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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약어

영문 명칭

국문 명칭

ABS

Asset-backed security

자산유동화증권

CDO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CDS

Credit default swap

CCF

Credit conversion factors

CIU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CCP

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

CRM

Credit risk mitigation

신용위험경감

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

ECAI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외부신용평가기관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G-SIF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

IRB

Internal ratings-based

LTA

Look-through approach

OTC

Over-the-counter

PD

신용부도스왑
신용환산율
집합투자기구

내부등급법
기초자산접근법
장외거래
부도율

Probability of default

적격중앙청산소

Q-CCP

Qualifying central counterparty

SA-CCR

Standardised approach for counterparty
credit risk

거래상대방신용위험
표준방법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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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거래

Ⅰ. 도 입
A. 거액 익스포저 규제 도입의 이유와 목적
1. 금융위기를 통한 핵심적 교훈 중 하나는 은행이 단일 거래상대
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일관성 있게 측
정, 종합 및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임. 그리고 역사상 개별 거래상대
방에 대한 익스포저 집중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한 사례(예: 1984년
영국의 Johnson Matthey Bankers,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은행위기)
가 수차례 있었음. 단일 거래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부도 발생시 은
행에 발생하는 최대 손실을 은행의 지급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도입되었음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이하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거액 익스
포저 규모를 측정하고 자본규모에 따라 거액 익스포저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인지해왔음. 특히, 1991년 바젤위
원회는 거액 익스포저에 대한 감독관행을 검토하고
(supervisory guidance)1)을

감독

지침

발표하였음. 유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준칙(핵심준칙 19)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은행 규
제가 단일 차입자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차입자 그룹에 대해 거액
익스포저의 건전성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구하였음.2) 그러나 1991년
1) 바젤위원회의 첫 번째 지침(guidance)인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credit
exposures"는 개별국가 상황에 따른 거액 익스포저 감독의 다양성을 인지하면서 이
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1.1월 발표되었음. 은행감독당국의 거액익스포
저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를 위한 동 지침은 바젤Ⅰ기준의 맥락에서 발전되었음. 동
지침은 바젤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익스포저 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본의 정의는
이후 바젤 자본규제체계로 인해 개정되었고 최근 바젤Ⅲ로 큰 폭으로 개정되었음
2) “감독당국은 은행이 편중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 측정, 평가, 모니터링, 보고
하고 이를 통제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
함. 감독당국은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은행 익스포
저에 대해 건전성한도를 설정함”이라고 준칙(principle) 19에 규정되어 있음(바젤위
원회가 2012.9월 발간한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The Cor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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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 지침이나 핵심 준칙은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어떻게 측정하고 종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분
리된 법적 실체가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을 구성할 때 어떠한 요
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동
규제가 실행됨에 있어 은행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 바
젤위원회 회원국에 대한 조사결과 핵심준칙 19와 일치한다는 측면에
서 각국의 규제 전반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나 적용범위,
거액익스포저 한도, 익스포저 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의 정
의,

익스포저

계산방법,

신용위험경감기법(credit

risk

mitigation

techniques)에 대한 처리, 특정 형태의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 완화 여

부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바젤위원회의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는 단일 거래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 익스포저 규제체계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를 보완하는 것임. 특히, 바젤 리스크 중심 자본
규제체계의 최저자기자본규제(필라1)는 은행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
오(infinitely granular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어 필요 자본 계산시 어떠한 형태의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도 고려되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가정과는 달리, 개별 거래상대방
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로 인한 고유 위험(idiosyncratic risk)이 은행의
포트폴리오에 존재할 수 있음. 비록 감독당국점검(필라2)에서 편중리
스크에 대한 조정을 통해 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나3), 국가마다
조정 방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단일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발생하
는 대규모 손실로부터 은행을 보호해줄 수도 없음. 이에 따라 바젤
위원회는 현존하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체계가 은행 자본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3) 시장리스크 자본규제체계에서도 특정 리스크에 대한 트레이딩북 모델이 편중리스크
를 포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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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과도한 익스포저로 인한 미시건전성 리스크를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체계는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
한 심각한 손실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한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요건을 보완
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는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
대방 그룹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발생하는 최대 손실이 은행의 지속
적인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4. 또한 거액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는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바젤위원회
의 고려가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 설계시 반영되어야 함
5. 금융위기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
관(SIFI)로부터 발생한 대규모 손실이 다른 SIFI의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여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이러한 전염효과는 최소한 두 가지의 중요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음. 첫째는 투자자들이 다른 SIFI들도 부실화된 SIFI와 유사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임. 예를 들어 2008년 다
수의 대형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 (ABS)과 부채담보부증권 (CDO)에
대한 익스포저로부터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자 투자자들
은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익스포저를 보유한 것으로 믿고 자
금을 인출하였으며 그 결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둘째는 투자자들이 다른 SIFI들이 부실화된 SIFI에 대해 대출이나 신
용 보증의 형태로 거액 익스포저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하
는 것임. 예를 들어 2008년 9월 AIG와 관련된 가장 큰 우려는 투
자자들이 다수의 SIFI가 대규모의 신용 보장(credit protection) 상품
을 AIG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믿었다는 점임. 바젤위원회는 거액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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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저 규제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G-SIB)들의 리스
크 전염을 완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기여한
다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G-SIB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보다 엄격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6.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와 관련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에도 기여하는 유용한 수단임.4) 특히 펀드,
유동화 상품, 집합투자기구(CIU)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가 이
에 해당됨. 동 규제는 은행에게 적절히 기초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
시(look-through approach)하도록 하고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과는 관련
이 없으나 구조화상품의 구체적 특징 및 구조화상품과 연계된 제3
자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리스크도 추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리스크가 식별되면 거액익스포저 한도 적용 대상이 되
는 새로운 익스포저로 적절히 인식해야 함
7. 바젤 기준의 복잡성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젤위원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규제 체계는 실행 가능
한 영역에서는 기존 바젤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거액익스포저 규제
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존 바젤 규제
체계와 차이가 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동 기준서는 바젤의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체계에 대한 참고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5)

4) FSB가 2011년 10월 발간한 “Shadow Banking: Strengthening Oversight and Regulation,
Recommendations of the FSB” 중 특히 p.17의 권고안(Recommendation) 2 참조
5)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문서는 2006.6월 발간된 바젤2 기준서(“Basel II: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 Comprehensive Version” (www.bis.org/publ/bcbs128.htm))와 이후 개정
되어 2009.7월 발간된 바젤2 시장리스크 개정안 및 바젤2.5 강화안(“Revisons to the
Basel II market risk framework” (http://www.bis.org/publ/bcbs158.htm), “Enhancements
to the Basel II framework” (http://www.bis.org/publ/bcbs157.htm)), 2011.6월 발간된 바
젤3 기준서(“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 revised version June 2011” (http://www.bis.org/publ/bcbs189.ht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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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른 종류의 편중리스크
8. 바젤위원회는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
한 거액익스포저가 은행의 복원력을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편중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다른 종류의 편중리스크에는 자
산 익스포저의 부문별 및 지역별 편중, 집중된 자금조달원(funding
sources)에 대한 의존, 은행 보유 증권의 대규모 순매도포지션(증권 가격

상승 시 은행에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임)이 포함됨. 바
젤위원회는 동 규제체계에서는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
방으로 구성된 단일 그룹의 부도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
추고 다른 형태의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9. 그룹 내(intragroup) 익스포저도 잠재적으로 은행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로서 고려할 수 있으나 동 규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Ⅱ. 거액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의 개요
A. 적용 범위 및 수준
10.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를 보완하

Ⅱ 기준서의

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바젤

21항 및 22항을 따라 리

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 즉 은행
그룹 내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함
11.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는 국제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적용됨.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다른 모든 기준들
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선
택권이 있음. 또한 회원국들은 동 규제 적용 대상 은행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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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바젤 규제 체계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다른 접근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음6)
12.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를 연결 기준 (consolidated level)에서 적
용한다는 것은 은행이 규제당국이 정하는 연결그룹의 제3자에 대
한 모든 익스포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익스포저
의 합계를 그룹의 적격자본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B. 거래상대방의 범위 및 예외
13. 은행은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고려해야 함. 동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거래상대방은 61항에서 정의된
국가(sovereigns)임.

Ⅳ장은

거액익스포저 한도가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방법이 필요한 거래상대방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C. 거액익스포저에 대한 정의와 보고에 대한 규제
14.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E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계된 거래상대
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합계가 은행 적격자본
의 10% 이상인 경우 거액익스포저로 정의됨. 익스포저 금액은

Ⅲ

장의 규정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15.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credit risk mitigation techniques) 적용 전
후 기준으로 거액익스포저를 산출하여 보고해야 함. 은행은 다음
항목들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함

6) 예를 들어 바젤위원회는 바젤 규제 적용 범위 밖의 은행들의 경우 동 문서의 거액
익스포저 규제체계에서 인식하지 않는 물적담보(physical collateral)를 인식하는 사
례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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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Ⅲ장

및

Ⅳ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저가 은행

적격자본(eligible capital)의 10% 이상(즉, 거액익스포저의 정의를
충족)인 모든 익스포저
(ii)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Ⅲ장 및 Ⅳ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저가 은행 적격자본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저
(iii)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익스포저 중 은행 적격자본의 10% 이
상인 모든 익스포저
(iv) 은행 적격자본 대비 익스포저의 상대적 규모와 상관없이
및

Ⅳ장에서 정하는

Ⅲ장

바에 따라 산출되고 적용 범위에 포함되

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중 상위 20개 익스포저
D. 거액익스포저 한도의 최소 요건
16.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합계는 은행의 가용 적격 자본의 25%를
항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Ⅴ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G-SIB의 다른 G-SIB에 대한 익스포저는 15%의 한도를 적용함

Ⅲ장 및 Ⅳ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되어야
적격자본은 바젤Ⅲ 규제기준 Part1에서 정의된 사항을 충족하

17. 익스포저는
함.

는 기본(Tier1) 자본임7)

7) 2010.12월에 발간(2011.6월 개정)된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참조(http://www.bis.org/publ/bcbs1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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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도 위반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해야 하며 한도 위반시
은행은 감독당국에 즉시 연락하고 동 위반을 조속히 시정해야 함
E. 연계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의
19. 은행은 특정한 관계 또는 의존성이 있는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해 익스포저를 보유할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거래
상대방들 중 하나가 파산하면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들이 파산할 가
능성이 매우 높음. 동 규제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그룹을 연계된 거
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으
로 지칭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처리함. 이 경우 그룹 내 연계된
모든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 합계에 대해 거액익스
포저 한도 및 위에서 규정한 보고 요건에 대한 규제가 적용됨
20. 둘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음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
는 경우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함
(a) 통제관계(Control relationship): 한 거래상대방이 하나 또는 다수의 거
래상대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함
(b) 경제적 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 만일 한 거래상대방이
자금조달 또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으로 금융 문제를 겪는 경
우 다른 거래상대방도 자금조달 또는 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함
21. 은행은 연계된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해당 여부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간에 (a)와 (b)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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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래상대방 간 통제관계 여부 평가시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이는 (a) 기준을
자동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함
23. 추가적으로 통제(control)기준에 근거한 거래상대방간 연계성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의결권 (예를 들어 다른 주주와의 약정을 통해 다수의 의결권을 통제)
• 행정, 경영 또는 감사 인력의 임면에 대한 중대한 영향(특정 기업의
행정, 경영 또는 감사기구 소속 인원 다수에 대한 임면 권한을 보
유하거나 의결권 행사만으로 해당기관 소속 인원 다수를 임명)

• 고위 경영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예를 들어 계약이나 핵심적 의
사결정에 대한 동의권한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영 또는 정
책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
24. 은행들은 통제에 대한 결정시 양질의 지침을 얻기 위해 국제
적으로 인정된 적절한 회계기준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음
25. 위 통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은행은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여건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호의 예와 같이 현존하는 통제관계가
반드시 연계된 거래상대방들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독
기관에게 입증할 수 있음
26. 경제적 의존성에 기반한 연계성과 관련하여 은행은 최소한
다음의 질적 기준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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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거래상대방의 총수익 또는 총비용(연 기준)의 50% 이상
이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발생(예를 들어 주거/상업용부동
산 소유자와 해당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 세입자의 관계)

•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거나 다른 형태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청구가 발생
하면 보증인의 익스포저가 매우 커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생산량 상당 부분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되
고 해당 거래상대방이 다른 고객으로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경우

•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
한 예상 자금조달원이 서로 동일하고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수익원이 없는 경우

•

한 거래상대방의 재무적 어려움이 다른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기한내 완전히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한 거래상대방의 부실화 또는 부도가 다른 거래상대방(들)의
부실화 또는 부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 거래상대방의 주요 자금조달원이 동일하고, 공통 자금조달
원의 파산시 다른 자금 조달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한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문제가 동일 자금조달원에 대한 일방향 또
는 양방향 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거래상대방으로 확산될 수 있음

27. 그러나 이러한 조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님. 만일 은행이 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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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해 다른 거래상대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한 거래상대방
이 적정 기간 내 다른 사업 파트너 또는 자금조달원을 발굴함으로
써 재무상 어려움 또는 차상위 거래상대방의 부도를 극복할 수 있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두 거래상대방을 연계하지 않아도 됨
28.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조사 강도가 익스포저 규모에 비례하
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은행은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의 5%를 초과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 가능성 있는 연계 거
래상대방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식별해야 함

Ⅲ. 익스포저 금액
29. 이 장에서는 거래상대방(

Ⅱ장

E에 따라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을 포함)에 대한 익스포
저 금액에 대해 규정함
A. 측정 일반 원칙
30. 은행이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 식별을 위해 고려
해야 하는 익스포저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체계에서 정의된 모
든 익스포저임. 은행계정(banking book) 또는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
의 B/S 난내 및 난외항목 익스포저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체계
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을 보유한 상품이 포함됨
31. 자본에서 차감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는 거액익스포저
한도 목적으로 동 거래상대방의 다른 익스포저에 가산되어서는 안됨8)
8)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저에는 동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익스포저는 동일 거래상대방의 다른 익스포저에 가산되어야 하며 익스포저 합
계는 다른 이유로 면제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액익스포저 한도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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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익스포저 금액의 정의
은행계정 난내 비파생상품자산
32. 익스포저 금액은 익스포저의 회계상 금액9)으로 정의해야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은행은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 및 조
정항목 차감전 금액을 익스포저 금액으로 고려할 수 있음
은행 및 트레이딩계정 장외파생상품(기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있는 상품 포함)
33.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있지만 증권금융거래가 아닌 상품의 경
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법(SA-CCR)에 따른 부도시 익스포저
(exposure at default)를 해당 상품의 익스포저로 함10)

증권금융거래
34. 바젤위원회는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저 측
정에 사용되는 포괄법(comprehensive approach)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바젤위원회는 향후 개정될 포괄법과 감독기관의 차감율(supervisory
haircuts)11) 또는 비내부모형법(non-internal method)이 거액 익스포저

규제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함. 이 경우 모든 은행은 감독기관
의 차감율을 적용한 포괄법을 사용해야 함. 바젤위원회는 표준방법
에 대한 검토가 거액 익스포저 규제 시행 이전에 완료되기를 기대
9)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ons)을 공제하고 조정항목을 반영한 순(net) 금액임
10) BCBS가 2014년 3월 발표한 The standardised approach for measuring counterparty
credit risk exposures 참조(http://www.bis.org/publ/bcbs279.htm)
11) 현행 포괄법(comprehensive approach) 및 감독기관의 표준 차감율(standard
supervisory haircuts)은 바젤Ⅱ 기준서 147항 이하와 151~15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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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동 검토가 지연될 경우 은행은 증권금융거래의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을 계산 시 사용된 기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은행계정의 “전통적인” B/S 난외약정
35. B/S 난외 항목의 경우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위해 리스크 중심 자
기자본규제 요건의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한 신용환산율(CCFs)을
적용하여 신용 익스포저로 환산함. 신용환산율의 하한은 10%임
C. 적격 신용위험경감(CRM) 기법
36.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위한 적격 신용위험경감 기법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의 표준방법에 따라 최소 요건 및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무담보 신용보장12)(unfunded credit protection)과 적
격요건을 충족하는 담보금융자산(financial collateral)임

Ⅱ

37. 바젤

기준서 289항의 내부등급법(IRB approach)에서만 사용될

․

수 있는 기타 유형의 담보(매출채권, 상업 주거용 부동산 및 기타 담
보)는 거액익스포저의 익스포저 금액을 차감하는데 사용될 수 없음
38. 은행이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 계산 시 신용위험경감 기법
을 사용하고 동 기법이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면 은행은 익스포저 계산 시 적격 신용위험경감 기법을 인식해야 함

12) 무담보 신용보장(unfunded credit protection)은 보증과 바젤Ⅱ 기준서의 Part2
Section D (The stnadardised approach - credit risk mitigation)에서 처리방법을 규
정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을 총괄하여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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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경감 기법에서 만기불일치의 처리
39.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체계의 규정과 같이13) 만기불일치
에 대한 헤지(hedge)는 원만기가 1년 이상이고 헤지 잔여만기가 3개
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식됨
40.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서 신용위험경감 요인(담보,
B/S 난내항목 상계,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만기불일치가 있을
경우 거액익스포저 계산을 위한 신용보장에 대한 조정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함14)
B/S 난내항목의 상계
41. 은행이 대출과 예금의 상계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자본 요건에서 사용된 계산방법을 따라 거액익스포저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음. 즉 B/S 난내계정의 상계와 관련하여 리스크 중심 자기
자본규제 요건에서 규정한 순신용(net credit) 익스포저가 적용됨15)
D. 신용위험경감 기법 인식에 따른 원(original) 익스포저의 차감
42. 은행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서 인식된 적격 신용
위험 경감기법 금액을 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에서 차감
해야 함. 차감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음

• 무담보 신용보장(unfunded credit protection)으로 보호되는 금액 부분
13) 바젤Ⅱ 기준서 143항 및 204항 참조
14) 바젤Ⅱ 기준서 202항에서 204항 참조
15) 바젤Ⅱ 기준서 139항 및 18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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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은행이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서 단
순법(simple approach)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가치로 담보한 청구권 부분

•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포괄법(comprehensive approach)을 적용하
는 경우는 담보금융자산에 대해 차감율 적용 후 조정된 담보가치
금액. 차감율은 포괄법 상 감독기관 차감율16)을 적용하고 내부
모형으로 산출한 차감율은 사용할 수 없음
E. 신용위험경감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저 인식
43. 적격 신용위험경감 기법의 사용으로 원 거래상대방의 익스포
저를 차감해야 할 경우, 은행은 신용위험경감 기법 제공자에 대해
익스포저를 인식해야 함. 신용위험경감 기법 제공자에게는 원 거
래상대방 익스포저에서 차감된 금액을 익스포저로 부과함(57항에
서 규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F. 트레이딩 계정 포지션의 익스포저 금액 계산
44. 은행은 트레이딩 계정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든 익스포
저를 동 거래상대방에 대한 은행 계정 익스포저에 가산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총 익스포저를 계산해야 함
트레이딩 계정의 거액익스포저 한도의 범위
45. 여기서 고려되는 익스포저는 트레이딩 계정 내 익스포저 중 단일 거래
상대방의 파산과 관련된 편중리스크임(8항 참조). 그러므로 채권 및 주식

16) 현재 사용 중인 감독기관의 차감율(supervisory haircuts)은 바젤Ⅱ 기준서의 151~15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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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포지션은 거액익스포저 한도에 따라 제한되어
야 하나 특정 실물상품이나 통화로의 편중은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트레이딩 계정 포지션의 익스포저 계산
46. 일반 채권과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는 회계상 금액으로 정의되어
야 함(즉 개별 금융상품의 시장가치)
47 . 스왑, 선물, 선도 및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은 리스크 중
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 따라 포지션으로 전환되어야 함.17) 동 금융
상품들은 개별 포지션(leg) 별로 분해됨.18) 이 중 거액익스포저 규제체
계 범위에 포함되는 익스포저의 개별 포지션만 고려될 필요가 있음
48. 신용보장을 매도하는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준거대상(referenced
name)에 대한 익스포저는 각 준거대상에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불하는 금액에서 신용보장 가치의 절대값을 차감한 금액임.19)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s)의 경우 보장매도자는 CLN 발행자
의 채권에 대한 포지션과 CLN의 준거 기초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모두 고려해야 함.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포지션에 대해서는
53항부터 56항의 내용을 참조
49. 동 규제체계에서 옵션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서 사용되는 익스포저 금액과 차이가 있음. 익
17) 718(x), 718(xi), 718(xii)항 참조
18) 예를 들어 주식X에 대한 선물(future)은 주식X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해당 통화에 대한
무위험이자율 매도포지션으로 분해되고 이자율 스왑은 고정금리 매수포지션과 변동금
리 매도포지션 또는 역으로 변동금리 매수포지션과 고정금리 매도포지션으로 분해됨
19) 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치가 보장매도자에게 양(+)인 경우, 해당 양(+)의 시장가치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매수자에 대한 익스포저에도 가산되어야 함(33항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참조). 아직 지불되지 않은 정기적인 프리미엄의 현재가치가 신용보장
시장가치의 절대값을 초과할 경우 통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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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저 금액은 개별 기초 금융상품의 부도에 따른 옵션가격 변화
를 기초로 산출되어야 함. 그러므로 단순 콜옵션 매수(long call
option)는 옵션의 시장가치, 풋옵션 매도(short put option)는 옵션의 행

사가격(strike price)에서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익스포저임. 반면
콜옵션 매도(short call option) 및 풋옵션 매수(long put option)는 기초자
산 부도 시 손실이 아닌 수익(즉 음의 익스포저)이 발생하며 콜옵션
매도는 옵션의 시장가치, 풋옵션 매수는 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익스포저임. 산출된 포지션은 항상 다른
익스포저의 포지션과 합산되어야 함. 합산한 결과 음의 순(net) 익
스포저는 0으로 조정되어야 함
50. 은행의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예를 들어 지수포지션, 유
동화증권, 헤지펀드 또는 투자펀드)은 은행계정 내 유사 금융상품
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함(

Ⅳ장

D 참조). 그러므로

특정 구조화상품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익스포저는 71~74항을
참조하여 구분된 거래상대방으로 정의된 구조화상품 자체나 기
초자산 또는 “무명 고객(unknown client)”으로 할당해야 함
G. 트레이딩 계정 내 매수 및 매도 포지션의 상계
동일 증권에 대한 매수 및 매도 포지션 상계
51. 은행은 동일 증권(발행자, 쿠폰, 통화 및 만기가 동일하면 두
채권이 동일한 것으로 정의됨)에 대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
션을 상계할 수 있음. 은행은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계
산을 위해 동일 증권에 대한 순(net)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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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증권에 대한 매수 및 매도 포지션 상계
52. 동일 거래상대방의 서로 다른 증권에 대한 포지션은 매도포지션
이 매수포지션보다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낮거나 두 포지션의 채
무상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상계할 수 있음
53. 유사한 방법으로, 신용파생상품으로 헤지된 포지션의 경우도 헤
지 기초자산과 헤지 포지션이 위 52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매도
포지션이 매수포지션보다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낮거나 두 포지션의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헤지를 인식할 수 있음
54. 포지션의 상대적인 채무상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증권
은 채무상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구분될 수 있음(예
를 들어 “주식”, “후순위채” 및 “선순위채”)
55. 증권을 상대적인 채무상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은행은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증권의 매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지 않을 수 있음
56. 또한 신용파생상품으로 헤지된 포지션의 경우 43항의 대체법
(substitution approach)을 적용하여 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차

감액은 신용보호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익스포저로 처리하며, 57항
의 사례는 이에 대한 예외로 간주함
57. 신용부도스왑(CDS)의 형태로 신용보장이 이루어지고 CDS 제공
자 또는 준거 기업(referenced entity) 모두 금융회사(financial entities)가
아닌 경우, 신용보장 제공자에 할당되는 익스포저 금액은 원 거래
상대방에서 차감된 익스포저 금액이 아닌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
준방법(SA-CCR)20)에 따라 계산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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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임. 본 항에서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음
(i) 규제대상 금융기관: 그룹 내 중요 법적 실체로서 규제기관이 국제
규범과 일치하는 건전성 요건에 따라 감독하는 모회사 및 자회사로 정
의됨. 여기에는 건전성규제 대상 보험회사, 브로커/딜러, 은행, 상호저축
및 선물거래 중개회사를 포함하며 동 기관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ii)

非규제대상 금융기관: 주요 사업으로서 금융자산의 운용, 대출, 팩토링,

리스, 신용보강 제공, 유동화, 투자, 증권보관, 중앙청산서비스, 자기자본거래
및 감독기관이 지정한 기타 금융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정의됨
뱅킹 계정의 매수 포지션과 트레이딩 계정의 매도포지션과의 상계
58. 은행 계정과 트레이딩 계정 간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상계 후 순 매도포지션
59. 상계 후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순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익
스포저는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익스포저로 간주하지 않음(45항 참조)

Ⅳ. 특별한 형태의 익스포저 처리
60. 이 장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익스포저에 적용됨. 여기에 언
급되지 않은 익스포저는 거액익스포저 한도의 모든 내용을 적용받음

20) BCBS가 2014년 3월 발표한 The standardised approach for measuring counterparty
credit risk exposures 참조(http://www.bis.org/publ/bcbs2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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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 또는 국가와 연계된 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61. 1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익스포
저는 면제됨.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에 따라 국가로 취급되는 공
적기관에 대한 익스포저도 면제됨. 국가가 발행한 금융상품에 의해
익스포저가 보장되거나 담보되는 부분도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인식
할 수 있는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 동 규제체계를 적용받지 않음
62.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 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둘 이상의
법인이 61항에 정의된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단일 법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서로 연
계되어 있지는 않을 경우 이러한 법인들이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
룹을 구성한다고 간주할 필요는 없음(

Ⅱ장의 E에 따름)

63. 그러나 15항 (iii)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면제 대상인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가 거액익스포저의 정의(14항 참조)를 충족할
경우 은행은 해당 익스포저를 보고해야 함
64. 또한 은행이 면제 대상 기관에 보유한 익스포저가 신용 파생상품
에 의해 헤지된 경우, 원 익스포저는 면제되더라도 은행은 43항에 따
라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익스포저를 인식해야 함
B. 은행 간 익스포저
65. 지급결제 절차에 대한 교란을 피하기 위해 은행 간 일중(intraday)
익스포저는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보고 또
는 거액익스포저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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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위기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은행간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제고
를 위해 사후적으로 은행간 한도 초과를 인정할 수 있음
67. 그 외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바젤위원회가 추가 관찰을 실
시하여 제한적 범위의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안이 필
요한지에 대해 고려할 것임. 이는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부
정적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임. 동 관찰
기간과 동 규제체계에 대한 후속 조정작업은 2016년까지 완료될 것임
C. 커버드본드
68. 커버드본드는 은행 또는 모기지기관이 발행 및 소유하며 채권 보
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특별한 공적 감독 대상이 되는 채
권임.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동 법률에 따라 동 채권
유효 기간 동안 채권에 부가된 청구권을 충당하고 발행자 부도시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되어야 함
69. 70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는 은
행이 보유한 커버드본드 명목가액의 20% 이상을 익스포저로 할당
할 수 있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커버드본드의 경우는 은행이
보유한 커버드본드 명목가액 100%를 익스포저로 할당하여야 함
70. 100% 미만으로 익스포저 금액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
드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 68항의 일반적 정의를 충족할 것
• 기초자산 집합(pool)이 다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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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또는
이들에 의해 보증된 청구권

― 신용리스크에 대한 바젤Ⅱ 표준방법에 따라 35% 이하의 위험가
중치가 적용되고 LTV 비율이 80%이하인 주거용주택담보채권

― 신용리스크에 대한 바젤Ⅱ 표준방법에 따라 100% 이하의 위험가
중치가 적용되고 LTV 비율이 60%이하인 상업용부동산담보채권

•

커버드본드에 할당된 기초자산집합의 명목가치는 미상환 커
버드본드 명목가액의 최소 10%를 초과해야함. 이는 법에 명시
될 필요는 없으나,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발행은행은 정기
적으로 커버풀이 실제로 10%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시
할 필요가 있음. 70항에서 열거한 기초자산 이외에도 추가 담
보로 대체자산(관리목적상 커버풀을 추가로 보충하기 위해 기초
자산을 대체하여 보유하는 현금 또는 단기유동성자산 및 담보
부자산)이 포함될 수 있고, 커버드본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1. 위 70항의 주거용주택 및 상업용부동산의 최대 LTV 요구 비율을

Ⅱ 509항에 제시된 담보에 대한 객관적인 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젤

장가치 및 빈번한 재평가 요건을 사용해야 함. 70항에 규정된 조건
은 커버드 본드 발행 시점부터 잔여 만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함
D. 집합투자, 유동화증권 및 기타 구조화상품
72. 은행은 은행과 익스포저 사이에 구조화상품이 있는 경우, 즉
은행이 자산(이하부터 “기초자산”으로 지칭)에 대해 익스포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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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법인을 통해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익스포저를 고려
해야 함. 은행은 아래 서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단일한 특정 구조화
상품에 투자한 금액을 특정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익스포저로 할당
해야 함. 해당 구조화상품으로는 펀드, 유동화증권 및 기초자산을
보유한 기타 구조화상품이 포함됨
고려해야할 관련 거래상대방의 결정
73. 은행이 만일 구조화상품 내 각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78
항 및 79항에 따라 계산된 기초 익스포저 금액)가 적격 자본의
0.25% 미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구조화상품 자체를 거래
상대방으로 정의하여 익스포저를 인식할 수 있음 21). 이러한 경우
은행은 기초 자산 식별을 위해 구조화상품에 대한 기초자산조사
(look through)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

74. 은행은 적격 자본의 0.25% 이상 투자된 구조화상품의 기초자
산을 식별하기 위해 구조화상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 경
우, 각 기초자산에 대응하는 거래상대방을 파악하여 동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른 직간접 익스포저에
가산함. 은행 적격 자본의 0.25% 미만이 투자된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구조화상품 자체에 대한 익스포저로 인식할 수 있음
(즉 부분적 조사가 허용됨)

21) 정의에 따라 만일 단일 구조화상품에 대한 은행의 총투자 금액이 적격 자본의
0.25% 미만일 경우에는 동 요구 테스트에 통과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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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만일 은행이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식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 익스포저 총액이 적격자본의 0.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
당 익스포저 총 금액을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로 할당해야 함

• 투자 총액이 0.25%를 초과할 경우 은행은 익스포저 총 금액을
“무명 고객(the unknown client)”에 대한 익스포저로 할당해야 함
은행은 모든 무명 익스포저를 합산하여 단일 거래상대방(무명 고객)
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거액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해야 함
76. 73항에 따른 기초자산접근법(LTA)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
우에도 은행은 규제 차익에 대한 고려가 조사 실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예를 들어 은행은 동
일 기초자산을 보유한 여러 거래에 소액 투자함으로써 거액익스포
저 한도를 우회하지 않았다는 것)
기초 익스포저에 대한 계산

– 기초자산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 금액

77. 기초자산 조사(LTA)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은행의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는 은행이 해당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명목금액이어야 함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예: 집합투자)
78. 상기 항에 따라 기초자산을 조사(LTA)해야 하는 경우 단일 거
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은 은행이 보유한 구조화상품 비율
에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 가치를 곱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은행이
구조화상품의 1%를 보유하고 있고 동 상품이 각 기초자산에 5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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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각 거래상대방에게 0.05
의 익스포저를 할당해야 함.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는 동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른 직접 또는 간접 익스포저에 가산되어야 함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예: 유동화증권)
79. 상기 항에 따라 기초자산을 조사(LTA)해야 하는 경우 단일 거
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은 단일 트란쉐(tranche) 내에서 투
자자 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손실이 배분된다는 가정 하에 구조
화상품 내 각 트란쉐 별로 측정됨.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
산하기 위해 은행은 다음 방법을 따라야 함

• 첫째, 은행이 투자한 트란쉐의 금액과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각 기초자산의 명목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함

•

둘째, 해당 트란쉐 내 은행의 투자금액 비율을 첫째 단계에서
결정된 금액에 곱함

추가 리스크의 식별
80. 은행은 기초자산 보다는 구조화상품 자체에 내재되어 추가 리
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제3자(third parties)를 식별해야 함. 이러한
제3자는 은행이 투자한 하나 이상의 구조화상품에 대한 리스크 요
인이 될 수 있음. 제3자 역할에 대한 예는 최초 자산보유자
(originator), 펀드매니저, 유동성 제공자 및 신용보장 제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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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추가 리스크의 식별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

• 첫 번째 의미는 은행은 공통 리스크 요인이 있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를 연계하여 하나의 연계된 거래상대방 그룹을 설
정해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는 별도의 거래상
대방으로 간주되어 해당 펀드매니저에 의해 관리되는 서로
다른 모든 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 합계가 익스포저 금액이
되어 거액익스포저 한도를 적용 받음. 그러나, 펀드매니저가 추
가적인 리스크 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특
정 펀드를 규율하는 법률체계가 펀드를 운용하는 법적 실체와
펀드의 자산을 수탁(custody)하는 법적 실체를 분리해야만 하도
록 하는 경우임. 구조화금융상품의 경우, 유동성 제공자나 단기
프로그램 보증인(자산담보부채권 도관체(ABCP conduit) 및 구조
화투자회사(SIVs))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총 투자금액이 익스포저 금액). 이와 유사하게 합성 거래
(synthetic deals)에서는 보장제공자(CDS 또는 보증을 통한 보장

매도자)가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이며 서로 다른 거래들을 상호
연계하는 공통 요인이 될 수 있음(이 경우 익스포저 금액은 기
초 포트폴리오 금액에서의 비중에 연동됨)

•

두 번째 의미는 은행이 제3자와 관련된 구조화상품에 투자하여
공통리스크를 보유한 금액을 해당 제3자에 대한 대출과 같은 다
른 익스포저에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구조화상품에 대
한 익스포저를 제3자의 다른 익스포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구조화상품의 특징과 제3자 역할을 사례별로 고려(case-by-case
consideration)하여 결정함. 펀드매니저의 경우 잠재적인 사기행위

가 대출 상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
스포저 합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결과는 제3자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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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자금액에 대한 리스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용보장 제공자의 경우 해당 거래에 투
자한 은행의 추가 리스크는 신용보장 제공자의 부도임. 신용보장
제공자의 부도 발생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익스포저와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 익스포저 모두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익스포저를 신용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 익스포저에 가산해야 함(익스포저 중 보장된 부분을 불
인정하는 것은 담보 발행자 및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편중리
스크를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82. 은행은 복수의 제3의 거래상대방들을 추가 리스크의 잠재 원
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은행은 관련 거래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익스포저를 제3의 거래상대방 각각에 할당해야 함
83. 기초 익스포저에서 기인하는 리스크 대신 구조화상품에 내재
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인식하는 77항의 요건은 추가 리스크에 대
한 평가 결과와 독립적임
E.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저
84.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적격 중앙청산소(qualifying central counterparties,
CCP)22)에 대한 거액익스포저 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2016년에 종료되

는 관찰기간 이후 다시 검토할 것임. 그동안 청산 활동과 관련한 은행
의 적격 CCP에 대한 익스포저는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에서 제외됨

22)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적격 CCP에 대한 정의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요건에서
사용된 정의와 동일함. 적격 CCP는 관련 규제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 규
제가 CPSS-IOSCO의 FMI에 대한 국제 원칙(International Principles for Market
Infrastructures)과 일치하는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인가된 CCP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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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적격 CCP 익스포저의 경우 은행은 비적격 CCP 익스포저
를 87항에서 규정한 청산 관련 익스포저와 89항에 규정된 비청산
익스포저의 합으로 측정해야 하며 적격 규제자본의 25%인 거액익
스포저 한도를 준수해야 함
86. 19항에서 28항까지 설명된 연계된 거래상대방의 개념은 청산
과 관련된 CCP 익스포저에는 해당되지 않음
청산행위와 관련된 익스포저의 계산
87. 은행은 청산 관련 CCP에 대한 익스포저를 식별하여 합산해야
함. 청산 관련 익스포저와 익스포저 금액은 아래와 같음
거래 익스포저

본 기준서에서 정하는 익스포저 유형에
맞게 계산해야 함

분리(segregated) 개시증거금

익스포저 금액은 0임23)

비분리(non-segregated) 개시증거금

익스포저금액은 개시증거금의
명목금액임

기납입(prefunded) 부도기금 출연금

출연금의 명목금액임24)

미납입(unfunded) 부도기금 출연금

익스포저 금액은 0임

주식 지분

익스포저 금액은 주식의 명목금액임25)

88. 청산 서비스에 대한 익스포저(청산회원 은행 또는 청산회원의 고객
으로서 은행의 활동)와 관련하여 은행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 규
정을 적용하여 익스포저를 할당해야 하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해야 함26)
23) 납입된 개시증거금(IM)이 CCP의 파산과 절연된 경우, 즉 예를 들어 제3자인 수탁
기관(a third-party custodian)에 예치된 개시증거금과 같이 개시증거금이 CCP 명의
의 계좌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CCP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므로 은행이 납입한 개시증거금이 거액익스포저 한도에서 면제될 수 있음
24) 기납입 부도기금 출연금이 비적격 CCP뿐 아니라 적격 CCP에 대해서도 적용될 경
우 이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25) 만일 주식지분이 거액익스포저 한도 산정 기준이 되는 자본에서 차감될 경우, 해
당 익스포저는 CCP에 대한 익스포저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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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익스포저
89. 자금조달 약정(funding facilities), 신용 약정(credit facilities), 보증 등
CCP의 청산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익스포저는 위

Ⅲ, Ⅳ장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거래상대방과 같이 측정되어야 함. 이러한
익스포저들은 모두 합산되어 거액익스포저 한도의 적용을 받음

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s)에 대한 거액익스포저 규제
90. G-SIB의 다른 G-SIB에 대한 거액익스포저 한도는 적격자본(Tier 1)
의 15%임. 동 한도는 바젤위원회가 지정하여 매년 FSB가 발표하는
G-SIB에 적용됨27). G-SIB으로 신규 지정된 은행은 지정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5% 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G-SIB으로 신규 지정
된 은행이 추가 손실흡수요건을 총족해야 하는 시한과 동일한 것임28)
91. 바젤위원회에서 승인된 다른 규제와 같이 회원국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음. 특히 바젤위원회가 전염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
해 G-SIB 간 익스포저에 대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대한 개별 국가 수
준에서도 적용됨. 그러므로 바젤위원회는 D-SIB 간 익스포저 및 G-SIB
보다 작은 규모의 은행의 G-SIB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개별 국가들에게 권장함. 비은행 G-SIFIs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도 이와 동일한 논
리가 적용되며 바젤위원회는 향후 동 한도 수립에 대해 고려할 것임
26) BCBS가 2014.4월 발표한 “Capital requirements for banks exposures to central
counterparties - final standard” 참조(http://www.bis.org/publ/bcbs282.pdf)
27) BCBS가 2013.7월 발표한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updated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higher loss absorbency requirement” 참조
(https://www.bis.org/publ/bcbs255.pdf)
28) BCBS가 2013.7월 발표한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updated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higher loss absorbency requirement”의 5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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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G-SIBs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연결 (consolidated group)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이와 동일하게 추가 손실 흡수 요건도 연결 기
준으로 적용됨29). 그러나 G-SIBs의 추가 손실 흡수 요건과 마찬가
지로, 연결 기준으로 G-SIBs 간 익스포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익
스포저 한도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G-SIB으로 식별된 그룹의
자회사 진출 국가는 자국 내에서 동 한도를 개별 법인 또는 연결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즉, 해당 자회사의 다른 G-SIBs(개별 법인
또는 국가 내 연결기준으로 정의됨)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 15%
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음

Ⅵ. 실시일정 및 이행준비
93.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모든 내용은 2019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실시되어야 함. 현재의 익스포저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므
로 은행들은 2019년 1월 1일까지 거액익스포저 규제 한도를 준수
하도록 익스포저를 조정해야 함
94. 새로운 거액익스포저 규제 이행 시 은행의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은행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식별하기 위해 감독기관은
2019년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거액 익스포저를 BCBS 기준서에
따라 보고하도록 은행들에게 요구할 수 있음

29) BCBS가 2013.7월 발표한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updated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higher loss absorbency requirement”의 5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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