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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에 내재된 위험을 결정하
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Altunbas, 
Manganelli 그리고 Marques-Ibanez(2012)와 손진식·김수진(2013)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은행위험의 측정과 분석모형의 추정방법을 국
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후자
는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특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였기 때문에, 은행에 내재된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
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본의 유출입이 상당히 자
유로우므로, 두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외
요인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들이 은행위험 결정요인으로 다
룬 은행영업행태를 포괄적으로 활용한다. 동시에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은행위험을 BIS 요구자본량
으로 측정하고, 분석모형을 동적패널모형으로 설정한 후 그 모형을 System 
GMM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해외요인들이 국내 은행들에 내재된 위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요인들도 분석모형에 반영한다.

주요어: 은행위험, 은행영업행태, BIS 요구자본량, 동적패널모형, System 
GMM
학번: 2013-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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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은행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관리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바
젤Ⅱ(신BIS협약)가 적용되는 시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미시적인 규
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바젤Ⅲ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더하여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규제 그리고 횡
단면 및 시계열적인 거시건전성 규제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이에 대한 교훈으로 은행의 규제가 양적 그리고 질
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많은 규제들이 참고하는 은행의 business model과 은행의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생각들이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는 수익의 원천을 다변
화하여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위기 발생 이전의 통념
이었다면, 위기 이후에는 수익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비이자수익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시장에 더욱 노출되어 금융시장에서의 높
은 변동성이 은행 수익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은행의 business model이 은행의 위
험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
고 그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성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대표적인 사례로 Altunbas, Manganelli 그리고 
Marques-Ibanez(2012)1)와 국내 선행연구로 손진식·김수진(2013)2)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AMM(2012)의 model specification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다룬다. 국내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손&김(2013)이 은행의 
business model에서 비이자수익 비중, 시장성 수신 비중, 예금 비중 등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집중하여 여러 포괄적인 요인들

1) 이하에서 AMM(2012)로 지칭한다.
2) 이하에서 손&김(2013)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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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MM(2012)은 business model
에 대해 자본구조, 자산구조, 자금조달구조 그리고 수익구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손&김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자본유출입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외여건을 고려하는 변수가 존재해야 하는데, 손&김(2013)에서는 이에 대
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AMM(2012)에서 제시하는 은행위험(종속변수)이 데이터의 가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인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의 대안도 함께 분석
하였다. 또한 충분한 수의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해 AMM(2012)이 통상최소
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으로 추정한 것과 달리 model 
specification을 동적패널모형으로 설정한 후 System GMM을 이용한 
Dynamic Panel Regression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 2 장에서는 선행연구
가 제시하는 은행의 business model과 은행의 위험이 다뤄진다. 제 3 장
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갖는 한계가 분석되고, 대안이 제시된다. 이어서 제 4 
장에서는 AMM(2012)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대안으로 제시된 종속변수 각
각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며, 두 실증분석의 결과가 비교・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은행의 위험과 business model에 관하여 국내 
은행들을 실증분석한 연구의 결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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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소개: AMM(2012)3)

1. 숨겨진 위험(hidden risk)

 AMM(2012)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은행들의 성과와 위험지표들
이 하향평준화4)를 보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다변화되는 현상에 착안하여 
숨겨진 위험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또는 ‘중대한 
shock이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 숨겨진 위험이라고 정
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또는 위기 발생 이전에는 잠재되어 있어 
식별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위기 발생 이후 수면 위로 들어나는 
위험을 숨겨진 위험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AMM(2012)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이 위기 발생 이전에 또는 단기적으로 
은행들의 business model에 영향을 받아서 위기 발생 이후 실현될 것이라
고 추측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AMM(2012)은 은행의 business model
을 설명하는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숨겨진 위험이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컨대 은행의 business model이 미래에 
또는 위기발발 후에 실현되는 숨겨진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AMM(2012)의 주요 문제인식이다. 본 연구는 AMM(2012)의 
baseline 모형을 한국의 data에 적용해보려는 시도이므로, baseline 모형
까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2. 은행의 Business Model

 AMM은 은행에 내재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의 business model들
을 다룬 이론적 또는 경험적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자신들의 모형에 반
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내재된 위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태를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자산구조(asset structure), 자금조달방식

3) AMM(2012)의 Ⅱ와 Ⅲ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금융기관들, 투자자들, 중앙은행들 그리고 심지어는 

규제당국들 조차도 은행에 내재된 위험을 과소평가하였다(IM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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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structure) 그리고 수익구조(income structure)로 구분하였다.
 우선, 자본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도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어졌다.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가운데에서도 
자본구조는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규제 뿐만 아니라 
경영실태평가인 CAMELS의 자본적정성(C)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5)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바젤Ⅲ 규제가 은행 자본규제의 양적, 질적 조건을 강화(정운찬・김홍범, 
2012)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구조가 은행에 내재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선험적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특
정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모형을 만드는 전략에 따라, 자본구조는 은
행에 내재된 위험에 상반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Freixas and Rochet, 
2008). 즉, 자본구조가 건전하여 내재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은행
이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위험추구 행위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AMM(2012)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는 경험적 연구결
과들이 대체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자본구조를 갖출수록, 은
행의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6)

 AMM(2012)이 숨겨진 위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은행의 두 번째 행태는 자
산구조이다. AMM(2012)이 자산구조에서 강조하는 위험요인은 규모(size)와 
증권화(securitization)이다. 먼저 규모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은행들보다 대
마불사(too-big-to-fail) 문제에 기인한 위험추구 유인을 더욱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7) 또 다른 위험요인인 증권화는 규모와는 달리 은행
위험에 대해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은행이 증권화
를 통해 줄어든 위험을 인지하여 새로이 위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8) 

5) 일반은행(국외지점 제외)의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은 자본적정성(C: capital adequacy), 자
산건전성(A: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M: management), 수익성(E: earnings), 유
동성(L: liquidity) 그리고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S: sensitivity to market risk)를 포
함한다(한국은행, 2011). 

6) AMM은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의 구체적인 사례로 Gambacorta and Mistrulli(2004), 
Wheelock and Wilson(2000), Demirguc-Kunt et al.(2010) 그리고 Berger and 
Bouwman(2011)을 소개한다.

7) 대마불사 유인을 지적한 선행연구로는 Demirgüc-Kunt and Huizinga(2010)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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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2012)은 실제로 증권화 시장에서 활동적인 은행일수록 solvency 
risk가 낮고 수익성이 높으며 더 잘 자본화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
(Cebenoyan and Strahan(2004), Wu et al.(2011))이 있는 동시에, 증권
화 이후 새로운 위험추구 행위(대출 기준 완화, 레버리지 증가 또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아지는 것)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Mian and 
Sufi(2009), Keys et al.(2010), Nijskens and Wagner(2011))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은행의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세 번째 행태로 거론되는 것은 자금조달방
식이다. 은행은 원래 자금조달을 주로 소매 예금(retail deposits)에 의존하
였다. 그런데 탈규제화와 금융혁신으로 인해 자금조달 측면에서 단기 금융
시장(자금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증하였다. 이와 동시에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이라는 영업행태도 증
권화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위험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 한편으
로는 자금시장에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내생적 감독기능이 
활성화되어 금융기관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다른 한편
(Huang and Ratnovski(2011))에서는 도매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의 어두운 면(dark side)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금시장의 발달로 시
장 참여자들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을 할 유인이 낮아
지고, 자체적인 리스크평가(costly private monitoring) 보다는 시장평판
(market perception, costless public noisy signal)에 더욱 의존하게 된
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위기 
발발 직전에 자금시장에서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 자금공급자들은 단기 자
금시장에서 차환을 거부(즉,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연쇄적인 위기의 
전개를 야기하였다.
 AMM(2012)이 끝으로 제시하는 측면은 수익구조이다. 수익구조의 주요 위

8)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증권화하면, 해당 대출 
포트폴리오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외계정(off-balance sheet)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증권화를 통해 은행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illiquid claims)을 시장성이 
있는(marketable) 자산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결국 은행은 자신의 신용 익스포져를 줄
여서 더 낮은 수준의 규제자본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자금조달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AMM은 이러한 과정을 Shin(2009), Marques-Ibanez and Scheicher(2010)을 근거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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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도 자산구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는 은행의 대출 
행태이다. 은행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 공격적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AMM은 이와 같은 국제적 대형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가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Laeven and Majnoni(2003), Foos 
et al.(2010), Keeton(1999))을 근거로 대출 행태를 회귀변수로 포함하였다. 
둘째로 수익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예대마진 이외의 트레이딩 계정을 통
한 수익이 공존할 경우 수익의 다변화를 통해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total 
sales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레이딩 
계정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은 단기 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외환시
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을 통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따
라서 전통적인 수익인 예대마진과 트레이딩 계정을 통한 수익의 상관관계, 
그리고 후자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의 다변화가 은행 위험에 끼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3. 추가적인 통제 위험요인들

 AMM은 거시경제적 요인과 기관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통제 위험요인들을 설정하였다. 우선, 거시경제환경의 변화로 
자금 공급자의 행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요인이 추가되었
다. 거시경제적 환경이 우호적일 경우 은행의 대출 행태가 느슨해지면서 위
험선호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은행의 대
출 행태가 엄격해지면서 위험기피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Matsuyama, 2007). AMM은 또한 위기 발생 이전의 회계적 이윤(당기순
이익)이 컸던 금융기관일수록 숨겨진 위험(장기에 또는 불리한 사건이 발생
할 경우에만 실현됨)이 증가한다는 추측을 근거로 기관 요인을 제시하였다.

4. 은행의 위험(the distress of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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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2012)은 은행의 위험으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financial support, 가령 자본 보강)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만일 주어
진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자본주입(equity injection)과 같은 지원을 받았
을 경우 종속변수가 1, 아닐 경우 0이 된다. 두 번째는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이다. 이는 CAPM으로부터 도출되는데, CAPM에서의 베
타를 사용한다. 베타는 다음과 같은 회귀를 통해 도출된다.

         9)

여기서   는 개별 주식의 일일 로그수익률에서 무위험자산의 일일 수익

률을 뺀 값이다. 그리고   는 주가지수의 일일 로그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뺀 값이다. 분기별로 베타를 구한 후 분기별 관측치
들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마지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위기기간
(2007Q4~2009Q4) 내에 유동성 지원(최종대부자 기능)을 받은 규모로 도출
된다. 이 지표는 앞의 두 가지 변수에 비해 유동성 위험을 포함하여 설명한
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은행별로 총자산 대비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유동
성 지원 규모로 측정한다.

5. Model Specification

 AMM(2012)이 지정한 특성들의 구체적인 형태인 위험요인들이 선형 회귀
의 설명변수로, 은행위험이 종속변수로 들어간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9) 하첨자 는 개별 은행, 는 은행이 있는 국가, 는 시점 그리고 은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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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귀자의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의 관측치들의 평균을 이용한다.

Characteristics Regressors10)

capital structure
: 기본자본/총자산*100
: BIS 자기자본비율 6% 미만 시 1, 아니면 0

asset structure
: log총자산

: 총여신/총자산*100
: 증권화 규모/총자산*100

funding structure
: 단기시장성부채/총자산*100
: 소매 예금/총자산*100

income structure
: 총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
: 여신 증감율 격차(개별은행-은행권 평균)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 총자산이익률
: 실질 GDP 증감(분기 단위)

subscripts
: 위기 기간(2007Q4~2009Q4)
: 위기 이전 기간(2003Q4~2007Q3)
: 개별 은행
: 국가

[표 1] AMM(2012) Mode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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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MM(2012) 적용 시 한계 및 대안

1. 회귀모형의 종속변수

 국내 은행들에 AMM(2012) 회귀모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한
계는 첫 번째로 은행의 위험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문제이다. 은행이 정부
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제시된 위험인데, 한국의 경
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00년 4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은행이 정
부에게서 금융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또한 세 번째로 제시된 위험인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유동성 지원규모 역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본기
간 동안 한국은행은 단 한 차례도 최종대부자 기능(lender of last resort)
을 수행하지 않았다. 결국 AMM(2012)이 두 번째로 제시한 CAPM의 베타
(beta, )가 유일하게 가용한 위험지표이다.
 그런데 CAPM의 베타도 종속변수로 쓰이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베타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해진
다. 이는 CAPM 선형회귀식의 베타에 관한 OLS 추정량 공식과 동일하다.

       ,      ⋯ 

여기서  는 개별 주식 의 무위험이자율 대비 초과수익률을,  는 주

가지수의 무위험이자율 대비 초과수익률을 나타낸다. 이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개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시장의 초과수익률과 갖는 동조성의 
정도이다. 따라서 베타는 체계적인 위험의 지표는 될 수 있어도, 비체계적
인 위험(idiosyncratic risk)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베타는 시장과 얼마나 동조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뿐 손실의 규모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타는 시장과 얼마나 유사한 방향으로 얼
마만큼이나 크게 움직였는지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익이 나는 방향
이든 손실이 나는 방향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숨겨진 위험이 의도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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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나타나는 손실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의 측도
(measure)로 사용될 수 없다.

2.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대안

 손&김(2013)은 개별은행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은
행들의 영업행태가 은행의 위험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때 종속변수인 위험을 1년 이내에 특정 상장기업이 부도날 확률을 가
리키는 EDF(Expected Default Frequency)로 사용하였다. EDF는 기업의 
시장청산가치(EV; Enterprise Value)와 재무정보(자산과 부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기업의 시장청산가치는 주식시장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도출된
다. 
 이와 같은 EDF는 은행의 위험을 설명하기에 바람직한 특징들을 갖고 있
다. 우선 시장청산가치를 고려함으로써 시장에서 해당 은행에 대해 인식하
는 위험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각 기업의 재무정보를 반영함
으로써 해당 은행의 개별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도 고려된다. 이는 시장에서
의 위험만을 고려하는 CAPM의 베타와 달리 포괄적인 위험을 아우르는 
EDF의 장점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1년 이내에 부
도날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변동성이 아닌 손실 자체로 표현하고 있
다.
 반면 EDF는 분석의 도구로 활용되기에 한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EDF가 기업가치를 산출할 때, 주식시장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
상장 기업의 경우 EDF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령 EDF 데이터가 가
용할지라도 이는 가용한 관측치의 수를 감소시켜 분석에 지장을 줄 수 있
다. 이후에도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 확보를 위하여 
추정방법을 통상최소자승법(OLS)에서 System GMM을 통한 dynamic 
panel 추정으로 바꾸었다.11) 손&김(2013)의 추정에서 사용된 관측치수는 
432(불균형 panel)로 본 연구에서의 관측치 수인 816보다 크게 작다. 

11) 곧 이어 설명되겠지만 표본기간 중 전체 17개 은행들 가운데 11개 은행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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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GMM을 통한 추정에 도구변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측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EDF를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회
사채 금리를 이용하여 도출하는 IDP(Implied Default Probability)를 이용
할 수 있으나, EDF와 완전히 동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혼합하여 종속변수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한편 연구자의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EDF 또는 IDP를 이용할 수 없
었음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힌다. 손&김(2013)의 경우 EDF를 evalue
社(한국리스크관리, KRM)의 CRO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물론 EDF의 
대리변수(proxy)로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EDF와 신
용등급 사이의 관계12)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DF와 회사채 신용등급(출처: 한국리스크관리)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각 시기별 회사채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은행의 

12)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AA에 대응되는 EDF는 0, AA는 0.02, A는 0.2이다. BBB 
이하에서는 자연수가 적혀있는데, 이는 해당 숫자만큼의 퍼센트가 EDF에 해당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령 CCC에는 (9)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CCC 등급의 회사채의 경우 EDF
가 9%임을 의미한다.



- 12 -

분기별 EDF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채 신용등급의 
평가기준일이 쏠리는 경향이 발생하여 올바른 EDF를 추정하는 데에 어려
움이 발생한다. 가령 어떤 분기에는 AAA등급의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가 
쏠려 있어서 몇몇의 AA-등급이 존재하여도 EDF가 매우 낮게 나올 수 있
으나, 바로 이어지는 분기에는 등급 평가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낮은 
등급이 소수로 존재하여도 EDF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회사채 신용등급의 변동
이 빈번하지 못하다는 점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지적될 수 있다. 회사채 신
용등급은 AAA, AA+, AA, AA-, ...와 같이 이산적(discrete)으로 나타나지
만, EDF는 연속적인(continuous) 개념이다. 등급의 변화가 빈번하지 않을 
경우 EDF의 변동이 매우 적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회귀분석에서의 추정
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비단 EDF뿐만 아니라 EDF의 대리변수(신용
등급을 이용한 EDF 추정치)도 연구과정에서 활용될 수 없었음을 밝힌다.

3. 은행의 위험 측정 대안: 바젤Ⅱ 규제상 요구자본량

 은행위험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데이
터가 실제로 가용한지 여부이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해당 위험이 변동성이 
아닌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여야 한다. 보통은 변동성을 위험으로 많이 인식
하고 있으나, 변동성은 이익이 나는 방향과 손실이 나는 방향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폭이 커져도 위험이 증가하
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숨겨진 위험이 손실을 의미한다는 점에
서 숨겨진 위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데이터인 동시에 전술된 조건들을 만족하는 
규제상 요구자본량을 위험을 측정할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은행이 직면하는 여러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
이다.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은 유형별로 크게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
험, 유동성위험 등으로 구분된다(오세경, 2015). 은행 자기자본규제인 바젤
Ⅱ의 규제상 요구자본량은 시장위험 기준과 신용 및 운용위험 기준 요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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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량의 합계이므로 시장과 연계된 체계적 위험만을 고려하는 베타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위험지표이다. 요구자본량은 위험가중자산의 8%에 해당하며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은 위험의 유형별로 은행별로 상이하다(Hull, 
2013). 위험의 유형별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한 후 그 합계의 8%에 해당하
는 부분을 바젤Ⅱ 규제상 요구자본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구자본량은 내부모형법을 사용할 경우 시장위험 기준이든 신용위
험 기준이든 운영위험기준이든 은행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측
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숨겨진 위험이라는 개념에 적합한 변수이다.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요구자본량의 경우에는 특정 확률(가령 99%) 하에서 
VaR(Value at Risk)이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Hull, 2013).13) 다만 모든 은행들이 내부모형법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
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모형법 사용을 
허가받지 못하여 표준방법을 사용하여 신용위험을 구할 경우, 보유 자산별
로 차등적인 위험가중치를 곱한 후 총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위험가중자산
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들의 경우 신용위험 기
준 위험가중자산이 은행에 예상되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도 손실 발생 및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높은 가중치가 곱해지는 방식으로 활용되므로, 은행에 예상되는 손
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있다.
 이와 같은 선험적, 이론적 예상에 따르면 적어도 시장위험 기준 위험가중
자산은 베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며,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위
험가중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은 베타와 상관관계가 약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 표본기간 동안의 관측치들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3) 특정 확률에서의 VaR이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크기(즉 예상 초과손실규모)에 8%의 역수
인 12.5를 곱한 것이 위험가중자산이며, 위험가중자산의 8%가 요구자본량에 해당한다.



- 14 -

 [표 2]는 상관관계 사이의 비교를 위해 ,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RWA 
그리고 시장위험 기준 RWA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관측치들에 대해서만 
분석되었다.15)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장위험기준 위험가중자산은 베타와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value가 약 0.06으로 강한 유의성을 보
이지는 않지만, 시장위험기준 RWA가 체계적인 위험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총위험가중자산(RWA)이 베타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운영위험과 같은 비체계적인 위험이 담겨있는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RWA에서 firm-specific risk의 비중이 낮음을 의미한
다. 실제로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RWA는 베타와 매우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를 통해 표본기간 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은행들
의 경우, 비체계적인 위험이 담겨져 있는 운영위험의 비중이 낮고 신용위험

14)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이 표현과 기준은 이하의 분석에서도 유효하다.

15) 즉, pairwise correlation coefficient가 아니다.

, 총위험가중자산(RWA), 시장위험 기준 RWA

상관관계  RWA
시장위험 기준 

RWA
 1.0 · ·

RWA
0.2457***14)

(0.0068)
1.0 ·

시장위험 
기준 RWA

0.1703*
(0.0629)

0.6894***
(0.0000)

1.0

,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RWA, 시장위험 기준 RWA

상관관계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RWA
시장위험 기준 

RWA
 1.0 · ·

신용 및 
운영위험 

기준 RWA

0.2392***
(0.0085)

1.0 ·

시장위험 
기준 RWA

0.1703*
(0.0629)

 0.4906***
(0.0000)

1.0

[표 2] 종속변수별 상관계수(괄호는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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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계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데
이터상으로도 베타 대신 규제상 요구자본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 소표본 문제와 대응방안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표본의 크기 문제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외국계 은행까지 포함하여 모두 7개(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KEB외환, 
한국SC, 한국씨티), 특수은행 4개(NH농협, 수협, IBK기업, KDB산업)16), 지
방은행 6개(BS부산, 전북, 광주, DGB대구, 제주, 경남)이다. 그러므로 은행
이 모두 17개인데, 17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OLS 추정방법을 적용하기에
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된 베타에 대한 비판에
도 불구하고 베타를 종속변수를 쓸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로 문제가 발생한
다. 표본기간 중 KEB외환, 한국SC, 한국씨티, NH농협, 수협, KDB산업, 
BS부산은행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우리, 경남, 광
주,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주식이 2013년 3분기 이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되어 가용한 베타의 관측치가 매우 적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분기별 베
타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어떤 은행의 경우 50분기에 가까운 
베타들의 평균이 이용되는 반면, 다른 은행의 경우 2~5분기에 불과한 베타
들의 평균이 사용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17)

 이와 같은 데이터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충분한 수의 관측치를 이용하
기 위해 panel regression을 이용하도록 회귀모형을 변경한다. 데이터 형
태를 은행별로만 구분할 경우 관측치가 17개에 불과하지만, panel 형태로 
바꿀 경우 은행별로 약 50여개의 시계열이 나타나게 되어 총 관측치의 수
를 약 850개로 확대할 수 있다.18) 이러한 penal regression에서 종속변수

16) 특수은행에는 한국수출입은행도 포함되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소매 수신 기능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여신 제공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7) DGB대구은행의 경우에도 2011년 6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가용한 베타의 관측
치가 적다.

18) 연구대상이 되는 기간이 2000년 4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간이 설정된 근거는 4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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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은행위험으로는 설명변수들보다 미래시점에 있는 관측치가 이용된다. 이
는 은행의 business model이 미래의 위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AMM(2012)
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내생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
치가 필요하다. 설명변수가 일정 시차가 나는 미래의 은행위험에 영향을 끼
치고, 그 위험은 향후 은행의 영업행태에 영향을 끼쳐 설명변수가 그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panel regression을 사용할 경우 동태적으로 설명변수
와 종속변수 사이에 내생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예상된다. 이로 인
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변수에 시차 종속변수를 넣고(즉, dynamic 
panel regression을 사용), 그 추정방법으로 System GMM을 이용한다. 
System GMM이 회귀모형 추정에 있어 적률(moments) 조건 이외에 추가
적인 정보 없이 내생성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 다른 추정방법에 비해 효율
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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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1. 데이터 출처, 가공방법 그리고 분석모형

 모든 데이터의 경우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들 가운데 기본자
본, 총자산, 총여신 규모, 차입금 규모, 예수금 규모, 이자수익, ROA는 금
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실질GDP 데이터는 한국은행
ECOS를 이용하였고, 증권화(자산유동화) 규모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의 경우 베타 계산을 위한 주가정보는 한국거래소를 
이용하였고 신용 및 운영 위험가중자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얻
었다. [표 3]에서 데이터의 출처 및 특이사항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출처 비고
기본자본

금융통계정
보시스템

자산

여신
은행권 총여신의 경우 연구대상 
은행들의 여신을 합하여 구함

차입금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예수금 원화예수금
외화예수금

비이자수익 영업수익-이자수익
ROA(총자산수익률) 연도별 자료만 있음

증권화 규모
금융감독원, 
DART

자산유동화 규모

실질GDP
한 국 은 행
ECOS

2010년 기준, 계절조정

KOSPI, 은행별 주가 한국거래소
일별 주가를 이용하여 분기별 베
타 계산에 사용

위험가중
자산

시장위험기준 금융통계정
보시스템

규제상 요구자
본량의 12.5배

신용 및 운영
위험기준

2013년 2분기까
지 데이터 존재

[표 3] 데이터 출처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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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원자료들을 이용하여 AMM의 모형에 필요한 설명변수들과 종
속변수들을 가공하였다. 다만 연구 대상이 되는 17개 은행들의 BIS 자기자
본비율이 모두 6%를 넘으므로  변수는 필요없다. 그리고 

과  두 변수에 대해서는 각각 표시 통화별로 세분하였다. 의 
경우 총자산 대비 원화차입금과 외화차입금으로 나누었고, 의 경우 총자
산 대비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으로 나누었다. 이는 AMM에서와 달리 국
내 은행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자본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내 은행들과 외은지점들이 해외로부터 차입한 단기
성 부채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연구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시작시점은 2000년 4분기인데, 이는 데이
터의 가용성에 기인한다. 2013년 2분기 데이터까지 본 연구에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2013년 3분기부터 바젤Ⅲ 적용으로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의 일
관성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바젤Ⅱ(신BIS협약) 자
본적정성 규제가 시행되는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분석이 수행된다.

2. 분석 방법: System GMM을 이용한 동적패널회귀

 본 연구의 model specification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내 선행연구인 손&
김(2013)의 회귀모형을 먼저 소개한 후, 본 연구의 회귀모형을 비교하여 설
명하기로 한다. 우선 손&김(2013)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손&김(2013)은 EDF라는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model 
specification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는 비예금 자금조달 비중, 
는 비이자 수익 비중, 는 시스템적 크기19), 는 시중은행과 지

19) 손&김(2013)은 Demirgüc-Kunt and Huizinga(2011)의 사례를 적용하여 은행별 총부
채/GDP 비율을 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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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행을 나누는 가변수 그리고 와 은 각각 은행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
와 거시경제여건을 통제하는 변수들이다.
 이 모형은 AMM(2012)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
선 설명변수 선정을 들 수 있다. AMM(2012)은 capital structure에서 자
본의 질(quality)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
명변수에 은행의 자본이 아닌 기본자본(tier Ⅰ capital)을 고려하였다. 이
는 단순히 자본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자본의 질이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반면 손&김(2013)은 은행의 특성인 에 
자본/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의 규모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AMM(2012)
은 시장성 자금조달을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손&김(2013)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은행의 위험으로 EDF를 사용하면서 종속변수를 
AMM(2012)와 달리 했을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동일 시점에 
회귀모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AMM(2012)이 은행의 위험을 숨겨진 
위험으로 파악한 것과 달리, 손&김(2013)은 매시점마다 파악되는 은행의 
위험에서 숨겨진 부분은 없다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anel regression의 model specification은 
다음과 같다.

              
         
      

 AMM(2012)의 baseline model을 그대로 따르되, 변수가 제외되었고, 
과 변수가 각각 둘로 세분화되었다. 종속변수로는 은행의 위
험(요구자본량 또는 베타)이 이용된다. 종속변수는 설명변수들보다 시차만
큼 앞서있는데, 이는 AMM(2012)이 제시한 숨겨진 위험이 갖는 의미를 그
대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종속변수들과 설명변수들 사이에 정확히 얼
마만큼의 시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험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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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시차의 크기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시행착오를 거치
는 기준은 회귀계수의 유의성 여부, 회귀계수의 부호가 선험적 기대와 일치
하는지 여부이다.
 설명변수에는 동적패널회귀(dynamic panel regression)를 수행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변수는 다른 설명변수들과 
달리 종속변수와 시차를 갖지 않는다. 의 경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총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요구자본량이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여러 시차별 회귀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도 제시된다. 관측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종속변수인 
은행의 위험을 각각 CAPM의 베타, 규제상 요구자본량으로 두었을 때의 회
귀분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알아볼 것이다.

3. 실증 분석 결과

 CAPM의 베타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경우의 회귀결과는 [표 4]와 같다. 설
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를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두었
을 때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차에 관계없이 기본자본, 자산규모, 국내예금 그리고 
비이자수익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또한 유의한 회귀계수들의 경
우 회귀결과(계수의 부호, 계수의 크기)가 대체로 시차에 관계없이 일관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들(AMM(2012), 손&김(2013))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
다.20) 우선 자본구조 측면이다. 사전적으로(ex ante)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Tier Ⅰ capital)이 클수록 은행의 사후적인(ex post) 위험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행연구인 AMM(2012)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시차가 없고, 자본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에  

20) AMM(2012)에서 종속변수를 로 사용했을 경우의 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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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이를 보이지만, 손&김(201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사전적으로 자
본의 양이 많고 질이 높을수록 재무구조의 질적 개선이 나타나 사후적인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자산구조 측면을 보면 은행의 위험과 동시점의 자산규모를 제외하

CAPM 
lag 1 lag 2 lag 3 lag 4

capital
structur

e 
-.0956179***
(0.001)

-.0893685***
(0.003)

-.1039367***
(0.000)

-.0829675***
(0.008)

asset
structure

  

.1027486***
(0.010)

.0533571
(0.184)

.087357**
(0.026)

.091985**
(0.037)


-.0005203
(0.954)

.0024992
(0.772)

.0045349
(0.574)

.0027931
(0.750)


400.3397**
(0.035)

142.1412
(0.465)

422.5753**
(0.020)

253.9521
(0.185)

funding
structure


.0176154
(0.150)

.0080519
(0.519)

.0106652
(0.396)

.0044918
(0.744)


-.022899
(0.409)

.0397478
(0.155)

.03065
(0.257)

.0312895
(0.285)


.0082151***
(0.002)

.006578**
(0.012)

.006983***
(0.005)

.0039186
(0.132)


-.0015983
(0.856)

-.0088511
(0.306)

-.010909
(0.182)

-.0170098*
(0.058)

incom
e

structur
e 

.0100156***
(0.000)

.011521***
(0.000)

.0102753***
(0.000)

.0080115***
(0.000)


-.0017807
(0.840)

.0105647
(0.236)

-.0027709
(0.742)

-.0041191
(0.637)

control
variables


-.0546692
(0.450)

-.0326086
(0.647)

-.1253233*
(0.062)

-.14992**
(0.038)


-.0413656**
(0.050)

-.0431479**
(0.046)

-.0475816**
(0.011)

.021924
(0.267)


.2045497***
(0.000)

.181969***
(0.002)

.1315168**
(0.020)

.1901481***
(0.002)


-2.648327**
(0.041)

-1.402846
(0.265)

-2.389311**
(0.047)

-2.3403*
(0.085)

 199 198 197 194

[표 4] 가 종속변수일 경우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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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은행이 대형화될수록 예상초과손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결과는 놀랍지 않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의 총자산 대비 여신 규모 및 자산유동화 규모는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선
행연구인 AMM(2012)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총자산 대비 여신 
규모의 회귀계수 부호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나, 유의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또한 총자산 대비 자산유동화 규모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일관적이
지 않고 유의하지 않다. 이는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자산유동화 규모
가 절대적으로 매우 낮고, 몇몇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의 추이가 시점과 

무관하게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고). 
국제적인 증권화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강화될 경우, 자산유동화가 은행의 
사후적인 위험에 끼치는 영향은 유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은행별 총자산 대비 자산유동화 규모

 셋째로 자금조달구조 측면에서는 국내 예금()이 음(-)의 값으로 유의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상반된다. 사전적으로 단기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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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더욱 노출되어 사후적인 은행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상반된다. 베타가 금융시장의 정보를 담고 있는 종
속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의 전통적인 수신기반인 국내 예금의 증가
로 은행의 사후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예금이 
증가할 때 재무구조에서 부채 부분이 안정화되어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전적 기대와 다르다. 다만 미래에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어 사전적으로 
국내 예금이 증가할 경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수익구조 측면에서 사전적인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는 사후적인 위
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온다. 사전적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
가 사후적 위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예상은 이미 전술되었듯이 양방향으로 
모두 가능하다. 수익 다변화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기대되는 동시에 금
융시장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의존도(비이자수익 비중)가 증가할 경우 체
계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CAPM의 베타가 금융시
장의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속변수임을 감안하면, 비이
자수익 비중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계수가 음(-)으로 나온 AMM(2012) 및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손&김(2013)의 결과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은행
권 대비 초과 여신증가율은 사후적인 은행의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한편 종속변수를 BIS 요구자본량으로 바꿀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의 결과에서 시차에 관계없이 자산규모, 자산 대비 여신 비
율, 국내·외 예금 그리고 비이자수익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또
한 유의한 회귀계수들의 경우 회귀결과(계수의 부호, 계수의 크기)가 대체
로 시차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4]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선행연구들(AMM(2012), 손&
김(2013))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본구조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기
본자본 비중이 높다고 하여서 사후적인 위험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회귀계수의 부호가 일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의하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의 대표적인 두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대조적이다. 
두 선행연구에서는 명백하게 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이 유의하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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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전술된 바와 같이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위험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동
시에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해 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는 상반된 효과
가 공존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상 요구자본량(RWA/12.5)
lag 1 lag 2 lag 3 lag 4

capital
structur

e 
-.0010394
(0.389)

.0019277
(0.122)

.0044903***
(0.000)

.0019772
(0.104)

asset
structure

  

.1698976***
(0.000)

.1810641***
(0.000)

.1754735***
(0.000)

.1664534***
(0.000)


.0016272***
(0.000)

.0007876***
(0.010)

.0002725
(0.372)

.0010367***
(0.001)


-9.149656
(0.200)

-.9239753
(0.900)

-9.778516
(0.176)

15.78601**
(0.025)

funding
structure


.0003801
(0.673)

.0008973
(0.355)

.0029129***
(0.005)

.0041009***
(0.000)


.0012932
(0.203)

.0022947**
(0.027)

.0027324***
(0.007)

.0025326**
(0.011)


-.0010899***
(0.000)

-.001027***
(0.000)

-.0007742***
(0.000)

-.0005316**
(0.011)


-.0023885***
(0.000)

-.0020545***
(0.000)

-.001335***
(0.008)

-.0016194***
(0.001)

incom
e

structur
e 

-.0012403***
(0.000)

-.0014076***
(0.000)

-.0014051***
(0.000)

-.0009479***
(0.000)


-.0001302
(0.752)

-.0000611
(0.891)

-.0008425*
(0.057)

.0002376
(0.594)

control
variables


.0218394***
(0.000)

.0231734***
(0.000)

.0230032***
(0.000)

.0276955***
(0.000)


.0028165**
(0.012)

.0036104***
(0.002)

.0038826***
(0.001)

.0046395***
(0.000)


.8399971***
(0.000)

.8297391***
(0.000)

.8370066***
(0.000)

.8441833***
(0.000)


-.7839232***
(0.000)

-.8114477***
(0.000)

-.8494655***
(0.000)

-.8466012***
(0.000)

 833 816 799 782

[표 5] BIS 요구자본량이 종속변수일 경우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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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자산구조 측면에서 자산규모와 총자산 대비 총여신 비율은 양
(+)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자산규모의 경우 베타에서와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총자산 대비 자산유동화 비중의 경우에도 계수가 일관적
이지 않으면서 유의하지도 않게 나타난다. 다만 자산구조 측면에서 베타의 
경우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총여신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
후적인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비록 시차가 3분기일 경우에
는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지만, 다른 3가지 모
형에 걸쳐 유의한 계수의 부호와 크기가 일관되게 도출된다. 이는 
AMM(201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손&김(2013)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자금조달 구조 측면에서의 결과도 베타의 경우와 상반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사전적으로 국내·외 예금 비중이 사전적으로 증가할수록 사
후적인 은행의 위험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참고한 두 선
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외화 예금 비중의 계수가 국내 예금 비
중의 계수보다 절대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후적인 국내 은행의 
손실이 외화 예금 비중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시차가 커질수록 국내·외 단
기 시장성 수신의 계수가 유의해지고 값이 커진다는 결과이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시장성 수신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은행의 위험은 증가하는 결
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다. 다만 흥미롭
다고 진술한 것은 은행이 가진 해외부채의 성격이 예금일 경우 은행의 위
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단기 시장성 수신일 경우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베타의 경우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된
다. 은행권 대비 초과 여신증가율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지
만, 비이자수익 비중의 계수 부호가 상반된다. 비이자수익 비중의 계수가 
음(-)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은 AMM(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종속변
수가 베타인 경우와 달리, 수익 다변화로 사후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체계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종속변수별 회귀분석 결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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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별 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회귀계수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총자산 대비 총여신 비중(), 자금조달 구조의 변수들 

그리고 비이자수익 비중()에서의 차이이다.

 첫째,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이 사후적인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베
타의 경우 기본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후적인 위험이 줄어들지만, 요구
자본량의 경우 기본자본의 비중이 사후적인 위험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특히 이는 기본자본 비중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위험의 증
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위험감소가 컸지만, 요구자본량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된 데 따른 위
험증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베타와 달리 요구자본량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개별 
은행의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따라 business model이 달라지고 이는 요구
자본량의 변화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다. 요컨대 은행별 위험추구성향이 
반영되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베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요구자본량에는 포
함되기 때문에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의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총자산 대비 총여신 비중이 베타의 경우에는 4가지 모형에 걸쳐 모
두 유의하지 않게 나온(심지어는 계수의 부호도 비일관적임) 반면, 요구자
본량의 경우에는 총자산 대비 총여신 비중이 높을수록 사후적인 은행의 위
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 선험적으로 총자산 대비 총여신이 증가할 경
우 요구자본량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
타의 경우 해당 회귀계수의 값이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 것
은 베타가 시장위험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조달 구조 측면에서 종속변수에 따른 두 회귀의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베타의 경우 단기 시장성 수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의
하지 않지만, 요구자본량의 경우 단기 시장성 수신은 국내・외 모두 양(+)
으로 유의하게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단초가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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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자금시장에서의 차환이 중단되고 신용이 경색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요구자본량이 베타에 비해 더욱 현실설명력을 갖춘 종속변수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시장성 수신보다 예금 부채가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
는 측면이 베타의 경우에는 설명되지 않지만 요구자본량의 경우에는 설명
된다는 측면에서, 요구자본량이 베타보다 자금조달 구조의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비이자수익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베타의 경우에는 비이자수익 비
중의 증가가 사후적인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요구자본량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는 기본자본 비중이나 총자산 대비 총여신 비중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베타가 비체계적인 위험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는 시장에 대한 은행의 수익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는 베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선험적인 기대와 일치한다. 반면 비이자수익 비
중의 증가는 시장위험에 대한 동조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 다변화
도 가능하게 하므로 은행의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수익이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는지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러
한 개별 은행에 특정된 위험(bank specific risk)은 요구자본량에는 반영될 
수 있어도 베타에는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종속변수별로 다른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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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은행의 Business Model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은
행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먼저 은행 Business Model의 
경우 AMM(2012)의 Baseline Model이 제시하는 설명변수들을 활용하고 있
다. 데이터의 가용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2000년 4분기부터 2013년 2분
기에 이르기까지 분기별 개별 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business model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System GMM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기본자본 
비중, 총여신 비중, 자금조달 구조 그리고 비이자수익 비중에서 상반된 결
과가 제시되거나 현실 설명력 측면에서 우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
타났다.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베타라는 종속변수와 요구자본량
이라는 종속변수가 반영하는 위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베타는 시장
에서의 위험 즉, 체계적인 위험을 반영한다. 반면 규제상 요구자본량은 시
장위험, 신용 및 운영위험을 모두 아우르는 위험을 반영하므로 비단 시장에
서의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인 위험까지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은행들의 데이터를 AMM(2012)의 모형에 적용하여 실증분
석을 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은행위험이라는 종속변
수 선정에 관해 시사하는 바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은행위험
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은행위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 규제상 요구자본량은 베타
보다 더 뛰어난 현실 설명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구자본량이 보다 더 포괄적인 위험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EDF나 IDP와 같이 위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점이다. 또한 규
제상 요구자본량에 비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수의 베타를 확보하
지 못한 채로 실증분석을 한 것 역시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이다. 
AMM(2012)의 경우 1100여개의 관측치의 베타가 이용될 수 있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약 200여개의 베타가 이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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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요구자본량의 경우 약 800여개의 관측치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단순
히 실증분석 결과만을 두고 베타와 요구자본량 사이의 현실 설명력과 관련
한 우열 관계를 판단하는 것 부적합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은행의 특성별로 
business model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중은행, 특수
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을 하나의 회귀식으로 분석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은 국내 은행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
터 상의 한계이거나, 본 연구가 종속변수의 선정에 집중한 데 따른 것들이
므로 추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은행의 위험을 관리하는 국
내 정책당국들(금융감독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령 기본자본 비중
과 같이 은행이 직면한 위험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
해서는 신중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단순히 기본
자본 비중이 클수록(즉 자본의 양과 질을 강화할수록) 개별 은행의 부도가
능성이 낮아진다는 고정관념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에 맞는 
종속변수를 엄선하여 실증분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책당국에게 인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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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Determining
the Bank Risk Measured as BIS Require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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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JOON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factors determining bank risk using 
data of banks in Korea. Altunbas, Manganelli and 
Marques-Ibanez(2012) and Son & Kim(2013) are 
representative preceding researches on empirical analysis of 
bank risk. However, they have limitations. The former 
methods of measuring bank risk and estimating models 
cannot be applied when dealing with Korean banks. The 
latter results in lack of comprehensive causes of bank risk 
because the analysis only focuses on certain factors, even 
though it deals with data of banks in Korea. Meanwhile,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factors regarding foreign conditions 
in this model since capital flows in and out of Korea freely.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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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s to the preceding research, which deals with bank 
business models as factors determining bank risk. At the 
same time to overcome previously mentioned limitations, this 
study measures bank risk with BIS required capital, sets 
dynamic panel model, and estimates it using System GMM. 
Furthermore, foreign factors are included in the model to 
analyz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bank risk in Korea.

Keywords: Bank Risk, Bank Business Model, BIS Required 
Capital, Dynamic Panel Model, System GMM

Student Number: 2013-20152


	목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선행연구 소개: AMM(2012) 
	1. 숨겨진 위험(hidden risk) 
	2. 은행의 business model 
	3. 추가적인 통제 위험요인들 
	4. 은행의 위험(the distress of bank) 
	5. Model Specification 

	제 3 장 AMM(2012) 적용시 한계 및 대안 
	1. 회귀모형의 종속변수 
	2.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대안 
	3. 은행의 위험 측정 대안: 바젤Ⅱ 규제상 요구자본량 
	4. 소표본 문제와 대응 방안 

	제 4 장 실증분석 
	1. 데이터 출처, 가공방법 그리고 분석모형 
	2. 분석방법: System GMM을 이용한 동적패널회귀 
	3. 실증분석결과 
	4. 종속변수별 회귀분석 결과의 차이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