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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은행의 부도 험에 따른 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개별 융회

사의 신용 험요소(부도확률, 부도시손실률, 부도시노출 액)를 새로운 모형을 통해 추정하여 상

손실을 추정한다. 새로운 상부도확률-재무변수결합모형을 통해 융회사의 부도확률을 합리 으

로 측한다. Jokivuolle and Peura (2003)의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부도율로부터 내재부도시손실률

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국내은행의 상부도확률은 평균 으로 3%로 추정된다. 우량은행들의 부도율은 낮

은 수 이나 몇몇 은행들의 부도율은 우려할만한 수 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도확률이 

5%보다 높은 4개 은행의 수치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국내은행의 상부도확률 평균은 1% 로 

떨어지게 된다. 시계열 으로 국내은행의 상부도확률은 2008년 융 기 이 에는 더 낮았으나 

융 기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은행의 부도시손실률은 ρ = 0.6인 경우 19.7%, ρ = 1인 경우 32.4%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의 선순  일반 채권의 부도시손실률이 50% 수 인 을 감안하면 비교  낮은 수 으로 단된

다. 부도율과 비례 계인 부도시손실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의 낮은 부도율이 낮은 부도

시손실률을 산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은행의 총 신용손실은 ρ = 0.6인 경우 5조원, ρ = 1인 경우 9조원 로 추정된다. 은행당 평

균 으로 각각 3,333억원과 5,613억원에 해당하는 액이다. 그러나 1,600조원에 달하는 은행 총

자산과 비교하면 신용손실은 1% 미만의 작은 액이다. 로벌 융 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의 신용 험은 매우 낮은 수 으로 단된다. 이는 로벌 험요인이 국내에 이되는 부분이 작

았고, 기 이후 은행의 자구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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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로벌 융 기로 인해 국내은행은 다시 한 번 신용 기를 겪었다. 일국의 

융시스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은행

의 신용 험을 감시하고 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은 향후 융안 망을 구축하는데 있

어 매우 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국내은행의 부도 험에 따른 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개

별 융회사의 신용 험요소(부도확률, 부도시손실률, 부도시노출 액)를 새로운 모형

을 통해 추정하여 상손실(expected Loss: 이하 EL)을 추정한다. EDF(expected default 

frequency: 상부도확률)-재무변수결합모형을 통해 국내은행의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을 합리 으로 측한다. 한 Jokivuolle and Peura (2003)의 구조모

형을 사용하여 부도율로부터 내재부도시손실률(이하 내재LGD)을 추정한다.

본 논문이 기존연구에 비해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PD 추정에서 최

수․장욱 (2007)이 제시한 EDF-재무결합모형을 사용하여 PD 추정을 보다 정확한 수

으로 끌어 올린다. 부도 측 시 과거 역사  부도사례를 이용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이 많

이 사용되나 역사  부도사례의 자료제약과 외환 기 직후로의 시기  편 으로 인해 

안정 인 모형의 추정이 어렵다. 특히 은행과 같은 융회사에 한 부도 측모형의 경

우 형  빈도부도확률(lowdefault probability: LDP)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

형의 계수추정이 매우 어렵다. 한편 주가 등 시장변수를 이용한 부도 측모형의 경우 

시장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이 한정되고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모

형의 유용성이 제한된다. EDF-재무변수결합모형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 안으로

서 기존 두 종류의 모형이 모두 부도확률을 제공한다는 에 착안하여, 먼  EDF와 신

용스 드와 같은 시장변수를 구한 후, 이를 은행의 재무건 성을 나타내는 CAEL 재

무변수들과 결합을 통해 결합부도 측모형을 추정한다.1) 둘째, Jokivuolle and Peura 

(2003)의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PD와 연 된 보다 합리 인 내재LGD를 추정한다. 내재

 1) CAEL은 미국 연방 보험공사(FDIC)가 융회사의 건 성을 상시 감시하기 해 개발한 재무

변수들의 카테고리로서 자본 정성(capital adequacy: C), 자산건 성(asset soundness: A), 수익성

(earning: E) 그리고 부채(liability: L)를 약자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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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는 LGD에 한 역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증권시장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내재LGD 추론이 가능한 장 을 가진다. 특히 구조모형은 PD와 LGD가 비

례 계라는 특성을 이용하므로 보다 실에 부합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논문의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제III장에서는 제II장에서 추론된 연구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효과

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에서는 분석 상변수와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표본을 제시하고 이에 한 기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은행에 용하여 추정한 실증분석결

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

1. 도산 측모형

도산 측모형은 60년  Beaver(1967)의 단일변량 별분석(un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과 이를 확장한 Altman(1968)의 다변량 별분석(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이후 발 되어 오고 있다.

Altman(1968)은 회계정보를 이용한 기업도산 측모형으로 기업의 신용상태를 추정

하고자 하 으며 다 별분석 기법으로 기업의 Z 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제시하 는

데, 여러 가지 재무비율 에서 5개의 재무비율이 기업도산 측에 요한 향력을 가

진다고 하 다. 기업의 Z 수 산출은 다음의 별모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Z는 별함수의 종속변수, X1은 (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산, X2은 이익잉여

/총자산, X3은 경상이익/총자산, X4은 주가/장부가 총부채, 그리고 X5은 매출액/총자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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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son(1980)은 기업부실 측에 한 과거 부분의 연구들이 사용했던 다변량 별

분석의 통계  문제 과 표본선정  부실 년도 측정에 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

을 지 하고 이들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부실 측의 통계  방법으로 로짓분석을 

이용하고, 표본선정에 있어서는 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 다. 한, 부실시 을 

명확히 악하기 해서 산 신청일  재무제표 공시시 이 명시되어 있는 10-K 보

고서를 사용하 다. Ohlson의 연구는 다변량 별분석의 통계  한계 을 해결하기 

하여 기업부실 측에 있어 새로운 분석방법인 로짓분석을 사용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검증용 표본으로 모형의 검증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연구보다 

측력이 낮았고, 재무비율과 기업부실화율이 로짓함수로 표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

히 밝히지 못한 이 연구의 한계 이라 할 수 있다. Zimijewski(1984)는 Ohlson(1980)

의 로짓모형을 개선한 로빗(probit) 모형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 용기(1986)는 3년간의 결산재무제표를 자료로 하여, 신용등 분류 측

모형을 도출하 다. 이론 으로 요한 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32개의 재무비율을 

가지고 다 별분석과 로지스틱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6개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

여 신용등 결정모형을 제시하 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Z는 별함수의 종속변수, X1은 고정비율, X2은 총자산 유보비율, X3은 매출

액 경상이익율, X4은 매출채권 회 율, X5은 자본  회 율, 그리고 X6은 순운 자본 

회 율이다.

신동령(1989)은 한국신용평가가 평가한 기업어음(CP) 가운데서 107개의 표본을 선정

하여 71개를 추정표본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36개를 확인표본으로 사용하 다. 기존 

연구에서 유의 인 것으로 명된 재무비율에다가 주가기 ,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회

율 등을 추가하여 10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 다. 각 재무지표와 기업어음(CP) 등

의 계  재무지표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

과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부분 재무지표의 평

균이 등 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단계별 별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함수식  

가장 설명력이 큰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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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TL/TA는 부채비율, GRS는 매출액 증가율, ROI는 총자산순이익율, 그리고 

S/TA는 총자산 회 율이다.

조지호와 유성훈(1998)은 Altman and Heine(1995)의 국가별 특성을 반 한 EMS모

형(scoring system for emerging markets corporate bonds)을 가지고 국내에 용할 수 

있는 KEMS1과 KEMS2 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형들은 각각 9개와 4개의 재무비율 

는 재무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EMS모형의 특징은 국제 인 경제환경 속

에서 개별기업의 신용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골격을 제시하 다는 이다. 모형에 

첨부된 주요 변수로는 첫째, 자국통화가치의 변동성에 한 험의 노출도를 조정하고, 

둘째,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환경과 산업체 내에서의 경쟁력을 가미하여 신용평가

수치를 조정하며, 셋째, 기발행된 채무조건에 한 분석으로 신용평가 추정수치를 다시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도와 비교하여 개별국가의 신용도를 산출하여, 신용

평가 추정수치를 조정하 다. 이러한 구체 인 조정변수로는 환율변동 험도, 회계

차상의 차이 , 정부의 간섭과 규제, 융시장의 효율성과 건 도, 시장 유율, 그리고 

신용평가 문가들의 의견 등이 이용되었다.

남재우, 이회경, 그리고 김동석(2000)은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도산 측기법을 

제시하고 로빗모형을 이용한 측 결과와 이 모형을 이용한 측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이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한편,  흐름과는 별개로 Merton(1974)의 구조모형은 부도과정을 모형에 내재화하

여 효율 인 부도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Merton모형의 아이디어는 KMV로 이어져 보

다 실 인 방법론과 모수를 제시하 다.2) Merton모형은 Longstaff and Schwartz 

(1995) 등으로 확 되어 비 실 인 가정이 보다 완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정완호와 국

찬표(2001)가 이러한 문제들을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다루었다.

 2) KMV의 연구내용에 해서는 Kealhofer(1997)와 McQuown(199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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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GD추정모형

LGD 추정과, PD와 LGD 사이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차 증가하고 있다. Altman 

(2006)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기간 동안  세계 으로 PD와 LGD가 동시

에 증가하는 상이 찰된 후부터 PD와 LGD 사이 계의 요성이 부각되었다. 더욱

이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견된 상에 따르면, 담보가치와 회수율(Recovery Rate: 이하 

RR, RR = 1—LGD)은 변동성이 크고, 경기침체기에 PD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Altman, 2006; Hamilton et al., 2001).

본 에서는 그간 LGD를 주제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첫째, PD와 LGD 

사이 계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둘째, LGD의 결정요인에 한 선

행연구를 분석한다.

1) PD와 RR 사이 계를 분석하는 연구

PD와 RR 사이 계에 을 맞추어서 LGD를 추정하는 근방법이 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들 에 Frye(2000a, 2000b), Jarrow(2001), Hu and Perraudin(2002), 

Jokivuolle and Peura(2003), Carey and Gordy(2003), Bakshi et al.(2001), Altman et al. 

(2001, 2005), Acharya et al.(2003) 그리고 Gupton and Stein(2005)을 들 수 있다.

Frye(2000a, 2000b)의 모형에서 부도는 단일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의 모형은 부도

를 유발하는 단일 경제요인이 RR에 향을 줘서 고부도기간과 부도기간 사이 회수

율 분포가 다르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그의 모형에서 PD와 RR 사이 상

계는 경제요인에 한 상호 의존도로부터 추출된다. Frye는 1982년부터 1997년 사이 

미국 회사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PD와 RR 사이 강한 부(—)의 상

계를 발견했다.

Jarrow(2001)는 부채와 주식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RR과 PD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

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모형에서 RR과 PD는 Frye(2000a, 2000b) 모형과 같이 상

되어있고 거시경제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Jarrow는 추정과정에서 주식가격을 분

명히 포함시켜서 PD와 RR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신용스 드 측정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유동성 리미엄을 모형에 명확히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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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y and Gordy(2003)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네가지 채권 데이터를 이

용하여 LGD와 PD 사이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PD와 LGD 사이 상 계수는 

1988년부터 1998년 사이 단기간만을 보면 Frye(2000b)와 유사하지만 체기간의 상

계수는 Frye(2000b)의 결과와 달리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들은 고부도기간과 부

도기간 사이 LGD 수 이 다른 것은 PD와 LGD가 경제사이클에 의해 각각 다르게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Altman et al.(2005)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부도채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Frye 

(2000b)와 유사하게 PD와 RR 사이 부(—)의 상 계를 발견했다. 그러나 경제사이클

은 Frye의 모형에서와 달리 상 계를 측하는데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kivuolle and Peura(2003)는 담보가치가 PD와 상 계를 가지는 은행 출을 분석

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차주의 자산가치변

화가 부도를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기업의 자산가치가 RR을 결정하지 않

고 담보가치가 RR을 결정하는 확률  결정요인이다. 이러한 가정 덕분에 PD를 외생변

수로서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자산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에서 그들의 

모형은 구조모형과 축약모형의 특징을 결합하고 있다. 기업의 자산가치와 담보가치 사

이 정(+)의 상 계를 가정하면 Frye(2000a)와 유사하게 PD와 RR 사이 역의 계를 

얻을 수 있다.

2) LGD의 결정요인

LGD를 체계 으로 추정하기 해서는 LGD를 결정하는 횡단면 인 재무요인을 분

석할 필요가 생긴다. 최근의 주요 연구문헌에서 RR(or LGD) 추정을 해 사용된 요인

(Factor)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ossCalc(Gupton and Stein, 2002)은 Moody’s의 

LGD 추정모형으로서 아래와 같이 9개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RR을 추정한다(Gupton 

and Stein, 2005). 첫째, 부채계약요인(Contract Factors)으로서, 1) 채권종류(Debt-type), 

2) 우선순 (Seniority grade)가 사용된다. 둘째, 기업요인(Firm Factors)으로서, 3) 부채

비율(Leverage)이 사용된다. 셋째, 산업요인(Industry Factors)으로서, 4) 산업 황

(Industry recoveries, normalized moving average)과 5) 융지표(Banking industry 

indicator)가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요인(Macro economic factors)으로서, 6)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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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부도확률(RiskCalc default probability, One-year median), 7) 산지수(Moody’s 

Bankrupt Bond Index), 8) 평균부도율(Average default rate, Trailing 12-month 

speculative grade), 9) 경기선행지수변화(Change in index of leading economic 

indicators)가 사용된다.

한편 PD와 RR 연계성연구(Altman et al., 2003)에서 PD와 RR 계의 실증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요인으로서, 1) 채권의 가 평균부도율

(Weighted average default rate on bond, high-yield bond market), 2) 고수익채권 총발

행잔액(Total amount of High Yield Bonds Outstanding), 3) 부도채권액(Bond defaulted 

amount), 4) 부도채권지수(Index of defaulted Bonds, Altman-NYU Salomon Center)가 

사용된다. 둘째, 부가요인으로서, 5) 연간 GDP 성장률(Annual GDP growth rate), 6) 주

가지수 연간수익률(Annual return on the S&P500 stock index)이 사용된다.

Acharya et al.(2003, 2007)은 부도채권의 RR을 결정하는 재무요인들을 실증분석하

다. 그리고 이  산업공통요인이 RR에 향을 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즉, 부도기

업이 속한 산업이 곤경을 겪으면 부도채권의 RR이 유의 으로 낮다.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계약요인, 기업요인, 산업요인 그리고 거시경제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약요인으로서, 1) 채권우선순 , 2) 이표, 3) 잔여만기, 4) 발행 액, 5) 

채권종류 그리고 6) 우선순 등 이 사용된다. 둘째, 기업요인으로서, 7) 총자산, 8) 당

기순이익, 9) 부채비율 그리고 10) 유형자산비율이 사용된다. 셋째, 산업요인으로서, 11) 

산업평균 매출액성장률, 12) 산업집 도 그리고 13) 산업비유동성이 사용된다. 마지막

으로, 거시경제요인으로서, 14) 연간 GDP 성장율, 15) 고수익채권발행잔액, 16) 총부도

채권 액 그리고 17) 연간주가지수수익률이 사용된다.

III. 연구방법론

1. PD추정모형

비연속 인 재무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방법론은 연속 인 개념인 부도율을 설

명하는 데에는 방법론 으로 한계가 있을뿐더러 기업의 미래 흐름에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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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용하여 얻은 자산가치가 과거로부터 얻은 재무자료보다는 더 유용하다는 

근거에서 본 모형은 은행의 부도가 은행의 자산가치와 부채가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본다.3) 즉, KMV 모형을 바탕으로 은행의 PD를 도출하기 해서는 자산의 가치 

 변동성 추정, 부도 험 측정수단으로서의 부도거리, 부도자료를 이용한 실제 PD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주가자료가 사용 가능하다면, 주식은 은행의 자산을 기 자산으로 자산의 가

치가 부도 (default point)에서 (0)을 갖는 만기가 구 인 콜옵션(perpetual call 

opt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평가모형에서 옵션의 시장가격과 변동성을 이

용하여 기 자산의 가치와 내재변동성을 도출할 수 있듯이 자산의 가치와 변동성을 도

출할 수 있다. 옵션가격모형에서 은행의 자산가치가 부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부도

가 발생하므로 PD는 자산가치가 부도  이하로 될 확률이다. 만약 자산가치의 분포를 

알고 있다면 PD는 분포함수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실 으로 분포를 

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KMV모형에서는 먼  자산가치가 

부도 간의 간격을 자산가치의 표 편차를 단 로 측정하여 이를 부도거리라고 정의한 

후 실증자료의 분포를 이용하여 PD를 계산하는 과정을 따른다. 자산가치가 기하 인 

라운 운동을 따를 경우 부도를 측하고자 하는 시 이 T일 때, 이 시 에서 부채의 

장부가를 KT라 하면 부도거리는 다음과 같다.

DD =
ln (V A/K T)+(μ-σ

2
A/2)T

σ
A T

(4) 

부도거리는 기업의 기 수익에 련된 모든 정보를 반 하는 자산가치  ,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계약상의 모든 부채의 장부가를 자산가치로 나  차입비율   

과 자산의 험도를 나타내는 자산의 변동성 σA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Gropp, Vesala 

 3) 기업의 부채  주식의 시장가격은 기업의 재무자료, 기업의 향후 망과 험, 경제 반에 한 

측을 종합하여 나타나는 지표이다. Aharoney and Swary(1996)는 주식보유자들이 은행 자산의 

질에 한 정보에 따라 합리 으로 반응하고 주가는 은행부도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보

고, Gropp, Vesala and Vulpes(2002)은 Merton(1974)의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주가  은행발행 

채권 리 스 드를 사용하여 구축한 모형이 유럽 은행들의 부도를 측하는 데 효과 이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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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ulpes(2002)가 제시한 은행부실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만족해야 할 완 성

(completeness)을 갖고 있다. 한 부도거리의 음(—)의 값()은 은행의 부실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자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차입비율이나 자산의 변동성이 증

가하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불편향성(unbiasedness)이라 부

른다.

부도에 한 KMV의 실증 인 자료 분석에 의하면, 일반 으로 자산가치가 총부채의 

장부가에 도달하여도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따라

서 부도가 발생하는 을 부도 (부도점 단기부채장기부채 )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KMV는 주어진 부도거리로부터 PD를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 고 이를 

EDF라 부른다. 자산가치가 기하 인 라운 운동을 따를 경우 부도를 측하고자 하는 

시 이 일 때, 이 시 에서 부채의 장부가를  라 하면 EDF는 다음과 같다.

EDF =Ρ [V
A
T≤K T | V

A
0 = V A ]

=Ρ [ Z≤-
ln(V A/K T )+(μ-σ

2
A/2)T

σ
A T ] = N(-DD),

 (5) 

여기서 Z∼ N(0,1)는 표 정규분포이고 DD는  단계에서 구한 부도거리이다.

한편, 자산가치가 기하 인 라운 운동을 따르고 만기가 인 부채의 장부가를 

라 하면, 부채보유자는 만기 시 min   max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블랙- 즈의 풋옵션가격공식을 이용하면 부도 험이 있는 부채의 재가격 

 은 다음과 같고 이 때 부채의 할인율을  이라하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6) 

여기서 r은 무 험 이자율이고,  이고,  은 융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계약

상의 모든 부채의 장부가인  를 무 험 이자율로 할인한 액을 재 자산가치인 

로 나  차입비율이므로   
 /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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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이고, 

 

 ln   

이다.

시장에서 얻은 신용스 드는 할인율의 차인  이고 수식 (6)으로부터 PD는 

 이므로 우선 아래 식을 만족하는  을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다.4)

         







 ln    



 








ln    



/ (7) 

수식 (7)은 융회사가 상장이 되어있지 않고 손실률에 한 자료가 없더라도 융회

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회사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융회사의 

자산변동성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신용스 드를 이용한 PD는 수식 (7)

에서 구한  과 차입비율  을 이용하여 임을 알 수 있다. 이 게 구한 PD는 

변동성 도출식에 손실률을 고려하지 않고 PD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구한 이유로 EDF로 구한 PD보다 높게 나타남이 당연하다.

2. 결합부도 측모형

부도 측 시 과거 역사  부도사례를 이용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이 많이 사용되나 역

사  부도사례의 자료제약과 외환 기 직후로의 시기  편 으로 인해 안정 인 모형

의 추정이 어렵다. 특히 은행과 같은 융회사에 한 부도 측모형의 경우 형  

빈도부도확률(LDP)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계수추정이 매우 어렵다. 한편 

 4) Newton-Raphson 방법은 역함수를 구할 수 없을 때 다항식 해의 근사치를 쉽게 구하는 수치해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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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등 시장변수를 이용한 부도 측모형의 경우 시장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

로 상이 한정되고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모형의 유용성이 제한된다. 최 수․장

욱(2007)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 안으로 기존 두 종류의 모형이 모두 부도확률

을 제공한다는 에 착안하여, 먼  EDF와 신용스 드와 같은 시장변수를 구한 후, 

이를 은행의 재무건 성을 나타내는 CAEL 재무변수들과 결합을 통해 결합부도 측모

형을 추정한다. 결합부도 측모형은 부도사례기반모형이 가지는 자료제약과 시기  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변수기반모형이 가지는 상기업제약과 시장비효율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은행의 CAEL재무비율변수에 한 자료를 모든 은행에 하여 분기별로 수집하고 

이를 x 1, t,x 2, t,⋯,x k, t라 하자. 거래소에 상장된 은행을 상으로 월별 자료를 바탕으

로 심이 있는 기간 T  안에 발생할 EDF를 수식 (5)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라 하자.5)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될 변수를 단순

평균과 가 평균 방식으로 계산한다.6) 단순평균은 
    식

을 사용하고 가 평균은 
   ⋅ ⋅ 식을 사용한다. 최근의 

자료에 비 을 많이 주고자 할 때는 가 평균을 사용하고 균등한 비 을 두고자 할 때

는 단순평균을 사용한다.

상장된 은행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의 모수를 최우추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통하여 추정한다. 다음 단계로는 추정한 

모수를 사용하여 비상장 은행의 PD를 계산한다. 상장은행의 시장정보에는 부도를 결정

하는 시장공통요인에 한 정보와 개별 융회사의 특성이 잘 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정보를 부도를 측하는데 있어 비장장 은행으로 확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은 상장은행의 주가를 바탕으로 한 

PD가 체 은행의 PD를 측하는 데 표본편 (sample bias)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상장조건을 통과한 은행은 건 성 측면에서 비상장 은행에 비해 우수할뿐더러 자산규

 5) 월별 자료뿐 만이 아니라 일(주)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량경제학의 기본 인 원칙은 추정

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추정하고자 하는 기간과 비슷한 월별자료를 사용코자 한다.
 6)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옵션모형으로부터 얻은 EDF에 한 측오차를 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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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면에서도 클 것이다. 그러나 상장된 주식의 가격에는 은행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에 

한 범 한 정보가 반 되어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그 정보가 빠르게 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개별은행의 재무건 성을 신속히 악할 수 있다. 따라서 PD를 

측하는 데, 재무건 성을 신속히 반 하는 주가가 제공하는 PD는 부도를 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종속변수로 부도여부를 나타

내는 이산변수를 사용하나, 본 모형에서는 연속 인 PD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PD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련 변수를 설명변수로 비선형 다 회귀분석을 통해 선택

함으로써 부도를 측하는 정도가 개선될 것으로 단된다.

구체 으로 부도 측모형을 구성하는 후보 CAEL 재무비율변수로서 은행의 경우 X1 

= 고정이하여신비율(substandard loan ratio), X2 = BIS비율(BIS ratio), X3 = 총자산순

이익률(net income to asset ratio), X4 = 총자산경비율(expense to asset ratio), X5 = 순

이자마진율(net income margin ratio), X6 = 원화유동성비율(won liquidity ratio), 그리

고 X7 = 단기 출비율(short-term loan ratio)을 사용할 수 있다.

3. 내재LGD추정모형

Jokivuolle and Peura(2003)는 Merton(1974)의 구조모형을 응용하여 내재LGD를 추

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담보자산이 PD와 상 계를 가질 때 신용 험

을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을 이용하면 담보자산의 함수로서 내재LGD를 

추정할 수 있다.

액면가치가 F이고 담보자산 V에 의해 보증되는 만기 T인 부채를 고려한다. 차입기업

의 자산가치 A와 담보자산가치 V는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을 따른다.

    (8) 
    (9) 

여기에서 과 는 상호 상 계수 가 상수인 표  Wiener 과정을 따른다.

부도는 자산가치 A가 만기 T 시 에 부도  D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한다. 따라서 A

가 부도여부를 결정하고, V는 다음 식과 같이 손익의 크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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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10) 

여기에서 ⋅는 부도여부에 한 지시함수이다. 순노출 액 는 하한선이 (0)

이다. 는 0과 1 사이에서 순노출 액에 한 잔여 RR을 나타낸다.

식 (6)의 손익 기 값은 다음 식과 같다.

   max  ≤  (11) 

 식에서 PD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2) 

그러면 부도시 기 손익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x  ≤  (13) 

기 LGD(이하 ELGD)는 부채의 액면가치 F에서 부도시 기 손익(식 (9))을 빼서 액

면가치 F로 나  것과 같다.

  

  max  ≤ 

 

  max  max  ≤  (14) 

 식에서 기 값을 분을 통해서 풀어 식 (10)을 다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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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담보가치  부채비율로서 LTV비율과 유사하고,

 
는 자산가치  부도 비율로서 부채비율과 유사하다.

그리고

 
  

ln    ,

 
  

ln   

N()은 표 정규분포함수이고, n()은 표 정규확률 도함수이다.

장욱(2009)은 Jokivuolle and Peura(2003)의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내재LGD를 추정하

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주식시장자료만으로 EDF와  모형을 결합하여 기존 장욱

(2008)에서 문제 으로 지 된 시장 간 미시구조의 차이를 통제한다. 2005년부터 2007

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에 해  방법론을 사용하여 내재LGD를 추정한 결과 평균 

42.99%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나 어 살펴본 결과도 비슷하다. 이 수치는 미국의 역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LGD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얻은 수치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장욱(2008)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재LGD가 기존연구에

서 과소추정된 결과가 개선된 것이어서 의미를 가진다. 내재LGD를 결정하는 기업의 

횡단면 인 재무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요인으로서 최  신용등 과 부채비율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IV. 실증분석

본 논문은 개별 은행의 험에 상응하는 신용손실의 추정 주제에 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각 주제에 근하는 연구방법론은 1) 부도율의 추정을 해 Merton(1974)의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 수․장욱(2006)이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2) 

LGD 추정을 해 Jokivuolle and Peura(2003)의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에 

해 장욱(2009)이 사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상 표본은 국내은행을 상으

로 한다. 실증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기간을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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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ton(1977)의 옵션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경우 상장기업만을 상으로 하기 때

문에 비상장기업이 부분인 국내 융회사의 실을 반 할 경우 그 실효성이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PD 정보를 이용하여 비상장기업으로 확장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든 융회사의 신용 험을 측정한다. 한 기존 연구의 경우 LGD 추정 시 

실 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 으나 본 연구는 Jokivuolle and Peura(2003)의 구조모

형을 활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에 해 장욱(2009)이 사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다 

실 인 내재LGD를 추정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Merton (1974) 모형을 이용하여 상장된 은행(10개)의 EDF를 분석기간(7

년) 동안 분기별(28개)로 추정한다.

은행 code
고정 이하

여신비율
BIS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경비율

순이자

마진율

원화유동성

비율

단기 출

비율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20

2.01638 
1.53374 
0.98994 
1.31437 
1.62772 
1.47773 
1.22223 
1.42816 
1.47046 
1.56345 
1.81902 
1.24986 
1.41742 
1.36911 
1.85471 
1.22595 
1.34964 

12.40081 
11.97828 
12.97630 
12.07622 
11.08477 
11.66843 
12.92010 
11.41319 
11.53657 
11.86895 
16.71863 
11.97185 
11.43064 
12.01647 
11.44592 
11.77101 
11.41315 

0.40972 
0.56772 
0.44954 
0.42884 
0.41803 
0.56074 
0.37514 
0.17473 
0.34114 
0.39613 
0.59985 
0.50870 
0.48340 
0.43357 
0.27090 
0.56053 
0.44030 

0.80882 
0.65937 
0.59138 
0.55964 
0.57108 
0.74277 
0.73597 
0.74982 
0.63551 
0.53455 
0.19163 
0.82626 
0.84222 
0.94299 
1.19427 
0.66298 
0.66107 

1.73355 
1.36469 
1.03861 
1.12328 
1.38768 
1.41532 
1.29845 
1.17665 
1.25055 
1.01474 
0.21862 
1.64564 
1.74163 
1.56598 
1.66193 
1.45376 
1.32852 

103.88926 
112.29934 
116.46095 
113.96372 
101.18152 
110.71699 
113.87775 
106.16561 
97.68321 
103.91861 
96.75656 
117.47635 
115.04776 
119.83734 
110.63600 
118.89102 
114.92234 

-0.12155
-0.08905
-0.16821
-0.21409
-1.50783
0.73340 
-7.29359
-2.32773
-0.50616
0.01925 
-0.43553
2.17671 
-0.54455
3.67980 
3.22307 
3.33023 
4.03957 

평균 1.46646 12.15831 0.43641 0.70061 1.31880 110.21908 0.23493 

<표 1> 국내은행 주요 재무비율 표본평균

주: 은행 code는 연구자가 주 으로 부여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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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추정된 EDF를 종속변수로 하고 그 은행의 분기별 CAEL 재무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CAEL 재무변수의 계수를 추정한다.

(제3단계)  회귀식에 비상장 은행(7개)의 CAEL 재무변수를 입하여 비상장 은행

의 EDF를 계산한다.

(제4단계) Jokivuolle and Peura (2003)의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EDF를 통해 개별 은

행(17개)의 내재LGD를 추정한다.

(제5단계) 개별 은행의 EL을 계산한다.

1. EDF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경험  EDF 확률의 꼬리가 긴 특성을 반 할 수 있고, KMV의 경험

 EDF에 비교  잘 근사가 되는 t 분포를 사용한다. KMV의 경험데이터가 완 히 공

개되지는 않고 있으나 도산거리가 4일 때 EDF는 약 1%, 7일 때 0.05%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업의 경우이고 산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참고사항

일 뿐이다.

은행권의 경우, Moody’s에 의해 신용등 을 받은 은행이 다수 있어 Moody’s 신용등

에 의한 부도율에 가장 잘 합한 분포를 찾는다. 이 결과 각 권역별로 DD를 부도확

률로 mapping하는 데 사용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은행은 t 분포 자유도(degree of 

freedom: d.f.) = 40이다. 은행의 부도확률은 상장된 은행의 수가 체의 일부에 불과한 

을 감안하여 옵션모형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가가 

있는 은행에 해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상부도확률을 구한다.

결합모형을 용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은행의 EDF를 추정하기 해 사용하는 회귀식

에서 독립변수로는 최종 으로 X1 = 고정이하여신비율, X4 = 총자산경비율, X5 = 순이

자마진율과 X7 = 단기 출비율이 사용되었다. 최종 EL을 추정하기 해 입력해야 하는 

은행의 EDF는 앞서 방법에 의해 개별 융회사에 해 분기별로 추정된 EDF로부터 

구한 시계열 평균을 사용한다.

추정 결과, 국내은행의 EDF는 평균 으로 3%로 추정된다. 우량은행들의 부도율은 

낮은 수 이나 몇몇 은행들의 부도율은 우려할만한 수 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EDF가 5%보다 높은 4개 은행의 수치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국내은행의 EDF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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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로 떨어지게 된다. 시계열 으로 국내은행의 EDF는 2008년 융 기 이 에

는 더 낮았으나 융 기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LGD의 추정

회수율은 Jokivuolle and Peura (2003)의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LGD를 추정하기 해서는 EDF 이외에도 자산변동성이 필요하다. 상장기업

의 경우에는 자산변동성을 구할 수 있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결합모형으로 추정

된 EDF만 존재하고 자산변동성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개별 비상장은행

과 속성이 비슷한 상장은행을 일 일로 응시켜 자산변동성을 사용하 다. LGD는 상

은행 code 평균(average) 분산(var) 최소값(min) 최 값(max)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20

0.00589 
0.00731 
0.00218 
0.02383 
0.01061 
0.03062 
0.08401 
0.07275 
0.02695 
0.03509 
0.05028 
0.00645 
0.00959 
0.01870 
0.14481 
0.00224 
0.01252 

0.00006 
0.00008 
0.00000 
0.00080 
0.00024 
0.00262 
0.00231 
0.00113 
0.00024 
0.00051 
0.00146 
0.00005 
0.00015 
0.00118 
0.12587 
0.00001 
0.00031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459 
0.00548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3858 
0.03266 
0.00590 
0.12158 
0.08113 
0.22891 
0.16186 
0.14958 
0.05856 
0.08282 
0.14925 
0.02428 
0.05467 
0.15477 
0.99825 
0.00996 
0.05102 

평균 0.03199 0.00806 0.00147 0.14140 

<표 2> 은행별 EDF의 추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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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ρ)가 0.6인 경우와 1인 경우의 두 가지 수치로 추정하여 사용한다.7) 최종 EL을 

추정하기 해 입력해야 하는 은행의 LGD는 앞서 방법에 의해 개별 융회사에 해 

분기별로 추정된 LGD로부터 구한 시계열 평균을 사용한다.

추정결과, 국내은행의 LGD는 ρ = 0.6인 경우 19.7%, ρ = 1인 경우 32.4%로 추정된

다. 이는 미국의 선순  일반 채권의 LGD가 50% 수 인 을 감안하면 비교  낮은 

수 으로 단된다. PD와 비례 계인 LGD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의 낮은 PD

가 낮은 LGD를 산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 code
LGD1(ρ = 0.6) LGD2(ρ = 1)

평균
(average) 

분산
(var)

최소값
(min)

최 값
(max)

평균
(average) 

분산
(var)

최소값
(min)

최 값
(max)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20

0.25094 
0.18535 
0.24372 
0.19387 
0.17746 
0.22086 
0.16190 
0.17494 
0.18554 
0.14978 
0.07435 
0.22176 
0.21705 
0.17650 
0.24518 
0.24264 
0.22995 

0.00205 
0.00175 
0.00084 
0.00159 
0.00202 
0.00347 
0.00162 
0.00208 
0.00080 
0.00105 
0.00045 
0.00139 
0.00253 
0.00195 
0.03582 
0.00212 
0.00391 

0.16507 
0.09723 
0.18915 
0.11440 
0.07111 
0.06145 
0.08302 
0.06209 
0.13143 
0.08131 
0.03583 
0.13446 
0.13040 
0.10211 
0.09772 
0.16653 
0.13219 

0.33078 
0.25338 
0.29229 
0.25746 
0.23629 
0.30682 
0.22320 
0.22732 
0.23068 
0.18789 
0.10544 
0.29568 
0.28894 
0.24893 
0.69232 
0.30373 
0.30614 

0.40860 
0.31838 
0.39999 
0.32487 
0.30145 
0.36598 
0.27072 
0.28636 
0.29001 
0.25277 
0.16211 
0.36743 
0.35778 
0.29739 
0.35284 
0.39304 
0.37145 

0.00405 
0.00392 
0.00160 
0.00379 
0.00464 
0.00921 
0.00403 
0.00485 
0.00180 
0.00265 
0.00183 
0.00274 
0.00532 
0.00461 
0.02292 
0.00400 
0.00817 

0.28137 
0.18223 
0.32334 
0.18843 
0.13003 
0.09812 
0.14731 
0.10776 
0.20838 
0.14444 
0.06715 
0.24475 
0.22248 
0.16830 
0.18601 
0.28500 
0.22563 

0.51594 
0.41653 
0.46521 
0.42023 
0.38668 
0.49378 
0.38167 
0.35961 
0.35706 
0.31167 
0.21940 
0.46782 
0.45735 
0.40322 
0.69244 
0.47400 
0.47585 

평균 0.19716 0.00385 0.10915 0.28161 0.32477 0.00530 0.18887 0.42932 

<표 3> 은행별 LGD의 추정치

 7) 은행은 담보자산이 따로 없고 담보자산과 자산이 동일하므로 ρ = 1이 하나 ρ = 0.6은 비교값

으로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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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의 추정

국내은행의 부도시노출 액(exposure at default: 이하 EAD)은 총자산을 사용한다. 

2009년 12월 말 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의 합계는 1,600조원이다. 앞서 추정된 EDF, 

LGD와 EAD를 사용하여 국내은행의 EL을 계산할 수 있다.8)

EL 추정결과, 국내은행의 총 신용손실은 ρ = 0.6인 경우 5조원, ρ = 1인 경우 9조원

로 추정된다. 은행당 평균 으로 각각 3,333억원과 5,613억원에 해당하는 액이다. 

은행 
code 총자산(백만원) EL1(백만원) EL1/총자산 EL2(백만원) EL2/총자산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20

256,519,760 
217,739,648 
196,166,995 
135,508,789 
150,916,965 
95,008,539 
52,425,899 
67,992,156 
182,813,827 
18,726,822 
122,333,446 
30,477,139 
27,864,388 
7,230,911 
2,950,155 

20,410,974 
15,896,819 

379,122 
295,034 
104,385 
626,048 
284,136 
642,602 
713,037 
865,355 
914,208 
98,412 

457,356 
43,615 
58,003 
23,862 

104,749 
11,083 
45,763 

0.00148 
0.00135 
0.00053 
0.00462 
0.00188 
0.00676 
0.01360 
0.01273 
0.00500 
0.00526 
0.00374 
0.00143 
0.00208 
0.00330 
0.03551 
0.00054 
0.00288 

617,321 
506,783 
171,316 

1,049,078 
482,659 

1,064,861 
1,192,312 
1,416,519 
1,428,920 
166,076 
997,181 
72,265 
95,610 
40,206 

150,740 
17,953 
73,925 

0.00241 
0.00233 
0.00087 
0.00774 
0.00320 
0.01121 
0.02274 
0.02083 
0.00782 
0.00887 
0.00815 
0.00237 
0.00343 
0.00556 
0.05110 
0.00088 
0.00465 

평균 94,175,484 333,339 0.00604 561,396 0.00966 

합계 1,600,983,232 5,666,771 0.00354 9,543,724 0.00596 

<표 4> 은행별 EL의 추정치

 8) 험 립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EL = EAD × EDF × LG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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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600조원에 달하는 은행 총자산과 비교하면 신용손실은 1% 미만의 작은 액

이다. 로벌 융 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신용 험은 매우 낮은 수 으로 단

된다. 이는 로벌 험요인이 국내에 이되는 부분이 작았고, 기 이후 은행의 자구

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논문은 국내은행의 부도 험에 따른 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개

별 융회사의 신용 험요소(부도확률, 부도시손실률, 부도시노출 액)를 새로운 모형

을 통해 추정하여 EL을 추정한다. 새로운 EDF-재무변수결합모형을 통해 융회사의 

PD를 합리 으로 측한다. Jokivuolle and Peura(2003)의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PD로

부터 내재LGD를 추정한다.

국내은행의 총 신용손실은 ρ = 0.6인 경우 5조원, ρ = 1인 경우 9조원 로 추정된다. 

은행당 평균 으로 각각 3,333억원과 5,613억원에 해당하는 액이다. 그러나 1,600조

원에 달하는 은행 총자산과 비교하면 신용손실은 1% 미만의 작은 액이다. 로벌 

융 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신용 험은 매우 낮은 수 으로 단된다. 이는 로

벌 험요인이 국내에 이되는 부분이 작았고, 기 이후 은행의 자구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추정된 신용손실은 융안 망 설계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를 들면 보험

료를 산정할 때, 최 의 보험료는 해당 은행의 신용손실 추정치가 기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쉽게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한 은행의 경제  

자본을 설정할 경우에도 신용손실 추정치를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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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of the Expected Credit Losses 
of Korean Banks

9)Park, Jeong Sik**
Chang, Uk**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xpected credit losses of Korean banks due 

to bankruptcy risk. We estimate the credit risk components (probability of default, loss 

given default, exposure at default) and calculate the expected losses of each banks 

with the new model. We predict the probability of default of banks more rationally 

with the combined model of expected default freuency and financial variables. We 

estimate the implied loss given default from the probability of default with structural 

model of Jokivuolle and Peura (2003).

The average of expected default frequency of Korean banks is estimated to be 3%. 

The probability of default of most sound banks is low but the probability of default of 

several banks is worrying degree of high level. If we exclude the expected default 

frequency of four banks of higher than 5%, the average of expected default frequency 

of Korean banks decreases to 1% level. The expected default frequency of Korean 

banks was lower before credit crisis of 2008, but rose after the crisis.

The loss given default of Korean banks is 19.7% when ρ = 0.6 and 32.4% when ρ 

= 1. We think it is low level compared with the loss given default of senior secured 

bonds of the US is 50% level. If we consid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ability of default and the loss given default, the low probability of default of 

Korean banks bring about the low loss given default.

The total expected loss of Korean banks is 5 trillion won when ρ = 0.6 and 9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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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lion won when ρ = 1. It is 333 billion won and 561 billion won respectively per 

each bank. But compared with the 1,600 trillion won of asset size of Korean banks, 

the expected credit loss is small amount under 1% of the asset size. The credit risk of 

Korean banks is very low regardless of the global credit crisis. We think the global 

credit crisis has small influence on the domestic banking sector and Korean banks 

have recovered quickly after the crisis.

Keywords: probability of default, recovery ratio, expecte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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