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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
아졌으며, 시스템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탄생하였
다. 2019년 말에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하여 대규모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장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영향으로 자산가격
이 급등하고 레버리지도 높아지면서 2021년 현재 자산가격 버블 가능성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시스템리스크의 측정 결과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달성이나 중앙은행과 금
융당국들의 협의에 의해 운용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중요한 판단자료로도 사용된다. 아울러 시스템리스크의 측정 결과는 감독당국이
미시적 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서로 비교ꞏ평가하는 피드백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상호작용
그리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간 상호작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과 관련되어서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
서 시스템리스크의 측정에는 틀린 모형을 사용하는데서 기인하는 모형위험
(model risk)이 클 수 있다. 이러한 모형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사용하는
모형에 대해 확신성이 약할 경우 다양한 대체 모형들을 사용하고 그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시스템리스크의 측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합의된 최선의 단일한 측정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
스템리스크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 모형들을 이용한 측정결과와 비교ꞏ
평가하면서 모형위험을 줄이는 것은 시스템리스크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새로이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개별 금융기관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는 행위자 기반(agent-based) 모형을 추구한
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서로 다른 선택
을 하는 이질성을 보인다. 그리고 각종 금융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그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달리한다. 또한, 본 모형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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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항목을 세분하고, 각 항목별 손익을 금융기관의 자산ꞏ부채 포트폴리오 선택
및 외생적 충격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기관간 네
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전염효과 및 자산상관성 효과 등의 시스템리스크 경로도
반영하였다. 모형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역별로 별도로 구축되지만,
금융기관간 네트워크는 전 권역의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은행을 포함한 주요 5개 금융업권에 대해 구축한 모형을 우리나라의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 시스템리스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거시금융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다.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은 주로 새로운 시스템리스크
요인이나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모형은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신뢰
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술적 연구에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의 주가나 CDS 프리미엄과 같은 시장가격
변수들을 사용한다. 이런 시장가격 변수들은 미래전망적(forward-looking)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변수여서 이
용가능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본 모형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
가격 변수들을 사용하는 대신, 금융규제비율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회계적 정보변수들을 사용한다. 본 모형은 기존
의 시스템리스크 분석모형의 결과와 이 모형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측정과 관련된 모형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이 논문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들
이 소개된다.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이 상세하게 설명된다. Ⅳ장
은 모형을 이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들에 대해 설명한
다. Ⅴ장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실제 산출과정 및 시스템리스크와 스트레스 테스
트 결과들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이 제시된다.

Ⅱ.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이 논문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스
템리스크 측정에 대해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서상원(2018)은 대략 2017년까
지 제안된 23가지의 시스템리스크 측정방법들을 7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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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별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밖에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서베이 논문으
로는 Bisias, Flood, Lo, and Valavanis(2012), Benoit, Colliard, Hurlin, and
Pérignon(2017), Silva, Kimura, and Sobreiro(2017)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간 상호익스포져 네트워크의 형성과 이로 인한 전염효과의 분석
을 위해서 네트워크 모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금융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서베이
논문으로는 Neveu(2018), Jackson and Pernoud(202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행위자기반모형(ABM; Agent-Based Model)은 대표적 경제주체를 가정하는 단
순화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질성을 지닌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행동과 이로
부터 발생하는 창발적(emergent) 현상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1)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BM은 금융안정에 대한 분석에서도 점차 널리 활
용되고 있다. Gatti, Fagiolo, Gallegati, Richiardi, and Russo(2018)은 ABM에 대
한 일반적인 설명과 경제학에서 적용된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ABM을 활용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위험(funding risk)를 분석하는 예로는 Halaj(2018)을
들 수 있으며, flash crash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로는 Paulin, Calinescu, and
Wooldridge(2019)를 들 수 있다. Thurner(2011)은 레버리지 순환변동(leverage
cycle)에 대한 분석에 ABM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Chan-Lau(2017), Teply and
Klinger(2019) 등은 ABM을 활용한 은행부문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간 행해져 왔으나, ABM을
활용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리스크를 평가
하고 금융안정 관련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ABM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과 유사한 예로는 한국은행 모형을 들 수 있다.2) 한
국은행(2012)는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에는 비은행부문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한국은행,
2018a) 이를 기존 은행 모형과 통합한 시스템리스크 평가 모형도 개발하였다(한
국은행, 2018b). 한편, 금융감독원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
1) 경제주체의 합리성과 시장청산 및 일반균형 등을 특징으로 가지는 신고전파(Neoclassical) 모형에서도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경제주체의 이질성 도입으로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ABM은 경제주체가 이질성을 가지며, 합리성 대신 편의적 규칙
(heuristics)을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일반균형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서 불균형적
동학을 발생시킬 수 있다 (Gatti et al.(2018) pp.1-8 참조).
2) 한국은행 모형은 간략한 소개 형식으로만 공개되어 있어서, 본 논문의 모형과 한국은행 모형간의 차이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개된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은행 모형에 비해 본 논문의
모형은 고려하는 손익 및 대차대조표 항목이 보다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선택행동도 명시
적으로 도입하며, 외생변수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등의 차이점을 지니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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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STARS-Ⅰ)을 2017년에, 금융기관간 부실의 전염, 다중채무자 위험, 금융-실
물간 피드백 효과 등을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Ⅱ)을 2018년에 개
발하고, 3개의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하여 그룹단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2019)의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Ⅲ. 모형
이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리스크 분석 모형이 상세히 설명된다.

1. 모형 개요
<그림 1>을 이용하여 모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는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현재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규제비율에서 출발하여 일정 시점이후의 미래 시점에서의 재
무상황 및 규제비율을 예측하고자 한다. 개별 금융기관은 매 시점마다 외부 경제
변수의 변화, 자신의 규제비율 준수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면서 저마다 다
른 영업전략을 추구하는 선택 행동을 한다. 이 결과로 금융기관의 손익 및 재무
상황은 변동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효과는 금융기
관의 손익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도 변동하게 된다. 모형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
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및 규제비율을 예측한다.

<Figure 1>

Mode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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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의 분석과 예측
금융기관 손익의 분석과 예측은 금융업권별 차이를 감안하여 업권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동일 업권내에서도 개별 금융기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 금융기
관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손익을 구성하는 항목간 특성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
여 손익 항목별로 별도의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진다. 손익 항목간 구분은 대체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구분법을 따랐다.
<표 1-1>은 은행의 손익분석대상 항목들을 보여준다. 은행의 손익은 10개의
항목으로 세분된다. 외생충격의 거시경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 손익항목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반영하였다.
은행의 이자순수익은 <표 1-1>의 ①번 및 ②번 항목의 합계에 일정 승수가 곱
해진 것으로, 즉 식(1)과 같이 가정한다.

 ≡  

<Table 1-1>

(1)

Income Statement Items: Bank

Income statement items

Exogenous shock

① Net interest income = NIM×Loan amount

• Policy rate

② Foreign currency: Net interest income = NIM×Loan amount • USD long-term yield
③ Net fee income ratio = Net fee income÷TA
④ Net trust income ratio = Net trust income÷TA
⑤ Net security income ratio = Net security income÷Total securities
⑥ Marketable securities: Net security income ratio = Net security
• Long-term yield
income÷Total securities
⑦ Net FX income ratio = Net FX income÷Foreign asset and liabilities
⑧ CG&A cost ratio = CG&A costs÷TA
⑨ Loan loss ratio = Loan losses÷Loan amount
⑩ Other profit/loss ratio = Other profit/losses÷TA

• GD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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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은행  의  기에서의 이자순수익, <표 1-1>의 ①번 및 ②번 항목으로 정의된 원화
및 외화 이자순수익, 그리고 승수를 나타낸다.3)
기준금리가 원화예대금리차에 미치는 영향은 식(2)로 표현된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2)
여기서  는 은행  의  기에서의 원화예대금리차를,  는

 기에서의 기준금리를 나타낸다.4)
달러화 장기금리가 외화예대금리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식(2)와 유사한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자순수익의   기에 대한 예측은 식(3)과 같이 이루어진다.

             (3)
승수에 대한 예측은 random-walk(식(4)), AR(1)(식(5)), 또는 i.i.d. 분포 가정(식
(6))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은행별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이루어진다.5)

        

(4)

          

(5)

   ∼  

(6)

다음으로, <표 1-1>의 ①번 항목으로 정의된 원화이자순수익의   기에 대
한 예측은 식(7)과 같이 이루어진다.

       ×   

(7)

3) 이자순수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나, 원화 및 외화 이자순수익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어서 그 합이 이자순수익과 차이를 보이므로,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승수가 도입되었다.
4) 예대금리차는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기간 스프레드, 경기변동, 회사채 스프레드 등과도 관련이 있으나
윤재호(2010)는 기준금리가 예대금리차 변동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5) 먼저 AR(1) 모형을 추정하고, 시차변수에 대한 계수의 유의성과 계수추정치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구
체적으로, 시차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계수추정치가 1을 상회
하면 random-walk 모형을, 계수추정치가 1을 상회하지 않으면 AR(1) 모형을 적용하고, 시차변수에 대
한 계수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으면 i.i.d. 분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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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은행  의   기에서의 원화대출금이다.
원화예대금리차의 예측은 식(2)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식(8)과 같이 이루어진다.

    
 

         

(8)

원화대출금에 대한 예측은 다음 절에서 설명된다. 식(1)부터 식(8)까지의 결과를
결합하여 은행  의   기에서의 이자순수익을 예측한다.
다른 손익항목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은행  의   기에서의
손익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순수익의 예측을 위하여 <표 1-1>의 ③번 항
목과 같이 수수료순수익률을 먼저 정의한다. 다음으로 수수료순수익률에 대하여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은행별로 적
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  의   기에서의 수수료순수익
률을 예측한다.

          

(9)

      
         

(10)

   ∼       (11)
여기서,    는 은행  의   기에서의 수수료순수익률을 나
타낸다. 그리고 수수료순수익에 대한 예측은 식(12)와 같이 이루어진다.

       ×   

(12)

여기서,       는 각각 은행  의   기에서의 수수료순수
익 및 총자산을 나타낸다. 총자산에 대한 예측은 다음 절에서 설명된다.
<표 1-1>의 ⑤번 항목에서 유가증권은 ⑥번 항목의 시장성 유가증권을 제외
한 유가증권을 나타낸다. <표 1-1>의 ⑥번 항목에서 시장성 유가증권 순수익률
이 장기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은행 전체의 시장성 유가증권 순수익률을 산출하고, 여기에 장기시장금리
변동분이 미치는 영향을 식(13)과 같이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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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기서,    는 각각 전체은행의  기에서의 시장성 유가
증권 순수익률과 장기시장금리 변동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은행  의  기에서의
시장성 유가증권 순수익률은 식(14)와 같이 장기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공통적으
로 영향을 받는 부분과 은행별 고유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14)

여기서,  는 은행  의  기에서의 시장성 유가증권 순수익률을 나

  는 회귀식(13)으로부터 얻은 추정계수이다.
타내며, 
<표 1-1>의 ⑨번에서 대손비용률은 ⑥번 항목의 시장성 유가증권 순수익률의
경우와 유사하게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은행 전체의 대손비용률을 산
출하고, 여기에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을 식(15)와 같이 선형 회귀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한다.

  
   

(15)

여기서,    는 각각 전체은행의  기에서의
대손비용률과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은행  의  기에서의 대손비용률
은 식(16)과 같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따라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과 은행
별 고유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16)

여기서,  는 은행  의  기에서의 대손비용률을 나타내며,


 는 회귀식(15)로부터 얻은 추정계수이다.
<표 1-1>의 ⑩번에서 기타손익은 당기순이익에서 <표 1-1>의 ①~⑨번에서 열
거한 손익 항목들을 차감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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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외의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손익분석 항목
을 달리하지만 손익 항목의 분석과 예측방법은 동일하다.6) <표 1-2>는 저축은
행, 생명보험, 증권사 및 카드사 등 은행이외 금융업권에 대해 권역별로 손익분
석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증권 및 미수금ꞏ미지급금 항목에서 큰
규모의 계절성이 관찰되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절성의 영향을 제거
하기 위하여 총자산 대신 증권 및 미수금을 총자산에서 제외한 조정총자산을 사
용하였다.

<Table 1-2>

Income Statement Items: Other Financial Sectors
Income statement items

Exogenous shock

A. Savings bank
① Net interest income = NIM×Loan amount

• Policy rate

② Net fee income ratio = Net fee income÷TA
③ Net security income ratio = Net security income÷Total securities
④ CG&A cost ratio = CG&A costs÷TA
⑤ Loan loss ratio = Loan losses÷Loan amount

• GDP growth

⑥ Other profit/loss ratio = Other profit/losses÷TA
B. Life insurance
① Insurance income ratio = Insurance income÷Required reserve
② Required reserve increment ratio = Required reserve
increment÷Required reserve
③ Net interest income ratio = Net interest income÷Interest-related
• Long-term yield
net asset
④ Marketable securities: Net security income ratio = Net security
• Long-term yield
income÷Total securities
⑤ Net derivatives income ratio = Net derivatives income÷TA
⑥ Loan loss ratio = Loan losses÷Loan amount

• GDP growth

⑦ Other profit/loss ratio = Other profit/losses÷TA
C. Security company
① Net fee income ratio = Net fee income÷adjusted TA

6) 증권사의 경우, 업권 평균 무수익여신비율이 외생충격 변수로서 대출관련 순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카드사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업권 평균 무수익여신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
시 대손비용률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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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tatement items

Exogenous shock

② Net interest income ratio = Net interest income÷Interest-related
• Long-term yield
net asset
③ Net derivatives income ratio = Net derivatives income÷adjusted
TA
④ CG&A cost ratio = CG&A costs÷adjusted TA
⑤ Net loan-related income ratio = Net loan-related income÷Loan
• NPL ratio
amount
⑥ Marketable securities: Net security income ratio = Net security
• Long-term yield
income÷Total securities
⑦ Other profit/loss ratio = Other profit/losses÷adjusted TA
D. Credit card company
① Net interest income ratio = Net interest income÷Interest-related
• Long-term yield
net asset
② Net card income ratio = Net card income÷Card asset
③ Net lease income ratio = Net lease income÷Lease asset
④ Net financing income ratio = Net financing income÷Financing asset
⑤ CG&A cost ratio = CG&A costs÷TA
⑥ Loan loss ratio = Loan losses÷Loan amount

• GDP growth,
NPL ratio

⑦ Other profit/loss ratio = Other profit/losses÷TA

3. 자산과 부채 항목의 예측
앞 절에서 설명한대로 금융기관의 손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항목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는
금융기관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및 영업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금융기관마다 서로 다른 이질성을 나타낼 것이다. 금융기관
의 포트폴리오 결정과정을 모사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제약이 있어서 포
트폴리오에 대한 예측을 위해 단순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다.
금융기관 총자산 규모의 변동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
단 하에 분석해 본 결과, 총자산 규모의 변동과 경기변동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
적

관련성은

관측되지

않았다.

총자산

증가율(  )에

대해

random-walk(식(17)), AR(1)(식(18)), 또는 i.i.d. 분포 가정(식(19)) 등 세 가지 모
형 중에서 금융기관별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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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에서의 총자산 규모를 예측한다.

        

(17)

    
     

(18)

   ∼  

(19)

총자산에 대한 예측은 총자산 증가율에 대한 예측결과를 현재의 총자산 수준
에 축차적으로 적용하여 식(20)과 같이 얻는다.


     ×

  





  

(20)

총자산이외에 여타 자산ꞏ부채 항목에 대해서는 총자산대비 비율을 구하고 이
를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자산대비 비율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총
자산대비 대출금 비율(  )은

        

(21)

           (22)
   ∼   

(23)

와 같은 예측모형들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그리고 대출
금( )은

       ×   

(24)

와 같이 예측한다.
일부 증권사에서 시장성유가증권 보유규모가 큰 규모의 계절성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측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대해서는 4분기 이동평균
을 이용하여 시장성유가증권 보유규모의 추세치를 먼저 산출하고, 이 시장성유
가증권 추세치의 증가율에 대해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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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모형 중에서 증권사별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증권
사의 시장성유가증권 규모를 예측한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손익관련 순자산은 현금과예치금금액, 유가증권(시
장성유가증권 제외), 대출채권을 합산하고 차입금 및 사채 금액을 차감하여 구한
다. 증권사의 이자손익관련 자산은 현금과예치금금액, 대출채권을 합산하여 구한
다. 그리고 카드사의 이자손익관련 순자산은 현금과예치금금액, 유가증권, 대출
금을 합산하고 차입부채를 차감하여 구한다.

<Table 2>

Asset·liabilities Prediction Items

Financial sector
Bank

Assetꞏliabilities prediction items
① Total asset (TA)
② Loan
③ Loan (Foreign currency)
④ Security
⑤ Marketable security
⑥ Foreign asset
⑦ Foreign liabilities

Savings bank

① TA
② Loan
③ Security

Life insurance

① TA
② Required reserve
③ Loan
④ Interest-related net asset
⑤ Marketable security

Security company

① TA
② Marketable security
③ Interest-related net asset

Credit card company

① TA
② Interest-related net asset
③ Card asset
④ Lease asset
⑤ Financing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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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선택행동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
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
받게 된다.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규제 준수 가능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신의 선택행동을 변화시켜서 규제비용을 회피하려 한다.
본 절에서는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금융규제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
선 금유기관의 자본규모 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자본적정성 금융규제의 구
체적 내용을 금융업권별로 알아보고, 규제비율의 예측과 규제비율의 준수여부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택행동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가. 배당과 자기자본의 결정
자기자본은 손익, 배당정책, 자본 확충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손익에 대
해서는 앞의 2절에서 예측한 결과를 반영한다. 예측기간 동안에 자본확충은 없
다는 가정하에서 자본의 위험을 측정하고자 한다.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자본비
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면 통상적인 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지만 자본비율
이 규제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면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은 (i)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양(+)의 수익을 내는
경우

             ×   

(25)

(ii)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음(-)의 수익을 내거나 자본비율이 규제비
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26)

와 같이 규정된다. 여기서,       는 각각 금융기관  의   
기에서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는 금융기관  의 평균적인 배당
성향을 나타낸다.

나. 자기자본비율 규제 및 예측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는 금융업권별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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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수준이 규정된다. 금융업권별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 내용과 예측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은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risk-weighted asset)대비 보통주자본
(Common stock capital) 비율, 기본자본 (Tier 1 capital) 비율 및 총자본(Total
capital) 비율 등 세 가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적정성을 규제하고 있다.
세 가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비율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은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해져오고 있다.
한편,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보유자산을 그 위험도가 반영되도록 가중평균한
자산으로서 은행의 위험추구성향(risk appetite)을 반영하여 시변(time-varying)하
는 특성을 보인다. 자본비율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RWA에 대한 예측결과가 필
요하다. RWA에 대한 예측은 총자산대비 RWA 비율(  )에 대한 예
측과 총자산에 대한 예측으로 분해하여 아래의 식(25)와 같이 이루어진다.

       ×   

(27)

그리고 총자산대비 RWA 비율에 대해서는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
포 가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한다.

        

(28)

    
     

(29)

   ∼  

(30)

(2)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자산대비 총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적정성을
규제하고 있다. 총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비율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오고 있다.
한편, 위험가중자산의 예측에는 은행의 경우와 같이 총자산대비 RWA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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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예측과 총자산에 대한 예측으로 분해하고, 총자산대비
RWA 비율에 대해서는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가지 모
형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한다.
(3) 생명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위험기준자본제도(RBC;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가 적용되고 있다. RBC제도에서는 가용자본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금액과 요구자본을 나타내는 지급여력기준금액간 비율인 RBC비율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RBC비율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지급여력금액( )의 결정을 자기자본
의 결정과정과 유사하게 정하였다. 즉, 지급여력금액은 (i) RBC비율이 규제비율
을 넘어서고 양(+)의 수익을 내는 경우

             ×    (31)
(ii) RBC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음(-)의 수익을 내거나 RBC비율이 규제비
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32)

와 같이 규정된다.
지급여력기준금액(  )도 은행의 RWA와 유사하게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성향을 반영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한 예측은 총자산대비 지급여력기준금
액 비율(  )에 대한 예측과 총자산에 대한 예측으로 분해하여 아래
의 식(31)과 같이 이루어진다.

       ×   

(33)

그리고 총자산대비 지급여력기준금액 비율에 대해서도는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한다.
(4) 증권사
금융투자업자 중 1종 금융투자업자에 속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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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net capital ratio)을 기준으로 자본비율을 규제한다. 순자본비율은 필요유
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영
업용순자본은 자기자본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그리고 총
위험액은 상황악화시 예상되는 손실가능액을 의미한다.
영업용순자본( )의 결정도 자기자본의 결정과정과 유사하게 정하였
다. 즉, 영업용순자본은 (i) NCR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양(+)의 수익을 내
는 경우

             ×   

(34)

(ii) NCR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음(-)의 수익을 내거나 NCR비율이 규제비
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35)

와 같이 규정된다.
총위험량( ) 및 필요유지자본(  )도 은행의 RWA와 유사하게 증권사
의 위험추구성향을 나타낸다. 총위험량 및 필요유지자본에 대한 예측은 총자산대비
총위험량 비율(  )과 필요유지자본 비율(  )에 대한 예측과
총자산에 대한 예측으로 분해하여 아래의 식(36), 식(37)과 같이 이루어진다.

       ×   

(36)

       ×   

(37)

그리고 총자산대비 필요유지자본 비율에 대해서도는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
하여 예측한다.
(5) 카드사
카드사를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총자
본의 비율에 해당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자본비율을 규제하고 있다.
조정총자본( )의 결정도 자기자본의 결정과정과 유사하게 정하였다.
즉, 영업용순자본은 (i)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양(+)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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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경우

             ×   

(38)

(ii)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음(-)의 수익을 내거나 조정자기자
본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39)

와 같이 규정된다.
조정총자산(  )도 은행의 RWA와 유사하게 카드사의 위험추구성향을 나타
낸다. 조정총자산에 대한 예측은 총자산대비 조정총자산 비율(  )에 대
한 예측과 총자산에 대한 예측으로 분해하여 아래의 식(40)과 같이 이루어진다.

       ×   

(40)

그리고 총자산대비 필요유지자본 비율에 대해서도는 random-walk, AR(1), 또는
i.i.d. 분포 가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
하여 예측한다.

다. 금융기관 선택행동
앞서 금융기관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배당을 제한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융기관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
우에 규제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배당제한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
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기간에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금융기관은
자산규모를 늘이는 적극적 행동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식(41)과 같이 총자산 증가율을 낮추는 선택을 가정하였
다. 즉,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자산증가율
변동성의 일정 배수만큼 자산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한다.

      

  ×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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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조정후 자
산증가율, 자산증가율 변동성 및 조정배수를 나타낸다. 또한,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기관일수록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자산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
로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업권의 평균 위험추구
성향(  ) 대비 개별 은행의 위험추구성향(  ) 비율을
추가로 자산증가율 변동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은행은 식(42)와 같이 자산구성에서 대출비율을 줄이고, 식(43)과 같이
위험추구성향도 축소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서 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였다.

                  ×   

(42)

                 ×     (43)
여기서,       는 각각 조정후 대출비율, 대출비
율 변동성 및 조정배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  

 는 각각 조정후 총자산대비 위험자산비율, 총자산대비 위험자산비율의
변동성 및 조정배수를 나타낸다.
은행 이외의 금융업권에 대한 선택행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가정을 취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선택행동은 업권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위험추구성향의 대
용지표로 사용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생명보험회사 및 카드회
사 업권에 대해서는 위험추구성향에 따른 자산증가율이 차등 조정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대신에  를
위험추구성향의 대용지표로 사용하여 위험추구성향에 따라 자산증가율이 차등
조정되도록 하였다.

5. 금융기관 네트워크와 시스템리스크 경로
개별 금융기관들은 타 금융기관들과 다양한 금융거래관계를 맺으면서 금융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 금융기관들의 상황과 행동이 변하면 금융기관들간의 금융거
래관계도 변하며, 따라서 금융 네트워크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변동한다. 한 금
융기관의 부도사건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금융기관들로 파급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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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분석
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금융 네트워크의 구성 및 시스템리스크 경로에 대해
설명한다.

가. 금융기관 부실화와 부도 사건
금융기관이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부과받으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택행동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distress)되는 사건은 금융기관
이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금융기관은 선택행동의 변화 등을 통해 부실화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 상
태로 복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부실화 상태가 심화하
면 부도(default)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부도 상태는 자본잠식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나, 자본잠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본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는 사실상
(de-facto) 부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의 자본비율 수준을 부
도 상태를 정의하는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 상호 익스포져와 전염효과
한 금융기관이 부도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익스포져를
가지고 있는 상대 금융기관은 그 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에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곱한 금액만큼의 부도시 손실을 보게 된다.
상대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여력이 충분하면 이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으나, 손
실 흡수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이 손실로 인해 부도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부도는 다른 금융기관들에 손실을 입히게 되는 전염효과
(contagio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염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간 상호 익스포져를 구체적으로
행렬형태로 나타낸다. 가장 상세한 정보는 금융기관별, 익스포져 형태별 정보를
이용하여 공여기관과 수여기관간 금액을 익스포져 형태별로 구분한 행렬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상세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상세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랜덤 네트워크
(random network)을 들 수 있다.7) 랜덤 네트워크에서는 한 금융기관이 특정한
7) 랜덤 네트워크(random network)는 Erdős and Rény(1959)에 의해 제안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
트워크 모형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Newman(201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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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기관과 거래관계를 맺을 사건이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 확률이
커질수록 금융 네트워크는 조밀해진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로부터 금융기관

 로의 익스포져를 나타내는 는 식(44)와 같이 표현된다.

  ×  ×

(44)

여기서,   는 각각 금융기관  가 타 금융기관에 공여한 익스
포져 총액과 그 중 금융기관  에 공여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금융기관별 공여비
율은 금융기관별 자산총액에 비례하도록 정한다. 다음으로 는 금융기관 
가 금융기관  에 대해 익스포져를 지녔으면 1을 아니면 0을 표시하는 지표함수
(indicator function)로서 명시적으로 식(45)와 같이 표시된다.



   
  ≥ 



(45)

여기서,  는 일양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며, 는 금융
기관  가 금융기관  에 대해 익스포져를 가질 확률을 나타낸다.

다. 공통 충격과 자산상관성 경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서는 몇 가지 공통 충격들(common shocks)이 금융
기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금리 또는 장
기 시장금리는 금융기관의 예대금리차나 이자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해
외금리도 은행 외화대출 손익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기 시장금리는 시
장성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평균적인 무수익여
신 비율의 변동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손비용을 통해 금융기관 손익에 영
향을 준다.
이러한 공통충격은 금융기관 손익변동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므
로, 공통충격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부도 확률의 변동에서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를 시스템리스크의 자산상관성 경로(asset correlation channel)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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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 방법을 이용한다. 시뮬레이션은 각 시점별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그리고
전망시계에 내의 각 기간에 대해 손익과 자본 및 자본비율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자본비율이 규제비율보다 작은지 여부를 비교한다. 만일 자본비율이 규제비율보
다 작아서 부실화 상태가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자신의 선택행동을 변경한다. 또
한, 금융기관에서 부도 사건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부도 사건의 발생은
금융기관간 익스포져를 통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염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일 이로 인해 추가적 부도가 발생하면 그 효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
지 추적하여 모든 전염효과를 반영한다. 이러한 작업을 전 시점에 대해 수행한
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여러번 시행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시뮬레
이션의 몇번째 시행에서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시계에서
정상, 부실화 또는 부도 상태인지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7. 시스템리스크의 기준과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별로 그리고 각 시점별로 일정 시계에서
의 부실화 및 부도확률을 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의  기에서의  시계에서의
부실화 확률( )은 식(46)과 같이 표현된다.







   
 
     

(46)


여기서,    는 번째 시뮬레이션 시행에서 금융기관  가  기에서  시

계이내에 부실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1을, 아니면 0을 가지는 지표함수이며, 
은 시뮬레이션 시행횟수를 나타낸다. 부도 확률( )은 부실화 확률과
유사하게 정의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금융업권별 안정성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금융업권내 부실화 금융기관 수( )를 식(4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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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해당 금융업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총자
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금융업권내 부실화 금융기관 비중( )
을 식(4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48)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부실화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부
실화 마진( )으로 정의하고 이를 총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가중평
균한 부실화 마진 지수를 식(4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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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기서,      는 각각 시뮬레이션의 번째 실행에서 금융기간  의 

기에서 기만큼 후의 예측된 자본비율과  기의 자본 규제비율을 나타낸다. 부도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화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종류의 지표를 정의하고 산
출할 수 있다.
그 외에, 금융업권의 시스템리스크 사건을 부도 금융기관 수 또는 비중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시스템리스크 사건이 발생
할 확률도 산출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리스크 사건을 임
의적으로 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별로 정한 지표들을 금융 시스템 전체로도 확장하여 산
출할 수 있다.

8. 스트레스 테스트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기준금리, 장기 시장금리, 해외 장기 시장금리, 그리고
금융업권별 평균적 무수익여신비율과 같은 몇 가지 변수들이 금융기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등장한다. 이 외생변수들의 각 시점에서의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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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시뮬레이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이 외생변수들을 이용하여 시나
리오를 구성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장기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들
로 4변수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계적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먼저, VAR 모형을 추정한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시
점에서 향후  시점후인 전망시계까지의 변수별 예측치 평균과 변동성을 구한다.
각 외생변수들이 이 예측치 평균수준으로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수행하는 시뮬
레이션을 기본가정(benchmark) 하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간주한다. 또한, 변동성
을 이용하여 각 변수가 예측치 평균으로부터 이탈한 수준으로 실현되는 스트레
스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를 실행할 수 있다.
해외 장기금리에 대한 가정은 미국경제에 대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장기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들로 4변수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 달러화 장기 시장금리에 대한 통계적 시나리
오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별 평균적 무수익여신비율에 대해서는 random-walk 모형
을 가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기본가정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9. 모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모형에서는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금융기관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질성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주체로서 선택과
행동을 한다는 점이 잘 반영되도록 하였다.
둘째, 모형은 금융기관이 금융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
에서는 금융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반영하였
다. 이 특징은 금융규제의 효과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모형에서는 손익의 항목을 세분하고, 각 항목별 손익을 금융기관의 자산
과 부채 포트폴리오 선택 및 외생적 충격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손익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손익 항목을 더 세분하거나, 외생적 충격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분석 목적에 따라 향후에 모형의 확장 또는 변형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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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모형은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염효과 및 자산상관성 효과 등의
시스템리스크 경로를 반영하며, 외생적 충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스트
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기관, 금융업권별 및 금융 시스템 전
체에 대해 다양한 리스크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진다.
첫째, 본 모형은 금융규제 중에서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유동성비율 규제와 같은 여타 금융규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유동성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의 상세한 유동성 상황에 대한 자료의 입수가 어
려워 현 모형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향후 적절한 자료가 확보되면
유동성 위험에 대한 분석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본 모형에서는 과거 회계자료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장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가자료를 이용한 미래전망적
(forward-looking) 위험성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 회계자료와 주가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위험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모형에서는 거시경제변수가 외생변수로서 금융기관의 손익과 위험성
에 영향을 미치되 그 반대방향으로 금융 시스템리스크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
치는 feedback 효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모형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급매도가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다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
손실을 초래하여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는 자산급매도(asset
fire-sale)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형에 이러한 feedback 효과를 잘 포함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반영된 금융시장에 대한 모형과 거시경제
모형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5개 금융업권의 16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에 분석대상 금융업권과 금융기관수가 제시되었다. 분석대상 금융기관은 2021년
3월말 현재 생존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후
기간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 선택기준은 동일한 금융기관들을 분석함으
로써 금융기관 구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면서 2021년 3월말 현재 시점에서
의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과거시점에서의 수준과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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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ctors and Institutions
Financial sector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 Bank

15

• Savings bank

79

• Life insurance: Domestic

15

• Security company: Domestic

46

• Credit card company

8

Total

163

개별 금융기관의 손익 및 자산, 부채 등 재무회계 정보와 자본적정성, 여신건
전성 등 감독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용한 자료는 분기
별 자료가 입수 가능한 2008년 3월말부터 2021년 3월말까지의 분기별 자료이다.
국내 거시경제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국고채 수익률(3년물),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경제성장률(실질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
기비 증가율) 등을 이용하였다. 해외 거시경제변수로는 미국 연준 정책금리, 미
국고채 수익률(10년물), 미국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미국 경제성장률(실질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비 증가율) 등을 이용하였다.
시스템리스크의 분석은 현행의 자본비율 규제가 시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을 과거시점과 비교할 때 자본
비율 규제내용의 변동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진 시점이후부터 시스템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업권별 시스템리
스크 분석 시작시점이 <표 4>에 나타나있다.

<Table 4>

Systemic Risk Analysis
Capital regulation

Starting from

• Bank: Tier1, Tier2, Total capital ratio

2013.12M

• Savings bank: Total capital ratio

2015.12M: quarterly data availability

• Life insurance: RBC ratio

2008.3M

• Security company: NCR ratio

2009.6M: NPL data availability

• Credit card company: Adjusted capital ratio

200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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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을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한다.

1. 외생 충격변수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의 모형에서는 이자수익은 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시장성
유가증권 수익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그리고 대손비용은 경제성장률과 무수익여
신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관계
를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 상승은 이자 순수익에 양(+)의 효과를
미치나 시장성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8) 그리고 경제성장률 상승은 대손비용에 음(-)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추
정결과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9)

2. 랜덤 네트워크 구성
본 논문의 모형에서 제시한 금융기관간 랜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한
국은행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하였다. 자금순환통계중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경제
주체를 제도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제도부문별 자산 및 부채 상황을 다시 계정항
목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면 금융업권간 상호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표 5>는 금융업권간 익스포져의 공여비율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이 추정결
과는 분기별로 얻어지며, <표 5>에서는 그 결과를 두 개의 분기에 대해서만 예
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말 현재 은행간에는 은행의 익스포져 중에
서 6.33%를 타 은행에, 0.28%를 저축은행에 공여하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말
에는 그 비율이 각각 2.54%와 0.46%로 변하였다.

8) 증권사에서는 시장금리가 이자순수익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9)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지면의 절약을 위해 생략하지만 요청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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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Ratio Between Financial Sectors (%)
Exposure-receiving
Bank

Savings bank

Life
insurance

Security
company

Credit card
company

A. End of 2008.12M
Bank

6.33

0.28

0.24

0.81

1.34

Savings bank

5.17

1.11

0.17

6.62

0.71

Life insurance

7.47

1.39

0.24

0.67

1.47

Security
company

20.42

4.44

0.20

5.42

2.78

Credit card
company

4.42

1.35

0.15

2.08

0.26

B. End of 2021.3M
Bank

2.54

0.46

0.20

2.08

1.59

Savings bank

2.56

0.78

0.16

9.61

0.49

Life insurance

2.68

0.54

0.24

1.33

2.01

Security
company

10.12

3.02

0.46

10.30

4.93

Credit card
company

1.87

0.70

0.10

5.33

0.45

금융기관간 랜덤 네트워크 구성시 각 시점별로 이러한 익스포져의 업권별 공유
비율 정보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말 시점에서 어떤 은행이 익스포져
100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6.33은 은행권에, 0.28은 저축은행에 익스포져를
공여하는 식으로 업권별로 상호 익스포져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각 업권내에서 구
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에 익스포져를 공여할지는 상대방 금융기관을 만날 확률을
0.3(즉, 식(45)의   )으로 가정하여 확률적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금
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해당 업권에 대한 공여 익스포져 총 금액(은행권이
라면 6.33)을 상대방 금융기관의 총자산에 비례하도록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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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수 전제치
모형에 등장하는 모수 중에서 추정이 어려운 것은 전제치를 사용하였다.10) 모
형에서 사용한 모수 및 금융업권별 부도기준에 대한 전제치를 <표 6>에 제시하
였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배당성향이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가정되는 경우
와 금융기관(권역)별로 차별화되는 경우에 위험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성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기관(권역)의 배당성향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비해 자본의 축적을 낮추고 금융기관과 시스
템리스크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에 데이터가 갖추어지면 이와 같은 이
질성을 행위자기반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모형의 모수에
대한 전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도기준은 실제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는 보수성 원칙을 적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좀 더 일찍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6>

Model Parameters
Model parameter

Assumption

Loss given default between FIs (  )

0.5

Dividend ratio (  )

0.3

Exposure-giving probability (  )

0.3

TA growth adjustment multiple (  )

1

Loan ratio adjustment multiple (  )

1

Risk appetite adjustment multiple (  )

2/12

Default criterion
① Bank: Tier1 capital ratio

1%

Total capital ratio

5%

② Savings bank: Total capital ratio

2%

③ Life insurance: RBC ratio

0%

④ Security company: NCR ratio

0%

⑤ Credit card company: Adjusted capital ratio

3%

10) 예를 들어, 배당성향의 경우,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최근 5년 평균은 24%(금융위원회 보도자
료, 2021.2.8.)이며, 한국거래소(http://kind.krx.co.kr)에서 공개한 상장기업의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생
명보험(3개사) 33%, 증권사(11개사) 32%, 카드사(1개사) 49%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이 공개된 회사
수가 분석대상 금융회사수에 비해 많지 않아서 자료에 근거하여 배당성향을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사
용하는 대신에 동일 전제치인 30%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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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리스크 분석 결과
본 절은 기본가정(benchmark) 하에서 전망시계를 1년(   ), 2년(   ), 3년
(   ) 등으로 구분하고 각 전망시계 및 금융업권별 시스템리스크를 1,000회
의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가. 은행
은행의 시스템리스크 분석 결과를 부도은행 수, 총자산기준 부도은행 비중, 부
실화은행 수, 총자산기준 부실화은행 비중 및 부실화마진(총자산기준 가중평균)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패널마다 보이는 3개의 선은 각각 1년, 2년 3년의 전망시계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전망시계가 길어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분석기간 중 은행권에서 부도
또는 부실화은행은 2017년 이후에 1개 또는 2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총자산기준 부도 또는 부실화은행의 비중은 3년의 전망시계에서도 2%를 하회하
는 수준이었다. 개별 은행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신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여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초기에 적자를 기록
하고 자본금 소진에 따른 자본 추가적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건전성에 불안요

<Figure 2>

Systemic Risk Level: Bank, Benchmark Case

Note: 1-year, 2-year, and 3-year horizons are indicated with solid, dashed and dashed-dot
lines, respectively. Longer horizon corresponds to a higher risk level.

10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8권 제1호 (2022.3)

인이 있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은행에서는 부도 또는 부실화
확률이 큰 경우는 없었다. 한편, 부실화마진의 추이를 보면 2020년 중반까지 하
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말부터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3년 시계 기준 부도금융기관 수는 2017년 4개에서 2021년 3월 현
재에는 1개 정도로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이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충격을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1년 3월
현재 부실 저축은행 수는 1년 시계 기준으로는 매우 낮지만 2년 시계에는 5개
정도, 3년 시계에는 13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총자산대비 비
중도 2년과 3년 시계에서 각각 10%와 30%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 업
권에서 여전히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

Systemic Risk Level: Savings Bank, Benchmark Case

Note: 1-year, 2-year, and 3-year horizons are indicated with solid, dashed and dashed-dot
lines, respectively. Longer horizon corresponds to a higher risk level.

행위자기반 시스템리스크 분석 모형

<Figure 4>

107

Systemic Risk Level: Life Insurance, Benchmark Case

Note: 1-year, 2-year, and 3-year horizons are indicated with solid, dashed and dashed-dot
lines, respectively. Longer horizon corresponds to a higher risk level.

다.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중 향후 3년이내에 부도 가능한 회사는 2개 정도, 부실화 가능
한 회사는 3개 정도로 예측된다. 그러나 총자산기준으로 이들 회사의 비중은
1~2%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부실화 마진의 추이는 나빠지지 않으며 2018
년 이후 약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일부 소형 회사에서 부도와
부실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 증권사
향후 부도가능 증권사는 1개 미만으로, 부실화가능 증권사는 2개 정도로 예측
된다.11) 이들 증권사의 조정총자산기준 비중은 전체 증권업계의 1% 미만으로 나
타났다. 부실화마진은 2020년 초반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세로 반
전되었다. 이러한 반전은 코로나 사태이후 증권시장이 호황을 보인데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11) 업력이 2년 미만인 신설 증권사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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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ystemic Risk Level: Security Company, Benchmark Case

Note: 1-year, 2-year, and 3-year horizons are indicated with solid, dashed and dashed-dot
lines, respectively. Longer horizon corresponds to a higher risk level.

마. 카드사
카드사 중에는 향후 부도 또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부실화마진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
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Figure 6> Systemic Risk Level: Credit Card Company, Benchmark Case

Note: 1-year, 2-year, and 3-year horizons are indicated with solid, dashed and dashed-dot
lines, respectively. Longer horizon corresponds to a higher risk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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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레스 테스트
본 절은 스트레스 가정 하에서 1,000회의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해 1년의 전망
시계에서 금융업권별로 시스템리스크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본가정 하에서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제시한다.

가.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해외 및 국내 거시경제변수가 동시에 스트레스 상황인 경
우를 가정하여 구성한다. 국내 거시경제변수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상
승률, 장기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들로 구성한 4변수 VAR 모형을
표본기간에 대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시점별로
예측시계까지의 예측치의 하위 25%값 또는 상위 25%값을 가지는 통계적 스트레
스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해외 거시경제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적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그리고 일부 업권에 대해 사용되는 무수익여신비
율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 평균적 random-walk 모형을 가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예측치의 상위 25%값을 가지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그림 7>은 각 시점에서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GDP 증가율) 벤치마크 및
하락 시나리오와 분기별 GDP 증가율 변동폭의 분포를 보여준다. 벤치마크 시나

<Figure 7>

GDP Growth Scenario

주: Actual and predicted values are indicated by solid and dotted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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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하에서 분기별 GDP 증가율 변동폭은 평균이 영(0)보다 작으며 음의 왜도
를 가진다. 또한, <그림 7>은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에서 분기별 GDP 증가율 변
동폭 및 벤치마크 시나리오와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 벤치마크 시나리
오 대비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에서의 분기별 GDP 증가율 차이는 평균 –0.05%p
및 변동성 0.15%p를 보였다.
한편, 금리의 상승은 금융권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을 증가시키지만 시장성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
와 같은 상반된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지는 금융업권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금리상승과
하락에 대해 각각 구성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8>은 각 시점에서 향
후 3년간 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 벤치마크, 하락 및 상승 시나리오 및 분기별
금리변동폭의 분포를 보여준다. 벤치마크 시나리오 하에서 분기별 금리변동폭은
평균이 영(0)보다 작으며 음의 왜도를 가진다. 또한, <그림 8>은 벤치마크 시나
리오 대비 하락(상승) 시나리오에서 금리 차이에 대한 분포도 보여준다. 하락(상
승) 시나리오와 벤치마크 시나리오에서의 금리 차이의 평균은 –0.05%p(0.05%p)
이고, 변동성은 0.05%p로 나타났다.

<Figure 8>

Interest Rate Scenario: 3-year T-bond Yield

주: Actual and predicted values are indicated by solid and dotted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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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그림 9>에 제시되었다. 은행은 금리하
락 보다는 금리상승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변동에 따른 순이
자수익 변동 충격보다는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익 변동 충격이 다소 크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크기는 크
게 증가하지 않았다.

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그림 10>에 제시되었다. 저축은행
은 금리하락에 의한 순이자수익 변동 충격이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익 변동 충
격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시스템리스크는 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

Systemic Risk Level: Bank, Stress Test

Note: Systemic risk levels with 1-year horizon are shown for the benchmark and two stres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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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ystemic Risk Level: Savings bank, Stress Test

Note: Systemic risk levels with 1-year horizon are shown for the benchmark and two stress scenarios.

라. 생명보험
<그림 11>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다. 순이자
수익이 생명보험회사의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금리하락이 생명보험회
사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는 금
리 하락시 다소 상승하며, 금리 상승시에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Systemic Risk Level: Life Insurance, Stress Test

Note: Systemic risk levels with 1-year horizon are shown for the benchmark and two stres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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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권사
증권사는 자산ꞏ부채 포트폴리오에서 유가증권의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다른 업권에서는 금리변동이 업권의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미치
는 영향을 개별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을 증권사에도 적용할 경우에 금리상승의 영향이 너무 크게 추정되었다. 이런 점
을 감안하여,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이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미치
는 영향을 증권사별로 별도로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효과를 반영하였다. <그림 12>은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
다. 증권사 중에서 금리변동이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트레스 상황 하
에서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Systemic Risk Level: Security Company, Stress Test

Note: Systemic risk levels with 1-year horizon are shown for the benchmark and two stres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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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카드사
카드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1년 시계와 3년 시계에 대해 각각 <그림
13-1>과 <그림 13-2>에 제시되었다. 금리 상승은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통해
카드사의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이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효과는 1년 시계보다는 3년 시계에서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3-1> Systemic Risk Level: Credit Card Company, Stress Test

<Figure 13-2>

Systemic Risk Level: Credit Card Company, Stress test,
3-year Horizon

Note: Systemic risk levels with 1-year horizon (Figure 13-1) and 3-year horizon (Figure 13-2)
are shown for the benchmark and two stres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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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새로이 개
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
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질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등 행위자 기반(agent-based) 모
형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이 모형은 다양한 외생적 거시금융충격을 포함
하고 시스템리스크 경로를 반영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스트
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서 개발된 모형을 우리나라의 은행을 포함한 주요 5개 금융업
권의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 시스템리스크 상황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모형을 이용한 시스템리스크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좀 더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향후에 모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에 대한 규제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주가자료와 같은 시장가격의
미래전망적 정보가 활용되지 않은 점, 금융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경제간의 피드
백 관계가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은 모형의 한계이므로 이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적용대상 금융업권을 확대하고, 관심대상 거시
금융 변수도 추가하면 모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모형이 기존의 우리나
라 모형들과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시스템리스크의 분석과 관련한 모형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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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nd actual data on Korean financi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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