대해서는 본장의 말미에 있는 <참고 A>를 참고하라.

 71) Asea and Blomberg(1998)은 1977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580개 은행이 공급한 약 200만 대출의 패널데이터를 분
석한 결과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 다. Grossl-Geschwendter(1993)는 미국보다 독일
에서 대출의 변동 폭이 작음을 보고하고 있다.

 72) 사실 선진국 중에서 스페인에서만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스페인의 실물경제 및 신용순환의 진
폭이 여타 국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 27 -

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을 요구한다.73)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행태가 경기역행적이어서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단

기적으로 이윤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손실을 회계에 

반 하지 않는 공격적인 경 이 시행된다면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경기상승국면의 대출 증가에 대하여 은행에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이라는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대출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면 실물경제의 버블화를 방지하고 경기하강국

면에 발생하는 대손의 증가를 적립된 충당금으로 상쇄할 수 있어서 경기의 진폭을 축소하는 

동시에 금융경제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의 행태를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전제조건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강동수(2005)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행태는 경기순응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

에 따른 경기 진폭의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대출이 경기순응성을 띠고 대출증가

율이 높을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신용공급의 패턴이 경기순응적이

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기 자체가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향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2003년 이후에는 대손충당금의 경기역행성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경기와의 상관성을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대손

충당금 적립 행태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대손충당금제도 변경 등 정책적 요인에 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2년까지의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비록 

2003년과 2004년 2개년간의 자료만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역행성을 주장하는 것이 한

계가 있을지라도 최근의 행태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은행의 소유 및 경 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

음을 고려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행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적

자금 투입 후 민 화가 실시되지 않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매

우 높다.74) 이에 따라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경 이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경 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도 정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

부통제시스템, 위험관리시스템 등이 현저히 개선되어서 정부의 정책개입 등 외적 요인에 의

한 경 악화의 개연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금융구조조정 이후 소유 및 경 지배구조가 

현격히 개선된 것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경제전체의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관치금융

 73) 호주에서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대형은행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Westpac Bank[1999], Cortvarria, Dziobek, Kanaya, and Song[2000]).

 74) 2005년 10월 말 현재 몇몇 정부소유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상회하
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85.8%), 하나은행(76.8%), 외환은행(74.3%), 신한지주회사(63.2%) 등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11.7%와 18.0%로 비교적 낮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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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행할 경우 일종의 규제적 도박행위(regulatory gambling)에 따른 폐해도 크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추구가 경제 내 마찰적 요인의 존재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라는 

구성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가 경 진에 대한 평가를 단기업적에 지나

치게 연동할 경우 은행 경 진은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75) 물론 이러한 우려만으로 정부의 광범위한 은행 간섭을 정당

화할 수는 없다. 다만 금융감독의 제도적 요인에 의한 거시경제적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대손충당금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결국 대손충당금의 적

립을 강화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일반대손충당금은 대출의 만기까지의 예상손실률을 충

분히 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의 실제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

다. 은행은 정상여신의 경우 기업여신은 0.5%, 가계여신은 0.75%, 그리고 신용카드여신은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76) 정상여신에 대한 일반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단기 예상손실률

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만기까지의 해당여신의 예상손실률은 단기 예상손실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반대손충당금으로는 은행의 신용위험 손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77) 

그렇다면 신용위험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 예상손실률을 반 하여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과 회계감독당국이 상반된 대

답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

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가치를 반 한 회계(fair value accounting)

로 투자자, 예금자, 대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회계감독당국은 현재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Jackson and Lodge[2000], Matherat[2003]).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은 부실채권

의 객관적인 발생이 부실의 개연성이 아니라 실제 관찰에 기초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78) 

한편 부실 인식은 개별 채권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유사

한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하여 위험을 측정하여 반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둠으로써 예상손실률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기장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 

놓고 있다. 단 재무제표는 건전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함으로써 조작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회계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하기에

 75) 최근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임원의 경우 연간 실적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는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
이 단기실적주의에 치중할 개연성을 반증한다.

 76)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특별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한 비율이 전부 일반대손충당금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7) 반면 특별대손충당금은 신용위험이 현재화된 이후 위험에 상응하는 만큼 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과소적립의 문
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7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IAS) 39 on Financial Statements(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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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는 명시적으로 추가의 충당금계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거센 저항

이 예상된다. 또한 세무당국이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법인세 산출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립의 유인도 약할 것이다.79)

대손충당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근거가 경기중화적인(acyclical) 금융감독제도로의 개편

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면 신바젤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대손충당

금 적립요건을 실질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80) 한편, 은행의 자산건

전성 및 여신증감 추이, 여신정책의 변화,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 하여 금

융감독당국은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바젤협약의 두 

번째 원칙(Pillar Ⅱ)인 감독적 심사(supervisory review)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신바젤협

약체제에서 금융감독당국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동 원칙을 통하여 기

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

우선 과제로서 여신별 예상손실률의 산출과 동 비율의 안정성 검증 및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참여자가 납득할 만한 예상손실률이 산출된다면 금융감독

당국과 회계감독당국 간의 상충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

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대손충당금제도에 내재한 금

융감독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Ⅴ. 요약 및 결론
금융규제 완화,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

고 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로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이 증가하고 금융시장 간 연계성

이 증대되면서 특정 지역의 위험이 여타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거시금융감독에 대한 정책당국 

및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금융감독의 필요성 및 효과를 분석

 79) 현재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① 채권잔액 × 2%, ②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③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
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만약 동태적 대손
충당금이 신설되면 손금인정의 규모도 커질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세무당국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80) 신바젤협약에 따라 내부등급모형(Internal Ratings-based Model)에 의한 자본규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은 동 모형의 실
행을 위해 차주, 자산, 위험 등의 특성을 반 하여 자산포트폴리오별로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 손실
률(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위험노출정도(exposure at default) 등의 모수값을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해야 한
다. 소액여신 등 위험특성이 동질적인 자산군에 대해서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적용하여 손실률을 
산출할 수 있고 위험특성이 개별적이거나 편중도가 높은 여신은 개별적인 특성을 반 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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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거시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은 미시적 성격이 강조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거시경제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금융의 불안정성과 이를 제어하려는 건전성감독

은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외생충격을 증폭시켜서 경기순환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신바젤협약의 도입과 같은 최근의 금융감독강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감독제도 자체에 배태되어 있는 

경기순응성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금융감독정책이 그때그때의 상

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참여자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하여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정책은 최대한 경제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경기중화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거시금융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은 구조적 위기의 발생 전후라고 할 수 있다. 통

화정책이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 판정 및 사후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

재하다는 점이다. 구조적 위기하에서의 감독 및 신용정책은 시장의 규율이나 사적 재산권 보

호와 같은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금융불안이 구

조적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고위정책당국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조적 

위기의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정책의 성공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참여자 간 신뢰유지 및 충분한 

의사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정책과 달리 금융감독정책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정책은 가급적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

되 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화의 방식을 사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감독제도에 내재한 거시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융안전망의 운 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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