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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0.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은행부문의 복원력 및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의 경기순응성
을 완화하여 금융부문 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자 은행 자
본·유동성 규제 기준안(
“바젤Ⅲ”
로 통칭)을 도입하였다. 한편 2011.1월부터 국
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
계기준(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개혁은 은행경영, 금
융시장 및 실물경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고는 그
영향을 점검하고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국내 감독당국의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가
중자산(RWA)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 및 대출금
리 상승, 은행 대출시장 축소,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은행의 경우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은행들은 소매·중소기업예금 등 핵심부채와
장기수신 확충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 운용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고채 금리가 하락압
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채권의 신용등급간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이
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은행의 공정가치 적용 확대, 자산매각 인정기준
강화에 따른 부실자산 처리방법 변화 등은 은행 신용공급의 변동성 확대 및
여신운용 행태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통화정책 수행 시 바젤Ⅲ 도입이 시장금리 등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
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
겠다.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은행의
예금유치 과다경쟁 억제, 비은행금융권 잠재리스크 감시, 부실자산 처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시장의 부실자산 처리역량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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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2010.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은행부문의 금융위기시 복원력 및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여 금융부문 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
이고자「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안(
“바젤Ⅲ”
로 통칭)」
을 도입하였다.

2.

한편 2011.1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의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3.

이와 같은 금융규제들은 규제 대상인 은행은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은행경영,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글로벌 금융규제 내용 및 규제기준 충족 현황
가. 글로벌 금융규제 내용
(자본규제)
4.

바젤III는 자본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필요자본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규제를 강화하고,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and Countercyclical Buffer) 및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규제를 새롭게 도
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

최저필요자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통주자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자본의 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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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만기의 영구성, 청산 시 후순위성, 배당의 비강제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의 적격성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업권, 이연자산, 자기주식 등 손실흡수력이 약하거
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6.

은행들은 최저필요자본에 더하여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위

험가중자산의 2.5%에 상당하는 보통주자본)을 평소에 적립하였다가 위기 시에 손실이 발생
하여 자본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동 규제는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적립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은행의 이익배분이 제한된다.
<그림 1〉바젤Ⅱ 및 바젤Ⅲ의 자본규제 비교
(%)

바젤Ⅲ

≥ 8.0
≥ 4.0
≥ 2.0

≥ 8.0
≥ 6.0
≥ 4.5

②+③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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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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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Total Capital
① Tier1
보통주자본
② Tier2
③ Tier3

완
충
자
본

자본보전用

없음

≥ 2.5

·평상시 : 일정수준 이상 유지

경기대응用

없음

0~2.5

·위기시 : 동 자본으로 손실흡수

없음

≥ 3.0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 억제

레버리지
비율

7.

바젤Ⅱ

Tier1/
총자산

·자본의 質 제고
: 무형자산 등을 자본에서
공제

경기상승기에 은행을 통해 공급된 신용총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systemic risk)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0~2.5%, 보통주자본 또는 기타 형태)을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경기상승기에 적립의무를 부
과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립된 자본을 사용토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자본보전완충자
본과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 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8.

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존

리스크기반(risk-based)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Tier 1/총자산≥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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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관찰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
다.

(유동성규제)
9.

바젤III에서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국제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동성 위기시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위해 두 개의 규제 기준(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
율)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10.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은 은행의 단기 현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자금유출이 30일간 지속
되는 시장 전체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
(純현금유출액의 10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high-quality liquidity assets)을 보유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제는 관찰기간(2011～2014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CR =
=

고유동성자산
≥ 100%
純현금유출
고유동성자산
≥ 100%
현금유출 - 현금유입

11. 고유동성자산은 위기상황에서도 가치손실이 거의 없이 용이하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
산으로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 발행채권, AA- 이상 등급인
회사채 또는 커버드본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1〉고유동성자산의 구성항목
구 분
Level 1 자산
(haircut 0% 이상)
Level 21) 자산
(haircut 15% 이상)

항

목

현금(cash)
중앙은행 지급준비금(central bank reserves)
■ 위험가중치가 0%인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 발행 또는 보증 채권
■
■

■ 위험가중치가
■ AA-

20%인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 발행 또는 보증 채권
등급 이상인 회사채, 커버드본드

주 : 1) Level 2 자산의 총액은 고유동성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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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純현금유출액은 30일간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의 규모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현금유출액은 소매 및 중소기
업 예금, 무담보 도매성자금 조달, 담보부 자금조달, 신용공여약정 등으로부터의 자금이탈
규모를 의미하며 유출 가능성에 따라 이탈률(run-off rates)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현
금유입액은 30일 이내 만기도래 대출, 보유증권, 타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의 자금유입
액을 의미하며 유입 가능성에 따라 현금유입비율(inflow rates)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13.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하 NSFR)은 중장기적 위기에 대
한 은행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위기가 1년간 지속
되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극
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안정적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제는 관찰기간
(2012～2017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FR =

가용안정적자금(ASF)
≥ 100%
필요안정적자금(RSF)

14. 가용안정적자금(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은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
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으로 간주되는 자본 및 부채의 규모를 의미하며 자본 및
부채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ASF factor)를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안정성이 높은
자금조달원일수록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15. 필요안정적자금(Required Stable Funding; 이하 RSF)은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
는 상황에서 매각 또는 담보부 차입 등을 통한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의미하며 개별 자산의 유동성 수준에 따라 가중치(RSF factor)가 차등 적용된다. 현금 전환
이 용이할수록 낮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국제회계기준)
16. IFRS는 기존 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과는 달
리 원칙중심(principle-based),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경제적 실질
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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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시대상 주 재무제표가 종전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되고 공시 주기
도 확대(연 1회→매분기 및 반기)되었다. 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
산 및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1) 평가를 확대하였다. IFRS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
고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처리하며, 자산매각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
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표 2〉K-GAAP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항목

K-GAAP(기존 기준)

K-IFRS(새 기준)

관련항목

① 회계처리원칙

- 규정중심,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공

-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기업에 적합한 회계처리
선택 가능

② 공시체계 차이

- 개별재무제표 원칙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등

③ 자산·부채 평가
방법 차이

- 객관적 평가 어려운 항목
취득원가 평가

- 공정가치 평가 강조

투자부동산, 금융상품,
유형자산 등

④ 정책 목적에 따른
기준 차이

-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규제

-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 규정

신종자본증권 자본처리,
상환우선주 부채처리 등

자료 : 금융감독원

나. 규제기준 충족 현황 : 계량영향평가 결과
(자본규제(BIS자본비율) 충족 현황)
18. 국내은행의 2011년 6월말 BIS자본비율은 14.4%로 세계 주요 은행들과 유사한 수준이
며, 자본의 구성에서도 대체로 보통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자본이 질적으로도 매우 양
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1) 합리적인 판단능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시가’
보다 넓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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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및 Tier1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3〉자본적정성 비교1)

주 : 1) Banker誌 발표 세계 30대 은행기준(2010년말
기준)

19. BCBS가 실시한 계량영향평가2)(Quantitative Impact Study; 이하 QIS) 결과, 자본규
제 강화로 인한 국내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형은행(5개 은행 기
준)의 2009년말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0.3%, Tier1자본비율은 10.4%, 총자본비율은
13.5%로 바젤Ⅲ 최저규제비율(각각 7.0%, 8.5%, 10.5%)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또한 동 은
행들의 레버리지비율도 평균 4.6%로 최저규제비율(3.0%)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20. 그러나 향후 국내 감독당국이 규제기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 국내 대형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D-SIBs)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 경기대응완충자
본을 도입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은행이 추가 자본확충에 나설 것으
로 보여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유동성규제(LCR 및 NSFR) 충족 현황)
21. BCBS가 실시한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국내은행의 평균 LCR 및 NSFR은 최저규제
비율(100%)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IS 대상 대형은행의 평균 LCR 및 NSFR은
각각 76% 및 93%로 세계 주요은행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2) BCBS가 바젤Ⅲ 도입이 회원국 은행들에게 미칠 영향을 측정하고 은행간 바젤Ⅲ 규정에 대한 해석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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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바젤III 유동성비율 현황
LCR
대형은행1)

기타은행2)

NSFR

23개국 평균

83%

93%

국내QIS은행

76%

93%

23개국 평균

98%

103%

국내QIS은행

75%

99%

주 : 1) Tier 1 자본이 30억€ 이상으로 업무분산이 잘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 국내QIS은행은 5개 은행 기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2) 국내QIS은행은 2개 은행 기준(대구, 부산)
3) 2009년말 기준
자료 :“바젤 Ⅲ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 영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0.12)

Ⅲ. 글로벌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자본규제의 영향
(1) 은행경영에 대한 영향
22. 향후 국내 감독당국이 규제기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하여 국내은행이 자본비율을 제고
해야 하는 경우 은행들은 ①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②위험가중자산(RWA)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제고 방법
분자
조정

자본확충

증자, 이익유보, 후순위채 등 발행
BIS비율
상승

분모
조정

위험가중자산
감축

자산감축, 위험가중치 낮은 자산
(국공채 등)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23. 향후 은행들이 확충하여야 할 자본규모(자본확충 필요액)는 목표자본비율을 어떻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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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바젤Ⅲ 기준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총자본
비율(13.0%)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자본확충 필요액은 16.6조원, 2010년말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바젤Ⅱ기준) 14.6%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자본확충 필요액은 34.3조원으로 추정
된다.3)

24. 은행들이 동 필요액을 내부유보를 통해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3년~5년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은행은 자본을 확충할 경우 가급적 증자 보다는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증자가 高비용 자본조달 수단인 데다 주식시장 여건,
기존 주주가치의 하락 초래 가능성 등으로 빈번하게 활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25. 한편, 자본규제 강화는 은행들로 하여금 리스크 감축을 위한 위험가중자산 감축(포트폴
리오 조정) 행태를 지속 내지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안전자산인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 국내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자산 규모가 안정적인 움
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낮은 자산
으로 대체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자금운용 구조1)

<그림 6〉총자산 및 위험가중자산 1)

(2010.12월말 은행계정 기준)

주 : 1) ( )내는 총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주 : 1) 일반은행 기준

3) 바젤Ⅲ가 경과규정 적용 없이 일시에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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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27.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을 감축할 경우, 그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은행 대출시장 축소,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현상이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8. 우선 은행들은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대금리차에 반영하여 예대금리차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금리 조정에 있어서는 예금금리를 인하하기보다 대출금리
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4).

29. 한편,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기 위해 대출태도를 보다 엄격하게 할 유인이 있
으므로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시장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

30. 또한, 은행들이 국고채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국고채금리의 하락압력이 커지는 가
운데 국고채와 위험자산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은행보유채권의 종류 및 비중

<그림 8〉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경제통계시스템(ECOS)

4) 은행들은 바젤Ⅲ 자본규제 뿐만 아니라 유동성규제도 충족해야 하는데「대출금리인상 → 대출감소」
는 두 가지 규제 모
두에서 유리하지만「예금금리인하 → 예금감소」
는 유동성 규제 측면에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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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31. 자본규제 강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규제
강화가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모 축소를 통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 이하 MAG)5)에서는 규
제자본비율이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총 1%p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 GDP 수준은 규제를 강
화하지 않을 때에 비해 중위값 기준으로 최대 0.15%(35분기 경과시점) 감소하는 것으로 추
정6)하고,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본규제가 세계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modest)으로 평가하였다.
〈표 4〉규제자본비율 1%p 상승에 따른「거시경제영향평가」결과
경과시점

대출규모(%)
35분기
48분기

대출스프레드(bp)
35분기
48분기

35분기

GDP(%)
48분기

단순 중위값

-1.38

-1.47

15.5

12.2

-0.15

-0.10

GDP가중 중위값

-1.11

-1.11

16.6

12.8

-0.21

-0.18

단순 평균

-1.29

-1.46

18.6

17.6

-0.20

-0.16

GDP가중 평균

-1.85

-1.89

17.9

16.7

-0.26

-0.22

33. Barrell et al(2011)은 OECD 국가 713개 은행에 대해 1993~2007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규제자본비율 상향조정 시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증대됨을 입증하였으며7),
Cosimano 및 Hakura(2011)는 세계 100개 대형은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바젤Ⅲ 자본규
제 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는 16bp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1.3% 감소한다는 연구결
과도 제시한 바 있다.8)

5)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 및 BCBS가 바젤Ⅲ 규제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에의 영향평가를 위해 설치
(2010.2월)한 실무그룹으로서 15개국 중앙은행 등 22개 기관이 참가
6)“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impact of strong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 MAG(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 2010.12월
7)“Bank Capital Composition, Regulation and Risk Taking”
, Ray Barrell et. al, 2011.7월
8)“Bank Behavior in Response to Basel Ⅲ: A Cross-Country Analysis”
, Thomas F. Cosimano and Dalia S.
Hakura, 2011.5월

10•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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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또한 Angelini et al(2011)은 규제자본비율 1%p 상승시 세계경제 GDP 수준은 장기적
으로 기본전망(baseline) 대비 0.0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9).

35. 본고에서는 MAG에서 사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자본규제 강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동 방식은 규제자본비율 상승에 따른 대출스프레드 및 대출규모(대출태도)
변화를 추정하고, 동 추정치를 이용하여 GDP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36.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출스프레드 변화 및 대출규모 변화를 추정하였
다. 우선 대출스프레드 변화는 규제강화로 인해 ROE가 하락할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출금리 상승폭을 추정하여 도출하였다10). 대출규모 변화는 규제자본비율과 대출규
모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11). 마지막으로 GDP 변동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모형(BOKDPM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9〉규제자본비율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영향평가 절차
[1st step]

↗

대출스프레드
(가격경로)

↘

대출규모(대출태도)
(수량경로)

[2nd step]

↘

규제자본비율 상승

<시나리오>

GDP 변동

<규제영향 반영경로>

↗
<실물변수>

9)“Basel Ⅲ: Long-term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and fluctuations”
, P. Angelini et. al, 2011.2월
10)“The impact of changing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on lending rates: some estimates based on
accounting identities”
, MAG, 2010.3월(ROE=ROA×레버리지, 규제강화로 레버리지가 줄어들면 ROE가 하락하
므로 은행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여 ROA를 제고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레버리지가 줄어들면 조달비
용이 감소하므로 ROA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데, 동 효과는 본고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11) IMF의 방법론(Bayoumi, T. & Melander, O,
“Credit Matters: Empirical Evidence on U.S. Macro-Financial
Linkages”
, 2008.7월)

THE BANK OF KOREA•11

BOK경제리뷰-13호 2012.11.12 11:44 AM 페이지12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No. 2012-13

37.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자본비율 1%p 상향 조정시 대출스프레드 25bp상승,
대출태도 강화로 인해 GDP가 기본전망(baseline) 대비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자본규제가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규제시나리오

⋯

1st step
은행행태변화1)

⋯

2nd step

GDP영향2)

⋯

규제자본비율 1%p 상향조정

가격경로

수량경로

대출스프레드 25bp 상승

대출태도 7.74pt 강화

고정금리

금리조정3)

고정금리

금리조정3)

GDP
0.14%↓

GDP
0.12%↓

GDP
0.41%↓

GDP
0.26%↓

4개 경로 GDP 감소시의 단순 평균 : 0.23%↓
주 : 1) 대출스프레드 및 대출태도는 점진적으로 조정된다고 가정
2) 표 안에 제시된 수치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때에 대비한 GDP 수준 최대 감소치(gap ratio)를 의미(35분기 경과
시점)
3) 규제강화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통화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조정할 경우

38. 추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자본비율이 1%p 상향 조정될 경우 대출스프레
드는 25bp 상승하며, 대출태도는 0.00에서 -7.74로 낮아져 다소 엄격12)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대출스프레드와 대출태도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의
BOKDPM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해 보면, 규제자본비율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8년
간 점진적으로 1%p 상승할 경우 GDP 수준은 35분기 경과시점에서 최대 0.23%13)까지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대출태도지수는 -100~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현상유지時 0, 완전강화時 -100, 완전완화時 100으로 표현됨
13) 규제영향 반영경로, 통화정책 대응여부에 따라 4개 경로(2개 경로(가격경로, 수량경로) × 2개 시나리오(고정금리, 금
리조정))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GDP 수준은 최대 0.12%~ 0.41%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은
0.23%이다.

12•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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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경로1)

주: 1) 기본전망 대비 GDP갭률(gap ratio)

(4) 은행의 위험관리행태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
39. 이상의 추정에서는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은행은 규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효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바젤 III에서 신규로 도입
하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효과를 은행들의 반응행태와 함께 고려하여 살펴
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40. 국내은행의 규제자본비율(K=E/ωA, E: 규제자본, ω: 위험가중치, A: 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전체적으로 동 비율을 목표수준(K*)으로 유지(K=K*)하려는 위험관
리행태14)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독당국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와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여 K*를 상향조정한 두 번의 조정기를 제외하고는 K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
해왔던 것이다.

14) 자본비율을 목표수준(감독당국의 요구수준 등에 근거)을 초과하여 유지할 경우는 필요 이상의 자본 보유에 따른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은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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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국내은행 규제자본비율(K) 추이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1. 국내은행이 K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위험관리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보면 안정기에는 유의수준 5% 내에서 귀무가설(Hº)이 채택되
고 조정기에는 기각되었다. 이는 국내은행의 K가 목표수준(K*)에서 유지되다가 조정기에
변동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Hº : K=K* or K̇=0
H¡ : K≠K* or K̇≠0

〈표 5〉가설 검증 결과
안정기Ⅰ
‘99.4q~’
(
03.4q)

조정기Ⅰ
‘04.1q~’
(
05.4q)

안정기Ⅱ
‘06.1q~’
(
07.4q)

조정기Ⅱ
‘08.1q~’
(
09.4q)

t-statistic

-0.316

3.216

-1.095

1.875

p-value

0.756

0.020

0.315

0.049

* P≤5%인 경우, 귀무가설(H0)을 기각

42. 이러한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가 경기순응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은행은 K의 구
, A)이 변동하여 K가 K*에서 벗어나면 이를 K*로 맞추기 위해 K의 구성항목
성항목(E, ω
을 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A가 변동하게 된다.A 의 변동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 대
한 은행의 신용공급량의 변동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기의 진폭이 더욱 확장되는 경기
순응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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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에 따른 경기순응성 유발 메커니즘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
해 규제자본비율 K의 구성항목間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자본비율 구성항목
중 주요 변동 요소인 E와 A間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98로 거의 완전한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증감률, 즉 Ė와 Ȧ間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일정시차15)를 두고 Ė
가 Ȧ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에 있어 K의 변동은 주로 E의 변동
에 의해 유발되고 K의 조정은 주로 A의 변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3〉국내은행 규제자본비율(K) 변동 및 조정 과정
K 변동

→

E, ω
,A

→

K≠K*

K 조정
E, ω
,A

→

K=K*

44. 이상에서 자본 변동에 대해 자산을 조정하여 규제자본비율(K)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가 경기순응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은행
의 자본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해 보면 은행에 의한 경기순응성 유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45. 국내은행의 자본(E) 변동을 호황기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증자보다는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며,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대손상각비의 변동에 의해 주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상황에 순응적으로 반응
하는 대손상각비의 변동이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의 변동을 순차적으로 유발하고 이
는 최종적으로 자산의 변동을 통해 다시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장시킴으로써 경기순응적 양
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15) Ė와 Ȧ간의 시차별 상관계수(최대시차 9년)를 구해보면 시차 1년에서 최대값(0.5369)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정기
(2004~05)에도 Ė가 Ȧ를 유발함.(다만, 조정 폭은 축소)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Ė
→
Ȧ

E 및 A 증감률 추이

ω̇
→

←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 → (←) : 횡(종)축 변수의 종(횡)축변수에 대한 그랜저 유발

자료 : FAIRS,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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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당기순이익의 변동에 대한 기여도
(%)

2001년

호황期
2004년

2005년

2003년

대손상각비

38.5

66.7

110.1

168.3

77.6

순이자수익

4.4

16.6

80.6

-92.2

-44.9

<그림 14〉당기순이익 및 세부항목 추이

불황期
2008년

<그림 15〉대손상각비와 당기순이익 증감액 추이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6. 위에서 살펴본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에 따른 경기순응성 유발 메커니즘과 원인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6〉은행의 위험관리행태와 경기순응성 유발 메커니즘
은행
실물
경기

→

이익
→
(대손충당금)

자본

→

위험관리
(K=K*)

→

자산

→

신용
공급

→

실물
경기

47. 이하에서는 바젤III에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가 규
제조치 부과에 대한 은행의 대응행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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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호황기에 정책당국이 신용공급 억제를 위해 완충자본을 부과하여 규제비율이 상승할
경우 은행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①자본(E) 확충 ②위험자산비중 축소를 통한 위험가중치
) 하향조절 ③자산(A) 감축 등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대응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ω

49. 은행은 세 가지 옵션들 중에서 조정비용이 가장 작은 옵션을 선택한다. 각 옵션의 조
정비용은 EVA(economic value added)16)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로 인해
대차대조표 항목이 최적 수준에서 벗어난 정도(조정규모)와 단위당 조정비용의 곱으로 산
출된다.
• EVA = 세후영업이익 - 부채비용 - 자본비용
= 자산×자산이익률 - 부채×조달비용 - 자본×자본비용
• 조정비용 = 규제이전 최적 EVA - 규제이후 EVA
= 조정규모17) × 단위조정비용18)

50. 이와 같이 완충자본 부과의 효과는 은행의 조정비용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이 자산
감축 이외의 대응방법(자본확충, 위험자산비중 축소)을 선택할 경우 정책당국의 기대보다 제
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7〉완충자본 부과의 정책효과

16)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을 감안한 주주가치 측면의 이익을 표시한다.
17) 은행이 규제에 대응하여 조정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항목의 크기를 말한다.
18) 대차대조표 항목을 한 단위 조정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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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내은행19)의 2010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대
응방법별 조정비용이 자본확충 0.46조원, 자산축소 0.70조원, 위험가중치축소 0.93조원으
로 자본확충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완충자본 부과 시 자본확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표 7〉국내은행의 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옵션별 조정비용
(2010년말 기준)

조정규모

(a)

단위비용

(b)

조정비용 (a×b)

△E

▽A

11.4조원

-136.1조원

▽ω
-100.6조원

4.0%p

0.5%p

0.9%p

0.46조원

0.70조원

0.93조원

주 : 1) 산출내역은 <참고> 은행의 옵션별 조정비용 참조

52. 한편 국내은행들은 실제로 2003년 감독당국의 단순자본비율 인상(4.5% → 5.5%) 권고
시에도 자산증가율을 낮추는 동시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가 있다.

나. 유동성규제의 영향
(1) 은행의 자금조달·운용에 미치는 영향
53. 은행은 유동성규제 충족을 위해 LCR 및 NSFR 산출 시 유리20)한 소매·중소기업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CR 산출 시 이탈률이 가장 낮게 적용되는 급여
예치계좌 등 안정적 예금(이탈률 5% 적용)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수신 중
에서는「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금」
(이탈률 25% 적용)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예대율규제21) 도입(2009.12월)으로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금융채는 LCR 산출 시 고유동
성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22) 발행 유인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 시중은행(7개), 지방은행(6개), 특수은행(4개)
20) 소매·중소기업 예금은 낮은 이탈률(LCR 산출 시 5% 또는 10%) 및 높은 ASF factor (NSFR 산출 시 80% 또는
90%)가 적용
21) 예대율: 대출금(월평잔)/원화예수금(CD, RP, 은행채 제외, 월평잔)
22) 바젤Ⅲ는「AA- 이상 회사채」
를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채의 경우 위기 발생 시 금융기관간 상호연
계에 따른 spillover의 소지가 있어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은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됨

18•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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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유동성규제에 미치는 영향
(%)

LCR 산출 시 적용 이탈률

NSFR 산출 시 ASF factor

■ 소매/중소기업 안정적 예금
■
″
불안정 예금

5
10

■ 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금1)
■ 대기업,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2)
■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2)

■ 1년 이상3)

100

25

■ 소매/중소기업의 안정적 예금
■
″
불안정 예금

90
80

75

■ 대기업, 국가, 공공기관

50

100

■ 금융기관

0

주 : 1) 유가증권 보호예수(custody), 청산결제(clearing & settlement), 현금관리(cash management) 목적의 예금
2)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기준
3) 잔존만기 기준

54. 은행들은 규제비율 충족이 LCR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NSFR 제고를 위해 자
금조달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MMDA 등 수시
입출식 예금보다는 만기가 긴 정기예·적금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채의 경우
는 잔존만기 1년 미만 은행채는 NSFR 산출 시 불리23)하므로 장기물 은행채의 발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18〉정기예금의 만기1)별 규모

<그림 19〉은행채 만기1)별 현황

주 : 1) 계약만기 기준
2) ( )내는 전체 정기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 : 1) 발행만기 기준
2) ( )내는 전체 은행채 발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23) 1년 만기의 은행채의 경우 발행후 하루만 경과하여도 ASF factor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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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리한 이탈률이 적용되는 개인소액예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
들이 기업 및 가계의 거액예금 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액예금을 유치함에 있어서
는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는 기업24)을 주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
인예금의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영업을 더
욱 강화할 전망이다.
<그림 20〉정기예금의 규모별 구성

<그림 21〉거액수신1) 증감률2)

주 : ( )내는 전체 정기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 : 1) 저축성예금 기준, 단 총예금은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기준
2) 전년동기대비 기준

56. 한편 은행들은 LCR을 제고하기 위해 할인율(haircut)이 0%인 국채 및 통안증권으로의
자금운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채 및 AA- 미
만 회사채 운용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바젤 Ⅲ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유동성규제
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뉴질랜드의 경우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이 크게 증가(2008년말 0.7%
→ 2011.11월말 4.2%)하였다.

24) 국내기업(KOSPI 상장기업 기준)의 현금 및 현금등가율 보유 규모는 2005년 53.2조원에서 2010년 109조원으로 증
가(KIS-Value 자료 활용)

20•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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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유동성규제 개요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바젤III 유동성규제에 앞서 이와 유사한 유동성규제(mismatch ratio, core
funding ratio)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동 규제의 목적이 바젤 III의 LCR 및
NSFR 목적과 유사하다고 평가(2010.10월 금융안정보고서)
* 2008.12월 의견수렴서 발표, 2009.10월 최종안 발표, 2010.4월 시행
■ mismatch ratio : 1주일 및 1개월내 유출될 금액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규제
■ core funding ratio : 총대출금의 일정부분을 소매예금 또는 1년 이상 장기자금(자본, 만기 1년이상 조달
액(후순위채 포함)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제

57. 은행들은 LCR의 분모에 해당하는
“純현금유출 규모”
를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대출약정한도 중 미사용한도25)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높은 이탈률이 적용되는
ABCP 매입약정에 제공한 미사용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이와 함께 LCR 및 NSF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억제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은행이 LCR 개선을 위해 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확충함에 따라
대출자산으로의 자금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은행은 NSFR
규제비율 충족에 불리26)한 중소기업대출을 우선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대출
의 취급유인은 더욱 줄어들 전망27)이다.

25) LCR 산출 시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대출약정(신용카드 구매 및 현금서비스 한도 포함)중 미사용금액에 대해 고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이탈률*을 적용
* 개인 : 5%, 중소기업 : 5%, 대기업 및 정부 : 10~100%, 금융기관 : 100%
26) NSFR 분모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5%의 자금조달 필요액 비율(RSF factor)을 적용하는 반면, 위험가중
치가 35% 이상인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85%의 자금조달 필요액 비율을 적용
27)“커버드본드 발행규모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대출 축소 우려”
는 FSB 취약성 평가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2011년.5월)
되는 등 국제적 관심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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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59.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CP시장은 다소 위축되겠으나 콜·CD 등 여타 단기금융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P시장은 은행의 매입약정 축소28), 운용만기 단
축 등에 따라 다소 위축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콜거래는 지준자금 조정에 주된 목적이 있고,
CD시장은 예대율 규제 등으로 거래규모가 이미 크게 축소된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위축되지
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0. 국고채 및 통안증권 시장은 고유동성자산인 국고채 및 통안증권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고채금리가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이 LCR 제고를 위해 정
기예금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채권 투자유인이 줄어들어 시장금리의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1. 신용채권 시장의 경우 은행채 시장은 투자수요 감소29)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회
사채 시장의 경우는 우량·非우량 채권간에 수요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채 투자
수요 축소는 은행채 스프레드(은행채 금리－국고채 금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행채가 장기채 중심으로 발행되면서 은행채 수익률곡선이 보다 가파
른(steepening)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은행의 우량회사채 선호는 회사채 신용등
급간 스프레드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가 고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통한 LCR 제고가 용이해 질 수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 MBS의 발행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1) 재무상태 변동
62. K-IFRS 적용으로 은행의 당기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금융상품
의 신용위험을 반영함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증가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급변하면
28) LCR 산출 시 특수목적기구(SPC) 등에 제공한 신용 및 유동성 약정에 대해 미사용분 전액(100%)이 이탈될 것으로 가정
29) 은행채는 LCR 산출 시 고유동성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의 他은행 발행 채권 보유규모가 축소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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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행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 증가로 매년 인식해야할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자산의 시장가
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장부가액 감소분을 일시에 당기의 손실로 반영해야 할 경
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3. 당기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은행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쳐 은행 신용공급의 확대
또는 축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9〉K-IFRS 적용에 따른 주요은행 당기순이익 조정내역
(억원, %)

A
K-GAAP 기준 당기순이익(A)

B

C

D

G

H

3,156

3,335

2,274
58

112

파생상품

-255

-3

-

2,119

-218

917

-

유형자산

-803

-

-59

-10

-

-

-

-

K-IFRS 적용효과(B)

-143

901

661

174

358

1,891

220

-283

3,081

1,013

17,145 10,025 10,572

5,046

3,555

1,992

-4.4

804.5

59.9

6.6

-12.4

B/A

4.0

9,851 10,214

F

3,224

K-IFRS 기준 당기순이익

16,484

E

1.8

3.5

자료 : 각 은행 감사보고서(2010년 K-IFRS 조정내역, 개별기준)

64. K-IFRS 적용으로 은행의 장부상 자기자본 규모는 신종자본증권의 자본분류, 대손
충당금 적립방식 변경 및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효과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표 10〉K-IFRS 적용에 따른 주요은행 자기자본 조정내역
(억원, %)

A
K-GAAP 기준 자기자본(A)

B

C

D

E

F

G

40,557 193,607 150,062 83,412 83,757 53,377

H

24,580 20,128

신종자본증권

3,679

10,000 25,369

6,270

2,498

-

-

-

대손충당금

3,157

6,762 12,652

6,960

4,965

1,529

992

535

파생상품

-140

76

-

97

-178

-163

0

-119

유형자산

2,673

-

4,504

5,804

0

0

0

0

14,868 37,099 15,833

4,740

655

701

-10

K-IFRS 적용효과(B)

11,022

K-IFRS 기준 자기자본

51,580 208,476 187,161 99,246 88,497 54,032

B/A

27.2

7.7

24.7

19.0

5.7

1.2

25,281 20,117
2.9

-0.1

자료 : 각 은행 감사보고서(2010년 K-IFRS 조정내역,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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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처럼 은행의 장부상 자기자본 규모는 크게 증가하나 BIS 자기자본 비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신종자본증권의 대부분이 이미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인
정받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변경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대손준비금도 BIS 자기자본
산정 시 제외하기 때문이다.

(2) 은행 부실자산 처리방법 변화
66. K-IFRS에서는 자산매각시 해당 자산의 위험과 수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고
려하여 진성매각(true sale)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위험과 수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매각30)은 진성매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7. 자산매각 인정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내은행은 기존 회계기준(K-GAAP)하에서의 부실
자산 처리방식인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매각 및 ABS 발행을 축소·중단하고
부실자산 직매각(제3자 기관 등에 대한 매각)을 확대하고 있다.

68.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매각비중이 2009년중 5.4%에서 2011년중 1.0%로
감소하고 ABS 발행은 중단(부실채권 처리비중: 09년 12.8%→10~11년 0%)되었다.
<그림 22〉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실적 추이
<부실채권 처리 방식별 비중>

<부실채권 캠코매각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30) 계약체결 시 개산매입대금(=채권원금-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실제 회수대금과의 차액을 상호 정
산하는 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매각 및 ② 부실자산(NPL) 매각은행이 관계회사(SPE 등) 발행 후순위
채를 인수하거나 관계회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ABS발행 등이 위험과 수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자산매각
의 주요한 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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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에 따라 은행이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3자 민간배드뱅크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다만 민간배드뱅크는 부채비율 제한31) 등으로 대규모 부
실자산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부실자산 처리 민간배드뱅크 현황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설립시기

은행권 PF정상화뱅크

2009.10월

2011.6월

출자주체

6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7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산업) 및 유암코

납입자본금

1조원

8,000억원

출자방식

은행간 균등 출자 원칙

은행보유 PF대출 규모에 따른 출자

적용대상

은행 부실채권

은행 PF부실채권

매입규모

6.5조원(2010~2011년중)

1.8조원(2011년중)

(3) 은행 여신운용 행태 변화
70. K-IFRS에서는 관계회사(SPE 등)에 대한 자산매각 시 후순위채 인수, 신용보강 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진정한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부실자
산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71. 따라서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에 비해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채권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종전보다 엄격한 대출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2.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의 손익 변동성 확대 및 부실자산 처리방식 변화는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은행의 손익 변동성이 증
대되면 자기자본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은행 자산운용(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

31) 은행권 PF정상화뱅크(PEF: private equity fund)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296조에 따라 부채
비율(부채/자기자본)을 200% 이내로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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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소지32)가 있다.

<그림 23〉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증감액 추이1)

주 : 1) 국내은행 기준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그림 24〉자기자본 및 총자산 추이1)

주 : 1) 국내은행 기준
자료 :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FAIRS)

73. IMF도 공정가치 적용 회계의 경기순응성 확대효과로 인한 신용공급의 변동성 문제를
우려33)하였으며 은행의 경기순응적 여신운용이 경기변동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금
융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Ⅳ. 정책과제
74.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젤Ⅲ 유동성규제 도입은 은행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32) 국내은행의 경우 ① 당기순이익 변동이 이익잉여금(자기자본) 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은행 수익
구조의 특징」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2011년)) ② 자기자본과 자산간에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
33) Exaggerated profits in good times create the wrong incentives. Conversely, more uncertainty
surrounding valuation in downturns may translate into overly tight credit conditions, and negatively
affect growth at a time when credit expansion is most needed (IMF Working paper,“Procyclicality and
Fair value Accounting.”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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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임으로써 국고채 및 통안증권 금리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는 국내은행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경우 대출금리 상승, 대출
시장 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IFRS 도입은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실자산 처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은행 대출태도를 엄격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75.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은행의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예금금리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초래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안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 등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76. 바젤Ⅲ에서 새로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완충자본의 적립, 사용 등 구체적 시
행방안 마련이 각국 정책당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
가 있겠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적립 시작시점 및 적정
완충자본 수준 등에 관한 기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34)이다.

77.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의 판단 및 관리가 조화를 이루어
야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과 감독당국간의 협조 및 역할 분담체제 구축방
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국내도입 방안을 제도설계 초기
부터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제도운용 시에는 한국은행은 경기
판단 등 거시건전성 측면을 담당하고 감독당국은 규제시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향으
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8.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이 자산감축 외에 자본확충 및 위험가중치 축소로 대응할 경

34) 기준지표는 시장리스크를 조기경보하고 금융기관간 연계성 및 경기순응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CDS 프리미엄,
채권신용스프레드와 같은 시장지표(market based indicator)는 시장리스크가 현실화되어야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조기경보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장지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는 금융기관의 대
차대조표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institution based indicator)를 고려할 수 있는데 BCBS가 준칙지표로 제시하고 있
는 Credit/GDP갭은 단순집계지표로서 금융기관간 연계성과 경기순응성을 포착하는데 제약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의 레버리지 비율을 금융기관 연계성 및 경기순응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조정한 소위「Systemic
Leverage」
는 Credit/GDP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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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경기 및 금융상황 등에 따라 효과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완충자본의 이러한 제약점을 적절히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
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완충자본 운용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규제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및 금융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경우 대손상각
비가 경기순응성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완충자본 적립과 더불어 동태
적 충당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완충자본의 효과가 크게 제약되는 경우 은행의 자산을 적
절히 통제(LTV 비율)하거나 은행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지준제도 등)을 보완적
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79.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인한 은행의 예금유치 경쟁 심화 및 거액수신 증가는 수신금리 상
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 또는 은행의 위험추구행태(risk-taking)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고금리 특판예금 및 기업예금 등을 통한 거액수신은 위기 시
여타 소매예금에 비해 이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PB고객이나 기업들은 금
융시장 및 금융기관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80. 한편 거액수신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예금이탈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국은행은 은행의 예금수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나친 고금리 제시 등 과당 경
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이를 자제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81. 바젤Ⅲ 자본규제도입 등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간 규제격차가 커질 경우 경기상승
기에 은행 대신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신용공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비은행금융권의 신
용이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비은행금융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잠재리스크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특히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등을 통해 비은행금융권의 잠재리스크가 은
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충격파급채널(transmission
channel)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82. K-IFRS는 개별 은행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회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규율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K-IFRS 도입으로 부실자산
매각이 당기 손익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유인이 약화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의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과 리스크 정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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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반영하도록 감독당국이 회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자산 조기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자산건전성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83. 연합자산관리 및 은행권 PF정상화뱅크 외에 새로운 민간기관의 부실채권처리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의 처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국지적인(non-systemic) 부실자
산 정리문제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의 부실자산 처
리 역량이 미흡할 경우 미국의 예와 같은 민관합동투자펀드35)(PPIF: 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35)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재무부, FDIC 및 FRB)와 민간(개인투자자, 연금, 보험회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정
부와 민간이 750억~1,000억달러를 공동 출자)하여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운영(2009.3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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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은행의 옵션별 조정비용
은행의 반응을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하고, 동 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반응을 시뮬레이션 해봄으로
써 규제자본비율 인상 등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모형)
정책당국의 완충자본 부과에 대응하여 은행은 옵션별로 아래와 같이 조정비용을 산출·비교하여 비
용이 가장 작은 옵션을 선택하여 대응하게 된다.
• 조정비용 = 규제이전 최적 EVA(EVA*) 규제도입시 옵션별 EVA
= 조정규모1) × 단위조정비용2)
1) 조정규모는 각 옵션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며 은행의 대차대조표 구조(레버리지
등)에 의해 결정
2) 단위조정비용은 한 단위 조정에 따른 비용으로 자본 및 부채의 조달비용, 자산의 운용수익에 의
해 결정

EVA 조정비용 최소화
min 조정비용 = EVA* - EVA(x), x : 옵션
여기서 EVA* = rA*-(c¡D*+c™E*)
r : 자산수익률, c¡ : 부채조달금리, c™ : 주당자본비용
rA : 세후영업이익, c¡D : 부채비용, c™E : 자본비용
A*, D*, E* : 최적 자산, 부채, 자본 규모

(시뮬레이션)
EVA조정비용 최소화 모형을 이용하여 시중은행(7개), 지방은행(6개), 특수은행(4개) 등 국내은행의
2010년 실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완충자본 부과에 따라 규제자본비율이 인상되는 상황을 가정하
여 은행들의 반응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 추정EVA(2010년말 현재) = r·A-(c¡·D+c™·E)
= 3.2%×1,714조원 - (2.7%×1,582조원 + 7.2%×1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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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옵션별 조정비용 : EVA*-EVA(x)
① 자본확충(△E):
• 조정비용(△E) = EVA*-EVA(△E) = (c™-r)△E
• EVA(△E) = r(A*+△E)-{c¡D*+c™(E*+△E)}
② 자산감축(▽A):
• 조정비용(▽A) = EVA*-EVA(▽A) = (r-c¡)▽A
• EVA(▽A) = r(A*+▽A)-{c¡(D*-▽A)+c™E*}
③ 가중치축소(▽ω
):
• 조정비용(▽ω
) = EVA*-EVA(▽ω
) = (r™-r¡)▽A™
• EVA(▽ω
) = {r¡(A¡*+▽A™)+r™(A™*-▽A™)}-(c¡D*+c™E*)
여기서, A=A¡+A™, A¡: 안전자산, A™: 위험자산을 나타내며,
「위험자산→안전자산」
을 통해 위험가중치 축소
• (가정) 완충자본을 1%p 인상 (규제자본비율: 11.6% → 12.6%)
)에 따른 조정비용이 각각 0.46조원,
• (결과) 자본확충(△E), 자산축소(▽A), 위험가중치축소(▽ω
0.70조원, 0.93조원으로 나타나, 규제자본비율 인상에 대해 은행들은 자본확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옵션별 조정비용
(2010년말 기준)

1)

△E

▽A

▽ω2)

▽A™2)

조정규모

(a)

11.4조원

-136.1조원

-5.3%p

-100.6조원

단위비용

(b)

4.0%p

0.5%p

—

0.9%p

(c™-r)

(r-c¡)

0.46조원

0.70조원

조정비용 (a×b)

(r™-r¡)
—

0.93조원

주 : 1) △E=(ωA)△K=0.665×1,713조원×0.01=11.3조원
▽A=-(A/K)△K=1,713조원/0.126×0.01=-136.1조원
▽ω=-(ω/K)△K=(0.665/0.126)×0.01=0.053
2) ▽ω=▽ω(A/(ω™-ω¡))=-5.3%(1,769조원/(1.0-0.1))=-100.6조원
r¡ : 안전자산(국고채(3년)) 수익률(3.25%)
r™ : 위험자산(회사채(3년)) 수익률(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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