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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BIS 약 도입으로 상되는 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 강화 문제

를 완화하기 한 새로운 감독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융․경제환경의 변화에 한 모니터링 강화  경기상

황 등에 따른 감독기  차등화 등 거시건 성 감독을 통하여 감독정책이 거시안정

화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공고히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융감독의 경

제  의미에 한 이해를 제고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시건 성 감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경제나 융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친화 (market friendly) 감독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경기상황을 감안 경

기 응 (counter-cyclical) 감독기 을 용한다. 셋째, 융회사의 규모를 감안 리스

크 심의 감독기 을 탄력 으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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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 십년 동안 융 자율화  탈규제화, 융의 국제화가 크게 진

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  융공학이 속도로 발달하는 등 융․경제 환

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융시스템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

로 환되어 정부의 보호막이 걷히면서 융 불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1). 융시스템의 불안정성2)은 융회사의 집단  행동(collective behavior)

과 경기순응 (pro-cyclical) 여신행태3)와 결부되면서 더욱 확 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외환 기나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 등은 이러한 융 기의 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융회사의 집단 이고 경기순응 인 업행태는 융감독 규제의 

경기순응  속성에 크게 기인한다.4) 행 융규제의 기본이 되는 BIS 자기

자본규제5)(이하 BIS 약)는 1992년에 도입된 이래 융기 의 험추구행

를 억제하고 지 불능사태를 방지함으로써 은행제도의 안정성  건 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 다.(Goodhart, 1996) 그러나 행 BIS 약이 

융․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은행의 다양한 리스크, 특히 신용리스크  운

용리스크를 히 반 하지 못한다는 비 에 직면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새

로운 감독기 인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이하 신BIS 약)의 제정이 추진되

1) 금융불안정은 정부의 각종 보호정책으로 취약해진 경제부문이 정부의 보호막이 걷히고 경쟁이 심
화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0년대 후반의 미국 저축대부조합(S&Ls) 
파산, 1980년대의 칠레 은행위기, 1980년대 중반 및 1990년대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 금융위기, 
1997-98년중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8-2002년중의 남미 금융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Diamond & Dybvig(1983)와 Allen & Gale(1998)은 예금자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 예금인출

(bank run)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내재적 안정성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3) 경기호황기에는 기업여신이 확대되고 경기침체기에는 기업여신이 축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4) Berger et al.(2000)는 신용경색(credit crunch)기인 1989-92년과 금융호황기인 1993-98년의 
미국 금융규제를 비교함으로써 금융회사의 CAMEL 등급 평가가 경기호황기에는 좋아지고 경기불
황기에는 나빠지는 경향이 보임으로써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입증하였다.

5) BIS 자기자본규제는 은행자산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최소 8%의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자산×위험가중치부외자산×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자기자본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1999)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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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신BIS 약은 1999년 6월 이후 3차에 걸친 시안을 마련한 끝에 2004년 

6월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2006년 말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행될 정이다. 

   신BIS 약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차주의 신용수  평가를 종 보다 

세분화하여 필요 자기자본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BIS 약은 출자

산의 신용 험 가 치를 경기침체기에는 높이고 경기호황기에는 낮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융회사의 경기순응  업행태가 더욱 강화될 망이다. 즉, 

동일한 여신포트폴리오를 가진 융회사에 해 경기호황기에는 낮은 수

의 자기자본을, 경기침체기에는 높은 수 의 자기자본을 요구함으로써 경기

호황기에는 여신확 를, 경기침체기에는 여신축소를 조장하는 결과를 래한

다. 이와 련하여 Catarineu-Rabell et al. (2003), Jordan et al.(2003)  

Kashyap et al.(2004)은 실증분석을 통해 신BIS 약 도입시 은행여신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될 것이란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6) 

   BIS 약 등 융감독 규제로 인해 개별 융회사들의 경 건 성은 제고

되었으나 융감독 규제의 경기순응  속성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확 되고  

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래하 다. 한 행 감독규

제는 주로 과거 경 성과에 한 사후 리 주임에 따라 사 방  기능

이 취약하 으며, 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상호연계성에 한 분석이 미흡

하 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통화기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

은행(BIS) 등 국제기구와 국 융감독청(FSA), 유럽 앙은행(ECB) 등에서

는 사 방  기능 확충 등을 통해 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감독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BIS 총재인 Crockett(2000)은 최 로 미시건 성 감독과 거시건 성 감독

을 개념 으로 구분하 다. 그는 행 감독정책을 개별 융회사의 건 성 

제고를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미시건 성 감독으로, 융시스템의 안

정성 제고를 목 으로 하는 새로운 감독정책을 거시건 성 감독으로 정의하

6)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가 도입된 1992년 이후 은행중심 국가인 독일,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자

본시장중심 국가인 미국,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중심 국가에서 

BIS규제기준 강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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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Borio(2003) 등 후속연구에서는 거시건 성 개념을 자본규제 측면에서 

용하 으나 거시건 성 감독의 구체 인 개념이나 내용에 해서는 아직 

보수 의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8년 부터는 국내에서도 시행될 정인 신BIS 약에 따라 

상되는 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 강화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융안

정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거시건 성 감독기능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해 먼  최  자본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 감독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 문제의 근원을 악한 후, 최

규제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시건 성 감독의 주요 개념  감독방안을 제시

하 다.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신BIS 약의 도입을 제로 경기후퇴기에 여

신이 더욱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문제 을 부각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BIS 약에 내재된 잠재  리스크를 최  자본규제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후생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합한 규제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BIS 약의 주요 내용  

효과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신BIS 약 등 자본규제의 한계를 최  자

본규제 측면에서 이론 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재의 미시건 성 감

독의 한계를 종합 으로 살펴본 후, 거시건 성 감독의 개념을 소개한다. 제

5장에서는 거시건 성 감독을 강화하기 한 선결과제, 기본방향  감독방

안을 제시한 후, 제6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추후 과제를 소개한다.

7) 이에 대해 “감독정책”보다는 “금융․재정정책 등 거시안정성 정책”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경제 환경은 금융․재정․감독정책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감

독정책은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영향 정도를 사전에 예측한 후 금융

회사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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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BIS 약의 주요 내용  효과

1. 신BIS 약의 주요 내용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의 바젤은행감독

원회에서는 2004년 6월 24일 행 BIS 약을 폭 으로 수정, 보완한 신BIS 

약을 2006년 말부터 회원국 은행을 상으로 시행할 정이라고 발표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을 도입시기로 결정하고 모든 은행이 신BIS

약을 용토록 하 다. <표 1>은 행 BIS 약과 신BIS 약의 추진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8) 신BIS 약은 1992년에 도입된 행 BIS 약이 은행의 다양

한 리스크, 특히 신용리스크  운 리스크를 히 반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해 1999년 6월부터 추진되었다. 

 <표 1>                  BIS 자기자본규제제도 추진경과

구  분 시  기 추  진   내  용

행제도
1988. 7월 -「BIS제도」발표(1992년 말부터 8%유지 의무화)

1996. 1월 -「시장리스크 반  수정 BIS제도」발표(1997년 시행)

신BIS 약

1999. 6월 - 신BIS 약 1차안 발표(CP1; Consultative Paper 1)

2001. 1월 - 신BIS 약 2차안 발표(CP2)

2003. 4월 - 신BIS 약 3차안 발표(CP3)

2004. 5월 - 시행시기 일부 연기(고 법 2007년말)

2004. 6월 - 신BIS 약 확정

  자료: 융감독원(2004) 

    신BIS 약은 최  자기자본규제(Pillar 1), 감독당국의 감독기능 강화

(Pillar 2)  공시제도 강화(Pillar 3)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Pillar 1은 신

용리스크, 운 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리스크 유형별로 험가 치 산정방

식을 제시하는 등 최  자기자본규제의 기본 골격을 나타내고 있다. Pillar 2

는 감독당국에게 은행 내부의 자본 정성 평가시스템  리스크 리시스템 

등의 정성 여부에 해 검․평가하고, 특히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해

8) Jackson(2002)은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내용 및 시간에 따른 변천과정을 자세히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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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최  자기자본비율(8%) 이상의 과 자기자본보유을 요구하도록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Pillar 3는 은행의 리스크 수 과 자본 정성에 한 정보

를 충분히 공시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강화의 기  토 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신BIS 약의 구조

최 자기자본규제
(Pillar 1)

+    감독기능 강화
     (Pillar 2)

+ 공시제도 강화
(Pillar 3)

신용리스크 운 리스크 시장리스크

내부 는 외부의 신용평
가등 을 기 로 차
주의 채무불이행 험
을 산정 (개선)

부 한 내부 차, 직원, 
시스템 등으로 인한 리스크
를 소요자기자본 산정시 
반  (신규)

트 이딩 목 의 채권, 주식 
등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소요 자기 자본 산정시 
반  
(기존 약과 동일)

표 방법 내부등 법

외부신용평가기 의 
평가등 을 활용

은행자체 내부신용
평가모형을 활용

  자료: 융감독원(2004)  

   Pillar 1의 최  자기자본규제를 해 사용되는 신용리스크의 측정방식으

로는 외부 신용평가기 의 신용등 을 활용하는 표 방식(standardized 

approach: SA)과 융기 이 자체 으로 산출한 내부등 을 활용하는 내부

등 방식(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방식

하에서는 보유 자산을 국가, 은행, 기업에 한 익스포져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서 외부신용평가기 의 신용등 을 활용하여 험가 치를 0∼150%로 

달리 부여하고 있다. 한 외부신용평가기 에 의한 신용등  부여가 어려운 

주택담보 출(35%), 소매 융(75%), 상업용 부동산담보 출(100%), 무등 여신

(100%)  고 험자산(150%) 등에 해서는 바젤 원회가 제시하는 고정 험

가 치를 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는 표 방식하에서의 주요 익스포져

별, 신용등 별 험가 치를 나타내고 있다. 



- 6 -

 <표 2>        표 방식의 주요 익스포 별․신용등 별1)
 험가 치

(단 : %)

AAA～
AA-

A BBB BB B B미만 무등

 국      가 0 20 50 100 100 150 100

 은      행
2)

  1    안 20 50 100 100 100 150 100

  2    안

    3개월 이하 20 20 20 50 50 150 20

    3개월 과 20 50 50 100 100 150 50

 기      업 20 50 100 100 150 150 100

   주: 1) S&P 신용등  기
       2) 은행에 한 채권의 경우 감독당국의 단에 따라 일률 으로 해당국가의 험

가 치보다 한 단계 높은 험가 치를 용하거나(1안), 은행자체의 신용등 에 
따른 험가 치를 용(2안)

       3) 발행은행(originator)의 경우 자기자본에서 차감 
  자료: 융감독원(2001)

    이에 비해 내부등 방식은 바젤 원회가 정한 험가 자산 함수식에 개

별 융기 이 자체 으로 측정한 리스크 요소값을 입하여 험가 자산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험가 자산 산출함수식은 부도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PD), 부도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 만기

(maturity: M)  부도시 익스포져(exposure at default: EAD)의 네 가지 리

스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내부등 방식은 융기 이 측정한 리스크 요소

의 활용정도에 따라 기 내부등 방식(Foundation IRB)과 고 내부등 방식

(Advanced IRB)으로 구분된다. 기 내부등 방식은 상기의 네 가지 험 요

소  부도확률(PD)만 융기 이 자체 으로 산정한 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는 바젤 원회가 정한 값을 사용하며, 고 내부등 방식은 네 가지 리스크 

요소 모두를 융기 이 자체 으로 산정한 값을 사용하여 험가 자산을 

산출한다. 한편 내부등 방식을 채택하기 해서는 오랜 기간의 자료가 축

되어야 하는데, 부도확률은 원칙 으로 5년 이상의 자료를 기 로 산출하여

야 하며, 부도확률 이외의 리스크 요소는 체로 7년 이상의 자료를 기 로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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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신BIS 약은 행 BIS 약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많은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행 BIS 약이 기업신용도 차이를 무시한 데 반해 신BIS

약은 각 은행별 여신포트폴리오의 차이를 자본규제에 반 토록 함으로써 획

일 인 여신분류에 따른 가격왜곡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자본에 

한 재정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인 효과에도 불구

하고 보유자산의 험가 치와 필요 자기자본 규모가 경기상승기에는 감소

하며 경기하강기에는 증가함으로써 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악

화시키는 부정 인 측면도 상된다. 이는 리스크 요인  부도확률(PD), 부

도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져(EAD)가 일반 으로 경기상승기에는 감소하

고 경기하강기에는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상승기에는 

부도확률(PD)이 하락하고, 담보물건의 처분가치 상승에 따라 부도시손실률

(LGD)도 하락하며, 출약정 한도  미인출분의 추가인출 규모에 의해 결정

되는 부도시 익스포져(EAD)도 감소한다.9) 

   신BIS 약의 도입이 융회사의 규제 자기자본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에 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Catarineu-Rabell, et al.(2003)은 미국의 

경기하강기인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무디스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미국 

기업 등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BIS 약을 용하면 각 기업은 평균 15%

에서 18%정도 자기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들이 

업 목 상 이용하는 PIT(point-in-time) 방식의 신용평가시스템10)하에서는 

자기자본 추가 규모가 더욱 확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한 Jordan, et al.(2003)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S&P로부터 신용등 을 받

은 기업을 상으로 신BIS 약을 용한 결과, 자기자본 규모를 최  20%까

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Allen and Saunders(2004)는 바젤 II가 도입될 경우 경기순응성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신

용위험, 운영위험 및 시장위험의 측정이 각각 어떻게 영향 받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

히 논의하고 있다.

10)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영업 목적상 주로 PIT 방식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T 방식은 현재 시점의 차주의 정보 및 경제상황을 이용하여 차주를 그룹화하고 등급

을 부여한다. 동 방식에 따르면 동일한 신용그룹에 할당된 차주의 향후 1년간 부도확률은 유사한 

반면, 경기상황에 따라 신용위험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여신의 경기순응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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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Lowe(2002)은 경기하강기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 은행의 

상  250개 거액 출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규모를 최  70%까지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신용등  이행렬을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한 후 기 내부등 방식으로 험가 치를 산정하 는데, 경기

침체기에 험가 자산이 실제 경험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 다. 이는 신

용경색의 심화로 인해 경기가 더욱 축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최근에

는 Kashyap, et al.(2004, 이하에서는 KS(2004)라 함)이 미국과 유럽의 경기하

강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S&P로부터 신용등 을 받은  세

계 기업 등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규모를 최  31%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악하 다. 

   국내 융회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기의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타났다. 한국은행(2004)은 국내 3개 시 은행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외부감사 상 제조업체에 한 출 잔액과 동 기업체의 신용등   부도

율 자료를 이용하여 기 내부등  모형을 자체 으로 개발하여 은행별 필요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 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 부도율을 용할 

경우, 경기가 부진하여 부도율이 높았던 1998년 에는 1995년 말의 자기자

본 규모와 비교하여 규제자기자본이 최  28%까지 증가하 으나, 경기가 양

호하여 부도율이 낮았던 2002년 말에는 최  37%까지 축소되었다.11) 

   상기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신BIS 약 도입시 융회사 여신이 경기상승

기에는 확 되고 경기하강기에는 축소됨으로써 경기순응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바젤 원회에서는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축소

하기 하여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시 신용평가기 들이 주로 활용하는 TTC 

(through the cycle) 방식으로 험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 따라서 

내부등 방식을 채택하는 은행의 비 이 높을수록 은행여신의 경기동행성이 

11) 1996년부터 2002년중 외환위기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부도율을 적용하더라도 경기침체기인 

1998년에는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29%까지 늘려야 하며, 경기상승기인 2002년에는 최대 36%까

지 감소할 수 있다.

12) TTC 방식의 경우 신용등급이 경기순환 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여신의 경기순
응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표준방식하에서
는 내부등급방식보다 여신의 경기순응성이 낮게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Catarinew-Rabell, et 
al. (20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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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게 됨에 따라 주요국의 융감독당국에서는 은행의 내부등 방식 채

택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한 바젤 원회는 기업 출에 한 험가 치 곡선의 기울기를 낮추고 

기업규모에 따른 신용 험 상 계수의 차등화  소기업에 한 여신의 소

매신용분류 허용 등 자본규제 방식을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감독원

에서는 10억원 이하의 소기업 여신은 소매 융으로 분류하여 75%의 험

가 치를 용( 행 100%)하며 (기술)신용보증기 에 의해 보증받은 소기

업에 한 여신은 험가 치가 0%( 행 10%)로 하향 조정토록 하 다. 

한 소기업 여신에 미치는 향을 정기 으로 분석하여 그 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단일리스크곡선에 기 한 자기

자본규제 하에서의 은행의 여신은 기본 으로 경기순응  속성을 가질 수밖

에 없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사회후생을 극 화할 수 있는 자본규제에 

한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고 행 감독방식의 내재 인 문제 을 도출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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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  자본규제에 한 이론  근13)

1. 자기자본규제의 목

   

   융회사에 한 자본규제의 정당성은 부분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 는 외부성(externality)에 연유한다. 여기서 외부성이란 특정 융회사

의 산에 따른 향이 동 융회사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융시스템 

반의 비용14) 증 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본규제는 융회사에게 이러한 

시스템 비용을 내재화(internalization)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높이기 해서는 산비용 축소(stability)와 여

신 효율성(efficiency) 제고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융회사 여신의 효율

성이란 수익성이 있는 투자 상15)(이하 수익 투자 상)에 해 융회사가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환 기 후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산비용 축소와 여신의 효율성 

제고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기자본규제를 강화할 경우 융

회사의 산가능성  산비용은 감소하지만, 수익 투자 상에 해 신용공

여가 되지 않아 실물부문에서 과소투자(under-investment)가 발생한다. 이와 

달리 자기자본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여신의 확 로 과소투자 문제는 해소

되지만 융회사의 산 가능성  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융회사에 한 자기자본규제는 산비용 축소라는 시스템 보호 

측면과 수익 투자 상에 한 신용공  확 라는 여신효율성 제고 간에 균

형을 유지해야 한다. 재 융감독당국은 융회사에 해 100%(자기자본 

범 내)가 아닌 8%를 최소 요구 자기자본비율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스

템 보호 목  이외에 다른 목 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용경

13) 이 장은 Kashyap & Stein (2004)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14) 융시스템에 래되는 비용은 보험제도에 의해 흡수되는 손실과 융시스템 참가자의 혼란

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5) 재무이론에서는 투자대상의 수익성은 특정 투자대상의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목표 투자수

익률로 할인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즉, 특정 투자대상의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이면 그 투자대상은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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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등 융회사의 여신활동이 매우 제약되어 과소투자 문제가 심화되는 경

우에는 자기자본규제를 낮추는 것이 사회 체 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은 감독당국 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16)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치 융의 폐해가 심각하 던 나라의 경우는 정책당국에 한 불신이 팽배하

여 경기상황이나 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감독기 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득

실에 해 제 로 된 논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신BIS 약의 내재  리스크

   자기자본규제와 련한 그동안의 연구는 체로 “ 융회사의 산확률을 

특정 목표수 으로 유지”하기 해서 필요한 자기자본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집 되었다. 를 들어 “99.9%의 신뢰구간”하에서의 자기자본규모란, 내년  

산확률을 0.1% 수 으로 유지하기 해 융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

본 규모를 의미한다. 일단 산확률의 목표수 이 정해지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볼 때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신BIS 약은 특정 상황하에서 정해진 신뢰수 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

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Gordy, 2003) 이는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신BIS 약이 특정 여신에 한 자기자본규제를 그 여신의 리스크 속성, 즉 

부도확률에 일 일로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BIS 약은 산비용 최소화라는 목 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여신의 효율성을 하시키고 여신의 경기동행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신BIS 약하에서 경기침체(recession)가 발

생하는 경우 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의 두가지 경로를 통해 향을 받

게 된다. 첫째는 손상각(loan loss)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이 감소하며, 둘

째로는 기존 정상여신(non-default loan)의 부도확률이 높아지면서 재의 포

16)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 약화는 외환위기 이후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경영행태의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자본규제의 지속적인 강화움직임도 일조하

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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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폴리오를 유지하기 해 요구되는 자기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제약하

의 융회사는 여신을 축소하게 된다.

 

   경기침체기에 융회사가 여신을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 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 투자 상이 감소할 경우에는 융

회사의 여신 축소가 오히려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융회

사의 자기자본이 부족하거나 융회사가 험회피 경향이 강화되어 수익 투

자 상에 해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실물부문에서 필

요로 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생산성이 하되고 경제 반의 

효율성이 하된다. 외환 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융회사의 

여신행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융회사의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실물부문에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것

을 행 자본규제의 기회비용(shadow value, 이하 SV)이라고 정의하면, SV

는 자기자본 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SV는 크면 클수록 자본부족분이 커

서 실물투자 측면의 과소투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경기침체기에 SV가 상승한다면 재의 자본규제는 안정성(stability)

과 효율성(efficiency)간의 상충 계에 비추어 볼 때 최 규제라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재의 감독방식이 최  자본규제와 부합되는지 여부는 경기침체

기에 SV가 증가하는 지를 검함으로써 단할 수 있다. 경기침체기에는 SV

와 련한 두가지 상반된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는 SV가 증 되는 효과로써 

경기침체기에는 손상각의 증가  이로 인한 업이익 감소로 융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한다. 둘째는 SV가 감소하는 효과로써 경기침체로 

반 인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수익 투자 상이 어든다.   

   실증분석 결과 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경기침체기에 부족해지면서 SV가 

증가하 다.17) Peek & Rosengren(1995)은 뉴잉 랜드의 은행을 상으로 경

기침체기인 1990년부터 1991년 의 여신행태를 분석한 후 자본제약하의

17) 이와 련한 연구논문으로는 Bernanke(1983), Bernanke & Lown(1991)  Peek & Rosengren 

(199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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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은행에서 상되는 여신행태 즉, 자기자본 감소가 큰 은행일수록 

여신을 많이 축소하고 있음을 악하 다. 

 

   한 Heuvel(2002)은 Peek & Rosengren(1995)의 연구결과를 통화긴축정

책에 의해 래된 경기침체기에 용함으로써 자본제약의 효과를 보다 명확

하게 분석하 다. 그는 통화긴축정책 실행 이 에 이미 은행권의 자기자본이 

불충분한 경우일수록 긴축정책 시행 이후 여신축소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GDP의 감소가 더욱 확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차입자가 은행여신의 감소분을 자본시장 등에서 보 하지 못할 경

우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란 상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신BIS 약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 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해서 

먼  특정시 에 은행이 보유한 개별 여신의 험속성(risk profile) 차이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 규모가 다른 횡단면  민감도(cross-sectional sensitivity)

와, 경기상황에 의해 차주의 신용도가 변하면서 필요 자기자본이 달라지는 

시계열  민감도(time-series sensitivity)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림 2]는 횡단면  민감도와 시계열  민감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횡단면  민감도는 선으로 표시된 리스크곡선상에서의 차이(1→2)로 나타

<그림 2> 자본규제의 원리(리스크곡선)

    필                                   
    요                                     
    자                                      
    기                                     2
    자                               
    본                                                            
                            1                
                                           3
             (99.9%) 
                               (99.5%)

                           

                               부 도 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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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즉 여신 1과 여신 2에 한 필요 자기자본 규모는 각 여신의 험(부

도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부도확률이 높은 여신(여신 2)에 한 요구 자기자

본 규모가 부도확률이 낮은 여신(여신 1)에 비해 크다.

   시계열  민감도를 이해하기 해서는 경기확장기(은행 산확률 0.1%)에

서 경기침체기(은행 산확률 0.5%)로 이행되면서 험이 커지는 여신이 있다

고 제하자. 를 들어 여신 1은 경기확장기에는 부도율이 낮다가 경기침체

기가 되면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여신 3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자. 이 경우

에는 경기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두 가지 다른 리스크 곡선에서의 이

동(즉, 1→3)에 해당하는데, 경제 반의 리스크 변화를 감안하여 리스크곡선

을 차등 용하는 시계열  민감도의 경우는 횡단면  민감도의 경우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자기자본이 상승하게 된다.   

   신BIS 약은 단일 리스크곡선(그림 2의 선)에 기 하여 경기상황이 악

화되어 신용등 이 BBB로 하락한 차입자(여신 1)에게도 여신 2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요구함으로써 은행여신의 경기동행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

다. 즉, 신BIS 약은 경기상황과는 무 하게 항상 동일한 리스크곡선을 이용

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횡단면  민감도와 시계열  

민감도 문제를 구분하여 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18)

   여신의 경기동행성 문제를 완화하기 해서는 바젤 원회의 제안과 같이 

수익률곡선의 기울기를 평평하게 하는 방안 즉, 신용리스크에 따른 자기자본 

요구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크곡선의 기울기를 평

평하게 하면 특정 시 (point-in-time)의 차주별 험도 차이를 하게 반

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 리스크곡선을 고집하는 신

BIS 약은 최  자본규제가 될 수 없다.   

18) 이러한 방식은 감독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상황이나 재정거래 

가능성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 및 금융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

든 상황을 포괄하는 단일 규제기준(single set of rules)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Padoa-Schioppa (2004)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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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  자본규제

   최  자본규제는 특정 목표수 의 신뢰수 (부도율)과 여신의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본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규제가 최 이기 

해서는 감독목표가 은행 산시의 사회  비용 최소화라는 종 의 목표에

다 수익 투자 상에 한 신용공여 극 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상황에 따라 SV가 달라지는 을 감안할 때 최  자본규제는 부도율 

등 리스크 요인과 은행 자기자본을 경기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율( : 6%, 

8%  10%)로 구성하는 복수의 리스크곡선(a family of risk curves)으로 구

성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  자본규제는 경기호황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SV가 감소)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높

임으로써 신용이 과다 공 되어 경기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경기침체기에는 은행 자기자본이 부족(SV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정한 신용공 을 유도하여 경기 락 가능성을 이는 

방식의 자본규제이다.19) 

   한편 은행은 잠재 인 경기변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상황이 좋을 

때 자기자본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2005년말 재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체로 11〜13%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호황기에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신용제약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는 그 결과가 우리가 상한 것 보다 훨씬 더 악화20)되

면서 은행이 자본제약(즉 신용경색)에 빠질 수 있다.21) 김 욱 등(2005)은 잉

여자본 비율을 통해 나타나는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축 행태를 실증분석한 

19) 최  자본규제는 험가 자산에 한 요구 자기자본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SV의 변동을 상쇄하

는 방식의 자본규제라고 할 수 있다. 를 들면 8%인 자기자본규제를 경기호황기에는 10%로 경기

침체시에는 6%로 낮추는 것이다. 만약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경기상황에 응하여 차등 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SV가 상승할 경우에는(즉, 경기침체시에는) 은행 자산에 부여하는 험가 치를 낮추

는 방식도 안이 될 수 있다.

20) 상 손실에 비하여 립하는 손충당  립  산정의 경우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 이러한 상황은 비록 개인이 충분한 비 (precautionary) 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 해

고나 심각한 질병 등 기치 못한 충격이 닥치면 소득 감소(자본제약)로 인해 소비가 어드는 것

과 마찬가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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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국내은행은 경기가 나쁠 때 출을 더욱 이면서 잉여자본을 더많이 

축 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그들은 신BIS 약 도입 이후에도 국내은행의 

이러한 업행태가 유지될 경우 은행여신의 경기순응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은행이 충분한 여유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리스크

곡선에 기 한 자본규제보다는 복수의 리스크곡선을 활용한 자본규제가 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래 시 에 발생할 자본제약의 크기 즉, SV를 

정확하게 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리스크곡선에 기 한 자본규제는 항상 

비효율을 래할 소지가 있다. 복수의 리스크곡선하에서는 융감독당국은 

일단 SV를 악한 후 한 리스크곡선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최  자본

규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BIS 약과 최  자본규제의 개념을 구체화한 미시건 성 

감독  거시건 성 감독의 개념  이들간의 계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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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시건 성 감독과 거시건 성 감독

1. 미시건 성 감독의 한계

   BIS 총재인 Crockett(2000)은 재의 융감독 방식에 해 개별 융회사

의 건 성을 제고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미시건 성 감독이라고 

정의하 다. 미시건 성 감독은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어 은행제도의 안정성 

 건 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 다. 즉, 융회사의 건 성을 감독함

으로써 부실 융회사의 , 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이 갑작스럽게 인출되어 

뱅크런(bank-run)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 인 기여를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규제 자기자본비율의 자의

성  획일성 등 많은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윤석헌, 1996). 이하에서는 미

시건 성 감독방식의 한계를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 다. 

   첫째, 감독기 의 자의성 는 획일성이다. 앞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미시건 성 감독방식은 경기상황이나 개별 융회사의 융시장에서의 요

도 등에 한 고려없이 일률 인 기 을 제시하고 있다("one size fits all" 

근방식). 즉, BIS 약에서는 모든 은행에 해 험가  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rules based 

regulation)은 정책의 일 성(time-consistency)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변하는 융환경에 히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융회사의 

경기순응 인 여신행 를 조장함으로써 경제의 변동성을 확 시키고 융시

스템의 불안정성도 키우는 부작용을 래한다.22) 한 경기침체가 심각하여 

규제 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자의 으로 규제유 에 나설 수밖

에 없어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결과를 래한다.  

   둘째, 융안정성의 취약이다. 미시건 성감독은 개별 융회사의 건 성 

감독에만 치 함으로써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살피는 합성의 오류(fallacy 

22) Alan Greenspan 미연준의장 (2002)은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중심의 규제(process-oriented regulation)를 미시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권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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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position)가 나타난다. 즉, 개별 융기 의 입장에서 건 성을 제고하

려는 노력이 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를 들어 

경기침체기에 개별 융회사 입장에서는 여신을 축소하는 것이 경 건 성

을 높이는 행동이지만 모든 융회사가 동시에 여신을 회수하게 되면 신용

경색 상이 래되면서 기업 부도 확 와 경기침체를 래하여 융안정이 

크게 훼손된다. 한 시장 유율 확 를 해 개별 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리를 인상하고 출 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융회사

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융회사의 수익성만 나빠지는 융에 있

어서의 죄수의 딜 마(prisoner's dilemma)23) 상이 발생한다. 

   셋째, 사 방  기능의 취약이다. 미시건 성 감독은 거시 인 융․

경제 상황이나 융시장의 변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모니

터링하여 이를 감독정책에 반 하는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사  방 인 

감독보다는 사후 리  감독(이를 재무제표 심의 감독이라고 함)에 치 하

고 있다. 를 들어 외환 기 직 인 1996〜1997년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제조업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며 무역수

지가 큰 폭의 자를 지속하 다. 한 융산업 내에서도 종 사가 매우 빠

른 속도로 성장하 는데, 그들은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 계열기업군소속 

기업의 무담보 기업어음의 인수업무에 매우 공격 이었으며, 익일물 외화

콜차입 등 단기 외화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 을 장기 시설자 으로 출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은행의 재무제표로 반 되지 않음으로써 미시

건 성 감독만으로는 거시 융경제 환경의 변화가 융회사의 경 건 성과 

체 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융부문내의 구조 인 상호연계성에 한 응이 미흡하다. 미시

건 성 감독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단기자 시장 등 시장간의 상 계, 은

행, 증권, 보험 등 융회사간의 상 계, 리수 과 자 흐름간의 상

23)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개체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상충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

된다. 이 게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기적으

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주체간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비용을 부

담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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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융상품간의 상호연계성 등을 소홀히 취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연

성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를 들

어 리상승에 따라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의 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출

자산의 건 성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이러한 변화가 경기상황에 따라

서, 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어떻게 달라지는 지 등을 악하기가 어

렵다. 이에 따라 미시건 성 감독만으로는 융회사에 내재하는 리스크 요인

에 한 심층 인 분석이 어려워진다. 한 특정 융회사의 포지션 청산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향이나 여타 융회사의 건 성에 미치는 향 등에 

한 분석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24) 

<그림 3>              미시건 성 감독체계  문제

‣감 독 기 준 의  획 일 성‣거 시 금 융 환 경  변 화  대 응 소 홀‣금 융 회 사  상 호 연 계 성 분 석  미 흡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집단적 영업행태

금융시스템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CAMELS 동류그룹분석

적기시정조치

< 감독수단 >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경제 불안정성 확대

< 감독목표 >

 

2. 거시건 성 감독의 필요성

   융의 자유화, 로벌화  정보화의 진 으로 거시경제 변수간 상호연

계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변동성이 융회사의 건 성에 직 이고 즉각

24) 2004년 초의 카드사 부실문제는 카드사의 영업활동 범위나 카드채의 분포상황 등 카드사의 부실

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로 훼손할 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유예가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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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술한 바와 같이 융회사의 경기순응  여신

행태로 인해 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 되고 있다. 

   융시스템의 불안정은 Schumpeter가 주창한 창조  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순기능도 있다. 즉 환경의 변화에 히 처하지 못한 기업이나 융회사

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통해 기업  융회사의 구조조정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융 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범

하며 피해 액도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 (IMF)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발생한 융 기  12건 이상에서 융 기로 인한 직 인 피해 

액만 GDP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 비용까지 감안하면 

가히 천문학 이었다.

   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서는 융시장의 안정성, 융회사의 건 성, 

그리고 융수요자인 가계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융회사의 건 성 추구로 체 융시스템의 안정성

이 달성될 수 있다는 미시건 성 근방식은 술한 네가지의 문제 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목 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통화기 (IMF),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요인 인식  취약부문

에 한 선제  응 등 거시건 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미시건 성 감독

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5) 우리나라도 1997년말에 발생

한 외환 기 이후 거시건 성 감독의 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동 기능 강화

에 주력하 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부문의 총 기능을 확충하고 국가 기 리

시스템을 정비하 으며, 한국은행은 융시장의 모니터링 기능을 폭 강화

하 다. 한 1999년 1월부터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

리기 의 4개 감독기 을 하나로 통합하여 감독기능간 유기  결합을 도모

하 다. 통합감독기 인 융감독원은 발족 후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조

25) 최근의 주요 국제기구의 거시건전성감독 기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보은(2005)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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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 다. 그러나 국가 기 리시스템이나 통합감독 체제

는 개별 부문의 최 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부문간, 융권간 상호연계성 분석

이나 사 방  기능이 미흡하 다. 

3. 거시건 성 감독개념

   이 에서는 앞에서 언 하 던 최  자본규제의 개념에 부합되면서 미시

건 성 감독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개념으로서의 거시건

성 감독의 개념을 구체 으로 정의하고 미시건 성 감독과의 계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거시건 성 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이란 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하기 하여 거시 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친화 (market friendly)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경기상황이나 융회사의 융시장에서의 요도에 따라 감독기 을 

차등화하는 과정 심의(process-oriented) 감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6) 

   거시건 성 감독의 목 은 개별 융회사나 융시스템이 야기하는 융

혼란(financial disturbances)에 한 융시스템의 응능력을 높임으로써 

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27) 즉, 거시건 성 감독개념은 시스

템 리스크28)를 리함으로써 융회사의 경 건 성을 심층 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 하고 있다. 

26) 한편 미시건전성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은 감독대상에 따른 분류이며, 획일적, 신축적인지는 감

독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이므로 이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건전성 감

독에서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회계․공시제도 등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여

부를 점검하는 반면,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리, 환율, 주가, 물가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에서 리스크 

요인을 파악, 이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각각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27) 금융시스템이 금융혼란을 견뎌내는 능력은 규제감독기능, 예금보험기능, 최종대부자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공적 금융안전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안전망에 참여하는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중앙은행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홍범(2004)을 참조하라. 

28) 시스템리스크는 광의로는 어떤 사건(event)이나 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생산, 고용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며, 협의로는 외부성(externality) 또는 전염효

과(contagion effect)로 인해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라고 정의된다. 

시스템리스크의 구분에 대해서는 G-10(20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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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건 성 감독은 감독목표, 감독방식  경제상황에 한 인식 면에서 

미시건 성 감독과 차이를 나타낸다. 미시건 성 감독은 개별 융회사의 건

성을 높임으로써 융 기 발생시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삼는 반면, 거시

건 성 감독은 융시스템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융

기 발생시의 손실 최소화  융 개의 효율성 극 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감독방식면에서도 미시건 성감독은 경기상황, 융회사의 규모  융

시스템에서의 요도와 무 하게 항상, 동일한 감독기 을 용하고 있다. 

즉, BIS 자기자본규제와 련해서도 모든 융회사에게 동일하게 험자산의 

일정 수 ( : 은행 8%)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달리 거

시건 성감독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형 

융회사에 해서는 감독기 을 강화하고 소형 융회사에 해서는 감독기

을 완화하는 등 개별 융회사의 융시스템에서의 요도에 따라 차등화

된 기 을 용한다.29) 한 경기가 좋을 때는 규제기 을 강화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규제기 을 완화하는 등 경기에 따라 기 을 차등 용한다. 

   융시스템의 안정성에 해서도 미시건 성 감독은 개별 융회사의 건

성이 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보는 반면에, 거시건 성 감독은 

개별 융회사 차원에서는 건 성을 제고하는 행동이 집단 으로 나타날 경

우 오히려 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시건 성 감독은 융회사의 업행태가 경제상황에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거시건 성 감독에서는 융회사의 집단  행

동에 의해 경제상황이 달라지며, 달라진 경제상황이 다시 융회사의 업행

태에 향을 주는 피드백(feedback) 계를 시하고, 융회사의 집단  행

동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상황을 조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시건 성 감독과 거시건 성 감독은 다음의 측면에서는 상호 보

29) 한편 규제나 감독의 강도에 대해 대형 금융회사가 대체로 소형 금융회사보다 위험관리시스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

사의 위험관리시스템의 수준을 평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미시건전성 감독의 영역에 속하

는 것이며, 거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또는 파급효과를 주된 감독관심

사항으로 삼아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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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건 성 감독에서는 융시장  융산업 반

의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을 리함으로써 개

별 융회사의 리스크를 리하는 미시건 성 감독을 지원하며, 미시건 성 

감독에서는 검사․감독과정에서 수집한 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시건

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산비용 최소화(미시건 성 감독)와 융효율성 제고(거시건 성 

감독)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를 들어 경기침체기에는 융

회사의 경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데, 이 때 융효율성 제고

를 해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융회사의 도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를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달

성할 것인지가 거시건 성 감독정책 수립에 매우 요하다.

<그림 4>        미시건 성 감독과 거시건 성 감독의 비교

미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 감독기준 운영: 재무건전성기준, 각종

한도규제 등
. CAMELS, 동류그룹분석, 적기시정조치

거시 금융환경(실물경제,금융시장)

금융회사 A

금융시스템에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상호 연계성 분석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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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성 분석

금융회사 B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집단적 영업행태

금융시스템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미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 감독기준 운영: 재무건전성기준, 각종

한도규제 등
. CAMELS, 동류그룹분석, 적기시정조치

거시 금융환경(실물경제,금융시장)

금융회사 A

금융시스템에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상호 연계성 분석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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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성 분석

금융회사 B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집단적 영업행태

금융시스템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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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거시건 성 감독 강화방안

1. 감독 선결과제

   2004년  카드사태 발생 등으로 융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재경부, 융

감독원  한국은행에서는 거시건 성 감독기능을 더욱 확충하 다. 재경부

에서는 ‘04년  경제 기를 사  응하는 종합 이고 체계 인 기 리시

스템을 구축30)하고 ’05년부터 경제분야 상황 검  기 리체계를 시행하

다. 한국은행에서는 은행국(‘05년  융안정분석국으로 개명)내 융시스

템분석 을 신설, 거시  융․경제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종합

한「 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매 6개월마다 발간하고 있다. 뒤이어 

융감독원에서도 2005년 1월 조직을 개편하고 거시건 성 감독을 담하는 

거시감독국을 신설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융환경 변화에 따른 험요

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시건 성 감독 기능은 여 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를 들어 조기경보모형 주의 기 리시스템은 경

제부문의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악에 취약하다. 한 외부

문은 국제 융센터, 융시장은 한국은행, 융산업은 융감독원 등 부문

별로 할 기 을 구분, 지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기 의 조기경보모형의 

목 이 불분명하고 심층 인 리스크 분석이 어렵다는 단 도 지 되고 있

다.31) 한 한국은행  융감독원의 거시건 성 감독기능에 해서도 

이제 겨우 조직을 갖추어 놓은 상황이어서 아직 거시건 성 감독의 목

이 무엇인지, 구체 인 수단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 논

의는 보 인 수 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다.  

   거시건 성 감독의 취약성은 거시건 성 감독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음으

30) 대외 ․ 금융 ․ 원자재 ․ 부동산 ․ 노동부문의 5개 부문별로 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지

수 수준에 따라 경제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31) 경기 ․ 환율 ․ 금리 ․ 유가 등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시스템은 이들 변수의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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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융감독 측면에서의 역할에 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데 주로 기인

한다. 즉, 거시건 성 감독의 구체 인 내용이 무엇이며 재경부․한국은행 

등의 역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련 기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한 합의가 없는 데다, 이들 기 간의 유기  조체제도 미비

한 실정이다. Borio et al.(1999)의 제안과 같이 융안정이 갖는 다면성을 감

안할 경우 재경부, 융감독원, 한국은행, 보험공사 등 련 감독기구의 

상호 력  견제가 융안정성 확보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32) 

   특히 최근의 융 기는 융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 인 상이라거나 

융구조가 취약한 개별 국가에 한정된 문제라는 정통 인(orthodox) 이론으

로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그보다는 융 기의 원인이 융자유화

와 신용팽창에 따른 융불균형 심화  경제시스템의 탄력성33) 상승에 있

다는 비정통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진다. 를 들어 최근 세계 인 

상인 부동산가격 등34)은 리에 기 한 세계 인 과잉유동성에 기인

한다.35) 이러한 부동산가격 상승에 내재된 융불안정은 앙은행이 리인

상을 통해 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정부가 보유세 등 세제인상, 부동산공

 확  등 수요․공 을 조 하거나, 융감독당국이 융회사의 자 운용

에 일정 제한을 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차단함으

로써 응할 수 있다. 

   거시건 성 감독의 개념은 거시안정화정책과 개념상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동안 거시안정화정책은 재경부의 융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감독정책과는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32)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중 하나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각 감독기구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도보은(2005)을 참조하라 

33) “탄력성”이란 경제체제내에서 발생한 금융불균형(예: 부동산가격의 과다 상승)이 금융위기로 비

화되어 경제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34)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3년간 주택가격이 남아프리카 95%, 중국 상하이 68%, 

스페인 63% 등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기간중 20% 상승하여 상승률 기준으

로 조사대상 31개국중 20위를 차지하였다. (Wall Street Journal, ‘05.6.16)  

35) 전세계적인 과잉유동성은 첫째, 미연준, 일본은행 및 독일연방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각각 

닷컴버블 붕괴, 장기 불황, 통일비용 수속을 위해 적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통화 공급을 지속한 

점과, 둘째, 세계적인 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 심화로 인한 경상흑자국의 통화공급 확대, 셋

째, 금융자산의 급속한 발전 및 고성장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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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세계 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기 인 물가안정과 이로 인한 

리 상황으로 인해 앙은행의 리정책을 통한 거시안정화정책은 차 

그 유효성이 하되고 있다. 한 시장주도의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정부

의 역할도 차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BIS, IMF 등 국제 융감독

당국은 거시건 성 감독개념에 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거시건 성 감독

을 통해 거시안정화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공고해 질수 있음을 지 하고 있

으며, 이를 해 각국 융감독당국들이 상호 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36) 

   를 들어 최근 몇 년간 국내은행은 주택담보 출을 크게 늘렸는데, 이러

한 자 운용의 편 험을 이기 해서는 융감독당국이 출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을 하향 조정( : 행 70%에서 60%로, 투기과열지역의 

경우는 40% 등)하거나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주택담보 출의 험가 치

를 상향 조정( 행 50%)함으로서 응할 수 있다. 한 주택담보 출 는 

가계 출에 한 집  정도(concentration risk)를 경 실태평가 항목으로 신

설하는 방안 등도 안이 될 수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해서는 재경부, 융감독원, 

한국은행, 보험공사 등 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이 제된 

가운데38) 각 감독기구간의 력  견제장치가 제도화되어야만 한다.(김홍범, 

2004) 그동안 몇 차례의 융 기가 감독시스템의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경부가 독단 으로 지나치게 과감한 경제정책을 드라이 함으로

써 발생하 다는 을 감안할 때, 련 기 간의 견제와 균형은 매우 요하

36) 미시건전성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간의 상충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을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

체로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현재의 물가안정에다 

금융안정성을 추가한 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일부 행사함으로써 금융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는 것이다. 

37) 최근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기업여신을 외면하고 부동산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부동산투기 조장, 기업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도 은행의 단시안적(myotic) 영업행태가 가져올 잠재적인 리스크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금융산업이 장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여신행태를 변화시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38) 금융감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관치금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거시건전성 감

독을 거시적 경기부양정책으로 활용하는 신관치금융으로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범(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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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감독기 은 감독실패에 한 책임문제로 인해 융회사의 경 상태

가 상당히 악화되기 에는 도산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감독유 (regulatory 

forbearance) 유인이 있는 반면, 보험기구는 융회사 도산에 따른 보험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융회사 부실에 한 태도가 

감독기 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련기 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거시건 성 감독 기본방향

   이 장에서는 IMF, ADB, BIS 등 국제감독 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시건 성 감독기능 강화 동향과 IMF의 권고사항39) 등을 심으로 융감독 

차원에서 향후 수행해야할 거시건 성 감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시건 성 감독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경제나 융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

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가계부문의 취약성은 융회사의 건 성 악화와 

직결되므로 융안정성을 높이기 해서는 동 부문의 취약성 여부를 정례

으로 감시(survellance)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40) 

   둘째,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 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도입이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융회사의 리스크는 경기호황(침체)기에 출 확

(축소) 등으로 (해소)되다가 경기침체(호황)기에 재화(잠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기호황(침체)기에는 감독기 을 강화(완화)함으로써 

융회사의 잠재  리스크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시의 하고 객 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39) 융감독원에서는 2005년 10월말 IMF의 기술자문단으로부터 거시건 성 감독기능에 한 자문

을 받았는데, IMF 자문단은 거시감독국의 신설 등에 따라 거시건 성 감독의 토 가 마련되었으나 

국제 인 수 의 거시건 성 감독업무의 확립을 해서는 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효과 으

로 모니터링하기 한 방법론과 조직체계의 정비 등 추가 인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 하 다.

40) 특히 최근과 같이 환율  리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동 리스크에 한 가계  기업의 

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사 에 응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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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황을 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규제

수 을 조정할 경우 감독당국이 자의 이고 경제외 인 목 으로 융회사

의 손익을 조정한다는 비 이 제기됨으로써 감독의 신뢰성  규제의 투명

성이 훼손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 단시 한국은행, KDI 등 외부

문가 그룹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융안정성에 한 사회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태  손충당

 제도의 도입방안에 국한되어 논의가 진행 이며, 이와 련한 구체 인 

감독기 의 도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셋째, 융회사 규모에 따라 감독기 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도입이다.  

이 방안은 감독자원을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배분하는 리스크 심 감독

(risk-based supervision) 개념과 유사한데, 리스크 심 감독을 보다 체계화하

고 확 함으로써 감독자원의 효율  할당기 을 제정 운용하는 것이다. 를 

들면 일본의 경우 국제 업을 수행하는 도시은행의 경우는 BIS 자기자본비

율을 최소 8%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 업만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경우는 

동 비율을 4%로 설정하는 등 업무 역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기 을 설정하

고 있다. 이와 련 신BIS 약에서는 자본 정성 검기 (pillar II)에서 감독

당국이 융회사의 요도에 따라 자기자본 규제를 차등 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3. 거시건 성 감독 강화방안

   거시건 성 감독 강화방안으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모니터링 체제의 강화이다. 이를 해서는 먼  모니터링 상, 범

, 방법론 등 모니터링의 목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거시경제여건  융시장동향 분석 이외에 융시스템내의 리스

크 요인의 평가, 가계․기업․ 융부문 등에 한 건 성지표의 개발 등 분

석 상  역을 확정하고 구체 인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 최근 IMF에서는 조직  방법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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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하 다. 

   조직 측면에서는 거시건 성 감독업무의 확 가 상됨에 따라 인력

(staffing)  문성(skills)의 보강이 필요하며, 한국은행  융감독원의  

조체제가 필요함을 권고하 다. 구체 으로는 스트 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41)  조기경보모형의 방법론 연구, 기업  가계부문에 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에 있어서 양 기 의 조체제가 필수 이라고 지 하 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재의 조기경보모형 등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론의 

개발 비 을 이는 신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인 스트 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 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환 기 후로 융산업의 구조가 격한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순수한 계량모형만으로는 유의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한 

재의 조기경보모형이 융권역별로 구축되어 있어 융회사간의 상호 연

계  염효과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염효과 경로 등 체 

융부문의 시스템 인 계를 포착할 수 있는 스트 스 모형의 개발이 실

히 요구된다.42) 

   

   둘째, 경기순응성 완화를 한 감독정책의 변화를 극 모색하는 방안이

다. 술한 바와 같이 신BIS 약은 부분 최 (sub-optimal)인 제도이며 신BIS 

약이 도입될 경우 은행 여신의 경기순응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상되고 

있으므로 은행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 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방안으로는 경기상황

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과 동태  손충당  제도의 

도입 방안을 들 수 있다.43) 

   한 주식시장도 경기에 따라 크게 출 이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41) Jones et al.(2004)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가상의 충격

(stress)에 어떻게 변하는 지를 개략적으로 추정(a rough estimate)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동산가격 하락,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주가 하락 등의 충격(stress)이 금융회

사 및 금융산업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선험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다.

42) 재 일부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트 스 모형도 융권역별 효과 분석에 머물러 있

어 융회사간의 상호 연 계를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3) 경기순환에 대응한 다양한 감독방안은 한국금융연구원(2004)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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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융회사의 안정성이 크게 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융불안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해서도 동태  손충당 제도를 

용한 동태  유가증권 평가충당 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4) 행 감

독규제하에서는 주식투자로 인한 시장리스크 축소를 해 주로 주식투자 규

모의 제한이라는 직  규제45)를 활용하 으나, 이에 보완하여 유가증권 평

가충당 을 주식투자에 비례하여 설정하는 동태  유가증권 평가충당  제

도를 도입할 경우 융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46) 

   셋째, 리스크 심의 감독체제 강화방안이다. 즉 융회사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 , 배분하는 선별  감독방식과 함께 융시장내에서의 비

이나 요도가 높은 융회사에 보다 집 으로 감독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잠재리스크가 실화될 가능성을 사 에 억제하는 리스크 심의 감독(RBS: 

risk-based supervision)을 강화하는 것이다. 를 들어 외환업무의 범 에 따

라 감독규제를 차등화한다든지, 소기업 여신비 에 따라 감독규제를 차등

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정보의 공유확 와 련한 방안이다. 한국은행, 재경

부, 융감독원 등은 정책 의회  실무자간 간담회 확  등을 통해 생산한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 해야 한다. 한 정부, 융회사, 융소비자 등에 

해 시의성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반의 응능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요하다. 이와 련 한국은행은 2003년부터 반년단 로 융안정보고

서를, 융감독원에서도 2005년말부터 융리스크분석을 작성, 배포하고 있

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정책보고서의 공개가 필요하다.     

44) 동태적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도보은(2005)을 참조하라.

45)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는 주식 및 상환기한 3년 초과 유가증권의 합이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신협중앙회의 경우는 주식투자 한도를 전월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로 제

한하고 있다. 

46) 그동안의 회계제도의 변천 과정은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중점을 둔 취득원가주의에서 경제

적 가치에 중점을 둔 시가회계주의로 변천하였다. 시가회계주의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주가나 금리 변동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크게 변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변동성

을 확대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회계를 안정회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가회계가 적용되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비

율을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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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도입되는 신BIS 약에 따른 융회사 여신의 경기

순응성 문제를 최  자본규제의 측면에서 이론 으로 분석하 다. 한 최  

자본규제에 더욱 합한 개념인 거시건 성 감독개념을 정립하고 거시건

성 감독의 강화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건 성 감독을 통하여 감독정책이 거시안정화 정책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융감독의 경제  의미에 

한 이해를 제고하 다. 물론 이 방안에 해 융감독 당국이 다양한 형태

의 도덕  해이와 함께 규제유 (regulatory forbearance)에 빠지기 쉽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침체가 심각하여 자기자

본비율을 낮춰야 하는 경우나 감독기 을 계속 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

면, 비율 조정을 사 에 명시화하는 것이 융감독당국의 사후 인 감독유 나 

재량권을 오히려 일 수 있으며, 도덕  해이 문제도 일 수 있다.

   

   거시건 성 감독의 정착을 해서 향후 다음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자본규제를 경제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계

식을 정립함으로써 거시건 성 감독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다. 이

와 련하여 경기종합지수47)나 경기의 환을 비교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장단기 리차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48) 

를 들어 GDP 성장률이 특정 기 을 상회할 경우에는 BIS 험가  자기자본

비율의 최소기 을 8%에서 10%로 높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여

러 가지 경기선행지표를 검증하여 가장 측가능성이 높은 경기선행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방식의 문제는 GDP 성장률과 

47)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기계수주액, 건축허가면적, 수출신용장(L/C)내도액, 총유

동성(M3)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10개 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48) 장단기금리차 또는 수익률곡선의 기울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에 1∼2분기 선행하며, 미국의 

경우는 경기에 4분기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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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의 기회비용(shadow value)이 어떤 연 이 있는지를 이론 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보다 직 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를 개발하는 방식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49) 

이와 련 Kashyap & Stein(2004)은 자기자본의무면제 시장을 하나의 로서 

제안하고 있다. 

   둘째, 재경부, 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기구 간에 업무 역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감독기 의 

지배구조와 련한 연구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는 거시건 성 감독의 주체로 

융회사  융시장과 가장 한 융감독원( 융감독 원회)을 정하고 

재경부, 한은 등이 조 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2005년 10월말에 방한한 IMF 기술자문단도 거시건 성 감독의 정착을 해

서는 융감독원의 주도로 한은과의 업무 조 계가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49) 를 들어 CP발행/은행 출증가율을 은행의 여신공 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측도, 즉 은행 자기자

본의 상 인 부족분에 한 리변수로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화 

방식을 활용하기 해서는 자료에서의 추세문제(trend)나 다른 형태의 외부 충격과 같은 많은 문제

를 히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ashyap, Stein & Wilcox(199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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