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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에서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입과 관련된 지표가 조기경

보지표로서 유용한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은행부문의 특징 및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였

으며, 이러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및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과거

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부문의 평가지표는 위기발생확률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은행부문 자체의 구조적 특성과 은행차입 자금 등 은행부

문을 통한 자본유출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은행외채비중, 대외 통화불일

치, 대외 만기불일치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위기발생확률은 증가하였다.

이는 평가지표와 위기간 직접적 인과관계보다는, 은행부문 평가지표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불균형 및 취약성의 축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

게 해주는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유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부문의 평가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부작

용에 대응하고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본유출입, 은행차입, 은행외채, 불일치,

조기경보지표, 위기

학 번 : 2009 - 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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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경제는 무역증대와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90년대 들어 자본자

유화를 추진하였으며, OECD가입과 ’97∼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해외자

본유입이 이전기간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

하여 급격히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은 선진국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

물려 새로운 수익처를 찾아 신흥시장국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상대

적으로 양호한 기초여건(fundamental)과 성장세, 금융 및 외환시장의 자

율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해외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해외 자본유입은 유형별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식 및 채권자금

등 포트폴리오투자, 은행차입 등 기타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은행

차입 즉, 은행부문을 통한 자본유출입은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국이 해외자본을 조달하는 주요경로였으며, 자본자유화 등으로 인해

여타 유형의 자본유입이 증가한 이후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게다가 은행부문 또한 국내외 경제 모두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금융부문에 있어서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주요 중개자(intermediary)이다.

본고에서는 자본유출입 중 은행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은행차입 자금은 과거 위기발생시마다 급격한 유출을 보여 왔다. 국제수

지표 상의 금융계정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 4

분기의 은행차입 자금 유출규모는 GDP대비 약 10.3%에 달했다. 동 기

간 중 주식자금 유출은 약 0.9%, 채권자금 유출은 약 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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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08년 4분기에도 은행차입 자금은 GDP

대비 약 18.4% 유출되었음에 반해, 주식자금은 약 1.6%, 채권자금은 약

4.1%만이 유출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유형의 자금에 비해 은행차입 자

금이 유출입 규모 및 변동성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은행차입자금은 은행부문의 특수성과 맞물려 불균형을 축적하

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혹은 해외로부터 외생적 충격이 가해지

는 경우 축적된 불균형은 위기로 촉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위기기간

동안의 유출규모를 통해 판단하여도 은행차입 자금의 유출입과 위기발생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은행차입 자금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부문의 평가지표를 선정, 동 지표들과 위기발생확률간 관

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은행부문의 자본유출입 및 불균형

관련 평가지표와 위기발생확률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면 동 지표들은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관련연구 검토

조기경보 지표 혹은 모형은 1990년대 들어 ERM(Exchange Rate

Mechanism of European Monetary System)의 붕괴(1992～93), 멕시코

외환위기(1994) 등을 계기로 외환위기의 원인 및 징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등장하였다. 특히 정책당국이 위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에 위기의 징후들을 포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Kaminsky et al., 1997)

이 중 확률모형은 위기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변수들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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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값으로

산출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즉, 지표와 위기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

히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적 모형이 아니라 위기의 징후를 사

전에 포착하여 경보해주는 예고지표를 검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

다.(Berg & Pattilo, 1998)

이러한 조기경보모형 방법을 기반으로 은행부문 자본유출입의 특징 및

은행차입 자금과 위기발생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 분석이 이

루어져 왔다.

Borio & Lowe(2002)와 Dell’Ariccia et al.(2012) 등은 credit to GDP1)

비율을 중심으로 금융안정과 위기발생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들은 패널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들을 비교한 후 각국의 credit to GDP

비율이 위기발생확률을 가장 잘 설명함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에 신용팽창

(credit boom)을 예방하기 보다는 신용붕괴(credit bust) 후에 이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겼던 과거와 달리, 급격한 자본자유화와 금

융세계화로 인해 금융 및 외환부문의 변화속도와 변동성이 크게 증가함

에 따라 credit to GDP 비율을 통한 사전대응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Hahm, Shin & Shin(2011)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국 은행부문의

비핵심성 부채(non-core liabilities) 패널자료를 이용해 위기발생확률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자국내 은행간 시장(wholesale funding market)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자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

1) credit to GDP 비율은 일반적으로 민간에 대한 여신(Claims on private sector)의

GDP대비 비율로서 정의되며, 실증분석 및 정책시행시의 기준으로는 credit to GDP

gap 등을 이용한다.(Borio & Low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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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 및 신흥시장국 은행의 비핵심성 부채는 대부분 대외차입으로 조

달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기경

보지표인 credit to GDP 비율보다 은행부문의 단기외채를 비롯한 비핵

심성 부채가 통화위기(currency crisis) 및 신용위기(credit crisis)의 발생

확률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패널 프로빗(panel probit) 모형을 이용

해 분석하였다.

Ahrend & Goujard(2012)는 총외채 중 은행차입과 은행 단기외채의

비중을 이용해 은행위기(banking crisis)의 예측을 시도하였다. 이들 역

시 패널 프로빗 모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은행차입 비중이 높을

수록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해외에서 발생한 위기 및

대외충격의 전이위험(contagion risk)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발생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Ree, Yoon & Park(2012)은 외화유동성과 환율변동성간의 관계

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국내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외화차입 및 통화불일

치로 인하여 tail-risk의 발생가능성 및 변동성이 증가하였음을 패널 모

형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도한 환헤지 수요 불균

형과 외은지점 중심의 외화차입 구조로 인하여 위기발생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고 설명하였다.

상술한 연구들을 비롯한 많은 기존 문헌을 참고할 때, 은행부문의 차

입자금은 한 국가경제의 대외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신용 및 대차대조표,

전이위험 등을 통해 국내 금융 및 실물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행 차입자금과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 과거의 위기

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미래에 발생가능한 위기 또한 조기에 예측·탐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은행차입 경로에

주목하여 은행부문의 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위기발생확률 검정모형

을 설정하였다. 은행부문의 특수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

지표로서 대외 통화불일치, 대외 만기불일치, 은행외채비중 등을 설명변

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문헌에서 많이 사용하는 credit to GDP 비율

및 비핵심성 부채 비율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설명변수들을 통해 은

행부문 평가지표의 위기발생확률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기

존지표들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은행부문 평가지표가 위기발생확

률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국내경제 및 은행부문에 보다 유의미

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은행차입 자금의

특징 및 한국 은행부문의 특수성 등을 동향분석 및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 은행부문 지표의 취약성과 이와 연관된 위기전파과정에 대해

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모형을 설정하고 평가지표의

정의 및 변환, 위기기간의 식별 등을 수행한다. 제4장은 단일 및 복수지

표 모형, 패널 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서 분석결과에 따른 은행부문 지표의 조기경보지표로서 유용성 및 정책

적 함의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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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은행차입 자금의 특징

제 1 절 은행차입 자금의 유출입 현황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차입은 자본유출입 및 투자잔액에 있

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변동성 수준 또한 크다. [그림

2-1]은 ’90년 1분기 ∼ ’11년 4분기 중 국내 유형별 자본유출입 및 투자

잔액 비중과 GDP 대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기간동안 은행차입은 유출입 비중 및 변동성에 있어서 여타 유형에 비

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차입이 조달방식 및 만기구

조, 위험의 고려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입

규모 및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은행부문의 특

징, 위기로의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살펴본다.

[그림 2-1] 자본유출입 및 투자잔액 비중과 GDP 대비 변동성

자본유출입 및 투자잔액 비중 GDP 대비 변동성

자료 : ECOS,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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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은행차입 경로의 일반적 특성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국은 국내 자본시장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요

한 자본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은행차입이 주요한 경로로 이용되는데, 시

장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금융시장이 미성숙한 개도국·신흥국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이 직접 외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

달이 거래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

가에서 투자대상국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고자 함과

동시에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장기자금의 유입

을 규제하고 은행의 단기외채 조달에 암묵적 보증을 해주기도 하였다.

(김인준, 2008)

그러나 이러한 은행차입 자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FDI 또는 지분증권은 은행차입과 달리 투자대상국 통화로 표기되므로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위험(currency risk) 및 국가위험(country

risk)을 모두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해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투자를 기피하게 되며, 외화로 표시되는 단기 위주의 은행차입

자금을 통해 주로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행태 및 자금유형

은 투자대상국 내에서의 운용행태에 따라 통화·만기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 지원에 쓰이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장기

적으로 운용되며, 환헤지 수요 및 포지션 조정 등에 의해 외화가 아닌

국내통화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부문을 통한

자본조달이 갖는 특징이며, 외화차입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해질 수 있

다.(Ahrend & Goujard, 2012)

게다가 은행차입 자금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및 상호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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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대차대조표 경로(balance sheet channel),

신용경로(credit channel), 유동성 경로(liquidity channel) 등 위기발생 메

커니즘의 작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BCBS, 2011) 예컨대, 경기 호

황과 함께 무역결제대금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위한 외자유입이 더욱 증

가하는 경우 이는 국내신용 및 자산가격의 붐-버스트 싸이클(boom-bust

cycle)을 심화시킨다. 또한 증가된 신용 및 과도하게 상승한 자산가격은

은행 및 기업,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거품이 꺼지거

나 대외충격 전파시 위기를 발생 혹은 증폭시킬 수 있다. 이는 과거에

한국 또한 두 차례의 위기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과도한 은행 외화차입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sudden stop or reversal) 및 회수

(deleveraging)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외환 및 외화자금 유동성 부족과

상환불능 문제(solvency problem)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은행 외화차입은 자본유출입의 주요경로임과 동시에 국제통화

를 보유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신흥시장국으로 하여금 통화불일치 및 만

기불일치 등 구조적 불균형의 축적을 유발한다. 게다가 유입자본의 경기

순응성 및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불균형 축적에 대외 충격이 더해지는 경

우 대차대조표, 신용, 유동성 경로 등을 통하여 위기를 촉발하거나 심화

시킬 수 있다.

제 3 절 한국 은행부문의 특수성과 위기전파과정

본 절에서는 한국 은행부문이 갖는 세가지 특수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본다.

9

2.3.1 편중된 환헤지 수요와 수급 불균형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한국경제는 위기기간을 제외하면 대

부분의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왔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시

장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환율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유지

하고 있다. 반면, 대외의존도가 높고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데다 수출입업체 간 비대칭적 환헤지 수요로 인해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외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주요국1)의 무역규모 및 GDP 대비 비율2)

주 : 1) 2011년 중 수출입규모 상위 10개국 기준

2) 대외의존도(수출입규모/GDP)

자료 : WTO, IMF IFS

특히 환헤지 수요의 비대칭성은 최근 수년간의 환율하락과 외채증가

및 불균형의 심화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림 2-2]와 같이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1년 말 기준 약 1.1조 달러로 세계 9위이며, 무역규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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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0개국 중 GDP 대비 비율은 3위로 93%에 달한다. 즉, 높은 무역규

모와 대외의존도로 인하여 기업들에게는 대외결제 및 설비투자 필요에

의한 외화자금 수요가 상시 존재한다. 게다가 무역규모 상위 10개국 중

비국제통화 보유국은 한국, 홍콩, 중국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의 경우 외

화자금 수요는 국제통화 보유국에 비해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

한편, 산업구조의 특수성은 비대칭적 환헤지 수요를 통해 선물환 매도

우위의 불균형 상태를 지속·심화시킨다. 정유사 등 환율변화를 상품가격

에 전가하기 용이한 시장지배적 수입업체와 조선·중공업체 등 환위험에

취약한 수출업체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로 인해 이들 사이의 환헤지 수요

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의 환헤지에 따른 과도한

선물환 매도 수요에 대하여 은행은 초과매입 포지션 해소를 위해서 외화

차입 및 스왑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수요하고, 현물환 매도를 통해

외환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무역규모의

증가와 경기 확장으로 인해 외환 초과공급에 따른 환율하락 및 외화자금

초과수요에 따른 외채증가 및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에 국내 은행부문의 행태 및 구조적 특성이 더해져

세가지 불일치 현상이 심화된다.

2.3.2 세가지 불일치(Triple Mismatch)

먼저 외화 운용·조달 행태의 불일치가 심화된다. 기업들의 외화자금

및 환헤지 수요가 은행에 집중되면서 은행은 외화자금을 소매금융(retail

banking) 위주로 운용하게 된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다국적화되어 있

지 않고 국제적 신인도도 낮아 외화자금을 스스로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정책적으로 외국환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민간의

11

외화자금수요가 은행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은 필요 외화자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wholesale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국내은행부문은 글로벌 은행과는 달리 외화표시 핵심부

채(core liabilities)와 완충자본(capital buffer)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외화차입 및 외화채권 등 wholesale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화자금 수요가 은행에 집중되고 wholesale방식에 의존하

는 조달경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편

중된 외화자금수요가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운용·조달 행태간 불일치가

심화된다.

한편,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환헤지

수요에 따른 현물환 매도 및 스왑 등으로 인해 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실

질적으로는 국내통화로 운용하게 된다. 게다가 환헤지에 따른 선물환과

시설투자자금 등 기업의 외화자금수요는 대부분 장기인데 반해, 포지션

해소 및 조달을 위한 자금은 저금리의 단기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화·만기불일치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외은지점 중심의 은행구조를 지닌 한국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

미시건전성 규제2)를 통해 개별은행의 불일치 및 유동성위험을 일정부분

억제할 수는 있으나 거시적 측면의 대외 통화불일치 및 대외 만기불일치

구 분 적용범위 내 용

환 율
위험관리 외국환은행 ▪외국환매입·매각초과포지션한도 : 전월말자기자본의 50% 이상

유 동 성
위험관리

외은지점
제외

외국환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 85% 이상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기간별 gap비율* : 7일 이내 0%, 1개월 이내 -10% 이상
*(기간별 외화자산-기간별 외화부채)/(총외화자산)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조달비율* : 80% 이상
*(상환기간1년이상외화조달잔액)/(상환기간1년이상외화대출잔액)

2) 외환 미시건전성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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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운용·조달행태의 불일치

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함께 외은지점3)에 대해서는 유동성위험 및 중장

기 외화대출 재원 관리 규제가 배재되기 때문이다.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은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환헤지

및 외화자금 수요를 단기 외화차입과 차환을 통해 감당할 수 있으나, 글

로벌 경기침체 및 해외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등 대외충격 발생시에는

과도한 외채와 불일치로 인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게다가 외

은지점의 경우 본점으로부터 단기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예수금, 스왑매

도, 외화채권 발행 등에 비하여 외화차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배제를 제거

해나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외은지점으로 인한 대외 통화·만기불일치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Ree, Yoon &

Park, 2012)

위와 같이 축적된 대외 통화·만기불일치는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호황

기에 자본을 과다유입시키며, 국내신용 및 자산가격의 붐-버스트 싸이클

을 확대시킨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이 자금을 급격히 회수할 경우 국내

은행들이 내부에서 거주자들에게 장기로 운용해오던 외화대출 등을 회수

하기 어려워 외채의 상환불능 위험(solvency risk)을 초래할 수 있다.

2.3.3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은행부문의 수급불균형과 불일치는 은행부문에 내재한 높은 상호연계

성으로 인하여 불균형의 축적 및 대외충격에 따른 파급효과를 더욱 증폭

3) 외은지점의 경우 미시건전성 규제를 배제 받더라도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공백으로

인하여 지점이 속한 경제 전체의 거시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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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위기를 촉발·심화시킨다. 먼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본·지점 간의

연계성(cross-border inter-connectedness)을 들 수 있는데, ’12년 2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순조달액 1,413억 달러 중 해외직접조달

혹은 외은지점을 경유한 간접조달을 합한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91%에 달한다. 게다가 조달한 자금의 형태와 만기를 살펴보면, 외은지점

의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직접차입 및 wholesale거래, 시중은행의 경우

외은지점과의 스왑거래가 주를 이루는데 약 70%의 자금이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이다. 따라서 대외 통화·만기불일치와 더불어 높은 은행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하여 특정 해외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자체적인 건전성과는 관계없이 국내은행들에게는 심각한 외화유동성 부

족의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연쇄적인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

[그림 2-3] 외환-외화자금-국내금융 시장간 연계

① 정책시행

② 민간의 환헤지 거래

③ 은행의 유동성·포지션 관리



14

한편, 은행간 대외 상호연계성뿐만 아니라 외환-외화자금-국내금융 시

장간 상호연계성(domestic interconnectedness) 또한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먼저, 통화당국의 불태화개입 및 외화유동성공급 등의 정책

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금융시장의 원화콜금리, 채권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서 살펴본 비대칭적 환헤지 수요를 은행이 흡수함

에 있어서 부족한 외화자금을 스왑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환율하락 및 스

왑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유동성 및 포지션관리를 위한 은행간 자금시장의 원

화-외화 스왑거래는 원화콜금리와 스왑금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의 [그림 2-3]에서처럼 시장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각 시장 및

참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발

생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기가 발생·파급될 수 있다.

2.3.4 위기전파과정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은 일반적으로 국내경기에 대한 대외부문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상술한 특수성과 불균형이 대외부문과의 관계로

인해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경상수지 호조 등 경기확장 국면에서 외환

초과공급과 외화자금 초과수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환율하락 등

대외경쟁력 저하와 외환부문의 과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전술하였

듯이 외화자금의 초과수요는 민간의 자체 조달능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은행차입을 증가시키며, 조달구조의 취약성 및 조달·운용 행태의 불일치

를 심화시킨다. 게다가 국제통화와 관련 신흥시장국의 원죄(original sin)

와 규제공백으로 인한 외은지점 중심의 은행구조로 인하여 대외 통화불

일치 및 만기불일치가 확대되며, 특히 스왑 등 단기자금에 크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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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는 해외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과 같은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

한 구조를 심화시키며, 충격발생시 위기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위기의 피

해정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Ahrend & Goujard, 2012)

[그림 2-4]는 은행부문을 통한 위기의 발생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해주

고 있다. 경기확장 국면에서 은행부문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하여 축적된

불균형은 이후 대외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대외충격 발생시 위기로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4] 은행부문을 통한 위기발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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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표의 설정과 분석모형

제 1 절 모형 및 지표의 설정

은행부문의 평가지표와 위기발생확률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Hahm,

Shin & Shin(2011) 및 IMF(2011) 등이 이용한 방법론을 원용하여 개별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프로빗 확률모형을 설정하였다.

Pr         
단, 시차 (l)은 2, 4, 6, 8분기

종속변수는 위기발생확률로서 위기발생기간4)인 경우 1, 나머지 기간은

0으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   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은행부문의 세가

지 평가지표이며,   은 통제변수 및 타 모형과의 비교를 위한 변수를

의미한다. 또한 평가지표의 위기 예측력 비교를 위해 각각 2, 4, 6, 8분기

의 시차를 두어 모형을 추정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개별지표만을 설명변수로 하는 단일지표 모형을 각 변수별, 시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각 지표들 간의 상호관계, 타 모형의 지표

들과 예측력 비교 등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포함한 복수지표 모

형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 은행부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토대로 신흥시장국

을 대상으로 하여 간략한 패널 확률 모형을 설정하였다. 한국 은행부문

에 대한 위기발생확률 분석 결과를 통해 동 지표가 신흥시장국에서도 조

4) 위기기간의 식별은 다음절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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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보지표로서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패널 분

석의 자세한 모형 및 결과는 제4장에서 기술한다.

모형에 추가할 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은행부문

의 취약성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은행외채비중, 대외 통화

및 만기불일치를 선정하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5)은 ’94년 4분기∼’11년 4분기이며, 각 지표의

정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지표의 정의 및 변환

지 표 정 의 변 환

은행외채비중
은행부문외채

총외채
전년동기대비 증감

대외 통화불일치
대외외화부채-대외외화자산

무역규모
〃

대외 만기불일치
대외단기외화부채-대외단기외화자산

무역규모
〃

대외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정의에 사용된 각 부채 및 자산은 국제투

자대조표(IIP)상의 외국인기타투자 중 은행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한 무역규모(수출+수입)로 나누어줌으로써 대외무역거래에 따른 외화자

금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모를 조정·평균화하였으며, 세 지표는 모두

수준값(level value)이 아닌 전년동기대비 증감으로 변환하였다.6) 이는

5) 국제투자대조표(IIP)가 ‘94년 4분기부터 편제되어 분석대상기간의 시작 시점 또한 동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6) 추가적으로 단기외채비중 자체의 level value 및 그 증가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

나 본문의 전년동기대비증감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기외채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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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및 균형으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판단하기 위함(Borio & Lowe,

2002)이며, 또한 신용공여 약정 등 기존계약으로 인해 여건 변화에 더디

게 반응하는 문제 및 실시간 추세의 추출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였기 때

문이다.7)

한편, 통제변수 설정 및 대외실물부문과의 결합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실질실효환율 및 성장률, 통화량 등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동 변수들

은 경기상황과 외환시장의 초과수요·공급에 따른 해당시점의 대외경쟁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IMF, 2011)(Ahrend & Goujard, 2012)

또한 본고에서의 평가지표와 타 모형의 지표간 비교분석을 위하여

credit to GDP 및 비핵심성 부채비율을 비교변수로서 선정하여 모형에

추가하였다. 동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Hahm, Shin & Shin(2011)과

Dell’Ariccia et al.(2012) 등이 선정한 지표와 본고의 은행부문 평가지표

가 위기발생확률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로서 갖는 유용성을 비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8)

7) Edge & Meisenzahl(2011)은 이동평균, HP-filtering 등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한 추세

로부터의 이탈(gap)자료 사용시, 신규자료의 포함에 있어 신규 관측치를 추가할 경우

과거 추세 값까지 크게 변동하는 문제(post revision) 등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도 이

들의 비판을 감안하여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이용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증감은 상대적

으로 도출이 용이하며 추세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8) 통제변수 및 비교변수의 정의는 부록의 [표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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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기의 식별

본고에서는 위기를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

와 외화자금의 급속한 유출(sudden stop or reversal)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즉, 대외경제와의 거래수단 교환을 위한 외환시장과

국내 외화자금수요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입을 반영하는 외화자금시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위기기간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화가치의 급격한 절하를 통해 통화위기를 정의하는 방식

은 명목환율 상승률 및 상승률의 변화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Eichengreen et al.(1995) 및 Kaminsky & Reinhart(1999) 등

이 순수한 환율 상승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인 외환시장압력

지수(EMPI: Exchange Market Pressure Index)9)를 이용하였다. 동 지수

가 분석대상기간동안 역사적 평균치로부터 표준편차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통화위기 기간으로 인식하였다.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sudden stop시점은 Forbes & Warnock(2011)

이 제시한 방식을 원용하였다.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상의 부채(liabilities)

를 자본유출입으로 측정하되, 4분기 이동합의 전년동기대비 변동분이

(추세–1×표준편차) 이하로 하락하고 동 기간 내에 최소한 1분기 이상

(추세–2×표준편차) 이하로 하락한 기간을 위기로 식별하였다.10)

상기 기준에 따라 통화위기는 ’97년 4분기∼’98년 2분기와 ’08년 4분기

∼’09년 2분기, sudden stop기간은 ’97년 2분기∼’98년 4분기와 ’08년 1분

기∼’09년 2분기로 식별되었으며, [그림 3-2]와 같다. 따라서 ’97년 4분기

∼’98년 2분기와 ’08년 4분기∼’09년 2분기가 위기로 최종 식별되었다.

9) 외환시장압력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도출방법은 부록 6.2 참조.

10) 추세 및 표준편차는 각각 20분기 이동평균과 이동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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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위기시점의 식별

외환위기 시점

sudden stop 시점

주 : 회색음영은 각각 위기로 식별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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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단일지표 모형

단일지표 모형은 세가지 평가지표를 각각 2, 4, 6, 8분기 시차를 두고

추정하였다.11) 추정결과 모든 평가지표가 위기발생 8분기 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면서 가장 높은 위기 예측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통제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즉, 은행부문 평가지표는 위

기발생 8분기 이전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과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 단일지표 모형 추정결과

prob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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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외채비중
30.84***

(8.31)
42.89**

(17.30)

대외 통화불일치
11.80***

(3.55)
14.06**

(6.92)

대외 만기불일치
9.12***

(3.01)
20.78***

(5.69)

실질실효환율
4.57**

(1.89)
3.32*

(2.01)
7.03***

(2.19)

통화량
8.19
(10.13)

10.37
(10.28)

11.88
(11.17)

성장률
0.37
(0.29)

0.31
(0.24)

0.54***

(0.26)

McFadden R2 38.22 37.34 26.77 65.13 55.05 62.41

Log-likelihood -11.92 -12.09 -14.13 -6.73 -8.67 -7.25

주 : 1) 각 모형은 모두 8분기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

2) 각 수치는 Pr  에서 값을, ( )내는 표
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1) 각 시차별 추정결과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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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수의 시차변수가 위기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각 변수별로 두 개 이상의 시차를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최근

시차변수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거나 유의성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한 개의 시차만을 대상으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복수 시

차 분석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제 2 절 복수지표 모형 및 타 모형과의 비교

복수지표모형은 세가지 평가지표들의 각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은행부문 평가지

표의 유의성을 검증·비교하기 위하여 비핵심성 부채, credit to GDP 비

율 등 타 모형에서 사용한 지표들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표

별 시차는 8분기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 또한 포함하였다.

[표 4-2]에 나타난 복수지표 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세가지

은행부문 평가지표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1, 2번)은 단일지표 모형에 비

하여 적합도(McFadden R2)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계수의 부호가 선험적

인 기대와 다르거나 유의성이 상실되었다.12) 이는 지표간 다중공선성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결과, 3개 지표 움직임의 88.6%가 제1주성분에 의해 설명되었다.13) 이는

12) 이는 2개 평가지표씩 묶어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3) 세 변수간 각각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은행외채비중 대외 통화불일치 대외 만기불일치

은행외채비중 1 - -

대외 통화불일치 0.771537 1 -

대외 만기불일치 0.799093 0.9127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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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표들이 모두 은행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로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 복수지표 모형 추정결과

probit 모형

(1) (2) (3) (4) (5) (6) (7) (8)

은행외채비중
28.72**

(12.81)
31.82*

(18.88)
70.72***

(24.71)
43.78**

(17.32)
71.12***

(21.98)

대외 통화불일치
23.73*

(13.50)
2.33
(21.94)

대외 만기불일치
-15.59
(10.67)

12.03
(20.39)

24.31**

(9.86)
49.50***

(15.01)
75.27***

(13.97)

비핵심성부채
48.76**

(20.49)
48.03***

(16.92)
13.92
(8.91)

36.91***

(9.90)

credit to GDP
-6.38
(6.10)

-13.43*

(7.04)
-36.94**

(14.37)
-55.97***

(14.08)

실질실효환율
4.50
(5.13)

7.14
(4.92)

5.89
(3.95)

9.33*

(4.99)
7.39***

(2.59)
19.86
(14.13)

34.24*

(17.72)

통화량
11.48
(9.33)

15.78
(14.54)

4.79
(10.47)

14.77
(14.60)

14.76
(12.07)

-1.48
(15.52)

11.81
(15.77)

성장률
0.81**

(0.35)
0.57
(0.62)

0.28
(0.30)

0.22
(0.49)

0.77*

(0.42)
0.58
(0.72)

0.35
(1.53)

McFadden R2 49.28 68.72 76.42 66.12 78.20 64.73 77.20 80.92

Log-likelihood -9.78 -6.03 -4.55 6.53 -4.20 -6.80 -4.40 -3.68

주 : 1) 각 모형은 모두 8분기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

2) 각 수치는 Pr  에서 값을, ( )내는 표
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음으로, 비핵심성 부채 및 credit to GDP 비율과의 설명력 및 유의

성, 적합도의 비교 검증을 위하여 세가지 지표 중 은행외채비중과 대외

만기불일치를 각각 두 비교지표와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14)

14) 상술하였듯이 지표들간 공선성으로 인하여 은행부문 평가지표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

킬 수 없었으며, 따라서 단일지표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성과 적합도를 보

인 은행외채비중과 대외 만기불일치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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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은행외채비중을 중심으로 한 모형(3, 4, 5번)을 살펴보면, 단일지

표 모형에 비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상승하였으며 계수의 유의성 또한 높

게 나타났다. 게다가 비핵심성 부채 등 타 모형의 지표들에 비해서도 전

반적으로 양호한 유의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대외 만기불일치를 중심으

로 한 모형(6, 7, 8번)에서도 유사하였으며, 비교지표를 포함한 분석에서

도 적합도 및 유의성에 있어서 은행부문 평가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credit to GDP 비율의 경우 선험적인 기대 및 기존문헌의 연구

와는 달리 반대의 부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있어서 위기여부 및 위기발생요인의 외부

성, 국내경제 기초여건의 건전성 등으로 인하여 credit to GDP 비율 증

가에 따른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버블로 인한 위기발생경로가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credit

to GDP 비율이 유의미한 조기경보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e, Yoon

& Park, 2012)

단일지표 모형과 복수지표 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은행부문의

평가지표가 위기발생 일정기간 이전에 추세를 이탈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불균형과 취약성이

대외충격 발생시 위기를 촉발·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동 평가지표

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위기발생확률이 증가하며, 이는 동 평가지표가

조기경보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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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 모형

본 절에서는 한국 은행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패널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시장국에 대한 은행부문 평가지표의 위기발생확률 추정을

실시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제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

흥시장국들 역시 은행부문을 통한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은행차입 자금 및 은행부문의 취약성과

위기발생확률간의 관계가 다른 신흥시장국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12개 주요 신흥국 자료를 이용해

전 절에서 수행하였던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한 패널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4.3.1 분석 대상 자료 및 모형의 설정

패널 모형 분석은 한국 모형과 동일하게 확률모형을 사용하되, 패널분

석에 있어서 각국의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확률효

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15) 또한 수집제약 등으로 인

하여 연간자료를 이용한다.

분석 대상 국가는 최근 20여 년간 외환부문 및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 중 대외의존도 등이 높은 신흥시장국 12개를 선정

하였다.16) 설명변수는 세가지 지표 중 은행외채비중의 대리변수를, 통제·

15) 표본 수의 제약 및 자유도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

였으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증

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변수의 계수 부호가 바뀌고 유의성이 감소하는 등 유

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6) 해당 국가는 러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등 12개국이며, 은행부문 자료수집의 용이성 및

대외의존도, 환율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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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변수는 한국 모형과 동일한 지표를 연간으로 수집·전환하여 이용하

되, 비핵심성 부채의 경우 자료수집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형에서 제외하

였다. 은행외채비중의 대리변수는 총외채 및 은행외채 통계자료의 입수

제약을 감안하여 BIS의 은행통계(locational banking statistics)에서 개별

국가들에 대한 보고대상 은행들의 연간 대출통계17)를 이용하였으며, 대

외부채 중 은행부문에 대한 대출의 비율을 상대국(counterparty country)

의 총외채 대비 은행외채비중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18)

한편, 위기의 정의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기본적으로 한국 모형과 동일하다. 다만, 각

국 환율제도의 상이성 및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통화위기는 EMPI방식

대신 Frankel & Rose(1996)1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4.3.2 분석결과

패널 확률모형의 추정결과, 주요 신흥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부문의 외채는 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대상 신흥시장국들의 경우에도 위기발생 2년 전20) 은행외채

비중의 증감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이는 실질실효환율, 통화량,

17) http://www.bis.org/statistics/bankstats.htm,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Oct.

2012, 7.External loans and deposits of reporting banks vis-a-vis individual

countries

18) BIS통계의 보고대상은행이 속한 국가들(43개국)은 대부분 선진국 혹은 은행부문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신흥시장국이므로 동 은행들의 상대국 은행부문에 대한 청구권

(claims)이 상대국의 은행차입이라고 가정하고 대리변수를 구하였다. 즉, 12개국의

은행부문에 대한 청구권을 대외부채로 나눈 비중을 각국의 은행외채비중 대리변수

로 설정하였다.

19) Frankel & Rose(1996)는 명목환율이 최소 25% 상승(절하)하고 상승률도 최소 10%p

이상 증가하는 시점으로 통화위기를 정의하였다.

20) 위기발생으로부터 2년 및 3년 전 계수 값이 각각 유의수준 5% 및 10%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가운데 계수 값은 2년 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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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등의 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한국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부문의 대표적 위기예고지표인

credit to GDP 비율을 모형에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 두 지표 모두 여전

히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또한 소폭 상승하였다. 상

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은

행차입을 통한 자본유출입이 불일치 및 경기순응성, 상호연계성 등 은행

부문의 취약성을 축적시키고 이로 인해 위기발생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도 은행부문 외채비중이 조기경보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 확률모형의

추정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패널 확률모형 추정결과

panel prob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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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외채비중
5.23**

(2.14)
5.26**

(2.29)
4.85**

(2.14)
4.90**

(2.29)

credit to GDP
0.59**

(0.24)
0.64**

(0.27)
0.57**

(0.26)
0.62**

(0.29)

실질실효환율
1.14***

(0.42)
1.23***

(0.43)
1.23***

(0.44)

통화량
2.79
(2.55)

0.27
(3.11)

0.40
(3.25)

성장률
1.26
(4.04)

3.10
(3.94)

0.79
(4.09)

Pseudo R2 21.91 27.28 21.87 27.53 25.54 30.80

Log-likelihood -56.64 -52.74 -56.67 -52.56 -54.01 -50.19

주 : 1)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

2) 각 변수는 모두 2년 시차변수(lagged)임

3) 각 수치는 Pr  에서 값을, ( )내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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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금융세계화가 진행되고 자본자유화가 심화되면서 해외자본 유출입의

규모 및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

부문과 자본유출입에 기인한 위기는 그 근원지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에

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본유형 중 은행부문을 통한 자본유출입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부문의 특수성과 취약성 및 위기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국제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신흥시장국의 원죄와 높은 대외의존도,

국내자본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은행차입 경로를 통한 자본유출입이 대

규모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은지점 중심의 한국

은행부문은 내생적인 불균형을 축적하게 되었다. 국내에 유입된 은행차

입자금으로 인하여 조달·운용 행태 및 대외 통화, 만기 등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는 경기순응성, 상호연계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

태에서 대외경쟁력의 약화, 해외투자자의 자금회수 등 외생적 충격이 가

해지는 경우 대외부문에서부터 시작된 위기는 국내금융 및 실물부문에까

지 전파될 수 있다. 확률모형을 이용한 한국 및 패널 모형 분석은 은행

부문의 평가지표들이 위기발생 일정기간 이전에 추세로부터 이탈하여 급

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은행부문의 평가지표가 조기경보지

표로서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의 평가지표들과 위기발생간의 관계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가 존재하며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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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은행부문 이외의 요인들에 대한 검증 또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외채비중 및 불일치가 증가한다고 하여서 반드

시 위기가 발생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

었듯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부문은 위기의 발원지 및 급속한 전파기제로

서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은행부문의 평가지표를

통한 위기의 직접적인 예측보다는, 은행부문에 축적된 불균형과 리스크

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주목

해야할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부문의 취약성이 심화되

었을 때 대외경쟁력의 약화 또는 해외경제의 위기에 따른 자금회수 등

외생적 충격이 더해지는 경우, 위기는 급격하게 파급되며 심화될 수 있

다. 즉, 은행부문의 평가지표는 향후 위기의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줄

이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정책대응을 가능케 하는

조기경보지표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융안정성의 제고 및 위기방지를 위해서는 은행부문의 평가지표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시장국이 추진·시

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과 자본이동관리(CFM:

Capital Flows management) 등이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을 포함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거시건

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부문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

행 및 규제수단의 보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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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록

6.1 통제변수 및 비교변수의 정의

[표 6-1] 통제·비교변수의 정의 및 변환

지 표 정 의 변 환

비핵심성 부채
예수금을 제외한 은행의 부채

M2
전년동기대비 증감

credit to GDP
민간에 대한 은행여신(banks’ claims on private)

GDP
〃

실질실효환율 IMF IFS의 실질실효환율(100, 2005년 기준)
실질실효환율

-1
100

통화량
M2

GDP
전년동기대비 증감

성장률 분기별 실질GDP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6.2 외환시장압력지수(EMPI: Exchange Market Pressure Index)

외환시장압력지수(EMPI)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나 또는 통화

정책당국의 금리변화 효과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환율의 상승·하락 압

력을 반영토록 하는 지표이다. 완전자유변동환율제의 경우, 외환수급의

불균형은 시장에서의 가격변화에 따라 모두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외환수급 불균형에 의한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고

자 금리조정 및 외환시장개입 등을 실시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외환수급

에 의한 환율변동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현된 환율의 변동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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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금리의 변화 및 외환보유액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Eichengreen et al.(1995) 등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EMPI를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도출하였다.

 ∆
 ∆ ∆

 ∆
(단,  , 은 각각 환율 및 외환보유액을,  , 는 각 변수의 변

화율을, ∆, ∆ 은 각 변수의 변화율의 표준편차를 의미)

일반적으로 내외금리차 혹은 스왑레이트를 EMPI산출에 포함하기도

하나 한국의 경우, 과거 내외금리차와 환율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환율변동 및 외환보유액변화 두가지 변수만을

이용하여 EMPI를 계산하였다.(박찬호 & 김아름, 2008)

한편, 각 변동률 표준편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곱해주는 이유는 변동성

이 큰 변수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함이다. 본문에서의 한국 통화위기

는 이렇게 산출한 EMPI가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급격한 환율상승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기

로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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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각 시차별 단일지표 모형 추정결과

[표 6-2] 각 시차별 단일지표 모형 추정결과

시차
(분기)

probit 모형

β SE2) McFadden R2 Log-likelihood

은행외채비중 증감

2 -5.17 3.20 4.14 -19.09

4 -0.51 2.66 0.03 -19.71

6 4.72 3.29 2.42 -19.03

8 30.84*** 8.31 38.22 -11.92

대외 통화불일치 증감

2 -0.48 1.38 0.22 -19.87

4 5.20*** 1.98 14.78 -16.80

6 9.66*** 3.05 30.98 -13.46

8 11.80*** 3.55 37.34 -12.09

대외 만기불일치 증감

2 -1.13 1.05 1.71 -19.57

4 2.77** 1.37 5.30 -18.67

6 5.47*** 1.96 13.50 -16.87

8 9.12*** 3.01 26.77 -14.13

주 : 1) *, **, ***는 각각 부호가 양수이면서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Robust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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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복수 시차 분석 결과

본문에서와 달리, 두 개 이상의 시차가 함께 포함된 경우 시차 변수간

상호관계 및 설명력의 제고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별로

복수 시차 변수를 포함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시차

변수의 계수 부호가 바뀌고 계수의 유의성이 감소하였으며, 공선성으로

인하여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본 분석내용을 제외하였으며, 부록에만 간

략히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3] 복수 시차 분석 결과

시차
(분기)

probit 모형

(1) (2) (3)

은행외채비중 증감

8
41.89***

(10.01)
― ―

6
-11.47**

(5.12)
―

10 ― ―

대외 통화불일치 증감

8
9.36**

(3.86)
26.13***

(8.41)
22.22**

(9.58)

6
5.71*

(3.43)
3.25
(3.52)

10
1.31
(3.58)

2.79
(4.11)

대외 만기불일치 증감

8
8.02**

(3.25)
14.37***

(5.12)
12.54**

(5.10)

6
2.09
(1.92)

2.45
(2.51)

10
4.28
(3.62)

5.12
(3.54)

주 : 1) 각 수치는 계수, ( )내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는 패키지 프로그램 상에서 공선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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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단기외채비중을 포함한 모형 추정결과

위기에 대한 예고지표 혹은 설명변수로서 단기외채 및 유동외채의 중

요성이 강조되어온 바, 본고에서는 총외채 대비 은행부문 단기외채를 설

명변수로 포함시킨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문의 평가지표와 비교

하여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부록으로 그 결과만을 정리해

둔다.

[표 6-4] 각 시차별 단기외채비중 추정결과

시차
(분기)

probit 모형

β SE2) McFadden R2 Log-likelihood

단기외채비중(level value)

2 4.76*** 1.34 24.88 -15.10

4 6.43*** 1.66 36.95 -12.68

6 4.65*** 1.45 22.61 -15.41

8 2.83*** 1.05 8.97 -17.94

단기외채비중 증가율(growth rate)

2 0.12 0.66 0.04 -19.90

4 1.89** 0.78 9.96 -17.75

6 2.72*** 0.95 18.95 -15.81

8 4.94*** 1.16 42.53 -11.09

주 : 1) *, **, ***는 각각 부호가 양수이면서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Robust standard errors

[표 6-4]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외채비중은 4분기, 증가율은 8분기에

서 가장 높은 유의성과 적합도를 보였다. 각 변수의 최적시차를 기반으

로 본문의 평가지표 및 통제변수 등을 함께 추정한 결과, 단기외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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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변수에 비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다. 다만, 수준값(level value)의 경우 위기예고에 있어서 일정부분 유의

미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료수집에 있어 여타 국가들을 포함한 패널 분석에서는 은행

부문 단기외채 자료 입수에 더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문의 분석에서

는 단기외채비중을 제외하였다. 한편, 다른 변수와 함께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5]에 제시되어 있다.

[표 6-5] 단기외채비중 추가 모형 추정결과

prob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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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외채비중
4.03*

(2.36)
5.37
(4.11)

8.42***

(3.14)
5.41
(4.66)

단기외채비중
증가율

5.55***

(1.52)
5.47***

(1.63)
-4.93
(4.38)

0.19
(4.68)

은행외채비중
42.79*

(24.16)

대외 통화불일치
15.65
(17.73)

대외 만기불일치
2.67
(18.17)

20.04***

(6.27)
20.22
(15.32)

실질실효환율
3.33*

(2.02)
1.84*

(1.79)
-1.89
(3.52)

2.94
(4.75)

6.85
(5.49)

통화량
1.95
(0.09)

12.28
(10.45)

4.44
(7.90)

4.91
(7.45)

11.90
(11.29)

성장률
-0.08
(0.10)

0.46*

(0.28)
0.40
(0.32)

0.44
(0.30)

0.55*

(0.33)

McFadden R2 40.41 59.79 61.92 67.43 64.29 62.41

Log-likelihood -11.75 -7.76 -7.35 -6.28 -6.89 -7.25

주 : 1) 각 모형은 모두 8분기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

2) 각 수치는 Pr  에서 값을, ( )내는 표
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본문에서 세가지 평가지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단기외채비중 또한 다

른 평가지표와 함께 모형에 추가한 경우, 공선성의 문제로 인하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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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실되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단기외채

비중이 다른 평가지표의 특성을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

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만기구조와 관련하여 추세로부터의 이탈치를 나

타내는 대외 만기불일치와 단기외채비중의 수준 및 증가율을 함께 분석

한 경우에도 유의성과 부호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단, 통제변수와 함께 단독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유의성을 나타

냈다.

6.6 고정효과모형 패널 분석 결과

[표 6-6]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panel log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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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외채비중
8.49**

(3.87)
9.58**

(4.63)
9.16**

(4.07)
10.08**

(4.71)

credit to GDP
2.22**

(0.98)
1.00
(0.91)

2.36**

(1.06)
1.14
(0.95)

실질실효환율
8.71***

(2.31)
7.27***

(2.12)
7.88***

(2.32)

통화량
3.01
(5.55)

0.24
(6.26)

-0.72
(6.98)

성장률
-1.50
(11.78)

2.87
(10.63)

-4.13
(11.86)

Pseudo R2 43.12 59.60 45.17 57.54 48.57 60.74

Log-likelihood -41.25 -29.30 -39.77 -30.79 -37.30 -28.48

주 : 1) 각 변수는 모두 2년 시차변수(lagged)임

2) 각 수치는 Pr 에서 값을, ( )내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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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Banking Sector’s

Capital Flows as an Early Warning Indicator

- Test on the Crisis-causing Probability of Banking

Sector Indic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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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availability of banking sector’s capital flows

as an Early Warning Indicator(EWI). Based on setting well-specified

indicators after considering characters and vulnerabilities of banking

sector, it has been found that those indicators explain past crises well

for both Korea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cases.

Estimated results confirmed that banking sector’s capital flows

explained the past crises significantly. The faster bank-debt ratio,

external currency mismatch and external maturity mismatch increase,

the more crisis-causing probability grows due to structural characters

of banking sector and of capital flows. This means not the direct

causality between those indicators and the crisis, but the availability

of them which can detect imbalances and vulnerabilities of banking

sector in advance, as a monitoring instrumen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onitoring banking sector’s indicators can both handle

the side-effect and prevent the crisis caused by capital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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