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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980년대

론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융의 증권화,

개방화 및 금융혁신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 금융위기는 신흥 개발국가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빈발하였으
며, 은행중심 금융제도(bank-based
(market-based financial system)의

financial

system)

또는 시장중심 금융제도

금융구조 유형2)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발

생하였다.
금융위기의 촉발과 확산과정은 금융시스템 자체 내에 누적된 내재적 불균형의
결과 또는 외부 충격 발생 등의 체계적 요인에 의해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
등이 먼저 부실화되고 전염효과에 의해 증폭되면서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는 모
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

생 시에는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생한 금융위기에 준하는 정도3)의 금융
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를 경험하였다. 한편

IMF는

금융위기의 유형을 네 가

지(외환위기, 은행위기, 시스템금융위기, 외채위기)로 분류4)하였는데, 동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7년말

위기는 외환위기로 시작하여 은행위기, 시스템 금융

위기로 이행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 발생에 관한 학자들과

BIS

및 각국 중앙은행 등의 연구는

주로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 왔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및 영업전략, 거시적 관점에서
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및 금융시장간 연계성 등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또한 은행간

M&A

등에 따른 은행 대형화와 시장집중도 상승이 금융안정을 저해

하였는가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1) Caprio and Klingebiel(1999)는 1970년대
2)

3)
4)

말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 동안 93개 국가에서 모두 114
건의 시스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각국의 금융구조는 그 나라 경제의 발달과정 및 환경과 금융관련 제도 등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
서 형성된다고 인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이 은행인가 자본시장인가에
따라 은행중심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 또는 시장중심제도(market-based financial
system)로 분류된다.
2008. 9월 이후 유동성경색 및 신용경색으로 원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였으며, 2008. 4/4분기중 실
질 GDP성장률은 -3.3%를 기록하였다.
정운찬 김홍범(화폐와 금융시장 pp. 30-3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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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관점에서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의 부분적인

·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장 내 상호 보완 대체 기능이 작동하는 자체 보정 메
카니즘(self

corrective mechanism)이

작동할 경우 시스템리스크로까지 확대되지

않거나,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 하에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구조와 은행시
장 구조 및 은행의 자산운용행태 분석을 통해 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요인이 현
재화하거나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시스템이 자체흡수능력에 의해 복원
(resilience)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구조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를 모
색한다.
본고의 구성은 제

Ⅱ장에서

금융구조 및 은행 자산구조와 금융안정 간의 연관

Ⅲ장에서는 국내 금융구조와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금융시장간 보완·대체 기능 작동 여
부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을 추정하며 제Ⅴ장에서 결론
성을 살펴보고 제

.

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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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구조 및 은행 자산구조와 금융안정 간의 연관성
1. 금융안정의 정의5)
금융안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중앙은행 등이 다양하게 정의하였
으며, 이는 직접적인 정의와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

또는

system crisis)의

정의

를 통한 간접적인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Mishkin(1991)은

금융안정을 금융시스템이 별다른 혼란을 겪지 않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저축-투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는 상태라고 정의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이 경제활동에 대한 충격으로 작
용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금융불안정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금융불안정이 없는 상태를 금융안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였으며,

Crockett(1996)은

.

Schinasi(2006)는

금융시스템이 경제의 성과를 촉진할 수 있고 내생적으로 발생한

금융 불균형이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의 결과로 초래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

·

할 수 있는 상태를 금융안정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운찬 김홍범(201
3)6)은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사건의 결

과로 초래된 금융불균형은 시스템리스크를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과 시장, 그리고 인프라 가운데 한
부문에 혼란이 생겨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시스템이 자기보정 메카니
즘을 통해 이미 초래된 금융불균형을 제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
고 있다.
한편, 시스템리스크의 개념은

G-10보고서(2001)에서

신뢰의 상실, 불확실성 증

대 등으로 상당 부분 금융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
물경제에 심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Acharya et al.(2009)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위험이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는

위험을 시스템리스크라고 정의하며,

Hart and Zingales(2009)는

한 금융기관의 실

패가 시스템내의 다른 금융기관의 실패로 전가되어 결국 연쇄적으로 실물경제에
5)
6)

본 절의 내용은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한국은행,
초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화폐와 금융시장(정운찬 김홍범, 제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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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채희율(2010), 박영석(2010)의 내용을 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시스템리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은행의 기능과 직접 연관시킨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로는 상당 부분의 은행이
유동성 위기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통화정책당국 등의 특별지원 없이는 영업
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Demirguc-kunt

and Detragiache, 2002)

또는 은행시스템

이 더 이상 실물경제를 위해 효율적으로 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Beck,
2008)

등이 있다.

Clement(2010)는

시스템리스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금융시스

템과 실물경제간 상호 증폭되는 과정을 겪는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와, 어떤 시점
에서 군집행동이나 구성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금융시스템내 리스크의 분배상태
여하에 따라 발생하는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펼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시장내 발생한 불안이 실
물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시스템리스크로 보고, 동 리스크
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금융시장 자체적인 보정 메카니즘을 통해
제어될 수 있는 상황을 금융안정이라고 정의한다.

2. 금융구조 및 은행시장구조와 금융안정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
장, 단기금융시장 등의 금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는 이 중 중심적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금융구조와 금융안정
은행중심 금융구조와 시장중심 금융구조 중 어떤 시스템이 보다 더 우월한가
에 관하여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문헌들 간 다양한 견해 차이7)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금융안정의 관점에서는 양 구조별로 차이가 있다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
렵다. 이는 두 금융시스템 모두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한 시스템이
7)

경제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시장중심제도가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최근
에는 어느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은행과 시장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금융시스템의 유형이 경제발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서베이는 Levine(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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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에 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험적으로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각각의 금융구조 유형과 무관하게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논외로 하고,

1980

년대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중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었다고 간주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중심구조 및 시장중심구조를 가리지 않고 위기가
발생하였다. 금융구조별 리스크 요인의 뚜렷한 차이점도 찾기 어려운데, 양 금융
구조의 공통적인 리스크 요인은 모두 위기 발생이전 수 년 동안 규제완화 및 은
행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의 촉발 요인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자국의 긴축정책 실행과 외

부충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부동산 버블 및 인플레 억제를
위한 자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전환에 따라 은행의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이후 금융시장내 전반적인 금융경색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도산과 함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사례이다. 후자는 유가변동, 환율급등 및 경제상황 악화 등
의 외부충격으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이 초래되고
결국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경우이다.
<표 1>

국 가

주요 선진국 금융위기 시의 리스크 요인 및 위기확산과정8)

금융구조

주요 리스크 요인

위기 확산 과정
- FRB의

미국
(1980
- 1985)

8)

시장중심

저축대부조합 및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

금융긴축 전환 이후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도산
으로 경기상황 악화
o 1984-85년 중 2,000여개 은행도산
o 1980년 이후 저축대부조합의
70% 이상 도산

국가별 금융구조는 Demirguc-Kunt and Levine(2001)에 의한 분류이며,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위
기확산과정은 BIS(2004) 자료를 통해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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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94

은행중심

- 1998)

(1988

대형은행들간의 시장점유
율 확대 경쟁으로 부동산
관련대출 급증

시장중심

상업은행의 단기 해외차입
급증 및 부동산대출 확대,
Finance company의 부동
산대출 확대

-1993)

스웨덴
(1990
-1992)

정부의 긴축정책 전환이후 버블붕
괴와 함께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
및 경기침체 상황에 빠짐
o 1995-96년중 7개의 주택금융
전문회사 도산
o 1997-2002년중 약 180개의 예금
취급기관 도산

-

유가급락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
환율 급상승 등으로 외국인 자금
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금리가 급
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
o 1991년중
2개
대형은행(시장점
유율 24%)의 자본이 잠식되고,
1위 은행도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실물경기 침체

-

경제성장세 악화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EU통화위기이후 자국 통화
가치 급락 등으로 경제상황 악화
o 1991년 이후 부동산 관련대출 손
실 확대 및 외화차입금 상환불능
으로 다수의 은행이 도산

도시은행, 지방은행, 주택
전문회사 모두 부동산 대
출 확대

은행중심

노르웨이

-

- 1991년

스위스
(1991

시장중심

대형은행과 지역은행들의
부동산대출 확대

은행중심

상업은행들이 자행 경영자
와 대주주 소유 기업에 대
해 편중대출을 실시하였
고, 기업들은 동 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

-1996)

스페인
(1978
-1983)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실
물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금융부실화
o 스위스 GDP의 10%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은행
의 절반이 도산

- 1973년

o

석유파동 이후 인플레, 실
업률 급등 등의 경제위기가 발생
하면서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고 유동성 위기에 빠짐
1978-83년중 상업은행의 50%
이상이 위기상황에 빠짐

한편, 각 금융구조별 시스템리스크 지속기간 및 손실 규모의 차이에 관하여
Allen and Gale(2007)은

미국 시장중심구조에서의 시스템리스크보다 세계 금융시

장에서 관찰되는 은행 시스템리스크의 기간이 더 길고 손실규모도 더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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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9)하였는데,
2.6년이며,

1973~1997년중

손실규모는

은행중심구조 하의 시스템리스크 지속기간은 평균

GDP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시스템리스크의 지속기간 및 손실규모는 위기 발생국가에서 취한 대책
의 신속성과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 금융구조를 구별하여 시스템리스크의
손실 규모를 직접 상호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Reinhart and Rogoff(2009)는

지 않고 경기침체기는 평균

과거 금융위기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구조를 구분하

1.9년

지속되고,

1인당 GDP는

평균

9.3%

감소하였다

고 추산하였다.

나. 은행시장구조와 금융안정

·

은행 간 결합(consolidation)과 인수 합병(M&A)이 급증한 이후 금융위기가 빈
발함에 따라 은행시장 집중도 상승 등의 시장구조 변화가 은행간 경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전개되었다.
경제이론적으로 은행산업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네트워크의 외부성 및
거래은행 전환비용이 큰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경쟁의 이점이 적용되지 않
기 때문에10) 은행시장의 구조와 금융안정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론이 양분된다.
Mishkin(1999)은

은행간 합병으로 대형은행이 출현하면, 예금자와 채권자들은

TBTF(Too big to fail)의

믿음으로 동 은행에 대해 모니터링하지 않음으로써 대형

은행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큰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펼쳤다.

Peterson and Rajan(1995)은

집중도가 높은 은

행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Matutes(2002)는

도산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Caminal

and

독과점 구조 시장에서의 은행들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쟁적 환경에 있는 은행들보다 대출의 분산도가 낮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반면,

Keely의

인가가치(Charter

Value)

가설11)을 지지하는 문헌들은 은행수가

많은 경쟁적 은행시장의 경우 은행들이 예금금리 상승,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한

9) 박영석

(2010)에서

재인용
참조
Keely(1990)는 은행산업에서의 경쟁은 은행인가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여 은행들이 위험을 추구하
게 됨으로써 금융불안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10) Carletti(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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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추구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초래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Hellman

et al. 2000, Behr et al. 2010

등). 또한

Allen and Gale(2004)은

집중도가 높은 과점적 시장에서 개별은행은 여타 은행의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자신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위험이 발생한 은행에 적극적으로 유
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저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이론에 대한 경험적 실증분석 결과도 상충된다.
미국의

2,500개

은행,

134개국의 2,600개

Boyd et al.(2009)은

은행의 사례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시

장집중도(HHI) 지수가 낮을 경우 은행실패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e Nicolo(2000), Berger et al.(2008)도

대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은행통합은 은행들의 지급불능 위험을 증

Beck et al.(2004)은 69개국의 1980~1987년

기간

중의 자료 분석 결과 은행시장 집중도가 높을수록 금융위기가 덜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과 경험적 결과는 대체로 단일 점포 또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중소형 은행이 많은 미국과 유럽지역 은행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이를 감안할 때, 동 이론과 실증분석결과에 비추어 대부분 전국적인 지
점망을 갖추고 영업하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와 안정성 간의 관계를 추
론할 경우 그 정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금융시스템내 대체 보완 기능과 금융안정
Maskin(2009)은

신용시장은 자체교정능력이 없어 일단 한 은행이 실패하면, 거

래 기업 및 여타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신용시장으로 파급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금융시스템은 시스템내 한 부문에서 불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간, 각 시장간 상호 연계성으로 인하여 불안이 증폭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꼬리사건(tail

·

event)12)이

발생하더라도 은

행과 자본시장 등이 상호 보완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체보정 메카니즘이 작
동할 경우 불안이 조기에 종식되면서 시스템리스크로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견
해도 제기되었다.
12)

A. Greenspan(1999)은 1990년대에

발생한 여러 가지의 금융불

여러 가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분포로 나타냈을 때 분포의 중심에서 가장 먼 자리, 즉 분포
의 꼬리 쪽에 위치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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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태 및 위기에 비추어 은행시장과 자본시장 중 한 시장의 기능에 혼란이 발
생하더라도 다른 시장이 보완(spare

tire로서 back-up)

기능을 수행하면 심각한 위

기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일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기
능이 약화되고 개별 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이 대신하여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시스템이 내생적 또는 외생적 충격에 의
해 초래된 금융 불균형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상태로서,

Schinasi(2006)의

금융안정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Chen and Gunther(2011)는

은행시장 내 은행수가 많고 다양한 영업전략을 구

사하는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금융안정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

2006년중

2004

미국의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동 펀드들

의 자산운용전략이 상이하였으며 펀드들 간 각기 다른 자산운용 패턴이 금융안정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다원화는 리스
크를 분산시킴으로써 외생적 충격으로 야기되는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비해, 금융기관의 통합화, 단순화는 금융시스템
의 복원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표 2>

자체보정 메카니즘 작동에 의해 충격이 제한된 사례13)
국 가

위기 발생내용

- 1998. 8월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보정 메카니즘
-

전 설정한 대출약정에 의해 기업자금을 공

발생시 자본시장 마비
미 국
-

1990년

부동산 담보가치의

급함 으로써 안전장치 역할 수행
-

하락으로 은행의 기능 위축
- 1984년

미국 콘티넨탈 은행

의 유동성 위기

연준의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상업은행이 사

자본시장내

MBS시장이

을 촉진하면서
-

back-up

주거용 모기지 취급
기능 수행

은행간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시장불안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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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국제금융업무가

독 일

많았던 대

-

형은행의 대규모 손실 발생

자국내 국영은행과

Community

은행들이

기업자금 공급원으로서 기능

으로 대형은행 기능 위축
-

호 주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위기

-

·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뿐 아
니라 자본시장도 잘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

발생 국가들과의 무역 금융

에 경제의 안정성 유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금융
시장이 전염위험에 노출

라. 은행의 자산구조와 금융안정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재무이론에 의거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의 분산(diversification)을 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그림 1>

Meir Statman의 Portfolio Management

圖

14)

위험

고유 위험
가능)

총위험

(분산

체계적 위험(시장위험)
(분산 불가능)
구성자산수

금융산업도 이와 같은 전통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운용자산을 분산투자하
게 되는데, 금융중개에 관한 다수의 이론적 모델들은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더불어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iamond,
13)
14)
15)

1984,

Boyd

and

Prescott,

미국과 호주의 사례는 A. Greenspan(1999)의
용하였다.
맨큐의 경제학(제7판)에서 인용하여 재작성
A. Winton(1999)에서 재인용

1986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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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5).

또한

Saunders

and

등에서, 독일의 사례는 김희식(2015)에서 인

Cornett(2003)은

개별은행이 많은 산업부문 또는 지역에 분산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은행들이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
게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 중 신용위험16)은 잠재적 손실
발생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개별대출의 신
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입자의 신용도 평가, 여신한도 운용, 담보설정
및 모니터링을 실행하며, 이와 함께 대출이 일부 회사, 산업, 지역 등에 집중되는
신용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

·

라 자산의 분산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은행은 금리변동 환율위험 등 거시적 요인에
의해 제기되는 체계적 위험은 스스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고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산 확대를 통해 신용편중 위험을 축소한다.
은행들의 분산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규모의 단일 익스포져
또는 동일 계열, 산업, 지역 등에 대한 그룹 익스포져를 보유할 경우 신용편중리
스크에 노출되며, 이때 신용편중리스크에는 차주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담보자산, 금융상품 등의 편중리스크도 포함된다.
1980년대

장의

이후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된 은행들의 실패 요인은 본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부동산관련 대출의 편중에서 비롯되었

다.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더라도 신용편중으로 인하여 도산한 은행들의
사례도 많은데, 그 예로서는
Illinois National Bank가

1984년

미국내 자산기준

은행이었던

Continental

에너지 산업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집중대출에 기인하

여 유동성위기에 빠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30%

7위

Bank of New England도

이상을 미국 북동부지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로 취급한 후,

장의 붕괴와 함께 도산하였다.

1998년 LTCM

1991년

대출의

부동산시

사태시에는 동 회사에 대한 대형은

행들의 익스포져가 커 해당 은행들이 도산위험에 직면하였으나,

FRB의

긴급자금

지원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은행들의 도산을 방지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은행의 분산투자(diversification)가 전체 은행의 포트폴리
오를 유사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에도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된다.
Wagner(2010)는

16)

개별은행별 분산투자가 은행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유사성을

금융기관 보유 자산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위험을 말하며, 금융위기는 여
러 가지 위험 중 신용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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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은행 자산 리스크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한 은행
의 도산은 거래기업 뿐 아니라 유사한 영업을 수행하는 은행의 동시 도산을 초래
하는 사회적 외부효과가 있다는 이론을 펼쳤다. 또한 정책당국은 은행의 동시 실
패 또는 연쇄 도산시 구제금융을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은행들의 분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연쇄도산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러
한 위험은 은행이 대형화될수록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별은행의 위험 감축
노력이 역설적으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Shaffer(1994), Ibrahime et al.(2011)

등도 은행의 분산투자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은행의 자산운용결과가 유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대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llen et al.(2011)은

은행위기의 가능성은 은행별 포트폴리오

의 중첩정도에 달려 있으며 은행별로 동일 산업, 지역 등에 분산된 대출구조를
가지더라도 은행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나타날 경우 모든 은행이 공통된 자
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은행들 간 자산구조가 동조화될 경우 거시경제의

·

충격 등으로 한 은행이 위험에 빠지면 유사한 자산 부채 구조를 가진 여타 은행
들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동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
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크게 발생한다. 또한 한 은행의 위험이 다른 은행

들의 기존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 등의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결국 자금조
달이 불가능해진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과 위험의 확산 경험을 근거로 미국의 통화감독청(Offic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of the

대출 포트폴리오의 집중도(concentration)와 은행

간 동질성(homogeneity)을 은행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요소로 지적17)한
바 있다.

17)

이외에 은행관련 정보의 충분성, 금융기관간 관련성(금융시장내 영향의 정도) 등도 안정성 위협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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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금융구조와 은행의 자산구조 현황
1. 국내 금융구조
각 국가별 금융구조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다수의 문헌에서 많이 활용하는 접
근방식을 국내 금융시장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를 진단하고자 한다.
먼저

Demirguc-Kunt and Huizinga(2000), Demirguc-Kunt and Levine(2001)

등이 각국의 금융구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18)를 국내 금융시스템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은행시장과 자본시장간 양적 규모 측면에서 보면

2000년

이후 자본시장의 성장성이 은행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좌측>. 그러나 은행시장과 자본시장간 질적 비교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성 및 효

율성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이 은행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2,

우측>.

<그림 2>

은행시장 대비 자본시장 성장 추이
<규모

주:

지수>

<활동성지수

1)

및 효율성지수2)>

활동성지수는 주식거래대금/예금은행 민간신용으로 산출하며, 예금은행 민간신용은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중 기업자금대출금 및 가계자금대출금의 합계를 활용
주: 2) 효율성지수는 주식 거래대금/시가총액 비율과 간접비용/은행총자산의 곱(product)으
로 산출하며, 동 산식에서 간접비용으로는 Demirguc-Kunt and Huizinga(2000)와 마찬
가지로 비이자비용을 사용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18)

1)

규모지수(=주식시가총액/예금은행 총자산), 활동성지수(=주식거래대금/예금은행 민간신용), 효율성
지수(=<주식거래대금/시가총액> <예금은행 간접비용/예금은행 총자산>)로 구분하여 종합한 후 각
국간 비교를 통해 금융구조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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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방식을 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년대 전반에는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 후반에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기업의 직

주:

ㆍ간접금융비중 추이

자금순환통계의 비금융법인부문 금융자산부채잔액표상 직접금융(채권발행,
주식 등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를 통한 자금조달)과 간접금융(대출금 및 정
부융자를 통한 자금조달) 기준
주: 2) 2011~14년은 2008 SNA 기준 비중이며, 2010년 이전 년도는 1993 SNA 및
1968 SNA 기준 비중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2008 SNA 기준으로 변환
자료: 한국은행
1)

다음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구조조정 하는 주체19)를 보면 아래와 같이

IMF외

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1년

제정) 및

『통합도산법 』

(2006

년 제정)등에 근거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제도 운
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또는 신용위
기 등으로 도산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채권단

자율협약

』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은행들은 위험에 직면한 거래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 대출
금의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기업도산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

19)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시장중심제도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 PEF가 M&A, 경영권
참여 등을 통해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프로세스 기능을 수행. 반면 은행중심 금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과 독일은 각각 우리나라의 주채권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Main Bank,
Haus Bank제도를 운용하면서 동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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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과정에 법정관리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대기업계열소속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제도20) 운용을 통해 계열별로 주채권은행을 선정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 및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은행이 대기업을 실질적으
로 감시하고 있다.
이상의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양적인 측면에서 은행
시장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나 활동성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시장에 비해 부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감시 및 구조조정의 주체 역할 측면에서는 은행이 주
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금융구
조는 여전히 은행중심의 금융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은행시장의 구조
현재의 국내 은행시장 구조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기보다는 경제주체인 정부와 은행이 주어진 환경을 조정해가면서 재편21)한 결과

·

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기술적 요인으로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가운데 정
부와 대형은행은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주로 은행간 수평
적 결합(horizontal
서

2006년말

integration)을

기준 절반 수준인

추진함에 따라 은행수가 외환위기 당시

18개로

감소한 데 이어

33개에

2015. 9말에는 17개로

줄

어들었다.
이와 같은 은행간 합병 등의 영향으로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크게 상승하였는
데 총자산규모 기준 상위은행의
및

48%

수준이었으나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63%

2001년

CR3

및

CR4

지표 추이를 보면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이후 각각

2006년에는

·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으로

각각

38%

10%p

내외

CR4

지표가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하나 외환은행간 합병(2015.9)으로 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

좌측>.

동일 시장내 기업분포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22)되는
20)

21)

HHI

금융감독당국은 대 계열기업의 부채 등에 대해 감시하던 외환위기전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
도를 일시 폐지하였다가 1999년 4월 이후 주채무계열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42개 계열의 4,186개 기업을 주채
무계열로 선정하였다.
산업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가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산업
구조를 결정한다는 가설,
주어진 제반 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기업이 작동한 자연적 선택과정
의 결과라는 가설로 구분된다.(산업조직론 ; 정갑영 제3개정판)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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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자산 기준

2000년 890

합 신한은행이 출범한

수준에서

2006년

2001년 1,19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통

재상승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 및 예수금 기준

HHI는

1,240

내외의 수

총자산 기준 지수보다 높아

예금 및 대출금 측면의 시장집중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기준
HHI는 2001년 1,420

하여 대체로

1,330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소폭 하락한 이후

2006년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수금 기준

이후 재상승

HHI는 2000년대

초반에는 대출금 기준 지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 간
편차가 대출금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HHI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그림

4,

2005년

이후부터는 대출금 기준

우측>.

<그림 4>

은행시장 집중도 추이

<CR

주:

지표 추이1)>

<HHI

추이2)>

· · ·
∼

·

· ·
·

연도별 총자산 규모 상위 4개 은행(2000년: 농협 국민 한빛 주택, 2001년: 국민 농협
한빛 조흥, 2002 2005년: 국민 농협 우리 하나, 2006 2014년: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준. 국내은행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제외되었음
주: 2)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지수로 앞서 CR 지표 작성과 마찬가
지로 국내은행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은행을 대상으로 작성
되었음
자료: 금융감독원
1)

·

∼

·

·

22) Rhoades(1995)는 HHI가

·

·

모든 시장참가자의 시장참여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수의 상위 시장참가
자의 시장점유율만을 반영하는 CR지표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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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는 하나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5대

동 대형은행으로의 시장집중도가 국내 은행시장의

대형은행의 규모가 대등해졌고,
8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5대

대형은행의 은행시장 점유 비중1)
(조원 , %)

KEB하나

주:

2)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계

298.8

286.8

281.4

273.1

220.7

1,360.9

(17.9)

(17.2)

(16.9)

(16.4)

(13.3)

(81.7)

1) 2015.6월말

현재 자금운용상 법적 규제가 있는 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의 연결재무상태표
총자산 기준
주: 2) 하나 외환은행간 상호거래를 포함한 총 합계기준
주: 3) (
)내는 은행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上

ㆍ

한편 은행시장의 기능적 관점에서는 과거 은행 그룹별 또는 은행별로 금융지원
대상, 취급 금융상품이 특화되었던 업무 행태 및 범위의 차별화 및 시장분할 구조
가 해체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 은행들은 자금 수요자별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 목적에 따라 은행그룹별 또는 은행별로 금융지
원대상, 취급 금융상품 등을 세분화하여 운영하였다. 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
은행 그룹별로 각각 기업금융, 지역금융, 가계금융, 특수금융 담당 등의 형태로
거래대상 고객을 구분하였으며, 또한 각 은행권별로 금융상품도 차별화되어 있었
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강화 및 대기업들의

脫은

행화(dis-intermediation)23) 등에 맞추어 모든 은행들이 주요 거래대상 고객을 중
소기업 및 가계 위주로 전환함과 아울러 고위험인 기업대출, 신용대출을 줄이고
저위험인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은행그룹별 시장분할 구조와 은행별 상품 차별화 및 고객 세분화 등

·

에 기반을 둔 다원적 중층적 시장구조가 무너지고 하나로 통합된 은행시장 구조
로 변화되었다.

23)

대기업들은 정부의 30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목표(1997년말 502.9%이던 부채비율을
1999년말까지 200%로 축소)에 맞추어 차입금 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자본시장 개방으로 주식시장
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원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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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자산구조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진 구조 하에서 은행들은 대형화된 은행들을 중심으
로 이익극대화보다는 판매극대화를 통한 외형성장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선
도은행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공공성 요구와 평판리스크 등으로 인해 가격설정에 암묵적
인 제약이 있는 데다 국유화된 은행 및 정부계 특수은행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영업환경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익극대화 목표를 운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은행의 외형성장 전략은 국제금융시장 관련 업무 확대 또는 새로운 상품개발
을 통한 시장 개척보다는 대출 확대를 통한 대형은행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대상 및 형태는 자금수요가 탄력적이고 대출취급에
이점이 많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 집중하면서 은행간 경쟁을 전
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상황과 정부의 규제 변동에 따라 은행들의 자산운
용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쏠림현상24)이 반복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규제 강화 및

DTI

규제 도입(2005.

2002

8월)

∼

04년중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LTV

이후 주춤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 대출취급규모가 급증하였다. 중소기업대
출은 대기업의 탈은행화에 대응하는 주요 자금운용처로 부상하면서
연 평균

2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6

∼

07년중에는

2001

∼

03년중

개인에 대한 주택금융 규제

가 강화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 호황에 맞추어 부동산 관련

PF대출이

연평균

50조

원이상 공급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책당국과 은행간

MOU

의한 중소기업대출 장려 정책이 종료된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2011

∼

12년중에는

체결 등에

대처하여 자금을 선확보하려는 대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상응하여 대기업 대출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의 자산운용결과 개별은행의 대출 분산은 비교적 충분히 이루
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은행은

“은행법”상

차주 및 동

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범위내로 규제25)받고
24)
25)

강종구(2010)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이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받아 다른 경제주체
들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쏠림”이라고 정의하였다.
동일인한도(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한도(자기자본의 25%),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배),
자회사한도(개별; 자기자본의 10%, 전체; 자기자본의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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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따라 동일 차주, 계열 등에 대한 신용편중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불특정 다수의 성격을 지닌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대출이 확대됨
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분산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잘 분산된 개별
대출은 일반적 경제상황 하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의 상관계수가 낮아 대출포트폴
리오상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26)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 자산구조 측면에서는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대출에 집중하는 자산
편중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예대율이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75%

<그림 5>에서

수준이던 은행의 예대율이 규제27) 이전에는 최고

하였다가, 예대율 규제가 부과된 이후 최근에는

100%

보는 것처럼

123.5%까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예대율은 경기순응적인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하여 국내은행들은
환위기 이후

상승

IMF

외

경기상황의 변동과 무관하게 높은 예대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다.
<그림 5>

은행의 예대율 추이

주: 1) 국내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의 각 년도말월 평잔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6)

분산대출시 개별대출 수익률간의 상관관계가 완전한 양(+)이 아닌 경우 개별대출의 수익률 등락
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안정적임(이진수 이상욱, 2008)

·
27) 은행감독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율 상승에 따른 유동성 위험 증가에 대처하여 2009. 12월 예
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2012.6말까지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19 -

이와 함께 은행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자산구조가 유사해진 현상
이 발생하였다. 은행 그룹별 자산구성내용을 보면
중은행과 특수은행(농

ㆍ수협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간 자산구조가 별 차이 없이 대체로 유사하며, 관계

금융28) 형태의 영업이 많은 지방은행만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으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 비중은 특수은행이
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의 경우 지방은행이

44%로

특수은행 모두

30%대

5~7%

15%

수준으로 일반은행
내외로 비슷하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

고 있으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은 공통적으로
업 대출 비중은 대체로

10%

30%

이내에 그치는 수준이며, 대기

수준으로 비슷하다. 가계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및

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자산 운용구조 현황1)

<표 4>

(조원 , %)

자산총계
현금 및 예치금

일반은행(A)

시중은행

1,296.6 (100.0)

1,143.9 (100.0)

72.9 (

5.6)

66.7 (

지방은행
152.7 (100.0)

5.8)

6.2 (

4.1)

특수은행2)(B)
231.4 (100.0)
10.6 (

4.6)

국내은행3)
(A+B)
1,528.0 (100.0)
83.6 (

5.5)

유가증권

189.9 ( 14.6)

165.3 ( 14.4)

24.6 ( 16.1)

23.5 ( 10.2)

213.4 ( 14.0)

대출채권

951.7 ( 73.4)

837.1 ( 73.2)

114.6 ( 75.1)

187.1 ( 80.9)

1,138.9 ( 74.5)

840.7 ( 64.8)

731.5 ( 63.9)

109.2 ( 71.5)

171.4 ( 74.1)

1,012.0 ( 66.2)

(원화대출금)
-대기업

90.7 (

7.0)

82.8 (

7.2)

7.9 (

5.2)

15.5 (

6.7)

106.2 (

6.9)

-중소기업

319.8 ( 24.7)

252.6 ( 22.1)

67.1 ( 44.0)

67.2 ( 29.1)

387.0 ( 25.3)

-가계

412.5 ( 31.8)

381.7 ( 33.4)

30.9 ( 20.2)

73.1 ( 31.6)

485.7 ( 31.8)

유형자산

14.3 (

1.1)

12.6 (

1.1)

1.7 (

1.1)

3.0 (

1.3)

17.3 (

1.1)

기타자산

67.8 (

5.2)

62.3 (

5.4)

5.5 (

3.6)

7.1 (

3.1)

74.9 (

4.9)

주: 1) 2014년말 기준
주: 2) 농협 및 수협에 한정(산업, 기업, 수출입 은행은 제외)
주: 3) 산업, 기업, 수출입 은행 제외
주: 4) 은행간 대여금, 공공 및 기타 대출금 등
자료: 금융감독원

28) 은행과 고객이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안 서로간에 사적 정보의 흐름이 촉진되고 신뢰가
형성되어 은행이 기업고객에게 시장의 제3자와는 차별되는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Boo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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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유하는

<표 5>에서
5개

보는 것처럼

2015. 9말

현재 국내 은행시장의

70%

이상을

대형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의 경우 각각의 대차대조표간

차이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산구조가 동조화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유가증권 비중은

15%

이내로 낮고 대출채권은 대체로

며, 대출금중 가계대출은 절반수준인

35%

75%를

내외, 중소기업대출은

상회하고 있으

25%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표 5>

국내

대형은행의 대차대조표 비교1)

5개

(조원 , %)

국민은행
자 산 총 계

271.3 (100.0)

우리은행
256.1 (100.0)

신한은행
237.1 (100.0)

농협은행
208.6 (100.0)

하나은행
164.6 (100.0)

현금 및 예치금

13.3 (

유 가 증 권

34.9 ( 12.9)

35.4 ( 13.8)

32.4 ( 13.7)

21.1 ( 10.1)

24.6 ( 14.9)

대 출 채 권

210.5 ( 77.6)

193.6 ( 75.6)

179.6 ( 75.7)

168.6 ( 80.9)

122.7 ( 74.5)

4.9)

14.8 (

5.8)

12.8 (

5.4)

10.0 (

4.8)

8.2 (

5.0)

(가

계 대 출)

111.6 ( 41.1)

79.4 ( 31.0)

78.6 ( 33.1)

71.2 ( 34.1)

57.7 ( 35.0)

(중

기대 출)

68.3 ( 25.2)

60.5 ( 23.6)

59.9 ( 25.3)

56.3 ( 27.0)

35.0 ( 21.3)

12.5 (

12.3 (

12.4 (

기 타 자 산

4.6)

4.8)

5.3)

8.8 (

4.2

9.2 (

5.5)

주: 1) 2014년말 기준
주: 2) (
) 내는 은행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국내 대형은행들의 높은 대출비중과 동조화된 대출 구성은 은행별
자산구성이 상이하고 대출금 비중도 낮은 글로벌은행들의 자산구조와 판이하게
대조적이다.

<표 6>의

BOA, HSBC의

글로벌은행들 중 상대적으로 소매금융업무 비중이 높은

총자산대비 대출금 비중은 각각

43.9%, 37.1%에

심 구조가 운용되는 일본 은행들도 대출금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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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불과하며, 은행중

내외로 조사되고 있다.

<표 6>29)

주요 글로벌은행의 대차대조표 비교1)
(10억달러 , %)
BOA

JPMorgan

HSBC

Deutsche

UBS

자 산 총 계

2,102 (100.0)

2,416 (100.0)

2,671 (100.0)

2,222 (100.0)

1,133 (100.0)

대 출 채 권

922 ( 43.9)

722 ( 29.9)

992 ( 37.1)

519 ( 23.4)

322 ( 28.4)

유 가 증 권

525 ( 25.0)

774 ( 32.1)

779 ( 29.9)

484 ( 21.8)

214 ( 18.9)

은 행 대 여 금

202 (

9.6)

564 ( 23.4)

316 ( 11.8)

306 ( 13.8)

184 ( 16.3)

품

47 (

2.3)

66 (

2.7)

282 ( 10.6)

696 ( 31.3)

276 ( 24.3)

고 정 자 산

10 (

0.5)

15 (

0.6)

파 생 상

기 타 자 산
주: 1) 2013년 기준
자료: Bankscope

395 ( 18.8)
: 2) (

)

11 (

274 ( 11.4)

0.4)

6(

0.3)

271 ( 11.1)

211 (

9.5)

7(

0.6)

130 ( 11.5)

내는 은행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종합평가
국내 금융구조는 은행중심 금융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은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수가
줄어들고 은행시장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나의 대형은행이 지니는 안정성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금융시스템적으로 각각 은행의 안정성 유지가 긴요해진 금융환경
하에서 자산운용행태가 대출위주로 집중되면서 예대율이 크게 높아진 현상은 자
산편중에 따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별은행의 자산 구성내용상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 비중은 낮고 자금 조달-운용간 불일치가 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위기시 유동성 관리에 제약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대율은

100%

수준

이기 때문에 유동성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국 주요 은행들의
경우 대체로 유가증권 비중이

20~30%로

높고 대출채권(은행간 포함)은

40~50%

내외에 그치는 자산구성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위기발생시 도산은
행의 평균 예대율은

60%를

소폭 상회, 생존은행은

50%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

다. 이러한 선진국 은행들의 사례와 함께 국내 은행 예금의 약
29)

김우진(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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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도가 안정

성이 낮은 기업예금임을 고려하면, 유동성리스크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

와 같은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에 관하여 정형권 조성욱(2009)은 은행산업 집중도
가 높아지면서 은행의 위험추구경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전체적으로 자산구조가 동조화된 현상은

Clement(2010)가

지적하는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위험이 높아졌음을 시
사한다. 현재의 은행시스템은 그간 은행들이 안전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지속해
온 결과 자산구조가 동질화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로

인해 시스

템리스크 발생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은행별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및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통해 분산투자하였으나, 은행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의 공통 위험요인에 크게 노출되면서
고유위험의 분산효과가 감소하고 고도의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선진국 은행들이 위험 축소를 위해 분산투자한 결과 자산구조가 유사해
짐으로써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문제와 형태는 다르
나 본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고객별 상품별로 분할되었던 은행시장 구조가 해체되고 금융행태와
범위가 동일한 통합된 시장 모습으로 변모됨에 따른 은행간 경쟁은 개별 은행의
부실화와 동질적인 은행간 전염효과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된 은
행시장에서 여타은행과 동일한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은행들은 세분화된 시장
에서 차별화된 형태로 자산을 운용할 때보다 심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대형은행들은 중소형은행 및 비은행 등의 시장을 더 이상
잠식하기 어려울 경우, 대등한 은행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는 경영성과
의 차이로 나타나면서 경쟁에서 열위에 놓인 은행의 부실화 위험을 높이게 된다.
한 대형은행의 부실화는 은행간 자산구조가 동조화된 상황에서 전염효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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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금융구조 및 은행 자산구조 하에서의 System Risk 분석
·

1. 금융시장간 대체 보완기능 작동여부 검토
가. 은행시장과 자본시장

·

은행시장과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대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경우에는
Greenspan이

A.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시장간 자금공급 패턴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한 시장이 위축될 경우에는 다른 시장이 활
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두 시장의 자금공급액 추이를 살펴보았는
데,

<그림 6>에서 2000년

이후 각 년도별 두 시장의 자금공급액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즉, 은행의 대출이 늘어날 때 자본시장의 회

·

사채 주식 발행규모도 증가하며, 은행의 자금공급이 둔화될 때 자본시장의 자본공
급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였던

SK글로벌의

2003년

분식회계 및 신용카드사

중에는 두 시장의 자금공급이 유

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데 비해, 글로벌위기의 여파로 은행들의 신
용경색이 발생하였던 시기에는 상호 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림 6>

ㆍ

은행 대출금 및 주식 회사채 발행 증감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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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시장 자금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럼

2005년

<그림 7>에서

보는 것처

이후부터는 기업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

내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확대 등으로
버블까지 초래하였으나,

2005년

4~5년간

급성장하면서

IT

이후부터는 장기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회사채시장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원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
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은행부문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중
소기업의 자금조달난 심화로 이어지면서

Clement(2010)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

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간 상호 증폭되는 과정을 겪는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가 초래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 현황
<주식

주:

1)

발행1)>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 및 상장법인 유상증자

위의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2000년대

중반이후 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액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
며,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기업자금 공급기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금융불안이 나타날 경우 두 시장간 원활한 상호 보

·

완 대체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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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

- 비은행 시장

은행-비은행을 포괄하는 간접금융시장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부터 연도별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 증감액 패턴이 완전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비은행간 상호 대체-보완기능이 작동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예금은행 대출금과 비은행 여신의 년도별 증감액 추이 그래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와 같은 동조화는 외환위기 이전 구축되어 있던 은행-비은행간 시장분할 구
조가 변화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금융시장의 구조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영업이 가계금융, 중소기업금융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서민들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을 점진적으로 잠식하여 왔다. 즉, 은행들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및 신인도를 바
탕으로 하는 시장지배력과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존에 서민금융기관들의 고
객 중 담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들을 흡수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양극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가계대출시
장은 은행과 각각의 비은행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별로 고객을 차별화하여 대출
취급하는 계층적 시장구조가 심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던 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기업자금 공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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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저하되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규모의 구조조정30)과 신뢰저하
의 영향으로 그 기능이 위축되면서 동 기관들에 자금조달을 의존하던 상당 부분
의

중소기업

등은

(crowding-out)가

제도금융권

밖인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가는

구축효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권별로 신용등급별 계

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 들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 위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에 대해 대출규제가 강화되거나 은
행의 대출태도가 경색될 경우 은행대출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등급별로는

5-6등급의

차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치는 반면,

6등급의

<그림 9>

중간 신용등급 구간에서 제도 금융권 접근성 격

5등급의

·

·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 비중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 비중은

23.7%

4.6%에

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 신용대출차주의 신용등급별 업권 분포1)2)

주:
주:

차주 수 기준
은행의
신용자(6~10등급) 대출은 대부분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
민금융지원 정책대출
자료: NICE신용평가, 업권별 중앙회 협회

30)

저축은행수는

1) 2015.6월말
2)

中ㆍ低

ㆍ

1999말 176개에서 2013말 89개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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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행시장내

·

위기발생시 국내 은행시장 내에서 은행 간 대체 보완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가
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 시점의 주요 은행들의 자산운용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당시 예금은행 총자산중
은행들의 차주별 대출구조를 보면,

5%

<표 7>에서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던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은행들 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러한 은행 간 상이한 대출구조를 바탕으로 당시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은행들이 부실은행으로 평가된

·

6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 위축

을 대체 보완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은행들을

M&A, P&A방식

등으로 합병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의 조기 수습에도 기여하였다. 즉, 외환위기
발생시 주요 시중은행의 실패에 대처하여, 당시 특수은행 성격의 기능을 영위하
던 국민, 주택 및 농협은행과 후발은행인 신한은행이 완충(buffer) 작용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맞추어 금융시장내 제2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7>

외환위기 당시 주요 은행의 차주별 대출비중
(%)

기업대출
6개

시은*

(조흥,상업,제일,서울,외환)

* 6개

72.5

∼

79.8

(대기업)

∼

(25.8

39.5)

(중소기업)
(37.2

∼

52.8)

가계대출 등
20.2

∼

27.9

국민

48.7

( 4.9)

(43.8)

51.3

주택

9.3

( 3.0)

( 6.3)

90.7

신한

83.5

(29.7)

(53.8)

16.5

시은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대상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그러나 최근에는 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은행간 자산운용패턴이

대출위주로 편중되고 은행들의 대출구성이 동조화됨에 따라 대형은행들의 자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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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간 편차가 미미하다.

<그림 10>은

국내

5개

대형은행들의 주요 자산항목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 및 편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갈수록 편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요은행 중 한 개의 특정 은행에 실패징후

·

가 나타날 경우 동 은행의 기능을 대체 보완하면서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림 10>
5개

대형은행의 주요 자산항목별 비중의 평균 및 표준편차 추이1)
<유가증권>

<중소기업

주:
주:

1)
2)

<대기업

대출>

<가계

대출>

대출>

자산규모 상위 5대 대형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준
가운데 실선은 각 은행별 해당 자산 비중의 평균, 위 아래 점선은 표준편차

ㆍ

라. 종합판단

·

국내 금융구조는 은행-자본시장간, 은행-비은행간, 은행간 상호 보완 대체기능
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금
융구조와 은행들의 동질적인 자산구조 하에서는 대내외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자체의 복원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게 확산될 소지가 내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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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고도의 체계적 위
험은

Clement(2010)가

지적하는 국내의 시장참여자간 군집행동 등에 기인하여 시

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
면, 대형 시중은행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많은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분간은 처분될 가능성이 적으나, 한 은행이 처분을 시작
하면 모든 은행이 일시에 헐값매각(fire

sale)에

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나서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
Diamond and Rajan(2009)은

금융

기관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시, 향후 부동산 가격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처분을 미
루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일시에 헐값매각(fire

sale)에

나서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이론을 펼친 바 있다.
또한 제

Ⅱ장의 선진국 금융위기의 촉발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화자금

의 급격한 유출 등 외생적 충격이 없더라도 국내적으로 과도한 규제완화이후 불
가피하게 추진하게 되는 통화금융 정책의 변화가 금융위기의 촉발 요인이 될 소
지도 있다.

즉, 아래

<그림 11>의

선진국형 금융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11>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 흐름도31)
<선진국>

31)

<신흥시장국>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제10판)을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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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의 국내 금융구조와 은행 자산구조는 금융위기 발생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간 완충기능
이 미약한 데다, 대형은행들의 실패시 제2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할 은행들을 기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및 재정부담
이 과거 외환위기시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의 실증분석
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은행들의 결합도산확률(JPOD),

CDS

예상손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나, 본고는 은행
자산구조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맞추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하

Ⅱ장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형은행

고자 한다. 이에 제

,

의 자산운용행태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국내

5개

대형은행(SIFI)들의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가능
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 몬테칼로(Monte
MC

carlo ; MC)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방법은 특정 상품 또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일정한 분포를 가정

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난수(random

number)를

추출하여

가상적 분포를 만드는 기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유
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2). 이에
유지하였던

2000년대

5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구조의 이질성을

초반(2001~03년)과 동질화가 심화된 기간인 최근(2012~14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으로 축약한 은행 자산구조 하에서
MC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순익 비율의 확률분포를 비교한다. 은행 간

자산운용 동조화 결과 은행의 순익대비 위험이 커지거나 위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연도의 자산 항목별 구성비에 관련된 통계량을 시산한 결
과는

32)

<표 8>과

같다.

금융기관론(제2판

2000년대

pp.609-613,

초반(2001~03년)

권재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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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은행의 기업대출, 가계대

출, 유가증권운용 비중은 각각 평균
며, 은행간 비중의 표준편차는 각각

26.5%, 27.5%, 2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최

2.6%p, 8.8%p, 4.5%p

근(2012~14년)에는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각각 평균
34.0%, 13.8%로

31.6%,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기업대출 비중도 소폭 상승한 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
가증권 운용 비중의 표준편차는

1.3%p, 3.9%p, 1.3%p로 2000년대

초반 대비 약 절

반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되어 은행간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국내 5개 대형은행의 자산항목별 비중 비교
(%, %p)
2000년대 초반(2001~03년)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평
균
최
대
최
소
표준편차

최근(2012~14년)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26.5

27.5

23.2

31.6

34.0

13.8

29.4

41.9

30.3

33.4

39.9

15.4

22.8

19.0

18.2

30.0

29.2

11.9

2.6

8.8

4.5

1.3

3.9

1.3

이어서 은행간 자산운용의 동조화로 초래되는 현상이 시스템리스크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위험-순익 비율 분포의 차별화된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위험수준의 산출을 위

해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에 각각

50%, 35%, 2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였

으며33), 순익규모는 각 자산구조별 평균(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구조에서 동일한 순익을 창출할 때 시스템리스크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같은 시스템리스크 분포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감수하여야 하는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은행 자산구조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또한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9>의 Monte carlo simulation

자산구조 하에서의 평균 위험-순익 비율이
33)

34)

결과34)를 보면, 최근 동조화된 은행의

54.7로 2000년대

『

』

초반 이질적인 은행자산

자산구성 항목별 각각의 위험가중치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에 제시된 기준치를 감안하여
부여하였다.
100,000회의 반복(iteration) 실행을 통해 위험-순익 비율의 분포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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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의 평균 위험-순익 비율
2000년대

31.9보다

초반 대비 최근의 값이 각각

크게 나타났다.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는

8.7에서 42.3, 27.2에서 77.2로

크게 증가함으

로써 은행 간 자산운용구조가 유사한 시스템에서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이 보다 증
대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자산구조별 위험-순익 비율의 시뮬레이션 결과
2000년대

평균 위험-순익 비율

초반(2001~03년)

최근(2012~14년)

31.9

54.7

최대

55.1

236.3

최소

19.8

20.2

8.7

42.3

27.2

77.2

표준편차
변동계수(CV)

이는

<그림 12>의

확률분포를 보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현재 은행시스템

의 자산구조가 위험-순익 비율의 분포에 있어서 훨씬 더 길고 두터운 꼬리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어 과거 은행시스템의 자산구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내포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은행간 차별화된 영역이 사라지고 자산운용행태가
동조화된 최근의 상황은 은행간 상호 이질적인 자산운용 행태를 보이면서 세분화된
은행시장 구조를 유지했던 과거에 비해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 상
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Diamond and Rajan(2009)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은행간 자산운용행태가 동조화됨으로 인하여 특정한 충격에 따른 자산가격 하
락세에 직면하여 모든 은행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자산을 헐값매각(fire

sale)에

나

서거나 경제주체들 사이에 자그마한 기대의 반전으로도 일시 대량매각 사태가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더 확대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35)

35)

한편 분석결과는 시스템리스크의 측면에서 본 결과일 따름이므로, 개별은행의 미시적 특성 등에 대
한 고려 없이 과거 은행시스템 하에서 개별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현재 은행시스템에서보다 더 우월
하다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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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과거 및 현재의 은행시스템간 위험-순익 비율의 확률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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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나.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산출을 통한 분석

1)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산출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 현상을 지수로 구성한 후, 이를 설명변수로 하여 한국
은행 금융안정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이하
‘동조화지수’)는

주요

5대

은행 기준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각각의 구성비에

대한 표준편차를 분기별 시계열로 구축하고, 그 표준편차의 역수(1/ )를 취해 각 자
산항목에 대한 구성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36). 이를 통해 각 시기별 은행 자
산구조의 동조화 수준을 하나의 단일 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그림

13>.37)

<그림 13>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추이

동조화지수의 추이를 보면,
아져

2000년대

2001년중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낮

중반까지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다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수의

2000년대

2005년부터

초반 일시적 상승은

상승 추세를

IT버블

붕괴 이

후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확대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2005년

이후 추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은행

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기업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상대
36)
37)

동조화지수가 상승할 때 각 은행간 자산구조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표준편차에 역수를 취한 다음 가중평균하였다.
1999년 이후 2014년까지 분기별 동조화지수 작성결과는 p.48 <부록 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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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축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2년간은

동 지수가 연초에 높아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상

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은행들이 연초에는 경쟁은행과 비교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과도하게 특정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하
는 전략을 구사38)하는 데 비해, 하반기 이후에는 저조한 수익39) 등을 고려하여 포
트폴리오 구성을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4>는

동조화지수(HMGI)와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

안정지수40)(FSII)의 추이를 나타낸다. 두 지수는

2000년대

초반 및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여 상관계수가
0.1

이내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금융안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

련변수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두 지수간의 관계가 희석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
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통제변수들을 포함하는 다변수 회귀분석모
형의 설정을 통해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가 다른 변수들과 함께 금융안정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동조화지수(HMGI) 및 금융안정지수(FSII) 추이

38) 최근 은행들은 연말 및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산업별
39)
40)

, 기업규모별, 금융상품
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경쟁은행 벤치마크와의 비교를 통해 각 은행간 유사한 전략을 강구하
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2012~14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평균 0.3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07년
평균 1.08%)은 물론 금융위기 기간(2008~11년 평균 0.52%)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지수는 금융불안정이 심화될 때 상승하는 지수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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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모형의 설정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수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대상기간은
1999년 1/4분기 ~ 2014년 4/4분기이며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는 현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지수(FSII)’를 사용하고, 설명변수에는
‘동조화지수(HMGI)’

<표 10>과

이외에 민간부채 측면의 금융안정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민

간신용/GDP 갭(CGAP)’을, 대외부문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REER)’을,

같이

‘실질실효환율

부동산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주택가격지수(RPPR)’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주가지수(STKP)’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종
속변수의 전기시차변수 또한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의 시계
열 추이는

<그림 15>와

<표 10>

(1)
(2)
(3)
(4)
(5)
(6)

변수명
CGAP
REER
RPPR
STKP
HMGI
FSII_1

<그림 15>

같다.
설명변수 내역

자료
민간신용/명목 GDP 갭
실질실효환율
실질주택가격지수
주가지수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금융안정지수 전기시차변수

예상부호

＋
＋－
＋
－
＋
＋
(

(

)

/

BIS

(

)

BIS

(

)

(

)

(

)

한국거래소
자체 추정
한국은행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시계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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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은행

현재 한국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
질 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조화지수(HMGI) 또한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심화될수록 상승한다고 전제하였으므로 동조화지수(HMGI)에
대한 계수의 부호는

(

＋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민간신용/GDP 갭(CGAP)이 확대될수록, 실질주택가격(RPPR)이 상승할수록 금
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변수에 대한 계수의 부호 역시

＋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한편 실질실효환율(REER)은 수출가격경쟁력 저하로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 증가 등의 경우
)

－ 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게 되지만

(

, 2000년대

)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결정요인 가운

데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영향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41) 계수
값이

－ 의 부호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

.

주가지수(STKP)의 경우 대체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상승세가 유지
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낼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의 부

(

)

호가 예상된다.

3) 추정결과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한 금융안정지수 모형 추정결과는
<표 11>의

모델(1), 동조화지수를 제외한 추정결과는 모델(2)와 같다. 추정결과, 동

조화지수를 포함한 모델(1)의 추정결과가 전반적으로 모델(2)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추정결과 앞서의
(HMGI)의

MC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조화지수

상승이 금융안정지수의 상승을 초래하여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금융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신용/GDP 갭(CGAP)의 확대와 실질
주택가격(RPPR)의 상승은 금융안정지수 상승 요인으로, 실질실효환율(REER) 및 주
가지수(STKP)의 상승은 당기의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안정지수 하
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조화지수(HMGI)를 제외한 모델(2)의 추정결과에서는 여타 설명변수들의
41)

최근 Ahmed, Appendino, and Ruta(2015)의 분석결과에서도 국가별 및 산업별 전반에 걸쳐 환율
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추세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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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는 모델(1)의 추정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조화지수를 제외할 경우 전
반적인 모형의 설명력이나 적합도가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모형 추정결과(요약)42)
Models
Variables

Model (1)

Model (2)

Coeff.

p-value

Coeff.

p-value

Const.

3.6255

0.6647

10.017

0.1724

CGAP

0.0197

0.0630 *

0.0129

0.1490

l_REER

-2.3317

0.0396 **

-3.2376

l_RPPR

3.4131

0.0095 ***

2.4438

l_STKP

-1.0605

0.0000 ***

-0.6689

0.0000 ***

HMGI

1.4440

0.0180 **

l_FSII_1

0.3385

0.0000 ***

0.3458

0.0000 ***

―

0.5941

R2

0.0008 ***
0.0529 *

0.5620

주: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

실제 동조화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한 모델(1)과 포함하지 않은 모델(2)로부터
계산된 각각의 금융안정지수 추정치(fitted

value)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6>과

다. 비교 결과, 대체로 두 모형의 추정치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반,

2002년

하반

~ 2003년

상반, 그리고

2012년 2/4분기

2001년

같
상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동조화지수를 포함한 모델(1)의 금융안정지수 추정치가 모델(2)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모델(1)에서는
중에는 금융안정지수가 모델(2)에 비해 평균
는

2000년대

2012년 2/4분기 ~ 2014년 4/4분기

8.9%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반 이후 심화된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 현상이 여타의 금융불안 요

소들과 함께 작동할 경우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2)

보다 상세한 추정결과는

p.49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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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포함 여부에 따른 금융안정지수 추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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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Borio et al.(2012)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커다란 외부 충격뿐 아니라 보통 규

모의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라고 제시하
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된 금융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작은 충격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금융구조는 여전히 은행중심구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시장은 은행

·

그룹별 시장분할과 은행별 상품 차별화 및 고객 세분화 등에 기초한 다원적 중층
적 시장구조가 해체지고 단일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통합된 시장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는 대출 중심으로 편중된 가운데
각 은행들의 대출구성이 동조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구조 하에서 자본-은행시장, 은행-비은행, 은행간 상호 보완 대체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동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
조라고 평가되었다. 최근의 은행자산구조를 근거로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위험-순익 비율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및 동
조화지수 산출을 통한 회귀분석모형의 추정결과는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이 과거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스템내 누적된 불안요인이 현재화하거나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장 자체적인 복원력(resilience)이 미약하여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위기발생시 완충작용을 담당할 금융기관이
나 시장이 취약하여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규모 및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규모가 매우 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여건은 저성장 체제의 거시경제적 환경과 고령화

·

등의 인구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높은 성장이 어려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의 출현, 핀테크 산업의 발달 등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융시스템내 중추적 위치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모
두 동일한 영업패턴으로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지속할 경우 우월한 능력
을 갖춘 선진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에 의해 그
영업기반이 잠식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은행 자체적인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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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상황이 개별은행의 차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 문제라는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동일한 성장전략을
구사하며 군집행태를 보였던 모습에서 벗어나 사업부문의 특화 및 고객의 세분화
등을 통해 각각 경쟁력이 차별화된 부문에 독자적 업무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는 최근의 국내 금융구조 및 은행의 자산구조가 그
간 추진해온 금융산업 개편방향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규모와 성장이 제한적인 국내 은행시장 구조에서 대형은행들이 한 개의
통합된 은행처럼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소형 금융기관의 존속을 위태롭게

·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다원적 중층
적 구조를 갈수록 약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은행산업 구조를 수요측면에서 중층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 차원에서 금융시스템내 금융권간,

·

금융기관 간에도 상호 보완 대체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방
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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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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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기 은행 의 자산 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수

지수

1999:01

0.3559

2007:01

0.2643

1999:02

0.3500

2007:02

0.2597

1999:03

0.3919

2007:03

0.2961

1999:04

0.2912

2007:04

0.3085

2000:01

0.2517

2008:01

0.3185

2000:02

0.2505

2008:02

0.3211

2000:03

0.2837

2008:03

0.2933

2000:04

0.3578

2008:04

0.2822

2001:01

0.5428

2009:01

0.3257

2001:02

0.5423

2009:02

0.4096

2001:03

0.3886

2009:03

0.3209

2001:04

0.2292

2009:04

0.3064

2002:01

0.2285

2010:01

0.3217

2002:02

0.2629

2010:02

0.3947

2002:03

0.2583

2010:03

0.3982

2002:04

0.2581

2010:04

0.3894

2003:01

0.2458

2011:01

0.4485

2003:02

0.2005

2011:02

0.4186

2003:03

0.1788

2011:03

0.5117

2003:04

0.1844

2011:04

0.5654

2004:01

0.1921

2012:01

0.4964

2004:02

0.1838

2012:02

0.5144

2004:03

0.1828

2012:03

0.6100

2004:04

0.1791

2012:04

0.5791

2005:01

0.1848

2013:01

0.7456

2005:02

0.1788

2013:02

0.7317

2005:03

0.1882

2013:03

0.5950

2005:04

0.1995

2013:04

0.5136

2006:01

0.2338

2014:01

0.8817

2006:02

0.2246

2014:02

0.5535

2006:03

0.2355

2014:03

0.5360

2006:04

0.2497

2014:04

0.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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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형 추정결과

[Model (1)]

[Model (2)]

주:

FSII는 한국은행 금융안정지수, CGAP은 민간신용/명목 GDP 갭, REER
은 실질실효환율, RPPR은 실질주택가격지수, STKP는 주가지수, HMGI는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FSII_1은 금융안정지수의 전기시차변수, l_는
로그변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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