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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현상과 정책과제
BIS 신자기자본협약은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규제에 대한 회피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협약과는 달리 자기자본비율 산
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 및 각국의 감독당국은 신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대출
의 경기동행성이 현행협약 하에서 보다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협약에서는 현행협약과는 달리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이 경기상황에 따
라 변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치를 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협약이 도입되면 신용위험가중치가 하락(상
승)하는 경기호황(침체)기에 자기자본비율이 현행협약 하에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은 경기호황(침체)기에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낮아(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 규모를 보
다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보다 강
화될 수 있다.
한편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되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더욱 확대
되고 경기침체기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더욱 저하되는 등 부
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협약의 도입으로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
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침체)기에 자기자본비율 상승
(하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합성담보부채권 발행을 통한 신
용위험의 조정, 동태적 신용위험가중치의 조정, 자산지준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규모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신협약, 신용위험가중치, 경기동행성, 합성담보부채권, 자산지준
제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21, G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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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도입된 현행 자기자본규제 협약(“현행협
약”)을 대체하고자 신자기자본규제 협약(“신협약”)을 2006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신협약의 도입은 최근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보다 효
율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기자본규제의 실효성을 제
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협약에서는 필요자기자본 산정시 은행의 실
제 위험수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표면적으로 자
기자본규제 수준 8%를 준수하면서도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하여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본규제에 대한 회피거래(capital
arbitrage)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신협약에서는 감독당국이 은행
의 자본규제에 대한 회피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협
약과는 달리 최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
등 적용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은행의 위험 및 자기자본 산정에 대한 감
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공시 의무 등에 관한 시장
규율(Pillar III)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 및 각 국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르면 신협약이 도입되
면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pro-cyclicality)이 현행협약 하에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
일 차주에 대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신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 변동을 반영하여 경기호
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하락(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비율도 경기호황(침체)기에 현행협약 하에서보다 더 큰 폭으로 상
승(하락)하므로 은행은 자기자본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자산 규모를 보
다 확대(축소)하는 등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보다 강화된다.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되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되고 통화정
책의 효과 면에서 경기침체기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
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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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협약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채택되어 국
제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협약의 도입은 불
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신협약을 2006년 말부터 도입할 계획
임을 감안할 때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의 원인과 그 영향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협약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협약에서는 현행협약보다 은행 보유
자산의 신용위험을 위험가중치 결정에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점을 감안
하여, 신협약 도입시 신용위험의 측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은행대출의 경
기동행성이 보다 강화되는 원인과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은행
대출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II장
에서는 신협약의 신용위험 측정방식이 현행협약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신협약의 도입으로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정책당국이 은행대
출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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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협약의 신용위험 측정방식
1. 신협약과 현행협약의 차이점

본 절에서는 신협약의 도입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
서 신협약의 신용위험 측정방식이 현행협약에 비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특히 신협약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capital arbitrage)를 억제함으로써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협약의 경우 신용위험가중치 결정방식이 현행협
약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의 변천

은행업무의 성격상 은행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비금융 기업에 비해 높
은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의 진
전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자 은행이 레버리
지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더욱 낮아졌다. 또한 금융혁신을
통한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자금중개 업무의 위험1)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각국의 금융당국은 은행의 위험
부담행위를 억제함고 동시에 투자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기자본규제를 강
화하여 왔다.
자기자본규제는 단순자기자본비율, 즉 자산총계에서 자본총계가 차지하는
비중
자본총계
k 0 = 자산총계

에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일정
1) 예를 들어, 은행은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위험, 이자율 등락에 따른 시장위험, 내부직
원의 횡령 등에 따른 운영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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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전성은 높아지지만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수정하
여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k 1=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100
신용위험가중자산

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위험가
중치를 곱하여 산출되는데 위험가중치는 자산의 범주별로 신용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은행이 유가증권 거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시장가
격(금리․환율․주가 등)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이 확대되자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위험까지 포함하는 개정안 자기자본비율
k 2=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 - 공제항목
×100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기자본에 12.5
배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거래계정으로부터의 손실위험을 의미하는 시장위
험은 통상 일반시장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되는데 일반시장위
험은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으로 측정하고
개별위험은 증권발행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의한 손실위험으로 측정한다. 또
한 분자인 자기자본은 총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이어야 하며 보완자본
(Tier2)은 기본자본(Tier1)의 100%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1990년대에 외환-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규제자
본 회피거래3)(capital arbitrage)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사용
2)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수준인 8%의 역수인 12.5는 시장위험을 신용위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정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3) 실제적인 위험은 줄이지 않고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비율만 높게 유지하는 전략적 자산운용
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은 BIS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과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한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으로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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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바
젤위원회는 새로운 개정안(신협약안)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 - 공제항목
k 3 =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100
+
+

을 발표하고 2001년 1월 개편시안을 공표하였다. 신협약안에서는 현행의 신
용위험과 시장위험 이외에 운영위험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데 신용도는 외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또는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퇴출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자기자본비율 규
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2년 1월부터는 자기자본 규제를 위해 시장
위험을 포함한 자기자본비율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자산구성에
시장위험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이밖에도 금융감
독원은 은행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채택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5)

나. 신협약안의 특징

신협약은 기본적으로 현행협약의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I)에 감독당국
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추가하여 세 가지 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기자본비율의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협약과 유사하다.
데 은행이 자본규제에 대한 회피거래를 확대할수록 규제자본에 비해 경제적 자본규모가 증가
하게 된다.
4) 시장위험을 포함한 자기자본비율의 산출은 국내은행들이 단기채권을 선호하고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파생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주식투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영수 (2000) 참조.
5)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보다 낮아질 경우 증자(recapitaliz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수준
을 회복해야 하는 반면 증자에 실패하면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청산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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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감독당국의 점검은 감독기관이 은행의 위험측정 및 규제자본
산정이 최저 자기자본규제에 비추어 적절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감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규율은 각 은행이 노출된 위험의 성격과 수
준 및 자기자본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협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협약과 차이가 있다. 첫
째, 신용위험가중치 적용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험가중치 산정방식을 표준방식과 내부등급방식
으로 구분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
용하고 있다. 셋째, 자기자본비율의 분모인 총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때 은
행의 운영위험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신협약안은 현행협약에 비해 은행의 자본규제 회
피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협약에서
는 신용위험가중치 결정을 위한 자산분류가 포괄적이어서 은행에게 자본규
제 회피거래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협약은 차주가
기업인 경우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위험가
중치를 적용하고 있다.7) 반면 신협약안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은행이 자본규제 회피거래를 확대할 유
인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기업인 경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20%~150% 범위 내에서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신용위험 측정방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협약안에서는 현행협약과 달리 최저 자기
자본비율 산정시 차주의 신용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6) 자기자본비율의 분모인 총위험가중자산은 시장위험과 운영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에 12.5를 곱
한 다음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시장위험 산정방식은 현행협약과 동일하다.
7) 따라서 은행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신용도가 낮은 기업
에 대한 대출로 전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실제 위험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비
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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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약의 신용위험 측정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신협약에서의 신용위험가중치 결정방식

신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데
은행은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표준방식(SA:
standardized approach) 또는 은행 자체적으로 산정한 신용등급을 활용하
는 내부등급방식(IRB: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⑴ 표준방식과 내부등급방식

표준방식(SA)에서는 은행 보유 자산을 (i) 국가,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채
권, (ii) 소매금융, (iii) 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세분하고 각 종류별로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정하는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최저 20%, 최고
350%)를 결정하게 된다. 은행에 대한 채권의 경우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당 국가위험가중치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안)

<표 1>

표준방식 하에서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 (%)

차주

국가
1)
은행(1안)
은행(2안)1)
(만기 3개월 이하)
(만기 3개월 초과)
기업
자산유동화증권
(장기채권)
(단기채권)

AAA ~ A+ ~ BBB+ ~ BB+ ~
AA－
A－
BBB－ BB－
0
20
50
100
20
50
100
100
20
20
20

20
50
50

20
50
100

50
100
100

20
A1
20

50
A2
50

100
A3
1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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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100
100

B－
미만
150
150

50
100
150

150
150
150

무등급
100
100
20
50
100

자기자본에서 차감
A3 이하
자기자본에서 차감

하거나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2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표준방식 하에서의 위험가중치는 <표 1>과 같다.
한편 내부등급방식(IRB)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내부 신용등급
을 활용하는데 은행이 동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동 방식을 최소 3년
이상 운용하여 왔음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i) 내부적으로 신용등급을 설정하는 방식이
변별력을 갖추고 있고 (ii) 5년 이상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부도확률 등이
측정될 수 있으며 (iii) 독립적인 내부감사 등을 통해 신용등급 평가 과정을
매년 점검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협약안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내부등급방식(IRB)으로 기초내부등급
방식(FIRB: Foundation IRB)과 고급내부등급방식(AIRB: Advanced IRB)을
규정하고 있다.8) 이와 관련하여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노출액
(EAD: exposure at default)으로 분해할 경우,9) 기초내부등급방식에서는 은
행이 부도확률만 측정하고 부도손실률, 부도노출액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며 고급내부등급방식에서는 부도확률, 부도손실률, 부도노출액
모두 은행이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⑵ 내부등급방식의 신용위험가중치 산정방식10)

은행이 IRB방식에 따라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은 보유자산을 특성에 따라 그룹(기업, 은행,
국가, 소매, 프로젝트융자 및 주식 등)으로 구분한 다음, 신용위험의 완화
8) 선진방식을 적용하는 은행은 신협약 시행일로부터 당분간 기초방식 및 선진방식을 병행 적용
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최소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선진방식을 적용하
여 산출한 필요자기자본은 기초방식에 의한 필요자기자본의 일정하도까지만 인정된다.
9) 부도손실률은 전체 대출액 중에서 부도시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부도
노출액은 채무자가 부도시 신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대출액을 말한다.
10) 자세한 내용은 BIS (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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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담보의 설정, 신용파생상품거래나 보증의 확보, 상계계약에 의한 포지
션 상쇄 등)을 고려하여 EAD를 산정한다.
개별 EAD가 산정되고 나면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을 토대로 자산의 PD,
LGD 및 만기(M)를 추정한다. 정상여신의 경우에 차주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소한 6~9단계로 세분하는 반면, 무수익여신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
정, 손실처리 및 부도의 발생기준을 감안하여 최소한 2단계로 신용등급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은행은

위험요소의

추정치를

위험가중치함수(risk

weight

function)에 대입하여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결정하는데, 신협약안
은 단일요인모형(single factor model)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위험가중치
함수를 제시하고 있다.11)

                 ×   
   ×  
×

   ×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함수를,   는 그 역함수를, 는 신뢰
수준을,12) 그리고  는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과 체계적 위험요인(factor)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상기 위험가중치함수의 두 번째 항에서  는 개별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이
체계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가 커질수록 개
별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에 대응하는 신용위험가중치
   ×  ×       ×   
   ×   
는    에 상응하는 신용위험가중치

11) 신협약의 위험가중치함수는 CreditMetrics가 사용하는 Merton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12) 신협약은 99.9%의 신뢰도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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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협약안은 ρ도 PD의 함수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국가
및 은행에 대한 대출의 경우 ρ는 구간 [0.12, 0.24]에서 구간의 양 끝 점을

 로 가중한 값

        
로 결정되는데 이 때 가중치
  × 
      


가 PD에 의해 결정된다.13)
다른 유형의 대출의 경우 ρ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되지만 각 대출의 특
성을 반영하여 소폭 조정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기
업의 규모  에 따라 체계적 위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감
안하여 규모를 조정한 상관계수



                
 

을 이용한다. 또한 대출 유형에 따라 ρ가 속하는 구간이 달라지는데, 부동
산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는

        
를, 소비자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를 각각 사용한다. 모기지의 경우에는 PD와 무관하게 일정한 상관계수

  
13) 한편 소비자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가중치로       ×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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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다.
한편 세 번째 항은 대출자산의 만기에 따라 신용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치를 만기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
출자산의 만기가 1년이면 위험가중치함수는

          
   ×  


  

가 된다. 신협약은 만기조정함수

       ×   
도 PD의 함수로 규정하고 있다.14)
마지막 단계로 은행은 앞서 결정한 위험가중치를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
을 산정하고 이를 전부 합하여 총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한다.

나. 신협약의 특징

⑴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 결정

앞서 언급한 대로 신용위험(CR)은 부도노출액(EAD), 부도확률(PD), 부도
손실률(LGD), 만기(M) 등으로 분해하여

CR = LGD×PD×EAD
로 나타낼 수 있다.15) 여기서 LGD는 차입자의 부도시 은행이 동 차주에 대
한 대출 손실로서 흔히 EAD의 백분율로 표시하며, PD는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EAD는 차주의 부도시 은행이 동 차주
에게 노출되어 있는 대출액의 가치를 각각 나타낸다.16)
14) 현재 바젤위원회는 예상외손실에 집중하여        ×    로
만기조정함수를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5) 한편 부도위험간 상관관계 및 이들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도 중요한 요소이다.
16) EAD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용노출액(credit exposure)이 있다. 신용노출액이란 채무불이행 위
험이 있는 기업, 가계, 정부, 타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 및 지급보증 금액을 지칭하는데, 대
부분의 경우 EAD는 같은 숫자이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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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협약의 신용위험가중치 결정방식은 대출자산의 PD를 명시적으
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PD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일수록 보다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점은 신협약안이 차주의 신용도 즉 PD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협약과 크게 다르다.
또한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은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이 체계적 위험요인으
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PD 결정시 상관계수 ρ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ρ의 크기는 대출자산
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은 신협약의 규정에 따른 신용위험가중치가 현행협약에서와는
달리 PD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만
기는 1년이고 LGD가

0.45인 기업대출을 가정하였다. <그림 1>에서 PD가

낮은 영역에서는 신협약안 하에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협약 하에서보다 작
지만 PD가 커짐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행협약
하에서의 위험가중치는 대출자산의 PD와 무관하게 100%로 일정하게 결정
된다. 특히 표준방식에서는 PD의 변동이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결정하는 신

<그림 1>

신협약과 현행협약의 위험가중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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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등급의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함수가 계단모양을 나타내는
반면 내부등급방식에서는 PD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PD가 증가하는 경우 표준방식에 의
한 위험가중치는 150% 수준에서 머무는 반면 내부등급방식에 의한 위험가
중치는 PD가 1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⑵ 예상외손실 관리 강화

대출자산에 따른 신용위험은 향후 차주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신용손실(credit loss)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대
출의 신용위험은 매 결산시기에 측정되는 사후적인 손실(ex-post loss)과는
다르며 사후적 손실로부터 추정한 사전적 손실(ex-ante loss)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실현된 손실만으로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
하며 실현된 손실을 토대로 현재 및 미래의 시장여건을 예측하고 이를 감
안한 손실의 확률분포(loss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산출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향후 신용손실을 현재까지 축적한 정보를 이용하
여 추정이 가능한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측이 불가능한 예상외손
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즉 예상손실(EL)은 신용손

실의 통계적 평균(손실액×발생확률)에 의해 측정하는 반면 예상외손실(UL)
은 일정한 신뢰도(99%)에 상응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는 최대손실액이 예상
손실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측정한다. 은행은 예상외손실(UL)을 측정하기 위
해 CreditMetrics(J.P. Morgan), Credit Risk+(CSFP), Portfolio Manager
(KMV), Credit Portfolio View (Mckinsey) 등의 통계적 확률모형을 이용한
다. <그림 2>에서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의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은행은
일반적으로 각 손실에 대한 관리도 차별화하고 있다. 즉 예상손실(EL)은 업
무상의 영업비로 인식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출가격 인상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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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그림 2>
발생확률
예상손실

예상외손실

평균

임계치

손실액

관리하는 반면 예상외손실(UL)은 최종적인 위험완충수단으로 적립한 자기
자본을 통해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후적 손실이 증가하면 이
는 (i) 신용손실의 확률분포 자체가 이동한 결과이거나 (ii) 신용손실의 확률
분포는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만 확대된 결과일 수 있다.17) 만약 전
자의 경우라면 사후적 손실의 대부분을 예상손실로 간주해야 하므로 은행
은 대손충당금을 확대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반면 후자일
경우에는 사후적 손실의 대부분이 예상외손실이므로 은행은 추정된 손실
분포가 정확한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협약이 도입되면 현행협약과는 달리 신용위험가중치 적용을 위
한 자산분류를 세분화하고 명시적인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이용함에 따라
은행이 예상외손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즉 경기상황에 따라 은
행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위험요소, 즉 LGD, PD, EAD 등을 재추정
하여 예상외손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7) 현재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위험 측정모형들이 이와 같은 식별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바젤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예상외손실을 중심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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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원인

일반적으로 차주의 신용도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협약안의 규
정에 따를 경우 은행대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치도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위험가중치가 변동하면 자기자본비율도 달라지므로 자기자본비율을 준
수해야 하는 은행은 대출의 규모를 조절할 유인을 갖게 된다. 즉 대출자산
의 신용위험 변동이 (i) 위험가중치에 반영되면 (ii)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을
거쳐 (iii) 은행대출 조정으로 연결되는 파급경로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신용위험
(i)

(ii)

은행대출
(iii)

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협약이 도입될 겨우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보다 강화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신협약이 도입될 경우 신용위험가중치
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현행협약 하에서 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은행이 자기자
본비율의 변동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경기역행적 변동
에 대응하여 대출규모를 경기동행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1. 신용위험가중치의 경기역행적 변동

신협약의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관련 규정을 단순화한 산식
     

( :기본자본,  :보완자본,  :평균 위험가중치,  : 총자산)를 통해 살펴보면,
대출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치가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평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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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중치(s) 및 자기자본비율(k)도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가. 경기상황에 따른 위험가중치 변동

현행협약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차주가 속하는 범주(소속 국가, 은
행, 기업 등)에 대응하는 고정된 신용위험가중치를 적용하므로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치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즉 현
행협약은 차주가 OECD 국가이면 0%, OECD 국가에 소재한 은행이면
20%, 기업이면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
반면 신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차주에 대해서도 경기상황에 따라 신용등
급이 달라지면 신용위험가중치가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주인 기업의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낮아지면 동일 차주의 신용위험가중치가 50%
에서 100%로 높아질 수 있다.
신협약에서 차주의 외부 및 내부 신용등급은 경기호황(침체)기에 상향(하
향)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표준방식(SA)에서는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데 동 외부 신용등급은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재평가하는 과
정에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반영하여 경기호
황(침체)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경향은 대출자산의 향후 신용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
용등급 이동표(transition

matrix)19) 상의 상향이동확률이 경기호황(침체)기

에 일률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표 2>는
신용등급 이동표 중 BBB등급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초에 BBB등급을
18) 차주가 기타 국가이거나 기타 국가에 소재한 은행 및 기업인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00% 위
험가중치가 적용되느 한편 주택담보의 경우에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9) 대출자산의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다른 신용등급으로 이동할 확률을 나타내며 과거 신용
등급 이동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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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이동표

<표 2>
연초등급
AAA
BBB
0.00
(호황기) 0.01
(침체기) 0.00

AA
0.27
0.72
0.10

A
4.07
5.03
3.07

연말등급
BBB
BB
91.73
2.76
91.73
1.73
91.73
3.64

B
0.92
0.67
1.05

CCC
0.13
0.08
0.18

도산
0.13
0.03
0.23

가진 기업이 연말에 A등급을 갖게 될 확률은 경기호황기에 5.03%로 침체
기(3.07%)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등급방식(IRB)을 적용하는 은행의 경우 대출자산에 대한 PD,
LGD, EAD 등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결정한 내부 신용등급을 사용하
는데 동 내부 신용등급도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경기호황
(침체)기에 PD, LGD, EAD 등이 모두 감소(증가)함에 따라 내부 신용등급
이 상향(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부도노출액(EAD)은 (i) 旣대출잔액, (ii) 대출약정한도, (iii) 부도시
대출약정한도 중 추가대출 예상 비율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20) 미사용 대출
약정한도 중 추가대출 예상 비율이 경기호황(침체)기에 하락(상승)하므로
부도노출액은 경기호황(침체)기에 감소(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부도확률(PD)은 채권수익률과 무위험자산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를 사용하여 추정되는데 경기호황(침체)기에 수익률 스프레드가 축소(확대)
되기 때문에 부도확률은 경기호황(침체)기에 감소(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수익률 스프레드에 의해 부도확률을 추정하는 방식(yield spread
based approach) 이외에도 신용등급별로 과거의 도산실적에 따라 부도확률
을 추정하는 방식(credit ratings based approach)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
이 관찰된다.
이 밖에 부도손실률(LGD)도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부
실자산 매각이 경기호황(침체)기에 보다 용이하기(어렵기) 때문에 부도손실
20) 대출(고정금액대출, 원리금분할상환대출, 회전약정대출 등) 중에서 회전약정대출(revolving
loan)의 경우이다.

- 18 -

률은 경기호황(침체)기에 하락(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IRB)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호황(침체)기에
신용위험가중치가 표준방식(SA)을 적용할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증가)
할 수 있다.21) 이는 내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은행이 외부 신용등급을 결
정하는 신용평가회사에 비해 동일한 조건을 가진 기업의 신용등급을 보다
빈번하게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용사건(credit events)22)은 향후 기
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구적인 사건
(permanent event) 및 일시적인 사건(temporary event)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그러나 외부 신용평가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으
로부터의 신뢰를 고려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유인
을 갖는다. 따라서 영구적인 사건만을 반영하여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을 설
정하는 경향이 있다 (through-the-cycle ratings). 반면 은행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므로 기업의 신용도에 일시적인
사건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point-in-time ratings).
<그림 3>은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 규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치를
결정할 경우 내부등급방식에서의 필요자기자본이 경기상황의 변동에 따라
표준방식 및 현행협약에서의 필요자기자본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 지를 나
타내고 있다. 대출자산의 PD가 0%에서 20%까지 변동하는 가상적인 경기
변동을 가정할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협약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총자산의 8%에서 고정되어 있다. 한편 신협약의 표준방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이 변동함에 따라 필요자기자본이 PD와 같은 방향으로 변동
하는 계단함수의 형태를 갖는데 총자산에 대한 필요자기자본의 최대 변동
21) 표준방식과 내부등급방식 사이에 자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협약
이 시행된 이후에도 2년 동안은 내부등급방식에 의한 최저자기자본의 하한을 표준방식에 의
한 최저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운영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을 포함한 필요자본이 신협약 시행후 1년간은 현행협약기준에 의한 최저자기자
본의 90%로 다음 1년간은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한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행(2003b)
참조.
22) 부도 및 채무불이행 등 신용등급의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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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기상황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변동

폭은 12.5%로 제한된다. 반면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의 경우 신용위험가중
치 함수가 PD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필요자기자본이 곡선
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총자산에 대한 최대 변동폭은 28%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협약이 도입되면 대출자산에 대한 신용위
험가중치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도 현행협약에 비
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

나. 실증연구 결과

이하에서는 신용위험가중치가 실제로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
부를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는 신용위험가중치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PD, LGD, EAD 등이 경기동행적
으로 변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기여건이 PD에 미치는 영향은 불황기에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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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Fama, 1986; Wilson, 1997a, b). 과거의 부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
출한 부도율은 경기상황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데 (Carey, 1998),23) 신용
등급의 하락률과 부도율 모두 불황기에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Bangia, Diebold and Schuermann, 2000; Nickell, Perraudin and Varotto,
2000).24) 한편 표준방식(SA)에 따를 경우에도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
는 기업의 신용등급 및 국가의 신용등급이 경기동행성을 보인다 (Ferri, Liu
and Majnoni, 2001).25)
다음으로 경기상황이 LGD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도회수율(recovery rate)은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Altman and Kishore, 1996),26) 특히 부도직전의 외부 신용
등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Altman, 1989). 한편 부도회수율은 무위
험이자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는 무위험이자율이 높아지면 자산가
격이 낮아지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부도회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Dalianes, 1999). 또한 LGD는 장기적 평균을 중심으로 경기동행적으로 변
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Gupton, Gates and Carty, 2000; Crouhy, Galai and
Mark, 2000), 이는 경기저점에서 채권에 대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채권가
격

하락)됨에

따라

회수가능한

액수의

하한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Maclachlan, 1999).
마지막으로 EAD에서도 경기동행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약
23) 아르헨티나의 경우, 21개 중 15개 산업에서 관찰되는 PD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alkenheim and Powell, 2001).
24) 관찰된 실현 부도율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신용손실 분포에 관련한 식별문제
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채권이 호황기에 발행되고 수년 후에 이들 채권의 부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화효과(aging effect)가 경기침체기에 부도율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orio, Furfine and Lowe, 2001).
25)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PD는 특정 시점(point-in-time)을 기준으로 추정하거나 혹은 대출의
계약기간 전체(through-the-cycle)를 대상으로 추정한다. 전자의 경우 신용등급의 경기동행성
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신용등급은 대출심사를 위해, 특정시점에
서의 신용등급은 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을 위해 가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Crouhy, Galai and Mark, 2001).
26) LGD는 (1-부도시회수율)이므로, 부도시회수율이 증가하면 LGD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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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loan commitment)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추가대출 비율이 크게 상승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차입여건이 어려워지면 차주는 대출약정한도의 미사
용 부분을 추가적으로 차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주의 부도에 임박하
여 추가차입에 따른 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도 전에
신용등급이 높았던 기업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sarnow
and Market, 199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협약의 신용위험가중치 함수는 PD가 경기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경기상황에 따
른 LGD 및 EAD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협약의 신용위험
가중치는 대출자산의 실제 신용위험의 변동 전부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Kashyap-Stein(2004)은 신협약이 도입된 상황에서
1990년대 말(1998∼2002년)과 같은 경기침체기가 도래하면 북미 은행들의

<그림 4>

신협약 도입 후 경기침체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증가율
(1998년 대비 2002년의 필요자기자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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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기변동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위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협약
하에서는 차입자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증가율이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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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행협약 하에서 보다 약 1.5배 정도 자기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등급방식(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경기
침체기에 자기자본을 현행협약 하에서보다 약 83%(44%) 정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분석은 투자등급 대출27)만을 대상으로 필
요자기자본의 증가율을 산출한 것이며, 표준방식(SA)에서는 S&P 신용등급
을, 내부등급방식(IRB)에서는 KMV 모형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필요
자기자본의 증가율은 1998년의 필요자기자본 대비 2002년의 필요자기자본
규모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또한 Catarineu-Rabell et al. (2002)은 199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경기침
체시와 같은 외부 충격이 도래하면 G10국가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필요자
기자본규모 가 현재수준보다 16∼36%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밖
에 Segoviano & Lowe (2002)는 멕시코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등급을 이용하여 1994년 12월 페소화 위기 전에 신협약안이 도입되었다면
필요자기자본이 80% 정도 급증하였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홍동수․김
용선 (200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신협약의 IRB가
적용되면 외환위기와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업대
출 등 위험가중자산을 약 30% 정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경기역행적 변동

지금까지의 논의는 경기상황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변동할 때 은행의
대출자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 변
동하면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수준을 준수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구성을 조정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대출자산의 규모가 변동
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대출규모
27) 총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및 투기등급(non-investment
grade) 대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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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정할 경우 신협약의 도입으로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은행이 자기자본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
행이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대응하여 대출자산의 규모를 경기동행적으로 조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⑴ 자기자본비율 변동과 은행대출 조정의 관계

은행은 대출 규모의 조절이외에도 다른 방식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변동이 반드시 대출 규모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신협약의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단순화한
k=

E+B
E+B
=
sA
s( E + B + D)

(여기서 E는 기본자본, B는 보완자본, s는 평균위험가중치, A는 총자산, 그
리고 D(=A-E-B)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산을 나타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분자인 자기자본(E+B)을 조정하거나 분모인 위험가
중자산(sA)을 조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자
기자본비율의 변동에 대응하여 대출 규모 외에 기본자본, 보완자본, 그리고
자산구성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정방식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수반하는
데 이 점을 은행의 현금흐름 변동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단기적인 재무구조의 조정에 따라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은행들은 (i) 기본자본을 확충하거나 (내부유
보 또는 유상증자 확대), (ii) 보완자본을 확충 (후순위 채무의 발행 확대)함
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은행들은 (iii) 자산 규
모를 축소 (대출회수 및 자산유동화)하거나, (iv) 평균위험가중치를 낮추어
(자산구성의 조정) 자기자본비율의 분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28)
자기자본비율 조정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수반하므로 은행은 기본자본
28) 국내 일반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기본자본, 보완자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산, 그리고
평균위험가중치 등으로 분해한 현황은 <부록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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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과 자기자본비율 조정

<그림 5>

유상증자

①

기본자본

배당
당기순이익

①

자기자본
내부유보

②

수신․차입

④

보완자본

③

부채

자산구성조정

자산

및 보완자본의 확충, 부채규모 및 평균위험가중치의 축소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을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 연구는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대응하여 각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
을 비교한 다음 비용부담이 가장 작은 방식을 선택하므로 (Wall and
Peterson, 1996), 은행의 재무상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대응하는 방
식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Calem and Rob, 1996).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호황기에는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의 조
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반면 경기침체
기에는 자산유동화 등에 의한 부채축소 및 자산구성조정에 의한 평균위험
가중치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Jackson et. al., 1999).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경기호황(침체)기에 감소
(증가)하는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은 자기자본(기본자
본+보완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이 경기호황(침체)기에 감소(증가)하
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호황기에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조달하면서까지 대출
자산을 확대하려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자기자본을 확대하기보다는 대출
자산을 줄여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경기호황(침체)기에는 (i)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악화)되고 배당률을
낮추는 것이 용이(곤란)해지는 등 내부유보를 통한 기본자본의 내부조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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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감소(증가)하는 동시에 (ii) 은행의 수익성 및 성장성 제고(저하)로 주
식가치가 상승(하락)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의 외부조달 비용
도 감소(증가)한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침체)기에 배당률이 축소되면 투자
자에 의해 긍(부)정적인 정보로 해석되어 주가가 상승(하락)할 가능성이 높
다. 이는 경기호황기에 은행의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는 배당
률 축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경기침체기에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배당률 축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기호황(침체)기에는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은행의 수익성 개선
(악화) 등에 따른 부도위험 감소(증대)를 감안하여 보다 낮(높)은 후순위 프
리미엄을 요구하므로 보완자본 조달비용도 감소(증가)한다.
이 밖에 자기자본비율의 자산구성(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중)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기호황(침체)기에 감소(증가)하므로 은행은 경기호황기
에 평균위험가중치를 낮추어 대출자산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평균위험가중치를 낮추기보다는 대출자산을 줄여 자기자본비율
을 제고하려고 한다. 따라서 경기호황(침체)기에는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제
고 필요성 감소(증가)로 우량자산, 단기자산 및 담보자산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작아(커)지므로 이들 자산에 대한 초과공
급(수요)이 발생하여 조달비용이 감소(증가)한다.

⑵ 자기자본 조달비용을 감안한 은행대출의 변동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자본비율 변동에 대응하여 은행
이 주로 경기침체기에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점에 비추어 신협약의 도입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침체기에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29) 이는
은행이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증가를 감안할 때 자
29)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에 대응하여 은행이 대출규모를 조정하는 정도가 경기상황에 대칭적이
라는 주장(Allen and Saunders, 2003)과 경기상황에 비대칭적이라는 주장(Longin and Solnik,
2001)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경기호황기의 은행대출 확대로 인한 과대투자보다 경기침체기
의 은행대출 축소로 인한 신용경색이 보다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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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한 대출규모 축소가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은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 규정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PD의 변동에 대응하여 대출규모를 조
정할 경우 그 변동추이를 표준방식 및 현행협약 하에서 각각 비교하고 있
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고 대출자산의 PD의 변동으로 인해 평균위험가
중치가 0.5~0.9사이에서 변동30)하는 가상적인 경기순환을 상정할 때 자기자
본비율 변동에 대응한 은행대출의 변동은 현행협약과 신협약에서 다르게

<그림 6>

자기자본비율에 대응한 은행대출 변동

주: 우리나라 은행의 최근 4개년(2000년~2004년) 동안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균위험가중치 및 자산규모에서의 대출규모
를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평균위험가중치가 변동에 대응하
여 변동할 대출규모의 비율임.
30) 최근 4개년(2000년~2003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부채, 평균위험가중치
의 평균은 각각 25.4조원, 17.2조원, 560.9조원, 및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
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출자산의 PD가 증가(감소)하면 평균위험가중치도 증가(감소)하
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 평균위험가중치가 50%~90% 사이에서 변동하는 가상적인 경기
변동을 가정하였다. 과거 9개년(1995년~2003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위험가중치는
62%~89.3% 사이에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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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우선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자산 PD가 변동하더라
도 현행협약 하에서 필요자기자본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은행은 대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협약의 표준방식이나 내부등급방식의
경우에는 대출자산 PD의 변동에 따라 평균위험가중치 및 필요자기자본이
변동하므로 은행은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변동을 감안하여 대출규모를 조정
한다. 앞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자기자본규모가 단계함수의
형태로 변동하는 신협약의 표준방식에서는 은행대출규모도 단계함수의 형
태로 변동하게 된다. 반면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의 경우 필요자기자본규모
가 연속적인 곡선 형태로 변동하므로 이에 대응한 은행대출규모도 연속적
인 곡선의 형태로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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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은행대출 경기동행성 강화에 따른 영향

이하에서는 신협약의 도입으로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될 경우 거
시 경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신협약이 도
입되면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현행협약 하에서 보다 강화되므로 경기변
동의 진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통화정책의 효과 면에서
경기침체기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

1.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협약의 도입은 경기호황(침체)기에 은행대출의
확대(축소)를 초래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기에는 대출자산의 부도(대손 충당금)
증가뿐만 아니라 잔존 대출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필요자기자본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은행은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점
을 감안하여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보다는 대출을
삭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
될 수 있다.
특히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필요자기자본 산정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신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은 경기침체기에 더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경기침체기에 일부 대출이 부실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은
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규제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공급을 축소하는 등 기업의 신용도 하락만을 감안할
때보다 대출규모를 더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대출 삭감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기
업 및 은행의 순자산 가치(net worth) 하락 등으로 신용경색(capital
crunch)이 발생하고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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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증폭

효과는

“금융가속도

가설"(financial

accelerating

hypothesi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대출 축
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더욱 하락하고 다시 대
출을 축소해야 하는 피드백 과정이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경기호황기에는 필요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이 신용
위험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여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over-lending)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팽창, 자산가격 상승, 소비 급증 등으로 경기가 과열
될 수 있다. 신용공급의 팽창,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균형
(financial imbalances)이 초래되면 대출자산의 잠재적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제고 등으로 대출의 사후적 손실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미래
부실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신협약이 도입되면 경기침체기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협약 하에
서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경기침체기에 자기
자본비율 준수 필요성이 큰 제약요인이 되어 경기부양 등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보다 약화될 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확대하더라
도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해 대출을 크게 축소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경기 저점에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급증할 경우 통화당국이
완화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약하여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경기호황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준수 필요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기호황기에 통화당국이 긴
축정책을 실시하면 은행은 지준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줄어
들기 때문에 신협약이 도입되더라도 경기호황기에는 통화긴축 효과가 유효
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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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신용위험가중치 함수가 경기상황에 따른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신협약이 도입되면 통화당국의 경기 조절
능력은 현행협약에서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협약은 통화당국의
신용조절 보다는 금융안정 측면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31)

31) 바젤위원회도 신협약의 도입으로 신용공급이 교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위험가중치 변동의 민감도를 완화하고 은행들에게 경기변동에 따른 위
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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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과제

신협약이 도입되면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감
소(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하여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이 강화된다. 따라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변동이 은행대출의 변동으로 파
급되는 각 단계마다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수단을 활용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단계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적기관이 출자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합성담보부채권을 발행하
여 은행대출의 신용위험을 흡수하되 경기호황(침체)기에 그 발행규모를 축
소(확대)함으로써 은행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 규모를 축소(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변동이 신용위험가중치 변동으로 이어지는 단
계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감독당국이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에 보다 높은(낮은) 위험가중치를 설정하여 은행의 자
기자본 적립 부담을 가중(경감)시킴으로써 은행대출의 축소(확대)를 유도하
는 방안이다.
셋째, 신용위험가중치가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개입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화당국 및 감독당국이 자산지준율, 보완
자본 인정 범위,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을 경기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경기호
황(침체)기에 은행의 자기자본 적립규모를 감소(증가)시킴으로써 은행의 대
출여력을 축소(확대)하는 방안이다.
넷째, 자기자본비율 변화가 은행대출 변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감독기관이 경기호황(침체)기에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을 상향(하향)조정함으로써 은행대출의 과도한 증가(감소)를 완화
하는 방안이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32 -

1. 경기 상황에 따른 신용위험 경감규모 조정

합성담보부채권32)(synthetic CLO)을 발행하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유동화전문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가 은행과 신용디폴
트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을 체결함과 동시에 담보부채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을 발행하여 동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그림3>참조).
다음으로 은행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CDS
를 매입한 후 일정규모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유보금으로 예치하는 한편
CDS프리미엄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한다. 한편 유동화전문
회사는 향후 준거자산인 대출과 관련한 신용사건(채무불이행, 신용등급의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CDS의 약정에 따라 은행에게 대출자산 가치하락
을 보전한다.33)
합성담보부채권의 발행구조

<그림 8>

보증금1) 적립

CDS 프리미엄

은 행

유동화전문회사

국공채
투자

손실발생시 보전

(CLO 발행)

(CDS 계약)
매입대금

원리금

선순위 투자자
SCLO -------------------후순위 투자자

32) 신용디폴트스왑, 담보부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에 대한 개관은 <부록>을 참조.
33) 은행 입장에서 볼 때 CDS매입은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매입하거나 대출
에 대한 지급보증을 매입한 경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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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러한 CDS에 기초하여 CLO를 발행한 후 동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다음 이 CLO의 매각대금을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에 운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CLO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은행
이 매기 지불하는 CDS프리미엄과 국공채 투자수익으로부터 조달한다. 유동
화전문회사는 필요에 따라 CLO 원리금의 상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그런데 경기상황에 따라 합성담보부채권과 관련된 약정을 조정하면34) 은
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침체)기에 합
성담보부채권의 발행규모를 축소(확대)함으로써 은행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 규모가 축소(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다. 이에 따라 경기호황(침체)기에 은행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증가)하여 신용위험가중치 감소(증가)로 인한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한편 경기호황(침체)기에는 유보금 수준을 높여(낮추어) 대출의 지나친 확
대(축소)를 억제할 수도 있다.35)

34) 합성담보부채권 발행에 관련된 약정들로 CDS계약 규모, CDS프리미엄, CDS유보금 수준,
CLO이자, CLO현금흐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5) 이밖에 합성담보부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첫
째,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수의 은행과 맺은 CDS계약을 통합(pooling)하여 관리하므로 신용위
험 관리를 통해 위험분산(diversification)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
들로부터 신용위험을 매입하면 위험분산효과를 통한 효율적인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하다. 둘
째, 합성담보부채권과 관련된 약정을 조정하여 은행-투자자 간에 신용위험을 재분배할 수 있
다. 경기침체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약정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으로
부터 고위험-고수익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신용위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CLO 원리금
지급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잠재적 신용손실을 투자자간에 재배분할 수도 있다. 셋째, 합성담
보부채권의 활용은 대출의 신용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은행이 산정하는 내부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외부 신용등급은 은행-기업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대출의 신용위험
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지표(유동성이
높은 회사채에 나타나는 초과수익률 등)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사채의 초과수익률보다 CDS프리미엄이 보다 정확하게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Gonzalo and Granger(1995), 한성훈(2003) 참
조). 이는 채권시장 및 대출시장에서 신용위험이 간접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되는 반면 CDS시
장에서는 신용위험 자체가 거래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CDS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참가자들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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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상황에 따른 신용위험가중치 조정

감독당국이 자기자본규제를 통해 시스템위험을 완화하고 신용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경기호황(침체)기에는 과다
(과소) 대출로 인해 시스템위험을 축소(신용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
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향) 조정함으로써
은행대출을 억제(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경기상황에 따른 조건부 신용위험가중치 함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Kashyap-Stein, 2004). 즉, 동일 시점에서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함과 동시에 신용등급이 동일한
기업대출에 대해 경기호황(침체)기에 동태적으로 높(낮)은 신용위험가중치
를 적용할 수 있다.36)
예를 들어, 특정시점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갖는 기업에 대한 대출에
는 낮은 80% 신용위험가중치를 설정하는 반면 BBB+이하의 신용등급을 갖
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100% 신용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신용등급이 동
일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경기호황기에 높은 신용위험가중치 100%를 적
용하는 한편 경기침체기에는 낮은 가중치 8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와같이 복수의 신용위험-위험가중치 관계를 설정하면 단일한 정책수단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두 가지 정책목표(통화당국의 안정적인 신용공급 정
책목표와 감독당국의 시스템위험 축소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37) 감독당국이 명시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순수익이 예상되는 대출자산을 확대함과 동
36)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횡단면상의 차등화(cross-sectional sensitivity)를 유지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의
부도가능성 변동을 반영하여 위험민감도(신용위험-위험가중치 관계)를 시계열상으로 차등화
(time-series sensitivity)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기자본 적립에
따른 기회비용(shadow value of bank capital)1)을 위험민감도(신용위험-위험가중치 관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7)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shyap-Stein (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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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은행의 부실화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경기상황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
함수를 상하로 평행이동시킴으로써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즉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호황기에는 감독당국이 자기자본의
추가 적립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신용위험가
중치 함수에 포함된 신뢰도 99.9%를 적용하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추가 적립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낮은
신뢰도 99.5%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도의 변
동은 <그림 9>에서 경기침체기에 신용위험가중치 함수의 하향 이동을 초래
한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가중치 함수가 하향 이동하면 PD의 전 영역에 걸
쳐 필요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신용위험-위험가중
치 관계의 시계열상 차등화는 실선(99.9% 신뢰도)에서 점선(99.5% 신뢰도)
으로의 하방이동을 의미하는 반면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의 차이
에

따른

신용위험가중치의

횡단면상

차등화는

경기호황(침체)기에

99.9%(99.5%)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실선(점선) 위에
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신용위험가중치 함수의 이동

<그림 9>

99.5%
99.9%

5

위험가중치

4

3

2

1

3

2

1

부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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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 상황에 따른 자기자본의 조정

경기호황(침체)기에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함에 따라 은행이 대출자산
을 확대(축소)할 유인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i) 통화당국이 자산지준제도
를 도입하여 지준율을 인상(인하)하고 (ii) 감독당국이 보완자본 인정 범위
를 축소(확대)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인상(인하)하면 자기자본비율의
상승(하락)효과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자산지준율의 조정

자산지준제도(A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는 금융기관의 모든
보유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제고하려는 방안이다.38)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기대수익이 상승(하락)하는데 대응하여 대출자산을 확대(축소)
할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자산지준제도를 도입한 후 경기호황
(침체)기에 지준율을 인상(인하)하면 대출자산의 기대수익 상승(하락)39)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대출의 증가(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자산지준제도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로서의 기능을 갖
는다.40) 자산지준제도 하에서 경기침체기에 은행이 자기자본 조달비용 상승
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보다 자산규모를 축소하면 여유 준비금
(추가유동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지준율을 낮추지 않더라도 경
38) 반면 현행 예금지준제도(DRR: deposit-based reserve requirements)는 은행의 예금에 대하여
준비금을 부과한다.
39) 지준 부과로 인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지준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부담
하는 이자기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자산의 한계수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은 자산의 일정액을 지준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40) 자산지준제도가 갖는 장점 및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서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Palley (2000),
D`Arista (200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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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체로 낮아진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효과(자동안정장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함정호-백운기, 2003).

나. 보완자본 인정범위 조정

경기호황(침체)기에는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감소(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확대(축소)할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경기호황(침체)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보완자본) 범위를 축소(확대)하면 자기
자본 조달비용이 증가(감소)하여 은행대출의 확대(축소)를 완화할 수 있다.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보완자본의 범위가 자기자본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기본자본 조달비용이 보완자본 조달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자기자본 중 보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전체 자
기자본 조달비용은 증가한다.
아울러 경기상황에 따라 보완자본 인정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후순위채권발행41)을 의무화(SDR: subordinated debt requirement)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은행으로 하여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비중을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일정 수준(예를 들어 50%) 이상으로 유지하
고 자기자본 중 일부를 무보증 후순위채권의 정기적인 발행을 통해 조달하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경기호황(침체)기에
후순위채권의 의무보유 비중을 상향(하향)조정하면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비
용이 높아(낮아)져 은행대출의 확대(축소)를 완화할 수 있다.

다. 대손충당금 적립율 조정
41) 한편 후순위채권 의무화 방안은 은행의 위험선택에 대한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제고함에 따
라 은행이 자산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vanoff-Wall, 2000;
Calomiris-Powell, 2000). 후순위채권 발행이 의무화된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위험관리에 노
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시장규율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이 도산할 때 변제 우선순
위가 낮은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은행의 위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거나 후순위채권 매수 규모를 줄이려 한다. 따라서 은행은 경기침체기에 후순위채권
발행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경기호황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자산의 과도한 확대를 지양
하는 등 자발적으로 위험관리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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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황(침체)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감소(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이 증가(감소)하여 대출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감소)한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경기호황(침체)기에 특별 대손충당금 적
립율을 인상(인하)하면 대출을 억제(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
기에는 부실대출 감소로 특별충당금의 필요 적립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미
래 잠재부실에 대비하여 특별충당금 적립율을 인상하여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면 경기침체기에 부실대출 증가로 특별충당금의 필요 적립규모가 확
대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부
담이 완화될 수 있다. 여기서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는 것은 대
손충당금 중 정상대출에 대해 적립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은 보
완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42) 즉 일반충당금을 확대하면 기본자본이 감소
하는 반면 보완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완자본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별충당금

(specific provision)을 조정하면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과 더불어 동태적충당금(dynamic
provision) 계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태적 충당금제도
는

일반충당금과

특별충당금

등

현행

계정에

동태적충당금(dynamic

provision) 계정을 추가한 후 은행이 미래 잠재부실에 대비하여 경기호황
(침체)기에 동태적 충당금을 추가 적립(삭감)하는 방안이다 (BIS, 2002). 스
페인 중앙은행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변
동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면 경기호황기에는 특별충당금에 더하
여 경기침체기의 부실발생 증가에 대비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경기침
체기에는 이미 적립한 동태적 충당금 중 일부를 특별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42) 일반충당금은 비용에 포함되므로 일반충당금의 확대는 당기순익의 감소 및 기본자본의 감소
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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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부담이 감소
하기 때문에 대출을 과도하게 축소하지 않고서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환(2003)은 외환위기 이
후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태적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재무제표가 이익의 실제 변
동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 (조정환, 2003). 이
와 같이 투자자가 은행의 건전성을 파악하가기 어려워지는 만큼 동태적 충
당금제도는 IMF, BI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건전성 감독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과는 부합하지 않
을 수 있다.

4. 경기 상황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 조정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 감소(증가)로 자기자본비
율이 상승(하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이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수준을
높이(낮추)면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침체
기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하
향 조정하면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기에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
하도록 감독하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6%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규제수준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면 은행대
출의 경기동행성은 완화할 수 있으나 규제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자본시장
으로부터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규제를 차별적으로 운용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

- 40 -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수준을
동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43)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실행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즉 감독당국이 개
별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려면 관련된 외부효과를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
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3) 한편 시스템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허용하는 반면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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