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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구조적 접근 및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측정에 관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가용 데이터의 종류, 정책 목적 그리고 모델 및 추정 방법의 선정에 따라 수없이 많
은 종류의 측도들이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 리스크
측도는 주로 이용되는 재무 및 금융 자료의 성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 기반 측도와
회계정보 기반 측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로 전방주시형

김 명 현 (주택도시보증공사)
김 배 호 (고려대학교)
안 상 기 (한국은행)

(Forward-looking) 측도로, 후자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자료에 주로 현재의 상태나
과거의 정보가 담겨있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후방주시형(Backward-looking) 측도로
구별하기도 한다(Gray and Jobst, 2010).
자료의 빈도, 접근성 및 정책입안의 타이밍을 고려한 시장가격 기반 전방주시형
측도들의 활용도가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심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위험신호생성에 관한 1종 오
류 (Type I error: False positive)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방주시형
측도의 경우 시계열 내의 관성(Inertia)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측 빈도는 낮다는 단점

<초록>

이 있지만, 현재 상황의 세부적인 파악에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호를 준다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구조형 신용위험모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
로 주식시장 및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시장 가격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금융기관별 준 레버리지(Pseudo-leverage)로 해석이 가능한 시스템 리스크
측도를 제안하고, 이의 횡단면적 결정요인을 거시경제 및 금융기관의 특징변수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주식 가격 및 회계정보 기반의 측도와는 달리 전체 부채
대비 비예금성수신부채 비율이 가장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 프리
미엄의 구성요소(콜금리, 신용스프레드와 주식 변동성)의 통제 및 위기더미변수를 고려
할 경우에도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CDS 및 주식시장 정보에 상호보완적으로

대표적인 금융시장 자료인 주가수익률을 이용한 시스템 리스크 측도의 예로
Acharya et al. (2010)이 제안한 Marginal Expected Shortfall (MES)와 Adrian
and Brunnermeier (2016)가 제안한 Co-Value-at-Risk (CoVaR) 등이 있다. 국내
에서는 전선애(2011)가 MES를 이용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Yun and Moon
(2013)도 개별 은행의 MES를 종합하여 시스템 리스크 측도로 제안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근영‧문호성(2014)은 Brownless and Engle (2012)

내재된 시스템 위험의 경제적 설명요인을 미시항목 수준에서 찾아내어, 금융안정 정책

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SRISK를 측정하고,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살펴보았다.
주가수익률과 달리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이하 CDS)은 해당 시장가
격 정보에 준거자산의 부도에 관한 미래지향적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스
템 리스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외(2013)에서는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전후 5년간 한국의 국가 CDS 프리미엄과 개별은행의 CDS 프리미엄 간
차이인 CDS 스프레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CDS 스프레드 자체의 시스템 리스크
측도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CDS는 시점 고정일 때 차주의 잔여만
기까지의 무조건부 부도확률 정보가 담겨 있어, 시장 전체적인 붕괴시 개별 차주의
부도가능성을 논하는 조건부 정보의 집합체인 시스템 리스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
다. 이에 IMF (2009)는 다른 금융기관 부동에 따른 조건부 형태의 CoRisk 측도를 제
시한 바 있으며1) Huang et al. (2011)은 시스템 위기시 지불해야 할 가상의 부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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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프리미엄(Distress Insurance Premium)을 시스템 리스크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

과 같다. Ⅱ장에서는 실제 주가와 CDS 시계열을 통해 개별 금융시장에서 추정할 수

고 Huang, Zhou and Zhu (2009, 2011)는 각 논문에서 주가 데이터와 CDS 프리미

있는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

엄을 활용하여 부도확률을 추정하였다. 한편 회계 및 재무구조 정보와 이와 관련된

련 선행연구를 통해 구조형 신용위험모형에 대해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거시경제 지표에 기초한 측도의 예시로는 금융 안정/불안정 지수(Financial Stability

활용한 CreditGrades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기술한 뒤

Index)가 있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하지만 Kim & Kim (2013)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주로 활용되어 온 시
장가격기반의 전방주시형 측도들의 대부분은 시스템 리스크 측도가 만족해야할 성질
(BIS 2013)인 조기경보기능, 지표의 안정성, 접근 및 공시 투명성 등을 대체로 만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시스템 리스크 측도 중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주가수익률 기반 MES 측도는 동 측도에 내재된 정보가 “베타로 측정
되는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호를 전달할 뿐”이라는
지적(Benoit et al. 2013)에 취약하다. 이와 같이 전방주시형 시스템 리스크 측도들은
시스템 위험의 정의에 기반을 둔 구조적인(Structural) 함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계량경제학적 구성으로부터 도출된 기계적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는 연구자들마다 그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를 내린 후 분석
하고 있다(Bisias et al, 2012).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의 정의와 관련된 공통적 요인,
특히 IMF-BIS-FSB (2009)에서 정의한 바2)를 참고할 때, 앞서 기술한 측도들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CoVaR와 MES 측도에서 주
로 사용하는 주가수익률 자료에는 다수 기관의 동시부도 신호(Signal)와 직접적인 관
련이 결여된 주가에 내재된 잡음 정보(Noise information)가 섞여있는데, 이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의 발현은 자산가격의 하락을 이끄는 필요조건은 대체로 만족하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관찰된 가격의 하락이 반드시 시스템 리스크 정보를 생성하는 지에
해당하는 충분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과 CDS시장으로부터 시스템 리스크 정보와 특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 신용위험모형으로부터 시스템 리스크를 도출하고, 동
시스템 리스크의 구조적 결정요인을 거시경제 및 금융기관의 특징변수 측면에서 탐구
하였다. 특히 패널회귀식 설계를 통해 경제적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주식시장 정보와
CDS 시장 정보에 담겨있는 횡단면적인 정보의 차이를 설명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
1) CoRisk 측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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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는 기관 i와 j의 95분위에 해당하는 CDS값이고,  ,  ,는  는 95분위수 회

귀분석의 추정계수를 의미한다.
2) “Systemic risk is a risk of disruption to financial services that is (i) caused by an
impairment of all or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and (ii) has the potential to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real economy.”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실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국은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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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문제점

<그림 2: 국내 주요은행의 주가수익률 시계열>5)

주식 및 CDS 시장가격 데이터를 시스템 리스크 측도로 사용하기에는 정책수립 및
실행 면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주가 기반 MES 측도(좌측)와 CDS 스프레드 시계
열 자료(우측)의 시계열 움직임은 강한 공통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횡단면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차이점에 기초한 시스템 리스크 정보를 추출하기에 용이
하지 않다.3) 개별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 기여도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으로의 활용에 심각한 제약조건이 있
을 수 있다.
<그림 1: 국내 주요은행의 주가 기반 MES와 CDS 프리미엄 시계열>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시장의 은행별 누적수익률의 시계열적인 움
직임은 <그림 1>의 MES와 CDS의 시계열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반응속
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전과 후에 주가수익률은 일
정정도의 변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은행 간 이질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 담긴 함의를 종합하면, 주식시장과 CDS시장에서 나
타나는 리스크의 정보와 특징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시장 정보의
동시 활용을 통해 더욱 의미있는 정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DS 시장 정보로부터 신용위험분석에 이용되는 구조형 신용위험모형(Structural
credit risk model)을 이용해 도출한 정보는 주식정보만을 이용해 도출한 정보와 본
또한 시장 간 데이터의 시계열 및 횡단면 관계가 존재할 때 단변량 분석은 제약조

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정보는 부도 발생 메커

건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추정의 정확도 및 구조적 해석에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니즘의 경제적 함의를 명확히 내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는

이러한

structure

개념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이용해 구성한 레버리지와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어, 준 레

arbitrage)에 의해 주식시장 정보와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버리지(Pseudo-Leverage)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에 기반을 둔 전통

활용 가치가 높다. 자본구조 차익거래는 자본구조에 의한 합리적 부채가치가 시장가

적인 레버리지 관련 측도와 비교할 때에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격과 괴리될 때 일련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무위험 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

연구에서는 구조형 신용위험모형으로부터 도출한 준 레버리지 요인의 구체적인 동학

하며,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함께 월가 주식형 헤지펀드들이 활발하게 동 차익

(Dynamics)을 시스템 리스크와 연관 짓고, 시스템 리스크의 구조적 결정요인

거래 전략을 집행한 바 있다.4) 따라서 단일 시장 정보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CDS와

(Structural determinants)을 거시경제 및 금융기관의 특징변수를 통해 식별하고자

주식시장과의 연결고리가 반영된 통합적인 분석이 더욱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한다. 특히 패널회귀식 설계를 통해 경제적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주식시장 정보와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 <그림 2>의 주식시장의 은행별 누적수

CDS 시장 정보에 담겨있는 횡단면적인 정보의 차이를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할 계획

익률을 통해 해당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다.

3) 첫 번째 주 요인(Principal component)의 설명력이 각각 95%와 99%으로 나타났다.
4) http://www.wsj.com/articles/SB106123466849899500

5) 2006년 1월3일부터의 누적수익률을 계산했다.

관점에서

CDS

시장가격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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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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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위한 구조적 접근

능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지를 기반으로 본 연구
에서는 구조형 모형 중 부도 사건 정의에 좀 더 현실성을 부과해 기업내부의 관리자

본 장에서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 모형과 관련 문헌을 소개한다. 구
조형 신용위험 모형에 대해 먼저 기술한 후, 자본구조 차익거래를 통한 주식시장과

와 외부관찰자의 정보비대칭성을 반영한 Finger et al. (2002)의 CreditGrades모델
을 이용하기로 한다.6)

CDS 시장의 연결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한다.

3.2. 관련 선행 연구
3.1. 구조적 신용위험 모형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CDS 및 주가 자료의 단변량 분석의 한계는 자본구조 차익
본 연구는 CDS 시장가격 자료에서 추출한 부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구조형 모형의

거래(Capital structure arbitrage) 전략에 의한 시장간 연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

옵션이론을 적용해 부도율(Hazard rate) 및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을 산출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장 간 데이터의 시계열 및 횡단면 관계가 존재할 때 단변

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의 경제적 함의를 찾아내는 데 있다. 기

량 분석은 제약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본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은 부도사건의 정의와 부도사건의 확률프로세스 가정

제약조건 부과에 따른 구조적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에 따라 구조형(Structural)과 축약형(Reduced-Form) 모형으로 나뉜다.

는 자본구조 차익거래에 주목하여 실무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CreditGrades 모

구조형 모형은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 확률과정을 가정하고, 이러한 자산가치가

델을 활용해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주식 시장과 CDS 시장 정보의

특정임계수준(Threshold) 이하로 떨어질 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부도 사건의

연결의 핵심은 자본구조 차익거래에 있으며, 특히 차익거래를 위해서 위험부채의 공

법리‧경제적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위험채권 및 주식의 가치가 기업자산 가치의 변화

정가(Fair price) 산정 및 CDS의 과대/과소평가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이고

와 자본구조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접근법을 통칭한다(Merton (1974),

구조형 모형을 통해 위험 부채, 주식의 시장가치 그리고 CDS 스프레드의 공정가 계

Longstaff and Schwartz (1995), Zhou (2001)). 구조형 모형은 직관적 이해를 통한

산이 가능한데, 시장참여자들 간의 거래발생은 결국 참여자들이 선택한 모형 및 추

경제적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측이 어려운 기업 가치를 입력변수

정모수에 대한 신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량화 과정에 난점이 존재한다. Eom, Helwege and Huang

자본구조 차익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익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

(2000)은 구조모형에 의해 예측한 가격의 추정오차가 기업의 부채구조, 기업가치의

드를 가정하고, 모형에 의한 CDS 스프레드 값의 움직임이 시장거래 스프레드 움직

변동성 및 채권의 만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조형 모형의 대표

임보다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 헤지펀드 차익거래자는 주식시장의 잘못된 주가평가

적인 적용 사례는 Lehar (2006) 등이 있다.

혹은 CDS 시장의 오류가능성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차익거

반면 축약형 모형은 부도발생을 푸아송(Poisson) 과정과 같은 외생적인 확률과정

래자 입장에서 CDS 보장매도와 명목가치와 합치되는 주식시장에서의 델타헤지 매

으로 간주하므로 신용파생상품 가격결정을 위한 무차익 조건(No-arbitrage)과 위험

도포지션을 취할 경우, 두 전략의 수렴가정 하에 무차익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

중립확률(Risk-neutral) 가격결정모형의 적용이 용이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무적인

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CDS 스프레드의 증가로 인한 손실은 델타헤지 매도포지션에

활용도가 높다(Jarrow, Lando and Turnbull (l997), Duffie and Singleton (l999),

의한 이득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모형에 의한 이론가 산정의 정확도와 수렴여부에

Duffie and Lando (2001)). 축약형 모형의 경우 부도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따라 차익거래자의 손익이 결정된다.7) 이와 같은 자본구조 차익거래는 헤지펀드와

가정하므로 이의 확률과정을 구성하는데 유연한 장점이 있지만 부도 사건의 경제적

은행 등에 의해 2001년부터 진행된 CDS시장의 성장과 함께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

의미부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추정된 부도확률이 위험중립측도 하에서 계산된

지고 있다.

값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부도율의 정보 외에 위험 프리미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분석의 함의를 찾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구조 차익거래와 관련된 기존 문헌은 대부분 거래성과에 집중되어 있다.
Cserna and Imbierowicz (2008)는 2002~06년까지의 CDS 스프레드와 주가정보를

한편 Jarrow and Protter (2004)은 구조형 및 축약형 모형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

이용한 자본구조 차익거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수익률을 발생시키며, 2004

업내부의 관리자와 외부관찰자가 접하는 정보 집합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05년 이후 CDS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면서 그 평균수익률이 감소함을 보였

이런 정보 집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는 만기 이전 시점에 부도발생가능을
모델링을 이용한다면 구조형과 축약형을 연결시켜 모델링의 용이함과 경제적 해석가

6) 이 경우 정보비대칭성은 기업내부의 관리자와 외부관찰자간의 정보 집합이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정보
대칭에 좀 더 가깝다. CreditGrades 모형의 자세한 소개는 4.1장에서 다룬다.
7) 반대의 경우 CDS 보장매입과 델타헤지의 주식매입 거래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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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Black and Cox (1976)이 대표적이다. 이 정보 집합의 차이가 적절히 반영된

다. 추가로 투기등급의 거래가 투자등급의 거래보다 높은 평균수익률을 얻을 수 있

리지와 주식정보만을 활용한 MES 측도 관련 결정요인과의 비교연구를 포괄적으로

음도

차익거래가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추구하였다. 최근의 시스템 리스크 관련 문헌은 새로운

0.8~0.92 정도의 양호한 위험조정수익률(샤프비율)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측도의 개발 및 제안으로부터 측도 내에 담겨있는 심도있는 정보의 파악으로 중심

있으며,

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 논문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를 찾을 수

확인했다.
Yu

Duarte,

(2006)는

Longstaff

and

0.15~0.89까지의

Yu

(2007)는

자본구조

위험조정수익비율을

밝혀낸

바

있다.

Kapadia and Pu (2012)는 2001∼09년 동안 연 6%의 초과수익률을 보고하였다.

있을 것이다.

반면 Duarte et al. (2007)은 경제전체의 금융 불안정(Economy-wide financial
distress)이 주요인임을 파악하였지만 거래수수료를 감안할 때 유의미한 초과수익률
(Jensen’s alpha)은 사라짐을 밝혀내었다. 저자들은 자본구조 차익거래전략을 구사
하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형태라고 보고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풋옵션 매입의 효과와 유사한 수익구조라 하겠다.8) 이와 같은 성
과는 CDS 스프레드와 준거 차주의 주가가 얼마나 밀접하게 반응하는지에 귀속되며,
Currie and Morris (2002)는 CDS 스프레드와 주가의 상관계수가 5~15% 정도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Yu (2006) 역시 투자등급 내의 기업의 경우 1~6%와 투기등
급 내의 기업은 7~23%의 상관계수를 보임을 확인했으며, 시장가와 이론가의 차이가
급격히 커지는 시점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초기자본의 부족에 따른 이른 청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태균‧김정무(2014)는 국가의 부도위험에 적용하여, 주가지수와
국가 CDS 스프레드 사이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도출했다. 실증분석결과 0.6~1.2의
위험조정수익률(샤프비율)을 찾아내고 자본구조 차익거래 전략만의 위험과 수익률
형태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3.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기여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다른 상품구성,
위험회피정도, 자본규제 및 정보보증 등의 제반 경영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표
적 시스템 리스크 측도인 MES와 CDS가 강한 동행성(Commonality)을 보이지만,
주식수익률의 경우 금융위기 전과 후에 일정 정도의 변이가 있음을 Ⅰ장에서 기술
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주식 시장과 CDS 시장에서 인지하는 리스크의 특징이 차이
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형 모형에 기반해 두 시장에 내재된 정보를 동시적
으로 활용한 시스템 리스크 측도를 제안했으며, 경제적 해석이 가능한 측도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구체적으로 구조형 모형을 통한 주식 및 CDS 시장 정보의 결합은 최종적으로 레
버리지와 관련된 정보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내 시스템 중요 금융기
관의 내재 레버리지 구조가 동질적이지 않고 횡단면 측면에서 이질적임을 확인했으
며, 기업재무구조이론 및 시스템 리스크 문헌으로부터의 이질성 원인에 대한 결정요
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총자산/(총부채-예수금)으로 정의된 대차대조표로 레버

8) 정상상황에서의 작은 손해와 위기시의 큰 이득의 수익구조를 가지며, 풋옵션 매입포지션과 반대의 수
익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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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시장에서 기업 내 부채구성(Debt Structure)를 정확히 관측할 수 없다는 현실

Ⅳ. 연구모형

성을 부여한 모델이다. 자산 가치와 부도결정선이라는 두 개의 확률프로세스로 구성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조형 신용위험모형과 사용 데이터를 설명한다.
구조형 신용위험모형의 일반적인 논지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CreditGrades
관련 모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기술된 모형의 이론값과 실제 관측값을 통해 본
연구 논문의 핵심개념인 CDS 내재 준 레버리지(CDS-implied pseudo-leverages)

했기 때문에 국소변동성(Local volatility surface)과 같은 유연한 변동성 구조를 부
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다음은 CreditGrades의 가정 하에서
Finkelstein, K-H and Yang (2000)이 도출한 생존확률이다.







를 설명한다.

 log
 log
         ∙    





4.1. CreditGrades 모형

생존확률 내의 입력변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형 모형 중 부도사건 정의에 좀 더 현실성을 부과한 Finger et
al. (2002)의 CreditGrades 모델을 이용한다. 기본적인 머튼의 구조형 모형 하에서
는 기초자산의 확률적 움직임이 로그노말(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데, 확산형(Diffusion) 확률과정 가정 하에서는 기초자산이 시작 시점에 부도결정선
(Default Barrier)에 곧바로 도달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기에서 스프레드 값
이 0에 수렴하는 단점이 있다. CreditGrade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도점에 불확
실성을 도입하였는데 기업의 자산가치가 외부관찰보다 부도결정선에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모델이다.9) 이는 실제로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당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Jarrow and

게 되었다. CreditGrades 모형에서 부도결정선의 불확실성이 회수율의 표준편차로
표현되는데 회수율의 표준편차가 부도확률 및 이 확률의 기간구조를 계산하는 데 중
요한 영향을 끼친다. CreditGrades 모델은 다음과 같이 자산가치의 확률과정과 부
도결정선의 Recovery Rate의 확률과정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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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reditGrades 모형은 앞서 도출된 생존확률을 이용해 CDS 스프레드의 이론
값이 다음과 같이 폐쇄형(Closed form)으로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rotter (2004)의 논지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도점에 불확실성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구조형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기 스프레드를 보일 수 있



L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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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여기서 r은 무위험이자율, R은 회수율, 는 부도결정선의 표준편차, 는 자산가치
의 표준편차, D는 한 주당 부채비율(Debt-per-share)이며, P(t)는 식 (2)와 (3)에서
정의된 생존확률이다. 함수 G는 Rubinstein and Reiner (1991)의 정의를 따른다.

(1)

4.2. CDS 내재 준 레버리지(CDS-implied pseudo leverages)





  
 ×


  


  
       log 

금융기관의 경우 단기채권매도(예금수취 혹은 채권발행)와 장기채권매입(대출/리스)
의 구조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자체에 포함된 부도에 관한 정보는 일반

V는 기업자산 가치의 확률과정, L은 회수율(Recovery Rate), Z는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 D는 Debt-per-share,  는 L의 표준편차이다. 결국 L의 확률과정 역시

기업의 그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 등의 단기자금을 조달

자산가치의 확률과정과 마찬가지로 평균 
 , 표준편차  를 따르는 로그노말 분포를
가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reditGrades은 구조형 모델의 고정 부채 가정을

mismatch)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장기 자산 운용을 위한 노력

하여

대출·증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장기자산에

운용하는

만기불일치(Maturity

이 필요하다.11) 따라서 은행의 경우 레버리지의 절대적인 값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

완화해 부도결정선(Debt per Share x Recovery Rate)에 확률프로세스를 가정함으
9) 그 예로 기업회생, 유동성지원, 부도유예의 등의 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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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따라서 옵션 시장으로부터 Volatility Skew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 CDS 스프레드 값을 도출할 수도
있다.
11) 반면 일반기업은 자금조달 후,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경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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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도 위험에 관한 질적인 정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Ⅴ. 실증분석

생존(부도) 확률관련 본 연구의 주 관심 입력변수는 생존확률 내 d 변수로 이는 단
위당 주식과 부채의 합과 부채비율의 정보, 즉 레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좀 더 정확한 레버리지 정보 계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 d 변수에서 스케일을 조정한
  

 

를 정의하며, 해당 변수  의 경제적 의미는 변동성으로 스케일이 조정된 레

버리지의 역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DS 내재 준 레버리지는 구체적

본 장에서는 CreditGrades 모형을 통해 계산된 이론값과 실제 금융시장 자료를 이
용하여 도출된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시계열 및 횡단면 차이를 도시하고, 그 함의
를 기술한다. 이후 횡단면 차이의 경제적 구조요인 파악을 위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서술한다.

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아래 식 (4)와 같이 CreditGrades 모형을 통해 도출한
이론적인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CDS 관측치와의 차이의 제곱 값을 시점마다 최

5.1. 데이터

소화하는 비선형 볼록 함수형 문제를 하단 식 (4)와 같이 설정하고 수치최적화 기법
을 적용해 d를 도출한 뒤 스케일을 조정해 CDS 내재 준 레버리지를 구한다.

min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바젤III에서 규정한 국내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들
(4)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SIFI)이다.12) 구체적으로 글
로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중요도가 낮을 수 있으나, 개별 국가 내에서 은행의 부

CDS와 주가의 동시 활용을 통해 파악된  는 변동성으로 스케일이 조정된 레버리

도가 해당 국가의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

지의 역수라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며, CDS 내재 준 레버리지 값의 증가는 금융 시스

적 중요 국내은행(Domestic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D-SIB)을 대

템 내 참여 은행들의 부도위험 감소를, 하락 시 부도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

상으로 한다.13) 2016년 금융감독원은 KEB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 농협금융지

는 변동성으로 스케일이 조정된 레버리지의 역수라는 경제적 의미에서 CDS와 관련

주, 우리은행을 D-SIB으로 선정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법리에 의

주가 정보를 통한 부도정보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모형을 통해 도출된 CDS 내

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등을 감안해 제외한다. D-SIB 중 CDS 상품 거래가 되지

재 준 레버리지를 시스템 리스크 측도로 제안한다.

않은 농협금융지주는 제외했다.

구조형 신용위험모형을 이용해 주식과 CDS시장을 합성한 정보는 주식정보 만을 혹

CDS 내재 준 레버리지는 CDS 및 주가 정보가 있는 신한, KB, 우리, 하나, 외환,

은 CDS 정보만을 이용해 도출한 정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도출된

기업의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패널회귀분석은 5개 D-SIB인 신한, KB,

정보는 구조형 모형의 해석상 대차대조표를 이용해 구성한 레버리지와 유사한 정보를

우리, 하나,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기간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합병

담고 있어, 준 레버리지(Pseudo-Leverage)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정

전인 2006.1~2013.4월중 CDS와 주식이 거래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각 은행의

보가 내재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회계 정보에 기반한 측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

CDS 데이터는 Markit, 주가는 Dataguide를 통해 입수했으며, 패널분석을 위한 설명

이 가능하다. CDS 시장 가격 정보를 직접적으로 국내 대형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

변수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서 획

크 측도로 사용할 경우 시계열 움직임이 강한 공통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득했다. 다음 <표 1>은 선정 은행들의 CDS와 주가수익률의 기술통계량에 관한 정보

금융기관의 차이점 혹은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실증분석이 난해한 반

를 담고 있다.

면, 추정된 CDS 기반 준 레버리지(CDS-implied pseudo leverage)는 개별 기업 간
차이가 뚜렷하므로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CDS 내재 준 레버리지에 담겨있는 정보의 함의를 다음 장에 소개할 실증분석을
통해 대차대조표 등의 회계정보 및 주식시장가격을 이용한 시스템 리스크 측도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금융의 정보가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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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2년 11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멕시코시티) 승인을 거쳐 「시
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D-SIB’) 규제체계」
을 최종 확정했다.
13) D-SIB 부도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은 ① 규모(size) ②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③ 대체가
능성/금융기관 인프라(substitutability/financial institution infrastructure) ④ 복잡성(complexity)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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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량>
은행명

관측치

Mean

Std. Dev.

Skew.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Collin-Dufresne and Goldstein (2001)의 이
Kurt.

Min

Max

론적 도출에 합치하는 레버리지의 평균회귀속성을 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14) 레
버리지 값 5~30의 범위를 두고 경제 환경변화 혹은 금융 불안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

패널 A: Equity
0.14

7.59

-14.96

14.45

이고 있다. 둘째, 강한 공통요인이 시계열 및 횡단면 특징을 지배하는 개별 CDS와

2.66

0.03

8.28

-14.90

15.00

달리 국내 시스템 중요 은행들의 CDS 내재 준 레버리지 시계열은 상당한 이질성

2.98

-0.02

9.03

-14.94

14.99

(Heterogeneity)을 보이고 있다.15) 마지막으로 CDS 내재 준 레버리지 값을 기준으로

0.02

2.64

-0.07

8.22

-14.91

14.94

주식 및 CDS의 개별시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위기신호를 2007년에 보인다는 점과 개

은행 E

0.01

2.45

0.39

9.27

-14.95

15.00

별시장에서 위기로 나타나는 2009년에는 동일하게 위기신호를 준다는 점이 흥미로운

은행 F

0.02

3.04

0.38

8.94

-15.00

15.00

결과이다.16)

은행 A

145.69

126.02

1.96

7.53

13.25

863.00

취했다. <그림 4>는 총 6개의 시스템 중요 은행들의 CDS 내재 준 레버리지와 대차

은행 B

135.03

116.38

1.99

8.03

12.40

857.39

은행 C

143.96

125.35

1.97

7.56

13.66

852.86

130.12

115.59

2.05

8.23

12.60

848.13

은행 E

142.11

120.00

1.98

7.47

16.17

812.11

은행 F

153.57

135.53

2.00

7.57

12.27

881.67

은행 A

0.03

2.42

은행 B

0.00

은행 C

0.04

은행 D

1800

패널 B: CDS

은행 D

또한 CDS 내재 준 레버리지 값의 직접 비교를 위해 대차대조표 레버리지는 역수를

1800

대조표 레버리지의 분기별 시계열을 담고 있으며, 검은 실선이 분기별 대차대조표 레
버리지를 나타내며, 검은 점선이 분기별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시계열 움직임을
나타낸다. 분기별 CDS 내재 준 레버리지와 대차대조표 레버리지는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차대조표 레버리지의 감소는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감소와 같은 시계열 동학을 보인 반면, 2012~13년 6개 은행 모
두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감소와 대차대조표 레버리지의 증가의 상이한 움직임
(Divergence)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결정요인을 다음 장

5.2. CDS 내재 준 레버리지 추정

의 패널분석을 통해 파악해보자 한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국내의 D-SIB을 대상으로 도출한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일별 시계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추정된 일별 CDS 내재 준 레버리지 시계열>

CDS 내재 준 레버리지 시계열 그림은 개별 CDS 혹은 주식시장 정보와 다른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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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지배구조문헌에서 Trade-off 이론이 최적목표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Collin-Dufresne and Goldstein (2001)은 기업이 자산가치의 변화에 반응하여 부채를 조정함으로
써 부채비율(Leverage ratio)의 평균회귀속성의 존재를 강조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Trade-off와
Pecking order이론이 모두 부분적으로 지지되는데, 대상기업들의 이질성이 중요한 요소라 밝히고
있다(Flannery, Nikolova, and Öztekin(2012)와 Ahsan, Man, and Qureshi (2015)).
15) 첫 번째 주 요인의 설명력이 CDS와 CDS 내재 준 레버리지의 경우 각각 99%와 53%을 보이며, 후
자의 경우 총 네 번째 요인까지의 누적 설명력이 90% 정도이다.
16) CDS 내재 준 레버리지(CDS-implied pseudo-leverages)의 값은 하락시 부도위험의 증가를 나타내
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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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DS 내재 준 레버리지와 대차대조표 레버리지 분기별 시계열 비교>

5.3. 구조적 요인 패널분석 결과
국내 시스템 중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구조적 접근 결과는
일별 CDS 내재 준 레버리지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의 횡단면 차원의 구조적 요인 분
석을 위해 주식기반의 시스템 리스크 측도인 MES와 CDS 내재 준 레버리지 그리고
대차대조표 레버리지에 내재된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회귀식은 아래 식 (5)와 같으며, 위기더미의 유무에 따른 결
과를 나눠서 보고한다.

                  

(5)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대표적인 주식시장가격 기반의 시스템 리스크 측도인
MES, CDS 내재 준 레버리지, 그리고 회계정보 기반의 대차대조표 레버리지의 세 가
지이다. 구조형 모형의 해석상 준 레버리지(Pseudo-Leverage)로 해석이 가능한 시스
템 리스크 측도는 레버리지 정보가 내재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정보만을 이용한
레버리지 측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의 대차대조표 항목 중에는 대출
과 함께 시장성수신, 해외차입 등으로 구성된 비핵심부채(Non-Core Liability, 이하
NCL)의 중요성을 반영해, 비교대상은 예수금을 제외한 부채만 이용했으며 (총부채-예
수금)/총자산으로 대차대조표 레버리지를 정의했다.
콜금리(Call), 신용스프레드(CS)와 KOSPI200의 주식 변동성(VOL)을 거시통제변수
로 사용했으며, 회계정보와 시장변수의 관측 시점 간 시차를 고려해 은행특성변수는
한 분기 전의 값을 이용했다. 결정요인 변수의 후보로 <표 2>에 나열되어 있는 은행
특성변수(  )를 고려했으며, 은행특성변수와 위기더미변수(  , 2007년 2분기부터
2009년 2분기)와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 결과는 별도의 테이블로 보고한다.
<표 2: 은행특성변수>
변수명

정의

설명

CAR

장부자본/장부자산 비율

장부상 자본비율

ROA

(총)자산순이익률

수익성

NPL

무수익여신/대출자산 비율

자산의 질

LIQ

유동성자산(현금/국채/환매조건부)/총자산 비율

자산 유동성

비예금성수신부채/총부채 비율

비핵심부채

WFUND17)
CIL

상업대출/총자산 비율

HOL

주택관련모기지대출/총자산 비율

SIZE

로그총자산

사업다각화 정도
자산 규모

17) 비핵심부채로 대차대조표 레버리지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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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나열된 은행특성변수의 선정은 J. Idier et al. (2014)의 분석 결과에 기초
하였으며, 분석 대상 국내 은행들의 양적 및 질적인 다면성을 반영하는 변수들로 선
택했다. 장부상 자본비율(CAR)은 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예상외 손실발생
시 버퍼로 활용이 가능하다.18) 자산의 수익과 질적인 측면은 총자산순이익률(ROA)와

<표 3: 결정요인 패널분석>
<표3>는 위기더미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식의 결정요
인 패널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표1>에 기술된 변수를 사용했으며, 모형 (1), (2), (3)은 종속
변수에 따라 구분한다. Huber-White 분산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강건한 추정치(Robust
estimates)를 보고하며 그에 따른 p-value를 별표로 표기했다.

무수익대출이 대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NPL)을 고려했으며, 자산의 수익이 높거나
무수익대출이 적을수록 향후 은행의 건전성에 양의 관계를 갖는다. 추가로 2008년 글

종속변수

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금융시스템 내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었

MES

CDS-Lev

BOOK-Lev

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환금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LIQ)을 설명변수로 고려했으며,

(1)

(2)

(3)

-0.046
[-0.529]
-0.126
[-0.375]
-0.196
[-0.641]
8.199
[1.529]
-0.239
[-2.032]
4.577
[0.726]
-15.702
[-2.106]
3.160
[1.837]
0.674***
[9.971]
0.861***
[6.553]
0.572***
[6.183]
145

-0.112
[-0.399]
3.588
[1.711]
-0.418
[-0.247]
18.696
[0.718]
23.495***
[4.740]
36.540
[0.942]
-16.292
[-0.486]
0.793
[0.115]
-1.540**
[-4.388]
-2.742**
[-3.731]
2.272**
[3.349]
145

0.102**
[4.472]
-0.347
[-1.324]
0.160
[0.555]
6.324***
[5.895]
-0.038
[-0.570]
8.638*
[2.320]
1.220
[0.227]
2.662
[1.337]
-0.005
[-0.068]
-0.597***
[-9.057]
0.318***
[7.107]
145

0.479

0.132

0.684

대마불사에 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Implicit guarantee) 효과의 대용치로 자산규모
(SIZE) 변수를 선정했다. 신용대출 중심의 상업대출비율(CIL)과 담보부대출의 대표인
주택담보대출비율(HOL) 역시 자산의 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분석대상
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자산구조의 동질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은행
간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한 결정요인분석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HOL)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는 위기더미변수(  )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요인 패널분석 결과를 담고

CAR
ROA
NPL
LIQ
WFUND

있다. 주식시장가격 기반의 시스템 리스크 측도인 MES, CDS 내재 준 레버리지 그리
고 대차대조표 레버리지의 세 가지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가 모형 (1), (2), (3)에 각각

CIL

표기되어 있다. MES의 결정요인은 모델설정에 따라 결과가 귀속되지만 은행특성변수

HOL

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고한 J. Idier et al. (2014)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국내 은행들의 MES는 미국 상업은행의 그것들과 달리 강한 공통요인의 영향을 보이
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의 구성요소들인 콜금리(Call), 신용스프레드(CS)와 주식 변
동성(VOL) 변수에 해당하는 추정계수들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는 것은 실측결과
와 일관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CDS 내재 준 레버리지를 종속변수로 한 결정요인 분석은 위험 프리미엄 구성

SIZE
CALL
CS
VOL

요소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예금성수신부채비율(WFUND)에 해당하는 추정계수에
서 강한 양의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CDS 내재 준 레버리지
는 해당 값이 증가할수록 부도위험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 분기 전의 비예금성수신부채비율의 증가가 현재의 부도확률 감소와 연결됨을 시사

Observations
R-squared

주: Robust t-statistics in brackets19), *** p<0.01, ** p<0.05, * p<0.1

한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CD, RP, 은행채
등을 통한 시장성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비예금성수신부채비율이 증가
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도위험, 즉 시스템 리스크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레버리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결과는 장부상 자본비율
(CAR), 유동성비율(LIQ)과 상업대출비율(CIL)이 주요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18) 규제 자본을 나타내는 Tier 1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비율 역시 실증 분석에 고려했으나, CAR과
분석결과가 유사해 보고는 생략한다.

19) 샌드위치 공식(Sandwich formula)으로 표현되는 Huber-White 분산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강건한
추정치(Robust estimates)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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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은 위기더미변수(    )를 고려한 결정요인 패널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위

<표4: 위기상황더미 고려한 결정요인 패널분석>

기더미변수(  , 2007년 2분기∼2009년 2분기)를 고려할 경우, CDS 내재 준 레

<표4>는 위기더미변수를 고려한                               식
의 결정요인 패널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표1>에 기술된 변수를 사용했으며, 모형 (1), (2),
(3)은 종속변수에 따라 구분한다. Huber-White 분산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강건한 추정치
(Robust estimates)를 보고하며 그에 따른 p-value를 별표로 표기했다.

버리지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회귀 결과에서도 비예금성수신부채비율(WFUND) 변수가
여전히 강한 양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기상황더미와의 상호작용 하
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 시 금융시장 전반의

MES
(1)
-0.132
[-1.260]
0.335
[1.590]
-0.035
[-0.086]
18.143**
[3.039]
0.001
[0.002]
7.009
[1.620]
-15.430
[-1.856]
3.834**
[3.046]
-0.010
[-0.018]
-0.503
[-0.506]
-1.473
[-1.252]
-37.894
[-1.541]
-0.272
[-0.549]
5.025
[1.208]
-4.616
[-0.699]
1.198
[1.992]
0.494**
[4.265]
0.561
[1.958]
0.518**
[2.781]

종속변수
CDS-Lev
(2)
-0.133
[-0.254]
3.047
[1.557]
-0.020
[-0.008]
15.304
[0.521]
31.301**
[3.496]
72.317*
[2.391]
-10.103
[-0.357]
-4.124
[-0.426]
1.388
[1.716]
-0.888
[-0.610]
-1.242
[-0.354]
94.695
[1.504]
34.705
[1.378]
-58.728*
[-2.545]
5.826
[0.429]
-3.288
[-1.775]
-1.384
[-1.749]
-2.379
[-1.832]
2.455*
[2.287]

BOOK-Lev
(3)
0.096**
[4.083]
-0.110
[-1.160]
0.034
[0.195]
-0.780
[-0.242]
-0.061
[-1.134]
12.519**
[3.465]
-0.385
[-0.076]
3.242*
[2.405]
0.098
[1.689]
-0.570**
[-3.246]
1.329
[2.031]
8.657
[1.483]
0.049
[1.040]
-4.590*
[-2.383]
0.440
[0.353]
-0.186
[-2.045]
0.260***
[4.812]
-0.468***
[-5.158]
0.155**
[3.037]

145
0.524

145
0.279

145
0.833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시장성예금 수신이 어려워지는 반면 금융기관의 부
도위험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평소 시에는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에 따른 순기능이 시스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시장성 수신 비중과 관련된 비예금성부채비율은 평상 시와 위기 기간에 따라 다른

CAR
ROA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가격 기반 MES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회귀 결과에서는 은행특성변수 중 유동성

NPL

비율(LIQ)와 자산규모(SIZE)의 통계적 유의성이 새로 나타남을 발견했다. 또한 위기더

LIQ

미변수와의 상호연계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과 신용스프레드의 통계
적 유의성이 위기더미 분석에서 사라진 점으로부터 주식정보에 내재된 금융기관 간

WFUND

이질성의 주 결정요인이 결국 위기상황이 아닌 기간에서 신용스프레드의 정보와 밀접

CIL

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ES 관련 주목할 만한 변수는 자산규모

HOL

(SIZE)이다. 유의수준 5% 내에서 SIZE 관련 변수는 위기더미변수를 고려한 패널회귀
결과에서만 관측이 되는데, 이는 위기 이외 기간에 주식시장의 정보에 담겨있는 시스

SIZE

템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성하는 주 요인에 대마불사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으로 풀

CAR*CRISIS

이된다.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레버리지를 종속변수로 한 결정요인분석은 유동성비

ROA*CRISIS

율(LIQ)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위기상황에서 총자산순이익률(ROA)이 음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장부상 자본비율(CAR)과 상업대출비율(CIL)이 은행 간 차이

NPL*CRISIS
LIQ*CRISIS

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WFUND*CRISIS
CIL*CRISIS
HOL*CRISIS
SIZE*CRISIS
CALL
CS
VOL

Observations
R-squared

주: Robust t-statistic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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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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