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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이하 ‘IRRBB’)는
바젤 자기자본 규제체계 내에서 Pillar2(감독당국의 점검)의 일부로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가 2004년
제정한

『금리리스크 관리ㆍ감독 원칙(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terest rate risk, 이하 ‘IRR 원칙’)』1)을 적용받고 있다. IRR원칙은

은행의 IRRBB 식별(identification)ㆍ측정(measurement)ㆍ모니터링(monitoring)과
감독당국의 감독(supervision)에 대한 BCBS의 요구사항(expectations)을 규정
하고 있다.

2. BCBS는 2004년 IRR 원칙 제정 때부터 시장 및 감독 실무의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서는 IRR 원칙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문서는 금리리스크의 측정ㆍ관리ㆍ모니터링ㆍ통제를 위한 IRR 원칙과
방법을 개정한 것이다.

3. 원칙 개정에 앞서 BCBS는 2015년에 공개협의(consultation)를 실시하였다.
공개협의 당시 BCBS는 IRRBB 규제를 위해, 표준화된 Pillar1 접근법(최소자기
자본 방식)과 강화된 Pillar2 접근법(Pillar3의 시장규율 요소 포함)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2) BCBS는 IRRBB에 대한 Pillar1 접근법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 특히 규제자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과
리스크 민감도를 갖춘 표준방법의 복잡성(complexities)에 대해 주목하였다.
결국 BCBS는 IRRBB의 이질적인 성질을 감안할 때 Pillar1 접근법보다는
Pillar2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4.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BCBS는 IRRBB를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기에는
IRRBB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화된 Pillar2 접근법 하에서 IRR 원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www.bis.org/publ/bcbs108.htm 참조.
2) www.bis.org/bcbs/publ/d319.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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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IRRBB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을 크게 보강하였다, 특히 IRRBB의
측정 시, 적용할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개발(원칙4), IRRBB 측정 시 고려
해야 할 핵심적인 행동 및 모델링 가정(원칙5), IRRBB에 대한 내부측정시스템
(Internal Measurement System, 이하 ‘IMS’)과 모델에 적용해야 하는 내부 검증

프로세스(원칙6)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였다.

• IRRBB의 측정 및 관리에서 일관성,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요건(원칙8)을 개정하였다. 은행은 무엇보다도 본 원칙에 제시된 금리
충격 시나리오들을 기초로, 금리 충격이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of Equity)의 변화(ΔEVE) 및 순이자수입(Net Interest Income)의 변화(ΔNII)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 감독당국이 은행의 IRRBB 익스포저 수준 및 관리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검토 절차 (원칙11)를 개정
하였다. 개별 감독당국은 또한 자국의 감독 하에 있는 은행에 표준방식
(standardised framework) 적용을 명령할 수 있다(은행의 내부측정시스템(IMS)이
IRRBB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 리스크 포착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방식을 개정하였다.

• 감독당국은 원칙12에 따라 특이은행(outlier bank)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특이은행 식별 기준(threshold)도 엄격해졌다. 감독당국은
특이성/중요성(outlier/materiality) 테스트 적용 시, 규정된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의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변화(ΔEVE)와 기본자본(Tier 1)의
15%를 비교하는 검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체 측정값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특이성/중요성 테스트를 구현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IRRBB 익스포저 검토 시 자본, 수익 또는 일반 리스크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부적절한 관리 또는 과도한 리스크가 드러난 은행에 대하여 감독
조치 및(또는) 규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

5. 본 원칙은 바젤II 규제체계의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대형은행(large internationally active banks)의 연결 기준(consolidated
basis)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각국 감독당국은 본 IRRBB 체계를

자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타 은행(non-internationally active banks)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3)

6.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IRRBB에 대해 소개한다.
제Ⅱ장은 IRRBB 관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4년 IRR원칙을 개정한 것이다. 원칙1∼7은 은행의 IRRBB 관리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특히 IRRBB의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 활동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8과 원칙9는 각각
IRRBB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시장공시 및 은행 내부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10∼12는 감독당국을 위한 원칙으로, 은행의
IRRBB 관리 체계와 자본적정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III장은 적용범위를,
제IV장은 표준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표준방식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스스로 표준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록
1>은 IRRBB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부록 2>는 표준화된 이자
율 충격 도출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7. 은행은 2018. 4월까지 동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4)

3) BCBS, 『자본 측정 및 자본 기준에 대한 국제 합의 : 개정된 방식 - 종합본(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 A Revised Framework – Comprehensive Version)』(2006.6)
참조.
4)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은행은, 관련 공시를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8년 중에 실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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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RRBB 소개
8. IRRBB는 은행계정(banking book)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불리한
움직임(adverse movements in interest rates)이 야기하는 은행의 자본 및 수익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위험을 의미한다. 금리가 변경되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및 발생시점이 변경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산, 부채는 물론
대차대조표 난외항목의 내재가치를 변경시켜 경제적 가치를 변화시킨다. 또한
금리 변화는 금리에 민감한 수입 및 비용(interest rate-sensitive income and
expense)을 변경시켜 순이자수입(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은행의 수익(earnings)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IRRBB는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은행의 현재 자본 및(또는) 미래 수익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1

IRRBB의 정의

9. IRRBB의 주요 하위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정의된다.
(a) 갭 리스크(gap risk)는 은행계정 상품의 금리구조(term structure)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의 금리 변동 시점에 기인한 리스크를 의미한다. 갭리스크의
발생 정도는, 금리구조의 변화가 수익률 곡선을 따라 동일하게 발생(parallel
risk, 평행 리스크)하는지 또는 만기별로 차등적으로 발생(non - parallel risk,
비평행 리스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b)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는 금리의 상대적 변화에 기인한 리스크로,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유사하나 서로 다른 금리 지수를 이용하여 가격이
책정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다.
(c) 옵션 리스크(option risk)는 옵션 파생상품이나 은행의 자산, 부채 및(또는)
난외항목에 포함된 옵션적 요소(예 : 현금흐름의 수준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옵션 리스크는 자동옵션 리스크(automatic option risk)

및 행동옵션 리스크(behavioural option risk)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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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IRRBB의 세 가지 하위유형은 모두 잠재적으로 금리민감 자산,
부채 및(또는) 난외항목의 가격/가치 또는 수익/비용을 변경시켜 은행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록 1>은 IRRBB와 그 관리 기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2

은행계정의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CSRBB)

10. 위 세 가지 하위 유형이 IRRBB와 직접 연결된 반면, 은행계정 신용 스프레스
리스크(credit

spread

risk

in

the

banking

book,

이하

‘CSRBB’)는

은행이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하는 관련 위험이다.
CSRBB는 IRRBB와 예상 신용/디폴트 리스크(expected credit/jump to default risk)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신용위험을 가진 금융상품(credit-risky instruments)의 모든
스프레드 리스크를 의미한다.

3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

11. 경제적 가치 측정법(economic value measure)과 수익기반 측정법(earningsbased measure)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감독당국이 은행 간 비교가능성 및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해, 수익기반
측정법은 상업은행이 IRRBB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BCBS는
IRRBB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 양자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자산과
부채의

금리변경

시점을

일치시켜

경제적

가치의

변동

최소화하더라도, 수익의 변동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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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Ⅱ. 개정된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
1

은행에 적용되는 원칙

원칙 1 : IRRBB는 모든 은행이 별도로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리스크이다. 또한 은행은 CSRBB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 논의 배경 】
12. IRRBB는 영업 활동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리스크이다. IRRBB는 은행이 금융중개활동 결과 만기불일치(예 : 단기
부채 조달에 의한 장기자산 운용) 및 금리불일치(예 : 변동금리 예금 조달에 의한
고정금리대출 운용) 포지션을 보유한 상황에서 금리가 시간에 걸쳐 크게 변동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수의 은행 상품(예 : 만기없는 예금, 정기예금, 고정
금리대출)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적 요인 역시 금리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요구 사항 】
13. 모든 은행은 IRRBB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IRRBB
익스포저의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은행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상품과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IRRBB를 식별하는
한편,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절차(procedure)와 통제수단(control)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대한 헤지 또는 리스크 관리 계획은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이 새로운 상품이나 업무를 취급할 경우, IRRBB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며, 출시되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은행은 새로운 상품, 헤지, 또는 리스크
감수 전략을 도입하기에 앞서, 적절한 운영 절차 및 리스크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IRRBB 관리는 보다 더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속에
통합되어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업무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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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은행은 IRRBB의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 과정에서 CSRBB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원칙 2 : 은행의 이사회5)는 IRRBB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IRRBB의 감독 및 관리를 고위 경영진,

전문가, 또는 ALM위원회(이하 ‘대리인’)에 위임할 수 있다. 은행은 적절한 IRRBB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동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리스크 관리체계 】
16. 이사회는 은행 IRRBB 익스포저의 특성 및 수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IRRBB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포괄적 사업 전략을
승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은행의 사업전략을 감안하여 IRRBB의 허용수준
(acceptable level)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따라서 이사회는 기 승인된 전략과 정책에 따라 은행이 IRRBB를 식별ㆍ측정ㆍ
모니터링ㆍ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자면,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IRRBB에 관한 적정 한도. 여기에는 예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 한도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 IRRBB 측정을 위한 적절한 체계 및 기준
• IRRBB 측정, 포지션의 가치 측정, 성과 평가 등에 대한 기준. 여기에는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반영절차 및 IRRBB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을 포함한다.
• 포괄적인 IRRBB 보고 및 점검 절차
•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경영정보시스템(MIS)
5) 관리감독의 주체를 의미하며, 각 은행 이사회의 구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BCBS, 『은행의 기업지배
구조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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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은 IRRBB 관리를 위한 정책ㆍ절차ㆍ한도를 승인하고,
시행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적(최소 반기)으로 IRRBB 익스포저의
수준 및 추세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대리인이 IRRBB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경우, 대리인은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보를 이사회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IRRBB 익스포저가 상당히 크거나 복잡한 성격의
포지션을 보유한 은행은 이러한 점검을 더 빈번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9.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정량적 리스크 관리 기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지만, 시장ㆍ유동성ㆍ신용ㆍ운영
리스크와의 잠재적인 연계성 및 이들에 미치는 영향력 등 IRRBB 전략의
함의를 이해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고위경영진이 IRRBB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IRRBB관리에 적절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 대리인 】
20. 상당수의 이사회가 IRRBB 정책 수립 및 실행 업무를 고위경영진, 전문가
또는 자산부채관리위원회(asset and liability committee, 이하 ‘ALCO’)에 위임하고
있다. ALCO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ALCO에는 IRRBB와 관련
된 주요 부서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1. 이사회는 IRRBB 관리를 위한 대리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절차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은행은 IRRBB의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부서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되, 이들 부서가 리스크 감수(risk-taking) 부서와 충분히
독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IRRBB 익스포저는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
22. 포지션 설정 및 관리 부서 책임자는 IRRBB 대리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의 지시가 일선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소통 채널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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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사회는, 대리인이 맡은 책임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올바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은행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이사회는 IRRBB 관리
절차와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원과 대리인 간, 대리인과 은행 경영층 간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서와 전략계획 부서는, 향후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이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 내부 통제 】
24. 은행은 IRRBB 관리 절차의 완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및 규제 보고, 관련 법률ㆍ규정ㆍ은행내부정책 준수를 제고
하여야 한다.
25. 은행은 IRRBB 통제 정책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승인 프로세스,
익스포저 한도 설정, 점검 장치를 갖추는 한편, 리스크 관리 목표의 달성을
합리적으로 보장(reasonable assurance)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보유해야 한다.
26. 또한 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원이 확립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검은 통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시장 상황, 인원, 기술, 익스포저 한도 준수 구조 등의 변화 포함)
이슈를 포함시켜야 하고, 초과된 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단계적 상향 대응
절차(escalation procedures)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평가와
점검은 점검대상 부서와는 독립적인 개인 및(또는) 부서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은행은 내부통제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27. 은행은 (내/외부 감사기관과 같이) 독립적인 감사 부서로 하여금 IRRBB의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내/외부 감사기관 또는 기타 동등한 외부기관(컨설턴트
등)은 작성한 보고서를 관련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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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 은행은 IRRBB에 대한 리스크 성향을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및
수익(earning)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IRRBB 익스포저를
리스크 성향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한도(policy limits)를 도입해야
한다.

28.

은행은

명확하게

정의된

리스크

성향

문서(risk

appetite

statement)6)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또한 IRRBB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리스크 성향 체계(risk appetite
framework)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리스크 성향

체계에는 IRRBB의 관리 결정에 대한 권한위임, 의무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인가된 금융상품(instruments), 헤지 전략(hedging strategy), 리스크
감수 방식(risk-taking opportunity) 등을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IRRBB

정책을

정기적(최소한 연 1회)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 정책적 한도 】
29. 이사회가 정한 정책적 한도(policy limits)는 IRRBB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접근
방식과 일치해야 한다. IRRBB에 대한 총리스크 한도(aggregate risk limits)는
이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설정하되,

연결기준

(consolidated basis)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적용해야 한다.

정책적 한도는 이자율 증감 규모 또는 이자율 곡선의 형태 변화 등과 같이
이자율의 변화 및(또는) 기간구조 변화에 
대한 특정한 시나리오와 관련되어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한도 설정 시 사용되는 이자율 변화는,
과거의 이자율 변동성과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된 익스포저를 완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충격 및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0. 정책적 한도는 은행의 성격, 규모, 복잡성 및 자본적정성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은행의 활동 및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 개별 사업단위, 포트폴리오, 금융상품 유형
6) 리스크 성향 문서(risk appetite statement)란 은행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수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IRRBB의 총량 및 유형을 서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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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 상품별로 하위 한도가 별도로 설정될 수 있다. 리스크 한도의 세부
수준은 IRRBB 익스포저의 다양한 원천 등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갭리스크, 베이시스리스크 또는 (명시적 또는 내재된) 옵션 포지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이러한 리스크 특성에 적합한 리스크 허용한도(risk
tolerance)를 설정해야 한다.

31. 주요 헤지나 리스크 감수 계획은 실행에 앞서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7) 파생상품(derivatives)과 같은 금융상품에 의존하는 헤지
전략은 헤지 상태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리스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시장가격으로 회계처리하는 금융상품은 시장가격 리스크(mark-to-market
risks)를 통제하기 위해 리스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상품 또는

전략(헤지 포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또는 전략 사용에 필요한
자원(resources)의 준비 여부, 은행의 전반적인 리스크 선호와의 일치 여부,
새로운 상품 또는 전략이 초래하는 리스트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모니터링ㆍ
통제 절차의 수립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32. 이사회나 그 대리인이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지체없이 관심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자, 보고 방식 및 예외
상황8)에 대한 대응책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원칙 4 : IRRBB는 광범위하고 적절한 수준의 금리 충격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 양자를 모두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가치 측정법 및 수익기반 측정법 】
33. 은행 내부측정시스템(IMS)은 IRRBB의 모든 중요 원천을 포착하고, 시장
변화가 은행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은행은 금리
충격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에
7) 은행계정(banking book)과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간의 내부위험이전과 관련된 포지션은 적절히 문서화
되어야 한다.
8) 한도(limits)는 결코 초과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상황에서 한도를 벗어나더라도 미리 결정된 짧은 기간 동
안에 한하여 용인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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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4. 은행은 리스크 및 내부 자본 평가에 있어,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 간 상호 보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평가결과 :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특정한 이자율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의 자산, 부채 및 난외항목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의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수익기반 측정법은 주어진 시계(time horizon) 내에서
은행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수익성(future
profitability) 변화에 초점을 둔다.

• 평가시계 :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은행의 자산, 부채 및 난외항목의 잔여
만기까지의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모든
포지션이 유출(run-off)될 때까지의 기간 중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반면
수익기반 측정법은 단기 또는 중기까지만 적용되므로 평가시계를 초과하여
손익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 미래 사업/상품 :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은행 대차대조표 난내 및 난외
항목에 계상된 상품의 재평가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차대조표의 포지션이 재평가 시점에서 유출(run-off)된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포지션 유출 관점). 수익기반 측정법은 만기 항목의 연장
(roll-over) 즉 대차대조표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관점(대차대조표 유지 관점)

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미래 비즈니스를 포함한 특정 시나리오가 미래
수익에 미치는 영향(동태적 관점)9)도 평가할 수 있다.
【 금리 충격과 스트레스 시나리오 】
35. IRRBB에 대한 IMS는, 아래 제시된 다수의 시나리오가 경제적 가치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i)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emnt

9) 동태적 관점은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시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태적 관점은 핵심 변수
및 가정을 장기간에 걸쳐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일부 핵심 잠재리스크 익스포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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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이하 ‘ICAAP’)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특성(profile)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금리 충격 시나리오
(ii) (i)의 금리 충격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경향이 있는, 역사적이고
가상적인 금리 스트레스 시나리오
(iii) <부록 2>에 명시된 6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
(iv)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금리 충격 시나리오

【 내부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개발 】
(1) 역할 및 목표
36. 은행은 주요 가정의 붕괴를 포함한 시장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손실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IRRBB 정책 및 한도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37. 은행은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절차의 일환으로, IRRBB에 대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의 전략 결정(예 : 사업 및 자본 계획) 등 은행경영층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ICAAP에서는 IRRBB 스트레스 테스트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은행은 자본이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상황의 심각한 변화 또는 고객의 행동 변화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엄격한
미래지향적 스트레스 테스트(forward-looking stress test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IRRBB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는 은행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 및 전반적인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에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은행의 비즈니스 및 리스크에 맞게
설계된 시나리오, 문서화된 가정 및 적정한 방법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는 특정 시나리오가 은행 재무상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IRRBB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내의 리스크 관련 논의 시, 외부 감독당국과
협의 시, 적절한 공시를 통한 시장과의 의사소통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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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결정 절차
39. IRRBB에 대한 적절한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식별, 건전한 모델링 방법의
적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의 적절한 사용 등을 위해서는 은행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거래부서, 자금부서, 재무기획부서, ALCO, 리스크 관리ㆍ통제 부서,
경제전문가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 IRRBB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40. 은행은 통화별로 IRRBB 익스포저 측정에 사용할 잠재적인 금리 변동폭을
결정해야 한다. 경영진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범위의
잠재적인 이자율 시나리오 하에서 리스크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은 시나리오 개발 시 현재 금리 기간구조의 형태와 수준, 이자율의 과거 및
내재 변동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 환경
하에서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 rates) 시나리오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의 비대칭적 효과(asymmetrical effects)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41. 은행은 IRRBB 익스포저의 특성과 원천, 바람직하지 않은 IRRBB 익스포저를
축소(reduce)하거나 정리(unwind)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리스크 프로파일을 재구축(reposition)하는 데 소요되는 회계적 손실(accounting
losses)을 감내할 능력/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은 이사회 혹은 그

대리인이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및 업무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충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유의미한 추정값을 제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여야 한다. 금리 충격/스트레스 시나리오 개발 시
은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시나리오는 평행/비평행 갭리스크(parallel and non-parallel gap risk),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옵션 리스크(option risk) 등을 식별하기 위해 충분히
광범위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정태적 금리 충격(static interest rate shock)은
IRRBB 익스포저를 적절히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은 현재의
금리 수준 및 금리 사이클(interest rate cycle)을 감안하여 엄격하면서도
개연성이 있는(severe and plausible)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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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는 상품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포지션은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산하거나 상쇄
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은행은 IRRBB 수준과, 이와 관련된 리스크(예 :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 은행은 평가시계 동안 만기에 도달하는 자산/부채를 대체할 새로운 자산/부채의
불리한 스프레드가 순이자소득(NII)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옵션 리스크가 큰 은행은 해당 옵션의 행사(exercise)를 포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리상한이나 금리하한이 있는 상품을
매도한 은행은, 이러한 상품이 내가격(in the money) 상태에 도달할 경우
리스크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한다. 옵션의 시장가치는 금리 변동성(interest rates volatility)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므로, 은행은 금리 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IRRBB 익스포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금리에 대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
• 은행은 이자율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수립 시, 이자율 기간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률곡선이나 금리지수 간 베이시스(basis)
관계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은행은 또한 경영진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금리(순수하게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금리로 소매예금 금리(retail deposit
rates) 또는 우대금리(prime rates) 등)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이러한 가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2. 또한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는, 외부요인(경쟁 환경, 법률 또는 세제 변화 등) 및
은행의 통제 하에 있는 요인(은행의 인수 및 상품 계획 등)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

변경,

이용가능한

과거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는

신상품,

새로운

시장정보(new market information), 과거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흥 리스크(new emerging risks) 등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43. 더 나아가, 은행은 (i) 자기자본 및 수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금리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ii) 헤지 전략 및 소비자들의 잠재적 행동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역스트레스
테스트(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erse-stress tests)10)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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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 IRRBB 측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행동 및 모델링 가정은 개념적으로
건전성을 갖추어야(conceptually sound) 한다. 은행은 핵심적인 행동 및 모델링
가정을

완전히

이해하고(fully

understood)

문서화하여야(documented)

한다.

이러한 가정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하며, 은행의 영업전략(business strategies)과
일치하여야 한다.

【 논의 배경 】
44. IRRBB의 경제적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은 양자 모두 리스크 정량화를
위해 고안된 많은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이자율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과 고객이 금리
옵션(명시적/내재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 만기없는 예금(non-maturity deposits, 이하 ‘NMD’)의 잔액 및 이자 처리 방식
• 경제적 가치 측정법에서 자기자본의 처리 방법
• IRRBB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
따라서 은행은 IRRBB 익스포저를 평가할 때, 행동옵션(behavioral optionality)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실제 만기 또는 실제 금리 변경(repricing)이 당초 계약 조건을
얼마나 변경시킬 것인지를 판단하고 가정해야 한다.
【 행동옵션이 있는 일반 상품 】
45. 행동옵션(behavioural optionality)이 있는 일반 상품은 다음과 같다.
(i) 조기상환 리스크(prepayment risk)가 있는 고정금리 대출 : 은행은 포트폴리오의
조기상환 리스크 특성을 이해하고, 예상 조기상환 금액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정해야 한다.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내재적 옵션 행사에 영향을

10) BCBS, 『건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관행 및 감독 원칙(Principles of sound stress testing practices and
supervision)』(2009.5)의 원칙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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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조기상환 패널티 또는 기타 계약상 특징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평균

조기상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은행은 각각의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평균 조기상환 속도를 평가해야 한다.
(ii) 고정금리 대출 약정 : 은행은 소매고객(예컨대 장래 모기지 구매고객 또는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약정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판매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대출약정(loan commitments)은 자금
인출(drawdowns) 측면에서 자동 금리옵션 특성이 강한 반면, 소매 고객에
대한 모기지 약정(mortgage commitments)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iii) 조기인출 리스크(early redemption)가 있는 정기예금 : 은행은 계약 만기가
정해져 있는 예금 또는 예금자가 예금 인출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적 조항(step-up)을 가진 예금을 판매할 수 있다. 은행은 정기예금에
조기인출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상품의 현금흐름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계약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동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iv) 만기없는 예금(NMD) : 금리재설정 일자가 없는 예금의 행동에 관한 가정은
경제적가치 측정법 및 수익기반 측정법 모두에서 IRRBB 익스포저를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은행은 IMS에서 사용되는 NMD 잔액 및
행동에 대한 핵심 가정을 문서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NMD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설정하기 위해 은행은 핵심예금
(예컨대 금리 환경이 크게 바뀌어도 가치변동 가능성이 적은 NMD, core doposit)

비율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예금자 기반(depositor base)을 분석해야 한다.
예금자 특성(소매/도매 등) 및 계좌 특성(거래/비거래 등) 등에 따라 핵심
예금에 대한 가정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46. 모형의 가정은 개념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과거 역사적 경험과 일치해야
한다. 은행은 행동옵션의 행사 여부가 금리 충격이나 스트레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여타 측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은행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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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내재된 행동옵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기상환리스크가
있는 고정금리대출

고정금리 대출약정

조기인출리스크가
있는 정기예금

대출 규모,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이하 ‘LTV비율’), 차주
특성, 약정금리, 대출경과기간(seasoning), 지리적 위치, 약정만기
및 잔존만기, 기타 역사적 요인
조기상환 행동 모델링 시, 주가 지수, 실업률, GDP, 물가상승률, 주택
가격지수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고려하여야 함
차주 특성, 지리적 위치(경쟁 환경 및 지역별 프리미엄 관행 포함),
교차상품으로 입증된 고객과 은행과의 관계, 약정 잔존만기, 거래
기간 및 모기지 잔여기간
예금 규모, 예금자 특성, 조달 경로(예 : 직접 또는 중개 예금), 계약
이자율, 계절 요인, 지리적 위치 및 경쟁 환경, 잔존 만기 및 기타
역사적 요인
예금인출 행동 모델링 시, 주식 지수, 실업률, GDP, 물가상승률,
주택가격지수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고려하여야 함

만기없는 예금
(NMD)

시장금리 변동에 대한 금융상품의 반응 정도, 현재 금리 수준, 은행
금리와 시장금리 간 스프레드, 은행 간 경쟁, 은행의 지리적 위치,
거래고객의 인구통계적 특징 등

47.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포지션을 보유한 은행은, 각 통화별로 IRRBB에
노출되어 있다. 수익률곡선은 통화별로 다르기 때문에, 은행은 일반적으로
통화별로

익스포저를

평가해야

한다.

익스포저

측정에

필요한

기술과

정교성을 갖춘 은행이 상당한 정도의 다중 통화 익스포저를 보유한 경우,
서로 다른 통화의 이자율 상관관계에 대한 가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통화의 IRRBB를 합산하는 방법을 IMS에 포함시킬 수 있다.
48. 또한 은행들은 변동 금리 대출의 행동옵션이 초래하는 영향력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재된 금리상한(caps)과 금리하한(floors)으로부터
발생하는 조기상환 행동은 은행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9. 은행은 핵심 행동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핵심변수의
가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예 : IMS로 측정한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제IV장의 표준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 은행은 IRRBB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 기반
측정법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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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은행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가정들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은행의 이사회나
대리인은 이러한 가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동
가정이 잠재적으로 은행의 헤지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51. 시장 상황, 경쟁 환경 및 전략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은행은
측정에 이용하는 중요 가정을 적어도 연 1회 이상, 시장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더욱 빈번한 주기로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시장이
변화하여 소비자가 주거용 모기지를 재융자하여 거래비용을 기존보다 더
낮출 수 있게 되었다면, 모기지의 조기상환은 금리의 하락 폭이 작더라도
더욱 민감할 수 있다.

원칙 6 : IRRBB 측정 시스템과 모형은 계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한 문서화ㆍ검증ㆍ통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IRRBB 측정에 사용되는 모형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모형 리스크 관리(model risk
management)를 위한 거버넌스 절차를 적용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모형 개발

과정과는 독립된 모형의 적정성 검증(validation)이 포함된다.

【 측정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무결성 】
52. IRRBB의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측정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은행의 리스크 측정 시스템은 IRRBB 익스포저의 주요 발생
원천을 식별하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 경영진은 사업부서의
구조(business lines)와 이들 사업부서의 활동이 초래하는 리스크 특성을 조합한
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측정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한다.
53. 리스크 관리 시스템별로 IRRBB의 구성 요소를 포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행은 단일 리스크 측정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은행은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을 모두 사용하되, IRRBB
익스포저를 적절히 계량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즉
은행은

현재

보유중인

포지션만을

반영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정태적

시뮬레이션 방식에서부터, 미래의 잠재 비즈니스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동태적 모델링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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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은행의 경영정보시스템(MIS)은 적시에 정확한 IRRBB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MIS는 은행의 모든 주요 IRRBB 익스포저에 대한 금리리스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은행은 리스크 측정 과정에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출처를
충분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55. 데이터 입력은 관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자동화되어야 한다.
데이터 맵핑(data mapping)은 승인된 모형 버전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은행은 데이터 추출 유형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56. 금리곡선의 다양한 만기(tenor)를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다양한 만기구간(time
buckets)이나 만기시점(vertex points)에 할당(예 : 갭분석)할 경우, 서로 다른 기간의

리스크를 비교하기 위해 할당 기준(slotting criteria)을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57. 은행의 IMS는 제35항에서 제시된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기초로
IRRBB의 경제적 가치 측정법 및 수익기반 측정법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규정한 방법에 의해 IRRBB 지표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 IMS는
내부 리스크 변수 추정 시 감독당국이 제시한 제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 모형 거버넌스 절차 】
58. IRRBB 측정 방법의 유효성 검증(validation)과 모형 리스크(model risk)의 평가는,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검토하고 승인하는 공식적인 정책 과정(formal policy
process)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정책에는 경영층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모형의 개발ㆍ실행ㆍ사용에 대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정책에는 모형개발 직후 및 모형사용 과정에서의 유효성 검증
(validation) 절차 개발, 결과 평가, 승인, 버전 제어, 예외사항, 단계적 보고 체계,

수정 및 폐기 프로세스 등에 관한 정책뿐 아니라 모형 감시 책임(model
oversight responsibilities)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사항은 모형

리스크 관리(model risk management)에 관한 거버넌스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59. 효과적인 유효성 검증(validation) 체계에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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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증거(developmental evidence)를 포함한 개념적/방법론적 적정성 평가
• 프로세스 검증 및 벤치마킹을 포함한 모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핵심 내부 변수(예 : 예금의 안정성, 조기상환, 조기인출,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
등)의 사후검증(backtesting) 등을 포함한 결과 분석

60. 은행은 모형개발 직후 및 모형사용 과정에서의 유효성 검증 시, 모형의 규모
(size), 영향(impact), 과거 성과(past performance), 사용된 모델링 기법과의 친숙성
(familiarity with modelling technique employed) 등과 같은 양적ㆍ질적 차원에

기초하여 모형 리스크의 건전성(model risk soundness) 결정을 위한 계층적
분석과정(hierarchical process)*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층적 분석과정(hierarchical process)이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이를 단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역자 주)

61. IRRBB 측정에 관한 모형 리스크 관리는 모형 소유부서와 사용부서의 모형개발
동기, 모형 개발, 모형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형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따라야 한다. 모형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투입변수, 가정, 모델링 방법 및 산출결과를 결정하는 절차는 IRRBB
모형 개발과는 독립적으로 점검(review)되고 검증(validate)되어야 한다. 모형 점검
및 검증 결과와 모델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은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은행은 모형을 승인한 이후에도 모형 리스크 수준과
부합하는 빈도로 지속적인 모형 점검(ongoing review), 프로세스 증명(process
verification) 및 유효성 검증(valid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사용 중인 모형에 대한 유효성 검증 절차에는, 모형을 시정하고 모형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모형 검토자들이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기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일련의 예외 사건(a set of exception trigger events)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형 소유부서에 명확한 버전 제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관측치와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승인된 모형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 은행은 모형의 변경ㆍ
버전관리권한ㆍ문서화 등을 포함한 모형 교체(model transition)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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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RRBB 모형에는 제3의 업체(third-party vendor)가 개발한 모형이 포함될 수
있다. 모형 입력값이나 가정 역시 관련된 모델링 프로세스 또는 하위
모형(자체개발 또는 제3의 업체 개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유효성 검증 프로세스(validation process)에 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은행은 유효성 검증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모형 사양 선택(model specification
choices)과 관련된 사항을 문서화하고 설명해야한다.

64. IRRBB 모형을 구매하는 은행은, 특정 목적을 위한 맞춤 설정(customisation)
사항 등 해당 모형 사용에 관한 문서화를 확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모형
공급업체가 시장 데이터, 행동 가정 또는 모형 설정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정보가 은행의 사업과 영업활동의 리스크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65. 내부 감사는 연간 리스크 평가 및 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모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감사 활동은 모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모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유효성을 점검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 7 : IRRBB 측정 결과와 헤지 전략은, 적절히 합산(연결기준 및 통화별)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66. 리스크 측정값은 이사회와 그 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
경우 현행 익스포저와 정책적 한도를 비교하여야 한다. 특히 보고에는 모형의
잠재적인 결함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한 모형의 점검 및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 추정값 혹은 리스크 예측치와 실제 결괏값과의 비교
결과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가격(mark-to-market)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경영정보시스템(MIS) 내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시장리스크에 노출된 다른 포트폴리오에 맞추어 감독하여야 한다.
67.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를 위한 보고서는 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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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IRRBB 익스포저에 관한 요약 및 IRRBB의 수준과 방향을 주도하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전략 등에 관한 설명
• 정책 및 한도의 준수 여부
• NMD 특성, 고정금리 대출의 조기상환, 통화간 합산 등과 같은 핵심 모델링
가정
• 주요 가정과 변수에 대한 민감도 평가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IRRBB 정책, 절차, 측정 시스템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요약(
여기에는 내ㆍ외부 감사인 및(또는) 기타 동등한 외부 기관(예 : 컨설팅
기관)의 지적사항 등도 포함됨)

68. 은행의 IRRBB 익스포저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은행의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IRRBB 보고서는
이사회나 그 대리인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은행의 민감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산 정보(aggregate information)뿐만 아니라 세부 정보(supporting
detail)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시장가격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은
IRRBB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IRRBB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은, 은행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잘 파악하고
있고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직원이 IRRBB와 관련된 분석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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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8 : IRRBB에 대한 익스포저 수준과 측정ㆍ통제에 관한 실무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69. IRRBB 익스포저 수준은 측정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부록 2>
에 규정된 금리 충격 시나리오에 따라 측정된 △EVE와 △NII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아래에 제시된 <표 A>와 <표 B>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 은행은
감독당국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IRRBB 익스포저 값을 계산에 자체 IMS를
사용해야 한다. 제IV장은 표준방식(standardised framework)을 설명한 것으로,
은행은 자신의 IMS에 표준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와 세부사항도 충실히 공시함으로써, 금융시장 및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이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금리 변화에 따른 은행의 경제적 가치와 수익의 민감도 모니터링
(ii) 자체 IMS에 의한 측정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 가정에 대한 이해
(iii) 은행의 전반적인 IRRBB 목표 및 IRRBB 관리에 대한 통찰력 확보
70. 서로 다른 은행이 공시한 IRRBB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i) △EVE 산출 시
(a) 은행은 자기자본을 익스포저 수준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b) 은행은 은행계정(banking book)의 모든 금리민감 자산11)ㆍ부채ㆍ난외항목의
현금흐름을 익스포저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은 현금흐름 산출 시
상업적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11) 금리민감 자산이란 보통주자본(CET1)을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i)부동산자산, 무형자산 등의 고정자산과
(ii)은행계정의 주식 익스포저를 제외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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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금흐름은 무위험이자율12) 또는 상업적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
요소를 포함한 무위험이자율(은행이 상업용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
요소를 현금흐름에 포함시킨 경우)을 사용하여 할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무위험 이자율 또는 상업적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 요소를
포함한 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하여 현금 흐름을 할인했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d) △EVE는, 기존의 은행계정 포지션이 상각되고 신규 사업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보는

유출

관점의

대차대조표(run-off

balance

sheet)를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ii) △NII 산출 시
(a) 은행은 은행계정의 모든 금리민감 자산ㆍ부채ㆍ난외항목으로부터 발생
하는 예상 현금 흐름(상업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요소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b) △NII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금리가 재설정되는 현금흐름은 금액, 금리개정
기간, 스프레드 구성 요소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현금흐름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불변 대차대조표 (constant balance sheet)를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c) 공시하는 △NII은 12개월 동안에 걸친 미래 이자수익의 차이이다.
71. 은행은 <표 A>와 <표 B>의 의무공시 사항 이외에도, 시장참가자가 의무공시
사항에 제시된 수치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IRRBB 관련 내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할인 계수는 무위험 무이표 이자율(risk-free no coupon rate)의 특정을 잘 나타내야 한다. 담보부 금리스왑
곡선(secured interest rate swap curve)은 수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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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목적 : IRRBB관련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 범위 : 제Ⅲ장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
내용 : 정량적 정보 및 정성적 정보.
정량적 정보는 당해 연도의 일별‧월별 평균, 혹은 보고일자 현재기준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
빈도 : 매년(Annual)
형식 :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정성적 공시 항목
a
리스크 통제 및 측정을 위한 IRRBB의 정의 설명
은행의 전반적인 IRRBB 관리 및 축소 전략 설명
b

c
d

e

f

예 : 설정한도 대비 EVE 및 NII의 모니터링, 헤지 업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결과 분석, 독립적인 감사의 역할, ALCO의 역할 및 업무, 모형 적정성
검증 업무,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 등
은행의 IRRBB 측정 주기, IRRBB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은행이 사용하는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
경제적가치 및 수익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충격 및 스트레
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은행의 IMS에서 사용된 중요한 모델링 가정(예 : 자본적정성에 대한 내부평가
등과 같이 공시 이외의 목적으로 은행이 산출한 EVE 측정값)이 <표 B>에 기술된
모델링 가정과 다른 경우, 은행은 그 가정과 그의 직접적 영향을 기술하고
가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과거 데이터, 기존 연구, 경영층의 판단, 분석결과 등)를
설명
은행의 IRRBB 헤지 방법 및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개략적인(high-level) 설명
<표 B>의 △EVE 및 △NII 계산에 사용된 주요 모델링 및 모수 가정에 대한
개략적인(high-level) 설명
- △EVE 산출시 상업적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요소가 계산에 사용된 현
금흐름 및 할인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g

- 만기없는 예금의 평균 금리개정 만기(repricing maturity) 결정 방법(금리 개정
행동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고유 특성 포함)
- 고객 대출의 조기상환율 및(또는) 정기예금의 조기인출률 추정에 관한 방법
론과 기타 중요 가정
- <표 B>의 △EVE 및 △NII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가정(분석에서 제
외된 행동옵션을 가진 금융상품 등)과 이들 가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
명
- 통화간 리스크 측정값 합산 방법 및 서로 다른 통화 간 이자율 상관관계

h

(선택 사항) IRRBB의 중요성 및 민감성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은행이 공개하
고자 하는 기타 정보 및(또는) IRRBB 수준의 현저한 변동에 대한 설명

정량적 공시 항목
1
NMD의 평균 금리개정 만기(Average repricing maturity)
2

NMD의 최장 금리개정 만기(Longest repricing maturity)

- 26 -

<표 B>
적용 범위 : 제Ⅲ장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
내용 : 정량적 정보
빈도 : 은행 회계연도 말에 연 1회 실시
형식 : 고정
추가설명 : 보고값의 중요성에 대한 주석과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주요 변동 사항
기술
보고 통화 기준
△EVE
△NII
(In reporting currency)
기간(Period)

T

T-1

T

T-1

수익률곡선 평행 상승
(Parallel up)
수익률곡선 평행 하락
(Parallel down)
수익률곡선 기울기 상승
(Steepener)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

수익률곡선 기울기 하락
(Flattener)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

단기금리 상승
(Short rate up)
단기금리 하락
(Short rate down)
최댓값(Maximum)
기간 (Period)

T

T-1

기본자본(Tier1)
정의
은행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각각의 금리 충격 시나리오에 대해 당기 및 전기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i)

포지션유출

관점의

대차대조표(run-off

balance

sheet)와

즉각적인

충격

(instantaneous shock)을 가정하여 자기자본의 경제적가치(EVE) 변화를 측정. IMS 이용은
행은 자체 IMS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제IV장에 제시된 표준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거
나 감독당국이 동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표준방식으로 측정할 것.
(ii) 불변 대차대조표 가정(constant balance sheet)과 즉각적인 충격(instantaneous
shock)을 이용하여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NII 변화를 측정하고 동 수치를 은행의 최적
예상추정치(best estimate projections)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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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9 : IRRBB에 대한 자본적정성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이하 ‘ICAAP’)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승인한 IRRBB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과 일치하여야 한다.

72. 은행은 보유해야 하는 자본 수준을 평가하고, 동 자본 수준이 IRRBB 및 관련
리스크를 감내하는데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체 내부자본에
대한 IRRBB의 기여 정도는 은행 IMS의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가정과 리스크 한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자본의 전반적인 수준은
IRRBB가 포함된 실제 리스크 수준은 물론 리스크 성향과도 일치하여야 하며,
ICAAP 보고서에 적절히 기록되어야 한다.
73. 은행은 IRRBB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 평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은행은 자본 배분을 위한 자체 방법론을 자신의 리스크 성향에 기초하여
개발해야 한다. 적정수준의 자본을 결정할 때 은행은 필요 자본의 양(amount)과
질(quality)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74. IRRBB의 자본적정성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부채 및
난외항목에 내재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의 관련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즉, 미래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면 은행은 완충자본(capital buffer) 적립을 고려해야 한다.
75. IRRBB의 자본적정성 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RRBB 익스포저에 관한 내부 한도의 규모 및 만기, 그리고 자기자본 계산
시점에서의 한도 도달 여부
• 미래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 내부의 기대를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오픈한 포지션
(open positions)을 헤지할 경우 동 헤지의 유효성 및 예상 비용

• 주요 모델링 가정에 대한 IRRBB 내부 측정값의 민감도

- 28 -

•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서로 다른 금리 지수를 이용하여 가격이 결정된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베이시스 리스크)
•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불일치 포지션(mismatch positions)이 경제적 가치와
NII에 미치는 영향
• 내재된 손실의 영향
• 연결기준 전체 자기자본의 적정성 및 그룹 내 자회사들의 리스크 대비 자기
자본의 배분
• 근본적인 리스크(underlying risk)의 동인(drivers)
•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76. IRRBB에 대한 자본적정성 결과는 은행의 ICAAP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본의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감독당국을 위한 원칙

원칙 10 : 감독당국은, 은행의 IRRBB 익스포저 추이 모니터링, IRRBB 관리의
건전성 평가, 별도 점검대상 및(혹은) 추가 자본 적립대상인 특이은행(outlier
bank) 식별 등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77. 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IRRBB 익스포저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획득한 정보의 정확한 내용은 감독당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수집된 정보의 양은 감독당국이 은행 IRRBB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원칙12에 따라 특이은행 은행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78. 감독당국은 수집된 정보가 자신이 감독하는 은행들 간에 비교가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핵심 가정의 변경에 따른 IMS
계산의 민감성 등 원칙11에 따라 은행의 IRRBB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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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a) IMS 목적을 위한 NMD의 모델링 방식 및 NMD 가정의 변화에 
대한 은행의
경제적 가치 및 수익의 민감성
(b) 행동옵션을 가진 금융상품의 경우 사용된 가정의 영향
(c) 내부 계산에서 자기자본 처리방식과 이것이 원칙8에 따라 공시된 △EVE 값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d) 금리민감 자산ㆍ부채ㆍ난외항목과 연관된 현금흐름의 금리개정 갭(주요 통화별)
(e) 자동 금리 옵션에 대한 익스포저
(f) IMS 목적을 위해 사용된 수익률곡선의 유형
(g) 제IV장에 명시된 표준방식을 사용할 경우 △EVE의 수준
(h) <부록 2>에 제시된 금리 충격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별도의 금리
충격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측정한 경제적 가치 및 수익 기반 측정
결과(은행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금리 충격 또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등에 기초한 결과
포함)

79. 은행 IRRBB에 대해 서면 점검(off-site review)을 실시하고자 하는 감독당국은
적절한 보고 체계를 갖추고, 이를 동류은행 간 비교 및 추가 임점검사(on-site
work) 대상은행 식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칙 11 : 감독당국은

은행의

IRRBB 수준과

은행의

IRRBB 식별ㆍ측정ㆍ

모니터링ㆍ통제 방식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IRRBB
익스포저 감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관련 감독당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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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80. 감독당국은 은행 IRRBB 관리 체계의 적절성, 무결성 및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은행의 실무 관행이 이사회가 결정한
목표, 리스크 허용한도 및 원칙1∼7에서 제시된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은행의 규모와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81. 감독당국은, 은행의 IMS가 IRRBB를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특히 IRRBB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정에 주목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정기적인 점검 사이에
발생한 모형 및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특히 가장 중요한 모형 및 정책을 점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82. 감독당국은 은행의 IMS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부록 2>에 규정된 금리 충격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은행이
스스로 결정한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내부 계산에
의해 측정된 IRRBB 익스포저(경제적 가치 측정법 및 수익기반 측정법 양자를
모두 사용)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자신이 개발한 감독목적용

추정치를 적용하여 은행의 IMS를 평가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원칙8에 따라
은행이 공시한 정보를 검점해야 한다.
83. 감독당국은 은행의 IRRBB 익스포저를 점검하고 IRRBB 관리의 질적 수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은행의 자산ㆍ부채ㆍ난외항목에 의해 초래되는 리스크의 복잡성과 수준
• 은행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감시(oversight)의 적절성과 유효성
• IRRBB의 발생 원천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의 지식과 능력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사후검증(backtesting) 등 IRRBB 측정방법에
대한 내부 유효성 검증의 적정성. 이러한 유효성 검증은 특히 주요 모델링
변수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필요함.
• 내부 모니터링 및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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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가치 및 수익에 기초한 리스크 한도 및 통제의 유효성
• 은행 IRRBB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유효성
• 독립적인 모형 검증, 모형 리스크 감독 등 IRRBB 관리 프로세스의 내부 점검
및 감사의 적절성과 빈도
• 과거 및 예상 재무 성과에 의해 입증된 IRRBB 관리 실무의 적절성과 유효성
• IRRBB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이 사용하는 헤지 전략의 유효성
• 은행의 자본ㆍ수익ㆍ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기초한 IRRBB 수준(내재된 손실
포함)의 적정성

84. 감독당국은 IRRBB 익스포저(원칙9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비교) 대비 은행 자기
자본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밀 검사 필요 여부, 추가적인 자기자본 적립
필요 여부, 기타 리스크 축소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평가는
원칙12에 명시된 특이성/중대성 평가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85. 감독당국의 평가는 개별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동류은행(peer banks)과의 비교를 통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개별은행의 핵심적인 행동 및 전략에 관한 가정이 경제환경이나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할권
내의 은행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행동 및 전략에 관한 가정을 서로 비교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신이 점검하는 정보가 감독대상 은행 간에 비교 가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자원 】
86. 감독당국은 IRRBB 수준 및 통제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i) 감독당국의 IRRBB 담당자는, 감독대상 은행의 IRRBB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ii) 감독당국은 적절한 수의 IRRBB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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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 간 협력 】
87. 감독당국은 은행의 IRRBB 감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감독당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 감독
당국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예 : 감독자협의회 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유대상 정보에는 은행그룹

내 서로 다른 부문에서 활동하는 자회사의 IRRBB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독 경험, 은행의 모델링 가정, 감독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IRRBB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평가 규칙/기준, IRRBB 관리 측면에서의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원칙 12 : 감독당국은 특이은행 식별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특이은행으로
확인된 은행은 잠재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IRRBB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IRRBB 익스포저 점검 결과 부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본ㆍ수익ㆍ일반 리스크 프로파일에 비추어 리스크가 과도한 것으로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축소 조치 및(또는) 추가 자본을 요구해야 한다.

88. 감독당국은 자신이 사용하는 특이성/중대성 평가(outlier/materiality test) 방식에
기초한 특이은행 식별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부록 2>에 명시된
6개의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대 △EVE를, 원칙8의 공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기본자본(Tier 1) 15%와 비교하는 방식의 특이성/중요성
테스트를 최소한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89. 감독당국은 또한 추가적인 특이성/중요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검사는 모든 감독대상 은행에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특이성/중요성 테스트는, 다른 자본관련 측정값(예 : 보통주자본(CET1),
규제자본이 최소요구수준보다 일정 수준만큼 초과하는 금액 등)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수익을 기준으로 은행의 IRRBB를 포착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특이성/중요성 테스트를 실시할 때 특이은행 식별 기준(threshold)은 최소
기본자본(Tier 1)의 15%로 엄격히 설정되어야 한다.
90. 감독당국이 특이은행으로 판단한 은행은 잠재적으로 과도한 IRRBB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점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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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모든 은행은 자신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단기 및 장기 IRRBB 익스포저 수준에 상응하여
적절한 자본 및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IRRBB 익스포저가 미래
재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금리에 대한 다양한 충격과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EVE를 고려해야 한다.
EVE가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한 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은
시가(market value) 평가 대상인 금융상품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로 평가되고 있는 포지션이 시가 평가
대상으로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시
감독당국은 상업적 마진의 포함 여부, 은행의 실제 자기자본 배분, NMD의
안정성, 조기상환 옵션 등 주요 가정들이 △EVE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익 흐름, 동 수준의 강도
및 안정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IRRBB 익스포저가 큰 경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실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배당 및 사업 운영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은행 경영진은 익스포저
축소, 자기자본 증가 등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동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은행 IMS가 IRRBB를 측정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에 대해 IMS를 개선하고, 제IV장에 제시된 표준방식을 이용하여
△EVE 관점에서 IRRBB를 측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93. △NII 분석 결과 정상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은행은, 수익에 비해 과도한 리스크를 보유한 은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94. 감독당국은 IRRBB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자본ㆍ수익ㆍ일반적 리스크 프로파일에
비추어 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은행에 대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IRRBB 익스포저 축소(예 : 헤지 등)
• 추가 자기자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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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사용하는 내부 리스크 변수에 대한 제약 설정
•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95. IRRBB의 축소 및(또는) 추가 자기자본 적립은 특별히 설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설정할 때 감독당국은 IRRBB 익스포저가
임계치를 초과한 원인과 금융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Ⅲ. 적용 범위와 이행 일정
【 적용 범위 】
96. 본 기준서 적용은 바젤Ⅱ 체계에 명시된 적용 범위를 따른다.13) 바젤Ⅱ 체계는
연결기준에 의거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대형은행에 적용되지만, 기타 다른
은행이나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은행의 자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국내은행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 사이의 일관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97. 이러한 원칙의 이행은, 은행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뿐만 아니라 구조, 경제적
중요성 및 일반적인 리스크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IRRBB의 리스크 특성이 낮은 은행들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은행에 내재된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이행 일정 】
98. 은행은 2018년까지 본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은행은 2017.12.31.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2018년 중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3) BCBS, 『자본 측정 및 자본 기준에 대한 국제 합의 : 개정된 방식 - 종합본(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 A Revised Framework – Comprehensive Version)』(200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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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준방식
99. 감독당국은 은행에 본 장의 표준방식을 따를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혹은
은행이 스스로 표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표준방식의 전반적 구조

100. EVE에 기초한 IRRBB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이자율에 민감한 은행계정 포지션을 3개 범주(현금흐름의 표준화
가능 정도를 기준으로 적합 포지션(amenable positions), 일부 적합
포지션(less amenable positions), 부적합 포지션(not amenable positions)
으로 구분) 중 하나에 할당한다.

• 2단계 : 금리 개정 만기(repricing maturity)를 기초로 현금흐름의 구간(slot)을
결정한다. 적합 포지션(amenable positions)의 경우 현금흐름 구간을
설정하기가 매우 쉽다. 일부 적합 포지션(less amenable positions)은
일단 이 단계에서는 제외된다. 자동 금리 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은 본
단계가 명목 현금흐름의 금리 개정 만기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동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무시하고 현금흐름 구간을 결정하여야
한다.14)
현금흐름의 표준화가 부적합한 포지션(not amenable positions)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a) NMD : 문단109∼114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현금흐름을 핵심 현금
흐름(core cash flow)과 비핵심 현금흐름(non-core cash flow)으로
분리한다.

14) 내재된 자동금리 옵션은 명목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2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며, 4단계에서 다른 자동
금리 옵션과 함께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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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동옵션(조기상환 리스크가 있는 고정금리 대출과 조기인출 리스크가
있는 정기예금) 포지션 유형과 관련된 행동 변수값은 문단123과

문단128에 제시된 시나리오별 색인표(scenario-dependent look-up
table)에 따라 결정한다.

• 3단계 : 통화별 이자율 충격 시나리오에 따라 △EVE를 산출한다. △EVE는
6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통화별로 측정한다.
• 4단계 : 산출된 △EVE에 자동 이자율 옵션(명시적 또는 내재적 여부에 관계없음)
포지션의 가치 변화를 합산한다. 자동금리옵션 매도(automatic interest
rate option sold)는 통화별로 6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완전가치측정법(full revaluation)으로 평가한다(자동금리옵션 매도를 헤지
하기 위해 매입한 자동금리옵션을 감안한 순매도 옵션에 대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 통화별 금리 충격 시나리오에 따라 옵션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EVE에 합산한다.
• 5단계 : IRRBB EVE를 계산한다. 표준방식에서 △EVE는 감독당국이 규정한
6가지 금리 충격에 대한 EVE 감소 가운데 최댓값을 의미한다.

2

표준방식의 구성 요소

2.1 현금흐름 구간
101. 은행은 아래의 금리 민감 자산ㆍ부채ㆍ난외항목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모든 예상 현금흐름을 금리가 개정되는 구간에 할당하여야 한다.
• 자산 : 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할당 시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1,
이하 ‘CET1’)에 대응되는 자산은 포함하되, (i) 부동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고정자산 및 (ii) 은행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익스포저는 제외한다.
• 부채 : 바젤Ⅲ 체제 하에서 CET1 자본 이외의 모든 부채(자발성 무상예금
(non-remunerated deposits) 포함)

• 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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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위 항목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현금흐름을 금리 변경 시점에 따라 (i)
<표 1>에 제시된 19개의 만기 구간(k는 만기 구간을 표시)에 할당하는 방법
또는 (ii) <표 1>에 제시된 만기 구간의 중간시점(midpoint)에 할당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방법 (ii)를 따를 경우
명목금리 변경 시점이 <표 1>에 제시된 중간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을 인접하는 2개의 중간 시점으로 분리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102. 명목 금리 개정 현금흐름 CF(k)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원금의 상환 (예 : 원금의 상환은 계약 만기일에 발생한다)
• 원금의 금리 개정 : 금리 개정은, 은행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날 또는 외부 기준금리(external benchmark)의 변동에 따라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는 날 가운데 가장 빠른
일자에 이루어진다.
• 아직 상환되지 않았거나, 금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금 트란치(tranche
of principal)에 대한 이자 : 아직 상환되지 않았거나 금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금 트란치에 대한 이자는 미상환원금(non-amortised principal)의 금리
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 만기 이내(until their contractual maturity)의
구간에 할당되어야 한다.
상환, 금리 개정,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일자가 금리 개정 일자(repricing
date)가 된다.

103. 은행은 신중하고 투명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명목 금리 개정 현금흐름
(notional repricing cash flows)에서 상업적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부분의

차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4. 변동금리 상품은 첫 번째 금리 개정일에 금리가 완전히 재개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변동금리 상품의 전체 원금은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을
추가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첫 번째 금리 개정일이 속한 구간이나 동 구간내
중간점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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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에 대한 19개 만기 구간
만기 구간(M : 월, Y : 년)


단기 Overnight O/N< 
≦1M
금리 (0.0028Y)

(0.0417Y)



3Y< 
≦4Y
(3.5Y)



8Y< 
≦9Y
(8.5Y)

중기
금리

2Y< 
≦3Y
(2.5Y)

장기
금리

7Y< 
≦8Y
(7.5Y)



3M< 
≦6M
(0.375Y)



5Y< 
≦6Y
(5.5Y)



10Y< 
≦15Y
(12.5Y)

1M< 
≦3M
(0.1667Y)



4Y< 
≦ 5Y
(4.5Y)



9Y< 
≦10Y
(9.5Y)



6M< 
≦9M
(0.625Y)



6Y< 
≦7Y
(6.5Y)







9M< 
≦1Y
(0.875Y)



1Y< 
≦1.5Y
(1.25Y)



1.5Y< 
≦2Y
(1.75Y)





15Y< 
≦20Y
(17.5Y)

 > 20Y
(25Y)

주: 시점  는 금리 개정 시점, 괄호 안의 수치는 동 만기 구간의 중간점

2.2 은행계정 상품에 대한 구간 설정 및 분해 과정
105. 각 통화별로 이자율 민감 자산ㆍ부채ㆍ난외항목과 관련된 모든 명목 금리
개정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의 표준화 가능 정도에 따라 사전에 규정된 만기
구간 또는 만기 구간의 중간점(금리 충격 시나리오  , 통화  , 만기 구간  , 만기
구간의 중간점 로 표시할 경우, 만기 구간  의 현금흐름은    , 만기 구간
중간점 의 현금흐름은    로 표시)에 할당한다.

【 표준화가 적합한 포지션에 대한 처리 과정 】
106.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은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계약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차기 금리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만기 구간
또는 만기 구간의 중간점에 할당한다. 현금흐름의 표준화가 적합한 포지션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i) 고정금리 포지션 : 고정금리 포지션은 계약 만기 시점까지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포지션에는 조기상환 옵션이 내재하지 않는 고정
금리 대출, 조기인출 리스크가 없는 정기예금, 모기지 대출과 같은 분할상환
대출 등이 있다. 이자의 현금흐름과 정기적 또는 최종적 원금 상환액은 계약
만기일에 가장 가까운 만기 구간 또는 만기 구간의 중간점에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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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동금리 포지션 : 변동금리 포지션은 현재가치가 액면가(par)로 재설정
된다. 변동금리 포지션의 현금흐름은 차기 금리 개정 후에는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금리 포지션은 차기 금리개정일까지의 이자와 명목
원금 현금흐름을 가장 가까운 금리개정 구간에 할당하거나 또는 동 구간의
중간점에 할당한다.
107. 현금흐름의 표준화가 적합한 포지션에는 자동금리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이
포함된다. 자동금리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은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을 구분
할 때 포지션의 옵션적 성격(매도ㆍ매입 여부와 관계 없음)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15) 자동금리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은 자동금리옵션과 명목현금흐름을
분리하여 자동금리옵션 부분은 명시적 자동금리옵션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자동금리옵션이 내재된 포지션의 옵션적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동 포지션의 옵션적 성격을 무시하고 표준화가
적합한 포지션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표준화가 일부 적합한 포지션에 대한 처리 과정16) 】
108. 명시적 자동금리옵션(explicit automatic interest rate options)과 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즉, 주계약)에서 분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내재된 자동금리옵션
(embedded automatic interest rate options)17)에 대한 처리방법은, 자동금리

옵션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시된 문단130 및 문단131에 설명되어 있다.
【 표준화가 부적합한 포지션에 대한 처리 과정 】
109. 표준화가 부적합한 포지션은 (i) NMD, (ii) 조기상환 리스크가 있는 고정금리
대출 및 (iii) 조기인출 리스크가 있는 정기예금을 포함한다.

15) 예를 들어, 금리 하한이 있는 변동금리 대출 또는 채무증권은 하한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상품은 차기 금리개정 일자에 완전재평가방식으로 평가하고, 총 잔액을 해당 만기 구간에 할당한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발행한 고정수익률 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은 콜옵션(call option)을 무시하고 최장
계약기간 만기에 상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처리한다.
16) 동 포지션의 일반적인 특성은 옵션의 특성상 명목 재평가 현금흐름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이다. 이 옵션성은
비선형성(non-linearity)을 초래하는데, 이는 대규모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의 델타-등가 근사치
(delta-equivalent approximations)가 부정확함을 의미한다.
17) 자동금리옵션이 내재된 상품의 일례로, 금리상한 및(또는) 금리하한 약정이 포함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
출을 들 수 있다. 해당 대출의 명목 재평가 현금흐름은, 차기 금리개정일자까지는 옵션성을 무시한 채 고정
금리 대출로 취급한다. 옵션 부분은 분리된 자동 금리 옵션으로서 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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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MD 처리방법

110. 표준방법 하에서 은행은 먼저 예금 및 예금자의 성격에 따라 NMD를
분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은 예금 종류별로 <표 2>의 비율 이내에서,
핵심예금과 비핵심예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표 2>의
평균 만기 한도 내에서 예금종류별로 적절한 현금흐름의 만기 구간을 결정
해야 한다.
(a) NMD 카테고리
111. NMD는 소매예금 및 도매예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소매예금은 개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으로 정의된다. 중소기업(small business customers)이 맡긴 예금 가운데
소매 익스포저로 관리하는 예금은, 소매예금 계좌와 비슷한 금리 리스크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매예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개별 중소기업별로 부채
총액(total aggregated liability)이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 한함). 소매예금 가운데

정기적으로 거래(예 :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이루어지는 계좌 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계좌18)는 거래계정(transactional account)으로 간주한다.
여타 소매예금은 비거래계정(not-transactional account) 으로 간주된다. 법인(legal
entities),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 합자회사(partnerships) 등의 예금은 도매

예금으로 분류한다.
(b) NMD의 분리
112. 은행은 과거 10년간 잔액 변화를 관찰하여 NMD 종류별로 안정적인 부분과
불안정적인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안정적인 NMD 부분(stable NMD portion)
이라 함은 인출되지 않고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된 부분이다. 핵심
예금(core deposit)은 금리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출될 가능성이
없는(금리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안정적인 NMD이다. 나머지 부분은
비핵심 NMD(non-core NMD)이다.
113. 은행은 예금 종류별로 2단계 절차를 사용하여 핵심예금 규모를 추정한 후,
<표 2>에 제시된 상한 이내에서 핵심예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8) 감독당국의 승인 하에 비보수성 예금(non-remunerated deposit)에 대한 구체적 분류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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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금흐름의 만기 구간 할당
114. NMD는 최종적으로 적절한 만기 구간 또는 동 구간의 중간점에 할당되어야
한다. 비핵심예금은 만기 1일 예금으로 간주하여, 만기가 가장 빠른 구간
(overnight time bucket)에 할당되어야 한다.

115. 은행은 핵심예금에 대해 <표 2>의 명시된 최대 평균 만기(maximum average
maturity) 이내에서 적절한 만기 구간을 결정해야 한다.

<표 2> 예금종류별 핵심예금 비율 및 평균만기 상한
핵심예금 비율 상한선(%)

핵심예금 평균 만기의 상한선(년)

소매 / 거래

90

5

소매 / 비거래

70

4.5

도매

50

4

4

NMD 외 행동옵션이 포함된 포지션의 처리

116. 이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처리 방법은 소매고객과 관련된 행동옵션에 대해
서만 적용된다. 도매고객이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행동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옵션은 자동 금리 옵션 범주에 포함
되어야 한다.19)
【 NMD 외 행동옵션이 포함된 포지션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방법 】
117. 표준방식은 조기상환 리스크가 있는 고정금리대출 및 조기인출 리스크가
있는

정기예금에

적용된다.

이들

상품의

경우

고객은

조기상환

또는

조기인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고객이 이러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은행의 현금흐름 시점을 변경시킬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 고객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기예금 고객은 예정된 날짜
이전에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 이러한 옵션의 일례로, 도매자금시장에서 은행이 발행한 상환청구권부 고정이표채(puttable fixed coupon
bond)를 들 수 있다. 동 채권의 보유자는 동 채권을 언제든지 고정된 가격에 은행에 되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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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표준방식 하에서 이들 상품의 옵션적 성격은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첫 번째 단계로, 산정 시점의 금리기간 구조를 이용하여 조기상환
금액과 중도해지 금액에 대한 기본값(baseline)을 추정한다.20)
119. 두 번째 단계로, 옵션 행사 시 예상되는 행동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예측값(scalar)을 기본값(baseline)에 곱한다.
【 조기상환 리스크에 노출된 고정금리 대출 】
120.

경제적

비용이

차주에게

부과되지

않는

조기상환을

무보상

조기상환

(uncompensated prepayment)이라고 한다. 조기상환의 경제적 비용이 결코

부과되지 않거나, 일정 기준(threshold)을 초과하는 조기상환에 대해서만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아래에 제시된 방식을 이용하여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을 할당한다.
121. 은행은 IRRBB 산출 시점의 이자율 기간구조 하에서, 각각의 통화별로 표시된
동질적인 조기상환 리스크에 노출된 대출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해 기본 조건부 조기상환율(conditional prepayment rate, 이하 ‘ 
’)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독당국도 기본 조건부 조기상환율을 설정할 수 있다.
122. 금리 시나리오 , 통화 에서, 동질적 조기상환 리스크에 노출된 대출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에 대한 조건부 조기상환율(‘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in    × 




여기서 
는 통화 와 이자율 기간구조가 주어질 경우, 동질적인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된 대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의 기본 조기상환비율이다.21) 는
<표 3>에 제시된 시나리오 에 적용되는 승수(multiplier)이다.

20) 기본값 추정치는 감독당국의 검토 및 승인 하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감
독당국이 규정할 수 있다.
21)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기본 조기상환비율(CPR)이 포트폴리오 내 각각의 대출 만기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만기구간  또는 만기구간의 중간점  인 경우 조기상환비율(CPR)은  로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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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조기상환 속도는 금리 충격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다. 조기상환 속도를
결정짓는 승수()에는, 조기상환은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빨라지고
금리 상승기에는 느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표 3>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의 조기상환비율(CPR)
시나리오 번호(  )

금리 충격 시나리오

1
2
3
4
5
6

평형 상승
평형 하락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
수익률 곡선 기울기 하락
단기금리 상승
단기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승수( )
0.8
1.2
0.8
1.2
0.8
1.2

124.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은 최종적으로 현금흐름(예정된 대출상환, 대출,
조기상환, 및 이자 지급)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조기상환으로

조정된 예정상환(scheduled payments adjusted for prepayment)과 무보상 조기
상환(uncompensated prepay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22)




   
   
   

× 



  는 만기구간  에서 예정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을, 
    는
여기서 

만기구간 k-1에서의 명목잔액을 의미한다. 기본현금흐름(현재의 수익률 곡선과
현재의 조기상환율이 주어질 경우 현금흐름)은 이자율 시나리오가 현재(    )인

경우이다. 금리 충격 시나리오는 이자율    ∼ 인 경우이다.
【 조기인출 리스크에 노출된 정기예금 】
125. 정기예금은 고정된 기간 동안 고정된 금리로 묶여 있는 예금으로, 일반적으로
고정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헤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
리스크라는 조기인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감독 당국에
다음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정기예금을 고정금리 부채로 취급하고,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을 계약만기 구간 또는 계약만기 구간의 중간점에
할당할 수 있다.
22)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상환 금액에 연간 한도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무보상 조기상환금액에 대
한 연간 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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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는 예금을 인출할 법적 권리가 없어야 한다. 혹은
• 조기인출이 발생할 경우, 조기인출일과 계약만기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손실과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벌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23)
126. 위에 명시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예금자는 중도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정기예금은 조기인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정기예금을 도매 고객에게 판매한 은행은, 고객이 항상 은행에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예금인출 권한을 행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즉, 동 예금은
자동금리옵션으로 분류된다).

127. 은행은 정기예금 가운데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 포트폴리오 각각에 적용하는

기준 정기예금 조기인출률(term deposit redemption ratio, 이하 ‘ 
’)을

통화별로 설정하고, 이를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을 할당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조기 인출이 예상되는 정기예금은 최단 만기구간(  ) 혹은 최단
만기구간의 중간점()에 할당한다. 감독당국도 기본 정기예금 조기인출률을
설정할 수 있다.
128. 금리 시나리오 , 통화 에서 동질적 조기인출 리스크에 노출된 정기예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의 경우 만기 구간() 또는 만기 구간의 중간점()에서

정기예금 조기인출률(
)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승수()를

기본 정기예금 조기인출률( 
)에 곱하여 산출한다.



 min    × 



23) 그러나 이러한 벌칙은 종종 실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발생이자의 일정 비율과 같은 단순한 공
식을 이용한다. 이 경우 조기인출의 실제 경제적 비용과 부과된 벌칙 간의 차이 때문에 손익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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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리 충격 시나리오별 정기예금 조기인출률(TDRR)
시나리오 번호(  )

금리 충격 시나리오

1
2
3
4
5
6

평형 상승
평형 하락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
수익률 곡선 기울기 하락
단기금리 상승
단기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승수( )
1.2
0.8
0.8
1.2
1.2
0.8

129.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조기인출이 예상되는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동질적 조기인출 리스크에 노출된 정기예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의 잔액(outstanding amount)이다.

5

자동금리옵션

130. 이 절에서는 자동금리옵션(automatic interest options)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본 절의 자동금리옵션 처리방법은 옵션의 명시적 또는
내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금리옵션에

적용된다.24)25)

본

절의

처리방법은 매도 자동금리옵션(sold automatic interest options)에 적용된다.
매입 자동금리옵션(bought automatic interest options)의 경우 은행은 매입
자동금리옵션 전부를 산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매도 자동금리
옵션을 헤지하기 위해 매입한 자동금리옵션만을 산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1) 통화 로 표시된 매도 자동옵션(sold automatic option)  각각에 대한

가치변화인 ∆
는 금리 충격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

한다.
24) 은행계정에 자주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동금리옵션은 금리 상한(caps)과 하한(floors)이며, 이는 은행 상
품에 빈번하게 내재되어 있다. 비소매상품에 대한 조기상환 옵션과 같은 스왑션(swaption) 또한 자동금리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 금융시장 참가자가 동 옵션을 보유할 경우, 옵션 보유자는 금융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옵션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25) 명목 금리 개정 현금흐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도매 고객의 행동옵션 포지션도 내재된 자동금리옵션으
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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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 조건 하에서 옵션보유자에 대한 옵션의 가치 추정26)
a.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통화 의 수익률곡선
b. 내재 변동성(implicit volatility)의 25% 상승
(ii). 평가 기준일 현재 통화별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측정한 매도옵션의
가치 추정
(iii). (i)에서 (ii)를 차감
(2) 마찬가지로, 매입 자동금리옵션(bought automatic interest option)  각각에
대하여, 금리 충격 시나리오  와 평가 기준일 현재의 금리 만기 구조에
내재된 변동성의 25% 상승을 가정하여 옵션의 가치를 추정한 후, 동
가치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수익률 곡선을 이용한 옵션의 가치를

차감한다. 이러한 매입 옵션의 가치변화를 ∆
로 표시한다.

(3) 금리 충격 시나리오 , 통화 에서 은행의 총 자동금리 옵션 리스크
측정값(total measure for automatic interest rate option risk)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여기서  는 통화  로 표시된 매도 옵션(sold options)의 개수이고,  는
통화  로 표시된 매입 옵션(bought options)의 개수이다.
131. 은행이 자동금리옵션 처리 시 매도 자동금리옵션을 헤지하기 위해 매입한
자동금리 옵션만을 포함시킬 경우, 잔여 매입 옵션에 대해서는 규제자본
비율 산출 시 반영되어 있는 시장가치의 변화를 총자동금리 옵션 리스크
측정값인    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6) 추정 방식은 반드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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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방식에 의한 EVE 측정값 산출

132. 첫째, 금리 충격 시나리오 , 통화 에서 자본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인
∆    는

상당한 익스포저를 갖는 통화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상당한

익스포저란 은행계정 자산 또는 부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각각의 시나리오 하에서, 모든 명목금리 현금흐름은 만기구간( ∈   …    )
또는 만기구간의 중간점(  ∈   …    )에 할당된다. 동일한 만기 구간( )
또는 만기구간의 중간점( )에서 양(+)과 음(-)의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은
서로 상계27)되어 하나의 매입 또는 매도 포지션을 이룬다. 상계된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모든 만기구간 또는 만기구간의 중간점에서 위 과정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     또는     (여기서
∈   …    )를

산출할 수 있다.28)

(2) 각각의 만기구간  또는 만기구간의 중간점  에서 순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net notional repricing cash flows)은 연속복리 할인계수(continuously
compounded discount factor)에 의해 할인된다.
     exp      ×  

연속복리 할인계수   는 <부록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화  하에서
금리 충격 시나리오  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는 만기구간  의
중간점이다.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에 할인계수를 곱하면 가중 순포지션
(weighted net position)을 구할 수 있는데, 동 순포지션은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될 수도 있다. 현금흐름은 무위험 이자율29)을
사용하여 할인해야 한다. 현금흐름에 상업용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무위험 이자율에 상업용 마진 및 기타 스프레드
구성 요소를 포함시킨 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해야 한다.

27) 서로 다른 만기일을 가진 명목 금리개정 현금흐름이 동일 만기구간 혹은 동 구간의 중간점에 할당되는
경우에 구간 내 불일치 리스크(intra-bucket mismatch risk)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만기구간의 개
수를 늘려(예 : K = 19) 완화할 수 있다.
28) NMD, 조기상환 및 기타 행동옵션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명목 금리개정 현금 흐름이 시
나리오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시나리오 의존적 현금흐름 상품).
29) 할인 계수는 무위험 무이표 이자율(risk-free no coupon rate)의 특정을 잘 나타내야 한다. 담보부 금리스왑
곡선(secured interest rate swap curve)은 수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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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 충격 시나리오  , 통화  인 경우 EVE는 앞에서 산출한 만기구간별
위험가중 순포지션을 합산하여 산출한다(자동금리옵션 포지션은 제외).
 
 
 
 



 



   ×     

(만기구간 사용 시), 또는

    ×     

(만기구간의 중간점 사용 시)



 



(4) 시나리오  , 통화  의 경우 EVE의 변화는 현재의 금리 기간구조 하에서

산출된  
 에서    를 차감하고, 자동금리 옵션 리스크에 대한

총리스크 측정값인    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즉,


∆    

 

 



    ×       



∆    





 

 

    ×          

(만기구간 사용 시), 또는



    ×     

 

 

    ×           (만기구간의 중간점 사용시)

마지막으로, 특정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EVE 손실이 0보다 큰
경우(즉, ∆      )를 합산한다. 이를 모든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반복한다. EVE 리스크 측정값(EVE measure)은 모든 금리 충격
시나리오 가운데 최대손실(maximum loss)을 초래하는 값이다.30)
표준방식에 의한  리스크 측정값 

max
max  
∈    …  
  ∆       

 



∆   
 
     



30) 각국 감독당국은 상기된 것과 다른 통화 합산 방식을 자국 내 은행들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감독당국은 해당 방식이 IRRBB에 대한 자국 내 리스크 성향에 부합한다는 점을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뒷받
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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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금리리스크와 측정 방법31)
1

IRRBB의 정의

1.1 IRRBB의 의미
□ IRRBB는 불리한 금리 변동이 은행계정을 통해 은행의 자본 및 수익에 미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리스크를 의미한다.
□ 과도한 IRRBB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현재 시점의 자본 및(또는) 미래
시점의 수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금리의 변화는, 은행의 자산ㆍ
부채ㆍ난외항목의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변하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또한 많은 경우 현금흐름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의 변화는 NII 및 금리에 민감한 기타 수입과 운영
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2 은행회계와 IRRBB
□ 근본적으로, 은행계정에 속한 항목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a) “상각후”(또는“취득원가”) 원가법 : 이는 해당항목의 가치 산정 시 최초
비용(initial cost)에서 예상 내용연수/만기(expected life/maturity)를 고려한
감가상각누계액(accumulated depreciation)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b) “공정”(또는“시장”) 가치법 : 이는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으로

측정하거나

예상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의

시장금리로

할인하는

순현재가치(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 상각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항목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은 기존의 금융
상품에

대한

수익이나

회계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각후

원가법에서 가치의 중대한 변화란 가치의 영구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손상이
31) 동 부록은 IRRBB에 대한 은행과 감독당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용어와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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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에

한함).

따라서

상각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항목의

수익/비용(income/cost)은, 만기조정 현금흐름(maturity-adjusted cash flow)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다.32)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회계적 가치는, 외부 요인의 변화(예 : 금리
변동은 예상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때문에 측정

시점별로 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는 항목의 수익과
비용은, 내재가치가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당기 손익(profit and loss)이나
자본(equity)으로 인식한다.
□ IRRBB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충격과 스트레스 하에서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각후 원가법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의
회계적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상각후 원가법 적용을 받는 상품의 경우 이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은, 은행계정의 회계적 손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공정 가치/시장가격으로
회계처리하는 상품의 경우, 금리 변동은 현재 시점의 회계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손익 및 자본 모두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
1.3 이자율의 구성 요소
□ 은행이 자산ㆍ부채로부터 징구하거나 지급하는 이자율은 여러 가지 가격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는 다른 요소들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자율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무위험 이자율(risk-free rate) : 무위험 이자율은 이자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을 의미한다.
(2) 시장듀레이션 스프레드(market duration spread) : 듀레이션이 장기인 금융
상품의 가격/가치는, 듀레이션이 단기인 금융상품보다 이자율 변동에 더
취약하다.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금리 환경의 불확실성,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즉, 듀레이션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시장은 무위험 이자율 이외에 프리미엄 또는 스프레드를 요구한다.
32) 그러나, 회계적 가치는 실효금리(effective interest rate)의 적용 및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s) 처리의
영향으로 IRRBB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잔액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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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유동성 스프레드(market liquidity spread) : 기초자산에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에는 시장의 선호(market appetite)와 수요자 및 공급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4) 일반시장 신용스프레드(general market credit spread) : 일반시장 신용스프레드는
개별신용 스프레드(idiosyncratic credit spread)와 구별되는 것으로, 특정한
신용등급에 대해 시장 참가자가 요구하는 신용위험 프리미엄을 의미한다(예 :
AA 등급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무위험 채무증서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한다).

(5) 개별신용 스프레드(idiosyncratic credit spread) : 개별신용 스프레드란 개별차주의
신용도와 해당 신용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개별적인 신용리스크(specific credit
risk)를 반영한 것이다. 개별차주의 신용도는 차주가 속한 산업, 차주의 지리적

위치, 사용 통화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평가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신용상품의 특성이란 동 상품이 채권인지 혹은 파생상품인지를 의미한다.
□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자율 구성 요소는 모든 유형의 신용 익스포저에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순수 대출상품보다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예 : 채권)에서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대출 상품은 다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 자금조달금리(funding rate) 또는 기준금리에 자금조달 마진을 합산한 금리
(reference rate plus funding margin) : 자금조달금리는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비용이 혼합된 내부비용(blended internal cost)이다. 이러한
혼합 내부비용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은행(larger and more sophisticated
banks)의 경우, 내부자금 이전가격(internal funds transfer price)에 반영되어 있다.

기준금리는 Libor 또는 연방 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와 같은 외부에서
정한 지표금리(benchmark rate)이다. 은행은 자금조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 지표금리에 자금조달 마진을 가산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차감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금리와 기준금리 모두 유동성 스프레드 및
듀레이션 스프레드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시장 신용스프레드의 일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금리와 시장 기준금리 간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베이시스 리스크의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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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마진(또는 상업적 마진) : 신용 마진은 가산금리(specific add-on)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예 : 금리가 Libor+3%로 설정된 경우 3% 안에 자금마진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음), 은행이 결정하고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관리금리
(administered rate)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 실제로 특정 금리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론적인 구성 요소들 간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예 : 시장의
신용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시장 유동성 스프레드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구성 요소들은 금리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합산할 수
있다.
□ 무위험 이자율, 시장 듀레이션 스프레드, 기준 금리, 자금 마진 등의 변화는
모두 IRRBB의 정의에 포함된다. 시장 유동성 스프레드와 시장 신용 스프레드의
변화는 CSRBB의 정의에 포함된다. 아래 <그림 1>은 금리리스크의 다양한
구성요소 간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이자율 구성요소
공정가치(시가평가) 항목

상각후 원가법 적용 항목

관리금리
(administered rate)

산업

상품

개별 신용 스프레드
(idiosyncratic credit spread)

신용마진
(credit margin)
자금마진
(funding margin)

자금조달금리
(funding rate)

지역

시장 신용 스프레드
(market credit spread)
시장 유동성 스프레드
(market liquidity spread)
시장 듀레이션 스프레드
(market duration spread)

기준금리
(reference rate)

무위험 이자율
(“risk-free” rate)
예 : 가계대출

예 : 기업대출

예 : 채권 / 이자수익증권

은행계정의 일반금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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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스프레드 리스크

1.4 IRRBB와 CSRBB
□ IRRBB의 주된 변동 요인은 현재 및 예상 시장금리의 변화이다. 이러한 금리
변화는

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shape), 경사(slope) 및 수준(level)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 금리 베이시스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 곡선의 금리 수준 또는
모양이 변경되면, 동일 지수 또는 동일 시장의 서로 다른 만기 간 이자율
관계는 물론 다른 상품의 수익률 곡선과의 상대적인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은행의 수익이나 근본적인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CSRBB는, 서로 다른 신용 리스크 상품들로 구성된 상품군(groups of different
credit-risky instruments)의 신용(credit quality)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의 인식 변화는, 이들 상품군에 대한 예상부도 수준의
변화 또는 시장 유동성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신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는 수익률 곡선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CSRBB는 IRRBB 또는
예상 신용/부도 리스크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스프레드
리스크로 정의할 수 있다.
□ 본 문서는 주로 IRRBB에 중점을 둔다. CSRBB는 IRRBB와 관련이 있는 리스크
(related risk)로, 은행은 CSRBB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1.5 수익률곡선 변화에 따른 IRRBB 유형
□ IRRBB는 기본적으로 (i)갭(gap), (ii)베이시스(basis), (ⅲ)옵션성(optionality)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IRRBB의 3가지 측면은 금리 수준, 금리의
구조적 특성, 금리 변화가 금리 수준과 구조적 특징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되어 있다. IRRBB의 3가지 측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IRRBB의 3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holistically) 관리하여야 한다.
• 갭 리스크(gap risk)는 은행계정 금융상품의 만기 구조(term structure)에 기인
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의 금리 변동 시점에 기인한 리스크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 설정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부채에 대해 적용된 금리가 자산에 대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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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보다 더 상승하거나 혹은 부채보다 자산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은행이 만기와 금액 관점에서 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이자 마진이 축소되거나 음(negative)의 마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자산과 부채의 상대적인 가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 갭 리스크의 규모는,
이자율 기간구조의 변화가 수익률 곡선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지(평행
리스크) 또는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평행 리스크)33)에 따라

다르다.
•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는 금리의 상대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유사한
만기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금리지수 (기준)를 이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다(예 : 미국 재무부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조달된 부채를
이용하여 Libor 금리를 기준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매입한 경우). 베이시스 리스크는

비슷한 이자율 변동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율 변경
시 수취금리와 지급금리 간 불완전한 상관관계(imperfect correlation)로 인해
발생한다. 본 부록에서 IRRBB는 개별 신용 마진(idiosyncratic credit margins)의
변화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다.
• 옵션 리스크(option risk)는 옵션 파생상품 또는 은행이나 그 고객이 현금흐름의
수준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자산ㆍ부채ㆍ난외항목에 내재된 선택적 요소
(optional elements)에 의해 발생한다. 옵션 위험은 다음 두 가지 하위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하위그룹은 서로 관련이 있다.
(i) 자동옵션 리스크(automatic option risk) : 자동옵션 리스크는 장내(exchangetraded) 또는 장외(over-the-counter)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표준상품
(예

: 이자율 상한 대출 등)의

계약 조건에 옵션이 명시적으로(explicit)

포함되어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ii) 행동옵션 리스크(behavioural option risk) : 행동옵션 리스크는 금융 계약
조건 내에 묵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융통성(flexibility)에
기인한 것으로, 이자율의 변화가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킬 경우 발생
한다(예 : 차주가 범칙금리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을 조기상환할 권리 또는
예금자가 고금리를 추구하기 위해 예금을 조기인출할 권리 등).
33) 이를‘수익률 곡선 리스크(yield curve risk)’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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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과 관련된 경제적 리스크는 이자율 수준과 구조 변화 이외에 다음
2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a)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 : 통화불일치가 발생하면 환율리스크 이외에
금리리스크가 발생한다(통화불일치 리스크는 보다 광범위한 베이시스 리스크에
해당).

(b) 리스크 포지션의 회계 처리(accounting treatment of risk positions) : 금리
위험 회피 활동으로 원하는 경제적 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동 위험회피
활동이 위험회피 회계 처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리스크가 발생한다.

2

IRRBB의 측정

2.1 서론
□ IRRBB의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a) 예상 수익의 변화(수익기반 측정방법, earnings-based measures)
(b) 경제적 가치의 변화(EV 또는 EVE(economic value of equity))
위 두 가지 방법은 다음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이다.
• 두 가지 방법 모두 금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 예상 수익의 변화는 경제적 가치의 변화에 반영되어 있다.
• 두 가지 방법 모두 공통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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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결과측정(outcome measure) : EV 측정법은 이자율 스트레스 하에서 대차대조표의
순현재가치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계산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의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제적 가치(earnings-adjusted EV, 이하 ‘수익조정 EV’)의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EVE)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equity)은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최단만기(1일) 구간에 할당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을 이용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과 동일한
만기 구간에 할당하거나 또는 자기자본과 동 자본을 이용하여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 모두를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국 EVE와 이익조정
EV는 모두 EV 측정을 위한 특정한 형태(specific forms)인 것이다. 모든 EV
측정 결괏값은 자기자본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EVE에는
자기자본으로 매입한 자산의 재평가에 의한 자기자본의 가치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미래 수익성(future profitability)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래의 수익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기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수익기반 측정법의 측정시계(horizon)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측정 시계(Time horizon) : EV 측정법은 대차대조표의 잔여 기간동안, 즉 모든
포지션이 정리(run-off)될 때까지 자기자본 대비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측정
한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단기에서 중기까지의 측정시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측정시계를 초과하여 손익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 미래 거래(future transactions) : EV 측정법은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유출(balance sheet run-off)
된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그대로
미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는 정태적 대차대조표(static balance sheet)를
가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수익기반 측정법은 기존 사업의 정리 및
미래에 새롭게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상품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동태적 모형(dynamic model)을 기반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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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익기반 측정법
□ 수익기반 측정법(earnings-based measures)은 금리 변동의 영향이 미래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수익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이 헤지활동(예 : 파생상품거래)을
감안한 순이자이익(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이다. 순이자이익(NII)은 총이자
수입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이처럼 순이자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은행 전체 이익에서 순이자이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자율과 순이자이익 간의
직접적인 관계 때문이다.34)
□ 수익기반 측정법은 다양한 시계(time horizon)를 설정하여 리스크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익기반 측정법은 기본가정(underlying assumptions)의
누적적 영향과 계산의 복잡성을 제한(limit)하기 위해 단기/중기 시계(일반적으로
1년∼3년, 길어도 5년 이내)를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 수익기반 측정법은 은행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계속기업 관점)한다는 가정에서 IRRBB에 대한 단기 및
중기 취약성을 측정하는데 더 적합하다.
□ 따라서 수익기반 측정법은 통상적으로 중기 시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은행은 수익 창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주가에 미치는 베타(beta)의 영향을 축소하여 궁극적
으로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기반 측정법은 내부
관리(internal management) 및 자산부채 종합관리(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에
적합한 방식이다.
□ 다양한 금리 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 수익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은행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상한 경제 시나리오에서의 예상수익과
금리충격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수익을 측정하여, 양자 간 차이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 수익 예측을 위해서는, 고객/시장 행동, 변화
하는 경제 환경에 따른 은행의 경영 대책 등에 관련된 일련의 가정이 필요
하다. 이러한 가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34) 그러나 몇몇 은행들이 수수료수익과 기타 비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이자이
익과 비이자자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영업이익/총 순수익으로 분석의 초점을 넓히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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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대체 자산 및 부채의 규모와 유형
• 해당 기간 동안 자산 및 부채의 상환/감축 규모와 유형
• 새로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금리 베이시스와 마진(상환/회수된 자산과 부채도
동일)

• 옵션 행사를 위해 수취하거나 지불한 수수료의 영향
□ 실제로 수익기반 측정법은 다음 3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수익을 모델링 할 수 있다.
(a) 이탈 대차대조표(run-off balance sheet) : 잔존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 자산 및 부채가 만기 시점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b) 고정 대차대조표(constant balance sheet) : 대차대조표에서 이탈(run-off) 하는
자산과

부채가

유사한

자산과

부채로

대체된다고

가정함으로써

기존

대차대조표의 크기 및 형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c) 동태적 대차대조표(dynamic balance sheet) : 미래 사업에 대한 예상을 관련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의미 있는 접근법이다.
2.3 경제적 가치의 변화
□ IRRBB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법은 전체 은행계정의 순내재 시장가치(net
embedded market value)의 이론적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 거래가능 금융상품(tradable instrument)의 EV는 동 상품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이하 ‘PV’)이다. 내재된 옵션이 없는 경우, 거래가능 금융상품의 현재가치는

평가시점의 시장할인율로 할인한 계약현금흐름(contractual cash flow)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short-term) 또는 변동
(variable) 금리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현재가치가 액면가치 (face value)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금리의 변화는 이러한 금융상품(단기 또는
변동 금리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의 EV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계약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자율 민감 금융상품의 현재가치는, 행동(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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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점(timing)에 대한 가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및
시점에 대한 가정은 외부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 거래가능 금융상품의 EV 개념을 은행계정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계정에는 만기보유 평가 방식(held-tomaturity valuation)으로 회계 처리하는 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자산과 부채의 경우 관측가능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예 : 대출 및
받을채권(loans and receivables)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 둘째, 은행계정에는 시가평가로 인해 과소평가 되거나 과대평가된 상품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는 미래 수익 보고서에
손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대출에 부과되어 있는 마진(margins)은 대출상품
간에 매우 이질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넷째, 가치평가 대상 현금흐름은 금리 변화에 따른 고객행동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또한 고객은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화 포지션(structural positions)의 존재이다. 구조화

포지션이란 만기없는 예금 및(또는) 자기자본 등의 수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유하는 포지션이다. 구조적 포지션은 EV 측정에서 보면 EV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익

측면에서

보면

수익의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5)
□ 따라서, 은행은 EV 측정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관련된 대차대조표
항목의 순현재가치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순현재가치는 이자율 충격
및 스트레스에 따라 재평가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측정된다. 순현재가치 변화가
IRRBB의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값이다. 이러한 순현재가치의 변화를 현 시점의
자기자본과 비교함으로써 EVE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35) 예를 들어, 100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은행은 장기 고정금리 국채에 모든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수익 변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시장금리 변동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경
우에는 경제적 가치 리스크를 초래한다. 은행은 경제적 가치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자본을 초단기 시장에 투
자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수익이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가치 리스크와 수익 리스
크를 동시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절충적 전략(trade-off)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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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고려사항 및 가정

□ IRRBB 측정법은, 리스크 계량화를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가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이자율 곡선의 수준, 기울기,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충격의 범위 및
이러한 충격에 부합하도록 설정한 경제적 스트레스 시나리오
• 주어진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과 고객 모두의 옵션(명시적 및 묵시적) 행사에
대한 예상
• NMD 잔액 및 이자 흐름에 대한 리스크 계량화 방식
• 은행이 결정한 자기자본(equity capital liability)의 대응자산에 대한 암묵적
투자 조건
• 회계 처리 방식이 IRRBB에 미치는 영향
3.1 금리 충격 및 시나리오
□ IRRBB의 계량적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자율 수준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충격을 통해 EV 또는 수익의 변화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충격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IRRBB의 잠재적 측면을 모두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충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 : 수익률 곡선에서 유사한 규모의 평행
이동만을 가정하는 충격으로는 베이시스 리스크를 포착할 수 없다).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깊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금리 변경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은 IRRBB 관리의 핵심 요소이다.

3.2 옵션 행사
□ 옵션 포지션의 행동은 리스크 계량화 측정값을 변동시키는 핵심 가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옵션(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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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과

행동옵션(behavioural

options)은 옵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자동옵션이란, 거래상대방의 옵션

행사가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옵션이다.
행동옵션이란, 거래상대방의 옵션 행사가 반드시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어, 행동에 관한 가정이 필요한 옵션이다.
□ 따라서 자동옵션 포지션은 재무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행사된다는 점을
전제로 평가할 수 있다(자동옵션의 가치는 표준 재무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되고
동 평가 결과는 EV 추정에 반영된다). 옵션이 행사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는, 수익

기반 측정법 하에서의 이자 마진(interest margin) 예측 시에도 쉽게 반영할 수 있다.
□ 행동옵션 포지션은 예상 결과에 대해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객은
재무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재무적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
분석에 있어 가장 복잡한 분야는 대출의 조기상환 옵션이다. 고객의 조기상환
권리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대출계약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각국 국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다. 또한 은행은 조기상환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및 이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예 : 법률 또는 고객보상정책
등으로 벌칙이 제한되는 경우). 고객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이용가능성

이외의 이유에 의해서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예 : 주택 가격, 차주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가족 구성 변경, 세금 변경 등).

□ 그러나 모든 차주가 반드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상환 옵션의
행사는, (EV와 수익 모두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EV 또는 수익 가운데 하나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즉 전형적인 금리의 볼록성 리스크(convexity
risk)처럼 차주는 금리가 하락할 때 고정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경향(낮은 금리로
다시 빌릴 수 있기 때문임)이 있고, 금리가 상승할 때는 고정 금리 포지션을

유지(이로 인해 은행은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환(redemption) 또는 연장(extension)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은
은행계정의 행동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여,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치와
일치시킬 수 있는 헤지 규모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모델링은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하고, 헤지 포지션을 수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은행은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행동을 고려하기 위해 리스크 산출 방법을 검토하고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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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업적 마진
□ 경제적 가치 측정법과 수익기반 측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 추정이
필요하지만, 현금흐름의 내용 및 처리 방법은 양자 간에 서로 다르다. EV
측정법은 대차대조표의 모든 항목(원금 및 이자흐름 모두)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반면, NII 측정법은 미래의 예상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마진과 원금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할인하지 않는다.
3.4 만기없는 예금(NMD)
□ 은행 입장에서 NMD는 계약상 합의된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NMD
잔고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심지어 시장금리가 변동할 때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된 NMD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이자율의 새로운 예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MD는 여타 이자율 민감 자금(risk-sensitive
funding)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행태를 보인다.36) NMD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도매 또는 거액 예금의 이자율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NMD는
역사적으로 안정적이고 비용이 낮아 효과적인(cost-effective) 자금 조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7)
□ 일부은행은 IRRBB 고려 시, 주로 NMD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성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먼저 핵심예금(core deposit),
즉 다양한 이자율 시나리오 하에서도 특별히 안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한 후, 동 핵심예금에 대해 행동 만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익 안정화를 위해 대응자산(matching assets)을 할당한다. 핵심예금 추정 시
거래계정(transactional accounts) 가운데 정기적으로 변동하는 부분(인출 후
재예치)과 계절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핵심예금에서 제외한다.

□ 다음은 핵심예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자산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예금
자의 예상 행동(expected behaviour)과 은행의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에 부합
하도록 대응자산의 만기를 일정(constant maturity)하게 유지한다. 대응자산의 행동
36) NMD에 속하는 무이자 당좌예금(non-interest bearing current account)은 잔액이 변동하나 일반적으로 이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좌예금 고객은 주로 거래 목적으로 잔고를 보유하며 서비스 수준에 더 민감한
특징이 있다.
37) 다만, 일부 경제대국에서 이어져온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로 NMD 민감도가 증가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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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behavioural maturity)는 장기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은행의 EV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응자산은 고정금리(fixed rate)로 운용되고
어느 정도 듀레이션(duration)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변화에
따라 대응자산의 현재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자산의 만기는,
장래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예상치 못한 충격(예 : NMD의
대량인출, 은행의 실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V의 리스크 측면 사이의

타협의 결과이다. 은행은 내부 리스크 측정법을 이용하여 대응자산의 만기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38)
3.5 은행의 자기자본
□ NMD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 liability)은 구조적 리스크
(structural risk)와 기본 수익(endowment return)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천이다.

회계적으로 보면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가치(net value)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은 부채에 의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상호조합이나
협동조합의 경우는 예외), 은행은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매입한 자산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기자본의 행태를 가정하기에 앞서, 행동에 대한 가정이 적용되는 순자기자본
(net equity capital)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달된 자기

자본의 일부는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예 :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이자 수익을 발생
시키지 않는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동 부분은 자기자본의 행태에 대한 가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39) 자기자본은 계약된 금리 개정일이 없기
때문에, 만기없는 예금(NMD)과 유사하게 자기자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손실 발생
시 자기자본이 상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매입한
대응자산의 수익성 프로파일과 관련된 EVE 리스크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대응자산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8) 만기 프로파일을 일정(constant maturity)하게 유지하는 일반적인 기법 중 하나는, 이동 평균 고정수익률이
은행의 리스크 성향과 부합하는 대응자산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것이다.(예 : 포트폴리오의 1/60을 매달 고
정적으로 5년간 재투자하면 가중평균 만기는 2.5년, 이동평균 수익률은 5년 만기 금리이다.)
39) 은행은 또한 보다 일반적인 경영위기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자본의 일부를
단기로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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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RBB의 계량화

4.1 서론
□ 제2절에 기술한 것처럼 IRRBB 측정에는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업모델에 내재된 IRRBB의 수준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계량화 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4.2 EV 변동의 계량화
□ 경제적 가치의 변동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 PV01 : 갭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이자율 1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이하
‘bp’) 변화에 따른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a single basis point)

• EVE :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of equity)
• EVaR : 경제적 최대손실 예상액(economic value-at-risk)
□ 이러한 측정기법은, 기법 자체의 복잡성, 금리 민감도(갭리스크(평행 및 비평행),
수익률 곡선 리스크, 베이시스 리스크 및 옵션 리스크) 포착 능력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EV 민감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법을 사용하면,
은행계정에 내재된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갭분석(Gap analysis)은 은행계정의 듀레이션을 측정하거나 또는 이자율 1bp
변화에 따른 현재가치(PV01)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갭분석은 모든 이자율
민감 자산과 부채를 계약상 차기 금리개정일에 따라, 사전에 미리 설정한 복수의
만기 구간(time buckets)에 할당하는 것이다. 갭분석은 자기자본ㆍNMDㆍ조기상환
대출ㆍ고객의 행동에 따라 미래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기타 금융상품 등을, 만기
또는 금리개정일에 관한 일반/행동 가정에 따라 사전에 정한 만기 구간에
할당한다. 다음으로 각 만기 구간별로 자산과 부채의 산술적 차이(갭, gap)의
절댓값(absolute value)을 측정한다. 각 만기구간 갭을 대상으로 가정한 이자율
변화(assumed change)를 곱하여,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NII의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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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치를 산출한다. 이 방법은 금리 설정 구간별로 리스크 익스포저의 퍼짐
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자율의 수평이동에 따른 갭리스크뿐만
아니라 비수평이동에 따른 갭리스크의 익스포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갭리스크를 제대로 계량화한 것이 아니다.40) 이 방식은 특정 만기 구간에
있는 모든 포지션이 동시에 만기가 도래하고 금리가 재설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갭 내에 존재하는 베이시스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EV 측정법은 미래의 금리 시나리오 하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미래의 비즈니스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EV의 변화(즉 이자율의 변화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의 변화)는 모든 종류의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은행계정 전체의 EV 변화 산출 시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

liability)의

처리

방식이다.

자기자본의 처리 방식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i) 회계적 자본은 총자산(난외 항목 포함)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액(net residual
figure)이기

때문에

이자율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자산과

부채의

순현재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제
리스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자기자본에 어떠한
금리나

만기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순현재가치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된 순현재가치 결과는 자기자본과 비교하는데, 이것이 EVE
측정값이다.
(ii) 자기자본은 기본수익(endowment return)을 창출할 수 있는 잉여자산(surplus
assets)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수익(earnings on
equity)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한 대응자산의 가치변화는

은행 입장에서 EV 리스크가 아니다(즉, 은행은 이익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EV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방식에서는 자기자본을 계산에

포함하고, 자기자본의 금리와 만기를 자기자본의 수익을 헤지하기 위해
조성한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산출된 NPV 결과 역시 EV
측정법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과

비교한다.

이렇게

산출된

결괏값은,

비구조적 포지션(non-structural positions)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만을 측정한
40) 이에 대하여, 변형된 기법인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수익률
곡선의 한계(marginal) 평행 이동(예 : 1%p)에 따른 금융상품 시장가치의 상대적 변동을 보여준다. 동 방
식의 단점은, 수익률곡선의 한계 이동(marginal shifts)을 측정하는 것으로 평행이동(parallel shifts)만을 분
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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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이 수익조정 EV(earnings-adjusted EV)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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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 측정법은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대차대조표 항목의 순현재 가치의
이론적 변화를 측정한다. 따라서 동 측정법은 이자율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자본의 가치 변화를 나타낸다. EVE 측정법은 스트레스 시나리오(alternative
stress scenario) 하에서의 자기자본 가치와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 하에서

측정된 자기자본 가치를 비교한다. 은행계정의 대차대조표 난내ㆍ외 금리민감
항목의 모든 현금흐름이 계산에 포함된다.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자산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에서 부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EVE
측정법은 자기자본의 금리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은행은 내부 측정 목적을
위해 자기자본의 투자 기간(investment term)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여 별도의
수익조정 EV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해 EVE 측정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조정 EV 측정에서는 자기자본의 금리 민감도가 고려된다.
□ EV 측정의 정확성(accuracy)은 계산된 사용된 현금흐름의 정밀성(precision)과
할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상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에는, 금리 환경에
따라 고객 행동이 달라져 미래 현금흐름의 규모와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EV/EVE 측정법은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모든
유형의 이자율 민감도를 포착할 수 있다. 갭리스크(금리의 평행 이동 및 비평행
이동)는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수익률 곡선 리스크에 따라 포착할 수

있다. EV 계산 시 자동옵션은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완전가치측정법(full
revaluation)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행동옵션도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행동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포착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 행동
변화에 따른 EV 효과를 고객 행동 변화만을 가정하여 측정할 수도 있고,
고객행동 변화와 수익률곡선 이동을 연계하여 측정할 수도 있다.
□ EV는 은행계정의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를 추정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베이시스 리스크 측정 시에는 베이시스 자체만을 분리하여 추정할 수도
있고, 일반 수익률 곡선(general yield curve)의 이동을 가정하거나 혹은 다른
변수의 변화를 동시에 가정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있다. 베이시스 리스크는,
특별히 민감한 기본이자율(basic rates)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할 경우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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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R(Economic Value-at-Risk)는 신뢰수준(confidence level)과 보유기간(time horizon)
이 주어질 경우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가치의 예상 최대
감소(expected maximum reduction of market value)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은행계정의 EVa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수익률 곡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은행계정의 시장가치와 자기자본의 변화를 계산하여야 한다. EVaR 접근법을
은행계정에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은행계정의 경제적 모델과
일치시킨다. 표준적인 VaR 접근법에는 역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분산-공분산 접근법(variance-covariance approach)4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EVaR모델은 EVE처럼 모든 종류의 이자율 민감도를 포착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EVaR 측정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EVaR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꼬리 위험(tail risk)을 평가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역사적 VaR와 분산-공분산 VaR는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 방식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꼬리 사건(tail event)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기술 및 계산 능력 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방법이다.
4.3 수익기반 측정
□ 수익기반 측정법은 단기간(일반적으로 1~3년, 최대 5년) 동안 점진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규모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NII의 변화(증가 또는 감소)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NII 변화란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에 의한 NII와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의한 NII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란, 미래 사업에 대한 거래 규모, 가격, 금리 개정일 등의 추정에 현재

시점의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거래를 재설정하는 데
사용할 금리는 예상 시장금리 또는 현물금리(spot rates)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율 역시 적절한 예상 스프레드와 마진을
포함한다.

41) 동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만기(tenor)의 금리는 과거의 변동값 관측치로부터 도출되며, 분산-공분산 행렬
을 이용하여 만기별 금리 충격 간의 상관간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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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I의 변화 측정 시, 은행은 이자율 경로와 현재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유출(run-off)을 예측하는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입기반 측정법은 미래 수익
산출의 복잡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수익기반 측정법은 현재 시점의
자산과 부채가 대체되지 않고 만기 시 유출된다고 가정하는 단순유출모형(simple
run-off models)부터, 현재 시점의 자산과 부채가 만기 시 유사한 자산과 부채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는 고정대차대조표 모형(constant balance sheet models),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 수행할(또는 수행하지 않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의 변화까지도
모형에 반영하는 복잡한 동태적 모델(complex dynamic models)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수익기반 측정법은 은행계정의 이자율 위험을 은행이 처한 특정 상황에 맞게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기업(going-concern)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시나리오의 설계 여부에 따라 모든 종류의 금리리스크 민감도를 포착할 수
있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자동옵션 때문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 그러나 수익기반 측정법의 모델링 결과는 고객 행동뿐만 아니라 금리 시나리오에
대한 은행의 대응방식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수익기반 측정법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관찰

기간을

초과하는

수익

변화는

고려하지

못한다(NMD 행태 및(또는) 수익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장기 구조적 포지션과
관련된

자기자본

측정법은

행태로부터

매도가능

발생하는

변화는

포함).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available-for-sale portfolio)의

재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capital) 리스크는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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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기반
인해

<부록 2> 표준 금리 충격 시나리오
□ 은행은 아래 규정된 6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interest rate shock scenarios)를
적용하여 EVE에 대한 평행 및 비평행 갭리스크(gap risks)를 포착하고, 2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평행 상승 충격과 평행 하락 충격)를 적용하여 NII 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상당한 포지션을 보유한 통화를 대상으로 IRRBB
익스포저를 측정하여야 한다. 국가에 따라 경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6가지 충격 시나리오는 아래 <표 1>의 통화별 절대충격(currency-specific absolute
shocks)을 반영하고 있다. 개별국가의 이자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별

시나리오 도출 시에는 다양한 만기를 대상으로 과거 2000년∼2015년까지의
시계열42)을 사용하였다.
□ 표준방식 하에서 IRRBB는 다음 6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측정한다.
(i) 평행 상승 충격(parallel shock up)
(ii) 평행 하락 충격(parallel shock down)
(iii)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 충격(단기금리 하락과 장기금리 상승, steepener shock)
(iv) 수익률 곡선 기울기 하락 충격(단기금리 상승과 장기금리 하락, flattener shock)
(v) 단기금리 충격 상승(short rates shock up)
(vi) 단기금리 충격 하락(short rates shock down)
□ 본 기준서 발간 당시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최종 금리 충격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 통화별 금리 충격 규모( 
    )
ARS

AUD

BRL

CAD

CHF

CNY

EUR

GBP

HKD

IDR

INR

평행

400

300

400

200

100

250

200

250

200

400

400

단기

500

450

500

300

150

300

250

300

250

500

500

장기

300

200

300

150

100

150

100

150

100

350

300

JPY

KRW

MXN

RUB

SAR

SEK

SGD

TRY

USD

ZAR

평행

100

300

400

400

200

200

150

400

200

400

단기

100

400

500

500

300

300

200

500

300

500

장기

100

200

300

300

150

150

100

300

150

300

42) 각국 감독당국은 국내 상황을 더 잘 반영하도록 시계열의 대상 기간을 변경할 재량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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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과 같이 통화별로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평행, 단기 및 장기의 즉각적인
충격이 주어질 경우, 6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
(parameterisation)은 다음과 같다.

(ⅰ) 통화 c에 대한 평행 충격(parallel shock) : 모든 만기 구간에서 일정한 상승
또는 하락 충격이 발생한다.
∆    ± 
  
(ⅱ) 통화 c에 대한 단기금리 충격(short rate shock) : 최단 만기구간의 중간점
(midpoint)에서 충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가장 크게 발생한다. 이 충격은
  

만기구간별로 충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조정 승수식     
이용하여

생성한다.

이

식에서

  이고,

만기구간이

을

장기화될수록

승수가 0에 가까워지도록 설계되어 있다.43)44)
  
∆    ± 
   ×    ± 
   ×  

(ⅲ) 통화 c에 대한 장기금리 충격(long rate shock)(주의 : 이 충격은 순환충격을
도출할 경우에만 적용) : 최장 만기구간의 중간점에서 충격이 가장 크게

발생한다. 이 충격은 단기금리 충격의 조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 것이다.

        
  
∆    ± 
   ×    ± 
   ×     

(ⅳ) 통화 c에 대한 순환충격(rotation shocks) : 이 충격은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자율 곡선의 기울기 상승 및 기울기 하락)를 변환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순환충격은 장기 및 단기금리 모두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각
만기구간의 중간점에서 금리변동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     × ∆   
∆      × ∆     × ∆   
  

43) 함수   에서 분모 x의 값은 충격의 감소 속도를 결정한다. 이 값은 감독 당국에 의하여 다른 값으로 결
정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통화 및 관련 충격에 대하여 4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44)  는 k번째 만기 구간의 중간 시점이며  는 마지막 만기 구간 K의 중간 시점을 나타낸다. 표준방식은 19개
의 만기 구간을 사용하였으나, 이 분석은 구간 수와 상관없이 일반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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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감독당국은, 6가지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충격후 금리
(post-shock interest rates)에 대해 하한(floor)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다만 하한은 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예시)
① 단기금리 충격(short rate shock) : 어떤 은행이 만기구간의 개수 19개(K = 19),
최장 만기구간의 중간점이 25년(  )으로 구성된 표준방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 방식 하에서 10번째 만기구간의 중간점()이 3.5년이라고 가정
할 경우,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조정승수는      에 의거 0.417이
된다. 은행은 이렇게 산출한 조정승수를 단기 이자율 충격값에 곱하여
수익률 곡선의 특정 만기점에서 더하거나 뺄 값을 구한다. 만약 단기금리
충격이 +100bp라면, 수익률 곡선에서 만기가 3.5년(  년)인 지점에서의
금리 상승값은 41.7bp가 된다.
②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steepener) : 앞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만기점()을
3.5년이라고 가정하자. 단기금리 충격의 절댓값이 100bp, 장기금리 충격의
절댓값이 100bp라고 가정할 경우(일본 엔의 경우), 만기구간 3.5년에서
수익률 곡선의 변화는 단기금리의 충격 효과와 장기금리의 충격 효과를
합산한 값이다. 즉,
  ×  ×    ×  ×      이다.
③ 수익률 곡선 기울기 하락(flattener) : 위의 예에서 만기점() 3.5년에서 충격에
대한 수익률 곡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즉,
  ×  ×    ×  ×      이다.

【 향후 조정 】
□ BCBS는 통화별 충격 규모는 개별국가의 상황을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BCBS는 금리 충격 규모 조정을 정기적(예 :
5년마다)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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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 제시된 금리 충격의 유도 】

□ <표 1>에 제시된 금리 충격값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도출되었다.
(ⅰ) 개별통화 c에 대한 일평균 이자율의 16년 시계열을 생성한다. 2000년
(2000. 1. 3.)부터 2015년(2015. 12. 31.)까지의 일별 평균금리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동 평균 금리는 통화별로 만기 3개월, 6개월, 1년, 2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자율의 과거 20년 동안의 일별 평균금리의 평균
퍼센타일(average percentile)을 계산한 것이다.

<표 2> 통화별 평균금리

평균

평균

ARS

AUD

BRL

CAD

CHF

CNY

EUR

GBP

HKD

IDR

INR

3363

517

1,153

341

183

373

300

375

295

1,466

719

JPY

KRW

MXN

RUB

SAR

SEK

SGD

TRY

USD

ZAR

89

471

754

868

360

330

230

1,494

329

867

 )을
(ⅱ) 글로벌 충격변수(global shock parameter)는 통화별 충격변수의 가중평균( 
기초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에 대한 충격변수 는 통화별 충격변수
*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산출된 기본 글로벌 금리 충격(baseline
global interest rate shock)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포지션 보유기간(holding period)을 의미한다.(역자 주)

<표 3> 기본 글로벌 금리 충격 변수
평행(parallel)


  

60%

단기금리(short rate)


  

85%

장기금리(long rat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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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의 를 <표 2>의 평균금리에 적용하면 <표 4>의 통화별 수익률 곡선의
평행, 단기, 장기 부문에 대한 수정 금리 충격을 얻을 수 있다.
<표 4> 수정 금리 충격 ∆
  
평행
단기
장기

ARS
2,018
2,858
1,345

AUD
310
440
207

BRL
692
980
461

CAD
204
290
136

CHF
110
155
73

CNY
224
317
149

EUR
180
255
120

GBP
225
319
150

HKD
177
251
118

IDR
880
1,246
586

평행
단기
장기

JPY
53
75
35

KRW
283
401
188

MXN
452
641
301

RUB
521
738
347

SAR
216
306
144

SEK
198
280
132

SGD
138
196
92

TRY
896
1,270
597

USD
197
279
131

ZAR
520
737
347

INR
431
611
288

□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금리 충격은, 일부 통화의 경우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리
충격을, 일부 통화의 경우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리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최소한의 건전성(prudence)과 공정경쟁(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로 표시)을
시나리오별로 100bp의 하한(floor)과 가변 상한(variable caps, ( ∆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별 상한은 단기(short-term) 500bp, 평행이동(parallel) 400bp,
장기(long-term) 300bp로 설정하였다. 각국 감독당국은 국가재량권을 적용하여
자국 통화에 대한 금리충격 시나리오에 대해 하한을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 통화 c의 금리 충격 시나리오 j에 대한 무위험 이자율 변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 min ∆
   ∆ 
  45)

여기서, ∆ 
     , j는 각각 평행이동, 단기, 장기를 나타낸다.
□ <표 4>에 제시된 수정 금리 충격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결과가 <표 1>46)에
제시된 최종 통화별 금리 충격이다.

 는 500bp, ∆
 는 300bp를 초과할 수 없다.
45) 순환충격 시나리오의 경우, 각각 ∆
46) 각국 감독당국은 또한 재량권을 발휘하여 충격 이후 금리에 대하여 0 또는 음(-)의 금리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max
     ∆
    또는 음 의 금리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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