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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nks‘ Swansong: Banking and the Financial
Marke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비대칭성 하에서의 은행과 금융시장의 역할)

양준구

(연구 배경)
□ 경제 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들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균형가격
보다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등 문제점이 초래
□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에 파산 가능한 은행이 존재하게 되면 정
보비대칭성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점을 이론모형을 통해 보임
ㅇ 은행파산이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출(reveal)하게 되고,
그 결과 금융자산의 가격이 완전정보 하에서의 균형가격 수준에
서 형성
ㅇ 또한 경제주체들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예금
과 금융자산 거래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은행과 금
융시장의 공존(co-existence) 근거를 제시
(분석 모형)
□ 다음과 같이 경제 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이론적 모형을 상정
ㅇ 경제주체는 유동자산인 현금과 비유동자산인 자본을 보유
ㅇ 경제의 상태는 유동성 충격*(大·小)과 자본수익률 충격**(高·低)에
따라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
* 급히 유동자산이 필요한 상황(질병 혹은 국외이주 등)을 의미
** 자본은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높거나 낮을 수 있음

ㅇ 경제주체는 경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보유자와
그렇지 못한 정보비보유자로 구분
문의처: 양준구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5381)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
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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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시장에서는 유동/비유동자산이 거래되며, 경제주체는 은행에 예금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예금주를 대신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분석 결과)
□ 자산가격은 경제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은행이 없고 금융시장
만 존재하는 경우 정보보유자가 경제상태를 속임으로써 자산가격을 왜곡하
는 것이 가능
ㅇ 이에 따라 정보비보유자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
□ 이 때 정보비보유자들이 파산가능한 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
ㅇ 은행파산* 여부가 유동성 충격의 크기를 경제주체에 표출하게 되고, 동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는 정보보유자의 행동(자산매각 여부 등)에 따라
정보비보유자도 자본수익률 충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론 가능
* 은행은 충분한 현금보유를 통해 파산을 방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본투자 감소로 인해 경제에 비효율성이 발생

ㅇ 그 결과 자산가격 왜곡이 해소되면서 경제의 비효율이 제거

(시사점)
□ 본고에서는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을 보임
ㅇ 은행파산 여부가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경제주체에 제공함으로써 금
융시장에서 자산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
□ 다만 본고의 분석결과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은행파산 시 동반될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 은행보유 자산의 가치하락 등은 존재하지 않는 가
상의 상황 하에서 도출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
* 본고에서는 은행파산 시 보유자산이 예금주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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