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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Globalization: Effects on Bank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Credit Risk

(금융글로벌화가 은행의 정보 수집과 신용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백승헌

연구 배경 )
□ 1990년대 이후 금융글로벌화 (financial globalization)의 진전으로 선진 글로
벌은행의 신흥국 시장 진입이 확대
o 글로벌은행은 선진 금융기술 및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등의
강점을 앞세워 신흥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
□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지의 신용정보 수집력에서 열위 에 있는 글로벌
은행은 현지 국내은행에 비해 대출자산의 위험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운용(Chen et al., 2017)
(

*

*

글로벌은행은 선진 금융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측면에
서 우위가 있지만 현지 영업기간이 짧아 채무자의 과거대출 이력 등 은행과 고
객 관계를 통해서 취득되는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움(Berger and Udell, 199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은행의 고위험 가계대출 비중과 가계대출
금리가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음
⇒ 본고에서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간 신용정보 수집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은행의 진입이 은행의 대출행태
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o

※

본고는 은행산업이 독점체제를 나타내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분석 방법 )
□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이 경쟁하는 과점모형 (duopoly)을 통해 은행 간
경쟁 양상과 차입자들의 행태를 분석
o 외국은행은 국내은행에 비해 신용위험 정보 수집 비용이 높으며 ,
차입자들은 자신의 신용위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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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국은행의 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외국은행
의 진입이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은행 수지와 차입자 편익 (consumer surplus의 관점)의 변화를 비교하여 외
국은행 진입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
o 외국은행 진입 전과 후의 대출심사 강도, 대출자산 위험도, 대출금리
수준 등의 변화를 측정하여 은행의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결과 )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에 비해 신용정보 수집력이 취약한 경우 국내은행
은 우량 차입자에게, 외국은행은 비우량 차입자에게 대출을 주로 공급
하는 형태로 두 은행이 공존하는 균형이 존재
□

국내은행은 낮은 대출금리와 엄격한 대출심사로 우량 차입자들을 모
집하고, 외국은행은 높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면서 대출심사 강도를 낮
춰 비우량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주력
o 차입자는 은행이 제시하는 대출금리 수준 , 자신의 신용도에 기초한 대
출심사 통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은행을 선택
− 우량 차입자는 대출심사 통과에 대한 높은 확신을 바탕으로 은행
의 대출심사 강도보다는 대출금리를 중요하게 고려
− 반면, 비우량 차입자는 대출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대출심사 강도가 낮은 은행을 선호
o 이러한 균형은 고위험·고금리 대출 성향을 나타내는 외국은행의 대
출행태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결과와 부합
o

□

외국은행이 진입하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낮아져 국내은행의 이윤
은 감소하나 대출자산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차입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국내은행은 시장지배력 약화로 인해 금리마진이 축소되나 우량 차입
자 확보를 위한 엄격한 대출심사로 대손비용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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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신용정보 수집 비용이 높은 외국은행이 진입 하면 은행산업이 신용위험
별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비우량 차입자에 대한 금융서
비스 기회가 확대되고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됨
*

*

o

o

(

우량 차입자는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비우량
차입자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대출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차입자의 편익이 증가

신용정보 수집 비용이 유사한 은행이 진입하면 우량 차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수준의 대출심사(over-searching problem)가 이루어져 비우량 차입자
에 대한 대출 기회가 상실됨(Burke et al., 2014)

대출심사 강도가 낮은 고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비우량 차
입자의 금융 접근성이 확대
차입자 신용도별로 대출상품이 차별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배
분(efficient allocation)이 가능

시사점 )

□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에서 외국은행 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및 자금배분 효율성 면에서의 긍정적인 효
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
o

특히 은행 간 정보수집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 대출상품이 신용위험
별로 다양화될 수 있어 비우량 차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외국은행 진입으로 은행의 독과점 이윤이 차입자에게 이전되고
차별화된 대출심사로 대손비용이 감소하게 될 경우 사회적 후생 면
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외국은행 진입 사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저축
은행의 경쟁, 은행산업과 빅테크 기업의 경쟁 등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상황에도 적용 가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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