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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보험의 뼈해인 도덕적해이의 경영유인윷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경영에 대한 상시척 감독외에 은행이 취한 자산포트훌리 

오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훌 차퉁부과하는 변동보험료제도훌 도입함 필요가 있다 변통보험 

료제도는 일부 구미 선진국에서 이미 채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율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Ronn and Verma의 옵션가격결정모형율 이용하여 국내온행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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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검증결과 추정보험료융이 건천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융 사전척으로 차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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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본 모형이 은행간 상대척 위험의 평가와 이에 의한 차둥보험료윷의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올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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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의 개발경제하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척 

대출보다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 정책금융방식율 지배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은행산업의 닥후성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이는 급기야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곤란을 초래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단순한 

금융자율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본질적인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립에 앞서 해결해야 할 것은 이 

미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금융기관(bad bank)을 건강한 피의 수혈올 통해 건전 

한 은행으로 탈바꿈시켜 한다는 것과 그럽에도 향후 실패은행이 또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활 경우 금융시장에 큰 타격올 주지 않을 수 있는 튼 

튼한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자의 목적에서 

(신)성업공사(998)를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자산올 처리케하고 동시에 은행의 

부실자산을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건실한 자산으로 교체시켜 줌으로써 은행이 

재출발(new start)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목적에서 

예금보험공사(996)를 설립하여 각 은행들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 

금을 조성함으로서 향후 IMF사태와 같은 금용위기시에도 금융시장이 본연의 기 

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목적에서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일반적 속성인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맹점올 지닌다. 즉 화재보험에 가 

입한 피보험자가 과거처럼 화재예방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듯이 피보험자인 은 

행도 하한이 보장되는 보험을 토대로 자신의 기대수익을 높이려는 행위 1 )를 취하 

려는 합리적 유인이 생기게 된다. 원래 은행과 같이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고위 

험， 고기대수익의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이 높은 법인데，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가 

은행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통제하고 제어할 유언을 없애거나 낮출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암묵적 보장제도(implicit insurance system)하에서 이러 

한 위험은 공적자금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가 국민 일반에서 은행으로 흘러 들 

어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암묵적 보장제도보다는 명시적 예금 

보험제도가 그 중에서도 고정보험료율 제도보다는 변동보험료율 제도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유언을 보다 억제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1 ) 이는 곧 자산의 위험 (variancel 을 높이려는 행위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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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으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명시적 예금보험제도의 완전한 실 

현을 위해서는 부보대상예금과 비부보대상예금의 구분. 예금보호한도의 명시. 감 

독과 파산절차제도의 정립둥 제도적으로 아직 정버되어야 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보험료의 수납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고정보험료율올 부과할 것 

이 아니라 위험수준에 따라 이를 차둥부과하는 변동보험료율 제도의 도업이 요구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가져올 정책적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듯하나 신뢰할 

만한 은행의 위험(financial risk)측정모형이 없다는 것이 제도도입을 어렵게 만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변통보험료모형들 

중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옵션명가모형올 선정하고 이롤 실증 

검증해 봄으로써 그 도입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정한 모형은 Ronn and Verma(986)의 옵션평가모형으로서 
이 모형의 장점은 주가자료와 부채총계둥 약간의 자료만으로도 은행의 위험을 충 

분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의 평가률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의 실증결과는 옵션모형의 간단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셜병력이 매우 뛰 

어냥을 보여주었다 즉. 과거의 국내은행들을 대상으로 모형에 따른 공정보험료 

율을 실제 도출해 본 결과 우량은행과 실패온행 그리고 기타은행간에 차별성이 

뚜렷이 드러났으며， 공정보험료율이 BIS자기자본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무수익 

여신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반의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롤 얻었다. 

기존의 국내연구도 옵션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률 다수 실시하였으나 이들 연구 

는 모두 모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파산유예기대변수값( p )을 1 2 }로 놓음으로써 

현실과 통떨어진 결과를 출력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과거 실패한 은행의 사례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로우값( =0.8865)을 추정해 넣음으로써 보 

다 셜득력이 있는 실증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2절과 3절에서는 Merton( 1978)에서 시 

작하여 Ronn and Verma(986)로 이어지는 옵션명가모형의 발전과정올 상세히 

서술한다.4절에서는 Ronn and Verma 모형을 사용하여 92-2000년까지를 추 
정기간으로 잡아 국내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공정보험료율올 도출하고 이를 실증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올 제시한다. 

2) 파산유예기대변수(p)훌 1로 가정하였다는 것은 온행이 순부채포지션(파산상태)혜 빠질경우 정 
부는 일체의 파산유예조치없이 록각적으로 개입하는 상태훌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경험 
을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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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예금보험료율 결정모형에 관한 기존연구 

변동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적기법인 판별분석， 위험비례모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국한하 

여 기존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Black-Scholes ( 1973)는 자신들이 개발한 옵 

션가격결정모형이 기업의 자기자본가치의 결정둥에 다양하게 웅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Merton(1977)은 Black-Scholes의 풋옵션 공식을 웅용하여 

예금보험료를 결정하는 모형올 개발하였다. 즉 예금보험올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 

서 보면， 부보은행의 부채의 만기시점 (T) 에 요구되는 현금흐름(G)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될 수 있다. 단， 부채는 모두 순수할인채라고 가정한다. 

G = max (0. B-V) (1) 

여기에서 V는 은행자산의 가치이고 B는 은행부채의 액면가치이다. 따라서 G 

는 부채만기시점의 은행의 순부채를 의미한다. 그리고 예금보험은 이것을 보장해 

야 한다.B가 결정되어 있고 V가 확률적인 변수라면 둥식 (1)은 european put 

option에 대한 보수(payoff)률 표시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즉 은행자산가치 

V가 기초자산이고 은행부채의 액면가치 B가 행사가격， 그리고 만기는 부채상환 

시점까지의 기간인 풋옵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의 (put option)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V가 lognormal process률 따르고. 이의 분산 (J {V)2 을 알 
수 있다면 Black-Scholes (197 3) 의 풋옵션 공식올 척용하여 공정보험료 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 B x e-rT x N(X + u(V},fi) - V x N(X) 

단， 
X 르 m샌/v)- ~ + U(V)2 / 2)x T 

u(V니T 

(2) 

여기서 B는 은행 부채의 액면가치(즉， 행사가격)이고 r은 무위험이자윷， 그리 

고 함수 N( . )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훌 의미한다. Merton은 동 

식 (2)에서 V와 (J (V)가 미지수이며 공정보험료는 이들의 값올 구해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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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V와 (J (V) 애) 대한 구체적 추정 방 

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Marcus and Shaked ( 1984)(이하 M&S)는 Merton이 풀지 못한 미지수 V 

와 (J (V)를 대차대조표등식과 Ito ’ s lemma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풀었다 3) 

V+P=D+E 

ðE 
a(E) x E = a(V) x V x :-:. 

ðV 

(3) 

(4) 

여기서 D는 은행부채의 현재가치이며 E는 온행자기자본의 현재가치이다. 따라서 

등식 (3)은 은행이 보험에 가입한 후의 자산， 부채， 자본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일 

반적 대차대조표 둥식이다4) 그리고 둥식 (4)는 은행 자기자본(E) 의 현재가치가 은 

행자산가치 (V)와 이의 변동성 ( (J (V) )에 의존하는 스토캐스틱 변수(stochastic 

variable)라는 가정하에(즉. E =tr..V. (J (V)). Ito's lemma률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여기서 (J (E)는 은행자기자본 현재가치의 변동성올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두 방정식의 해 (V와 (J (V))를 구해내어 동식 (2)에 대입하면 공정보험료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M&S는 407~ 주요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1979년 

에서 1980년 사이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하여 각 개별은행의 공정보험료율을 도출하 

였으며 유효공정보험료율은 0.077 -0.083%로서 당시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에 의해 실제 부과되고 있었던 보험료윷의 50%보다도 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로써 FDIC가 예금보험료율을 개별은행의 실질적 자산위험에 비해 과대하게 책정하 

고 있다고주장하였다. 

Ronn and Verma (1 986)(이하 R&V)는 M&S의 대차대조표등식대신 자기 

자본가치의 콜옵션등식을 사용하여 미지수 V와 (J (V)를 풀었으며. 콜옵션동식에 

서도 행사가격에 파산유예기대변수( p )라는 개념올 도입하여 모델의 현실설명력 

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R&V모텔은 블랙숍즈의 옵션평가모형올 이용하여 예금 

3) Marcus and Shaked는 배당으로인한 자산유출효과훌 감안한 보다 일반화된 모델옳 사용하였다， 

P=Bxe • T X N(X + a(V}.{h - V x e-6T x N(X) (2) 

단， 를 m(BIV)- ~-δ +a(V)2/2)xT 
a(V써T 

(여기서 8 는 배당수익률울 의미) 

4) Marcus and Shaked는 은행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의 가치훌 V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보험 
가입후의 기업가치는 V+P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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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결정하는 모형에 있어서 완결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예금 

보험료 결정에 대한 국내 학술 논문으로는 조영경(1 997) ， 최문수(1997)가 있다. 

이들은 모두 R&V 모형을 사용하여 국내 은행들의 공정보험료율올 도출하였다. 

조영경은 국내 상장된 전체은행 (26개)의 1996년도 예금보험료율을 추정보고 

하였고， 최문수는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1991-1996년 표본기간중 상장된 전체 

은행 (217M)의 보험료율을 추정보고하였다5) 조영경은 R&V 모형올 국내에 처 

음으로 적용하여 모형에 따른 보험료융을 추정하였으며， 최문수는 이에서 한 걸 

음 나아가 R&V모형에 따른 공정보험료율의 현실설명력올 신용둥급과의 상관관 

계분석을 통해 실증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본 논문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최문수와 마찬가지로 공정보험료융의 출력에서 그치지 않고 이의 

실증검증을 시도한다. 특히 실패한 은행에 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추정결 

과가 현실을 잘 셜명하는지를 살펴본다. 

2) 선행연구는 모두 정책변수인 파산유예기대 ( p )를 1로 보고 보험료율을 도 

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과거 실패한 은행의 자산실사시 자산부족율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 파산유예기대값을 추정해 본다. 

3) 정책 함의로서 이 방법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은행 경영진들에게 주는 도덕적 
해이 유인의 차단효과를 공정보험료율과 개별은행의 영업이익대비보험료부 

담율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4) 분석기간을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9년간으로 함으로써 추정보험료율 
의 체계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고 외환위기 전후의 환경변화가 보험료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다. 

5) 최문수는 조영경에 비해 R&V모형에 배당으로 인한 자산유출효과까지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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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실증 모형 

1 " 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Ronn and Verma C1 986. 1989)의 옵션평가모형올 사용한다. 은행 

의 기업가치 V가 lognormal process를 따르며 그 분산이 c1 (V)2이라면， 블랙숍 

즈의 풋옵션 공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보험료(P' )룰 표현할 수 있다. 

P ’ =BxN(X +u(V)파)-Vxe-8T xN(X) 

단 Xæ ln(B/V)+(Ô -얀V)2/2)r 

ð = 배당수익훌， 
T = 행사기간， 
B =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5) 

여기서 B는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만기시점의 부채(=Bxeπ)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6) 따라서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할 필요가 없다. 그라고 부채총계 전부 

가 예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부채의 우선순위가 통일하고 이 중 부보 

예금을 B1 이라 한다면， 총부채중 B1 /B 만이 실제 예금보험에 의해서 보장되므 
로， 진정한 예금보험 프리미엄 (P)온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B. _" _ "" __ _ __ = V x e-81’ xB 
P 를공xF =BI xN(X +u(V씨T)- B l xN(X) (6) 

그리고 이를 부보예금으로 나누면 궁극적인 공정보험료윷 d는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n Tf ← ι -8r 

dæ 곱 = N(X +u(V야)_!:좋-xN(X) 
(7) 

단 X 르 h(B/V)+(δ -u(V)2/2)xT 

u(V)x .JT 

6) 본 연구는 이의 대용치로서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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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미지수는 V와 ð (V) 뿐이며 나머지 변수는 모두 알고있는 변수들이다. 

V와 ð (V)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R&V는 Black

Scholes의 자기자본에 대한 콜옵션둥식과 Ito's lemma적용식을 연립방정식으 

로 풀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앞서와 마찬가지로 V가 log normal 

process를 따르고 이의 분산이 ð (V)2으로 알려져 있다면 개별은행의 자기자본 

가치는 블랙숍즈의 콜옵션공식올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 = V x N(y)- pxBx N (y -u(V시T) (8) 

단. y 르 ln(V I뼈)+u(V)2 x TI2 
.)' - u(V).Jf 

둥식 (8)에서 주의할 점은 행사가격으로서 Bxe，T 가 파산유예기대변수인 p (o( p 

~l) 로 곱해진다는 것이다. 파산유예기대변수(p)는 은행이 실제 순부채 포지션에 

빠졌을 때 감독당국이 즉각적인 파산올 선언하기보다는 금융지원 또는 다른 식의 폐 

쇄유예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유인)이 있다는 사실올 고려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은행 폐쇄조치가.V가 Bxe ，T 에 미달하는 순간(순부채 포지션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V가 pxBxerT(~Bxe'T)보다 하락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결국 외생변수 p 는， ’감독당국의 파산휴예가능성 I에 대한 ’주 

식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이를 /파산유예기대/로 명명한다. 

그리고 R&V가 도입한 또 하나의 방정식은 M&S와 마찬가지로 Ito's lemma 

적용식이다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Ronn-Verma0986)참조) 

u(E)xE 
o(V)=---

VxN(y) (9) 

결국 미지수 V와 ð (V)률 위 두 연립방정식 (8)과 (9)률 이용하여 풀어내고7) 

이를 다시 풋옵션 모형에 대입하여 공정보험료(p : 동식 (6) )와 공정보험료율(d 

: 동식 (7) )을 도출하게 된다 

7) 본 연구는 이에 대한 N umerical method로서 Newton method훌 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랭으 
로는 Mathematica률 사용하였다 자째한 알고리홈온 부확에 서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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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는 사실은， 본 모형에 무위험이자율(r)과 부보예금잔액 (Bl) 이 투입변수 

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사가 

격(=만기시점의 부채가치)의 현재가치로서 B가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식 (7)의 X의 정의에 있어서 무위험이자율이 서로 상계되어 사라진다. 후자의 이 

유는 공정보험료율(ð)은 정의상 부보예금잔액 CBI)대비 공정보험료(p)를 의미하 

는데， 이 경우 Bl으로 나눌 때 서로 상계되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정확한 무위험이자율을 추정할 필요가 없으며， 공정보험료 

금액이 아닌 비율로서 비교할 경우에는 총부채중 진정한 부보부채가 얼마인지도 

알 필요가 없다. 

2. 표본의 추출 및 자료 수집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연구대상기간인 1992년부터 2000년 까지 상장된 적이 

있는 모든 은행이며 구체적으로 〈표 1)과 같다.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즉‘ 연 

도말 자기자본가치 (E)8) . 총부채장부가치 (B) . 주가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0' 

(E) )둥 모든 input변수는 매연도말 기준02월31일)이다. 이는 연말감사를 가 

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 다음해의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리고 

연간표준편차는 1년동안의 주가자료로부터 도출된 일벌수익률의 표준면차를 거 

래일수로 연환산한 것이다 9) 자료의 입수는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KIS) . 주가 

〈표 1 > 연구대상 온행 내역 

구 분 ‘ 。- 행 명 

현존은행 한빛， 한미， 외환， 하나， 조흥， 신한， 국민， 주빽， 제일， 서울， 대구. 부산. 
(167U 10)) 경남， 광주， 제주， 전북은행 

실패은행 
동화， 대동， 동남( 이상 99. 2. 25. 상장폐지) . 
한국장기신용은행 (99. 1.8. 폐지). 강원 (99.9.30빼지) . 

(8개) 
경기 (99.2.25.폐지) . 충청 (99.2.25폐지). 충혹(99.5.21폐지) 

피합병은행 한얼(한벚은행(구상업은행)으로 함병. 99.1.11) 
(2개) 보랍(하나은행으로 합병. 99.1.26) 

8) 연도말 시가총액 
9) a (E)=일별주가수악훌의 연간표준편차 . (연간영업일수)!i 
연간영업일수 계산시 거래정지기간온 제외함 

10) 코스닥에 상장된 평화은행온 비교목적상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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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한국증권전산(KERIS)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다른 경로를 중복 적용하여 자료의 일치성을 체크하였다. 상장폐지된 은행 

의 주가는 한국증권연구원 (KSRI)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롤 이용하였다. 연구기간 

은 90년대 초부터 IMF 구제금융 시대를 포함한 2000년 말까지로 잡았다. 이 
기간은 주가의 변동성이 안정척이었던 90년대 초반과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심 

하였던 90년대 후반을 포함한다. 

3. 모형 투입 변수의 결정 

R&V 모형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두개의 변수가 먼저 결정될 필요가 있다. 즉. 

자기자본가치와 공정보험료가 옵션으로 해석될 수 있올 때의 행사기간 T와 감독 

당국의 파산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률 반영하는 p 가 그것이다 1 1) 

1) 옵션 기간 (T) 

은행의 부채가 모두 통일한 만기롤 지닌다고 가정한다면 콜옵션으로서의 자기 

자본의 가치는 부채 만기시점에서의 청산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옵션의 행사 

기간 T는 부채의 만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의 부채는 상이한 만기의 

수많은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 채무증권의 만기에 관 

한 정보를 토대로 T값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를 1년으로 고정하고 분석을 끝까지 진행시킨다. 

R&V(1986)는 공정보험료율이 T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올 받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T값의 변화가 각 은행의 공정보험료율의 절대적인 수치 

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개별온행간 상대적인 수치에는 아무런 변화를 초 

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맞다면 T값을 1년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은행간의 상대적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l lJ 한편 투입변수의 하나인 배당률(ò)은 배당금/총자산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개별온행 배당액 

이 총자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본 논문에서 가정한 p =0.97.0.8865하 
에서는 공정보험료율의 상대척 명가훌 바꾸지 못합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의상 δ =0올 
가정하였다 최문수(1997)의 정우는 p =1융 가정하였기 때문에 배당효과가 공정보험료율 추 
정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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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유예기대번수(p) 

다음의 이슈는 감독당국의 파산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p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p의 값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한다. 

첫째， 파산유예기대 (p)는 연구기간동안의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도 횡단면적 

으로 모든 윤행에 대해 똑같다. 즉 감독당국은 파산유예 결정에 대해 은행들 사이 

에 차별올 두지 않는다. 

둘째， 시계열적으로 주식시장의 은행파산유예에 대한 기대 성향( p )은 잘 변화 

하지 않는다. 즉 한번 정해지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는 로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한다. 

R&V(1 986)는 p =0.97로 놓고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R&V가 도출한 0.97이란 추정치는 당시 연구대상이 된 미국 

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대신 주식투자자들의 척웅적기대를 가정하고 과거 실패한 은행으로 

부터 도출된 자산부족율12)을 토대로 로우(p)값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 

치가 총부채가치의 88.65%에 미달하는 순간에 정부가 파산을 선언하고 개입하 

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R&V의 주장대로 p 를 어떻게 설정하든 위 T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공정보험료율의 상대적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면 13) 이처럼 p 값을 신뢰성 있게 추정해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본 연 

구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3) 기타 모형 투입 변수 

기타의 모형 투입 변수로는 부채총계(B) . 부보예금(Bd. 년도말 자기자본가치 

(E) . 무위험이자율(r) . 배당률( ô )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채총계는 

KIS의 정기재무보고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에서 부보예금올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년도말 자기자본가치는 KERIS의 년도말 시가 

12) IMF사태 후 혜쇄 (5개)되거나 대규모의 공척자금이 투입 (5개)된 은행률의 자산설사시 부채 

총계대비 평균자산부족융( =0.1135)올 금융감독원 발간자료훌 이용하여 구하였다 

13)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96년과 92년융 대상으로 국내온뺑돌에 대해서 이률 검증 
해 보았다 그 결과 p 값이 0.97까지는 R&V의 주장대로 상대적 서열의 일관성이 잘 지켜졌 
으나 p 값이 1.0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그 일관성이 깨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는 p 값의 추청치 (=0.8865)가 l. 0에 현저히 미랄하기 때문에 은행간 위혐의 
상대적 서열이 p 값의 추정오차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척다고 할 수 있다. 



126 증권 • 금융저널 

총액자료를 이용하였다14) 무위험이자율은 한국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을 적용하였으나 별 의미가 없음은 상술한 바와 같고 배당수익률은 편의상 0을 

가정하였다. 

N. 실증분석 결과 

이 절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위에 제시한 R&V모형에 따라 각 온행의 공정 

보험료율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실중검증이 이루어진다. 

1 . 연평균보험료율의 비교 

로우값이 l. 0에 가깝다는 것은 은행이 순부채 포지션에 뼈졌올 때 감독당국이 

일체의 파산유예조치 없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예금보장의 위험 (deposìt rìsk) 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공정보험료 

율도 낮게 나와야 타당할 것이다 15) 반면. 정부의 진입시점이 늦올수록(로우값 

이 l. 0에서 멀어질수록) 예금보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따라서 이를 반영한 공정 

보험료율도 높게 나오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는 이러한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p =0.97하에서의 연평균 보험료율과 현실적 

진입시점으로 가정한 p =0.8865하의 연평균 보험료울을 비교하고 있다. 연평 

균보험료율의 편차가 2.78%-8.12%(평균 5.87%}로서 상당히 큼올 알 수 있 

다 이는 정부의 진입시점 ( p )이 모형의 공정보험료윷 결정에 절대척인 영향올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6) 달리 표현하면 정부의 파산유예유인이 강할수록 

14) 다만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시가총액자료훌 구할 수 없어 KIS에서 구한 연도말 보통주수에 
KSRI에서 구한 연도말 주가툴 곱하여 구하였다. 

15) 그러나 로우= l. 0을 가정하더라도 추정공정보험료율이 0%로 떨어지지는 않융 것이다 예금 
보장의 위험이 정부의 즉각적 개입의지로 상당히 (significantly) 감소되겠지만 완천히 제거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6) 로우=0.8865률 가정할 경우 연명균보험료융의 연구기간동안의 명균온 6.80%이다- 이률 공 
정보험료로 환산하면 40조원대의 수신규모훌 가정할 경우 용갱보혐료는 2.72조가 된다- 반 
면 로우=0.97인 경우에는 평균이 0.93%로서 마찬가지 수신규모훌 가정한다연 공정보험료 
는 0.372조이다‘ 따라서 로우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셔 절대척 보험료는 현격한 차이롤 보 
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인 은행간 상대척 서열온 로우강에 판계없이 일관성이 지켜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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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올수록) 온행의 예금보장위험은 증폭되고 

이를 반영한 모형상의 공정보험료윷도 높게 나용다. 은행의 파산유예가 예금자의 

손실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정부의 진입시점 ( p )에 따라 공정보험료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다소 엄격한 진입시점이라고 여겨지는 p =0.97하에서의 

연평균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0.1%률 초 

과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에 따른다면 현채 부과되고 있는 고정보험료율 

( =0.1%)은. 다소 엄격한 진입시점올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은행의 경영 

위험을 감안할 경우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금올 보다 더 충분히 척립해 두어야 함율 의미한다 17) 

결론적으로 모형에 따른 공정보험료율은 정부의 진입시점 18)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은행의 순부채포지션시 거의 즉각척으로개입하고시장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모형상의 공정보험료융은거의 0%대로떨어질 것임올예상해 볼수있다. 

〈표2> 연평균공정보험료율 

꿇냐핸rl젠T p =0.97 p =0.8865 

1992-12-31 0.065% 2.85% 
1993-12-31 0.024% 3.25% 
1994-12-31 0.101 % 4.85% 
1995-12-31 0.131 % 5.87% 
1996-12-31 0.339% 7.64% 
1997-12-31 1.48% 9.61% 
1998-12-31 3.1% 10.11 % 
1999-12-31 1.39% 7.75% 
2000-12-31 1.77% 9.28% 
명균 0.93% 6.80% 

주 1 연평균(산술평균)공정보험료융 르 (~ 각은행의 추정보험료윷) / 온행수 
2 ‘ 각 연도말 현존하는(상장된) 모든 온행융 대상으로 하였옴. 

편차 

2.78% 
3.23% 
4.75% 
5.7% 
7.3% 
8.12% 
7.01 % 
6.36% 
7.51% 
5.87% 

17) 이미 루입된 공적자금규모훌 감안한다면 p =0.8865하에서 도훌된 연명균보험료융 6.80%가 

은행의 위험율 결코 과대명가한 것이 아니었융융 얄 수 있다 

18) 파산유예기대변수는 분명히 주식투자자옳의 기대치이지만 이는 정부의 파산정책에 결정적으 
로 좌우되므로 p 흘 정부의 청책변수로 홉 수도 있다. 따라서 효율척 시장이 성립하고 모형 
이 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현재의 보험료율(=0.1%)율 공정보험료옳로 놓고 모행에 따 
른 정부의 진입시점을 역으로 추산해 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에대한 훈석융 진뺑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최문수(997)는 1996년말 현존온행풀울 대상으로 공청보험료율이 0.05% 
라고 가정하고 모형에 따른 정부의 옳바른 진입시정 p =0.9847옳 도훌한 바 있다 



128 증권 · 금융저널 

마지막으로 〈표 2)의 시계열 추이률 비교해보면 두 경우 모두 98년까지 평균 

보험료율이 계속 상숭하여 정점올 이루다가 99년에 다소 호천되고19) 2000년 

에 다시 97년말 수준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형에 따른다면 

그 동안의 심도있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의 안전성은 여전히 확보되 

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이점은 로우( p )률 현실에 가깝게 추정하 

였을 경우의 평균보험료율의 상숭이 보다 일찍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 p 

=0.8865인 경우 94년도부터 평균보험료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0.97인 경우 

에 비해 2-3년 정도 일찍 국내 윤행산업의 위기가 감지된다 20) 

2. 모텔의 유효성 평가 

1) 실패은행에 대한 사례 분석 

이 연구의 주요한 논점은 옵션모형과 주가자료로부터 추정된 공정보험료율이 은 

행의 상대적인 파산가능성올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률 조사하는 것이다. 이 

하에서는 1997년 이후 파산한 은행들올 대상으로 상장폐지되거나 거래정지 2 1)되 

기 직전까지의 공정보험료율 추이를 살펴본다. 우선 〈그림 1)의 실패은행들의 보 

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94년도부터 공정보험료율이 상숭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최상위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량은행22)을은 98년도부터 하락하 

기 시작하여 2000년경 최하위로 수렴하여 기타의 은행들과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형이 처음에는 은행간 차별화에 실패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전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올 분명히 차별화시킴을 알 수 있다. 

특히 IMF사태가 발생한 97년말 경에는 실패은행들은 장기신용온행 (=8.66 

%)을 제외하고선 9.39%-10.53%에 분포하여 10개중 7개의 은행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현존은행들은 7.54%-10.18%에 분포하여 대부분 10%선 

아래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은행들이 97년 말경에는 최 

19) 99년은 은행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50조가 넘는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된 해이다 따라서 이러 
한 요소가 모행에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20) 이는 본 논훈에서 제시하지 못했지만 91년 이전의 보험료율 변화추이훌 고찰해 봄으로써 보 
다 확실해질 것이다. 93년의 증가가 상대척으로 빗빗하여 그 이전까지는 이와 비슷할 것이라 
고 보고 94년을 take-off시점으로 보았다 

21) 제일은행. 서울은행의 경우롤 말한다 
22) 주택 신한， 국민온행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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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밀집되어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년 앞선 96년의 경우에는 이들간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으나 제알은행 

과 서울은행은 각각 9.21%. 8 .46%로서 2개의 은행 23)올 제외하고선 96년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모형이 IMF사태가 발생하기 수년전24) 에 

이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위험도(financial risk)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었 

음을 의미한다. 

98년의 경우는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라서 검증력이 다소 떨어지나， 현존하 

는 은행들이 6.60% -12.55%에 속하는 반면25) 실패한 은행들은 11.3%-

16.16%에 분포하여 역시 설패은행들이 최상위에 위치함올 알 수 있다. 

반면 우량은행의 경우는 97년 말을 기점으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기타 

은행들과 완전히 차별화 되고 있다. 결국 모형의 출력결과는 97년 이후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96년 이전에는 이러한 차별화가 분명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R&V 모형은 효율적 시장가설올 전제로 한다. 시장이 은행의 파산위험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형의 추정결과도 유효할 수 없 

다， 따라서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공시정보의 불투명성등으로 인해 시장이 은 

행의 경영위험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공정보험료율도 은행간 

차별화에 실패하게 된다. <표 3>은 은행경영통계에 공시된 1994년부터 2000년 

까지의 각 은행별 무수익여신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그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본 것 

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은행이 97년말올 기점으로 무수익 여신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MF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늪 

대부분의 은행이 무수익 여신비율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사실올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정보의 불투명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은행간 상대적 위;험을 ~t~별화 

시키기 힘들게 하였을 것이다26) 

23) 부산은행 (=875%)과 주택은행 (=10.36%)올 말한다. 주택용행은 96년 3월정에 상장되었 
다 부산은행이 제일은행， 서울은행과 마찬가지로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명가되었용에도 부산 
은행은 다음해에 파산치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4)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일， 서울은행은 IMF사태가 발생하기 몇 년전부터 최상위범주에 속함 
올 알 수 있다-

25) 이중 최상위 은행은 한빛은행으로서 12.55%였다. 따라서 이 은행올 제외κ할 경우에는 6.60%-
11.09%이다 

26) 이하에서 설명하겠지만 무수익 여신비올과의 횡단면적 상관관계짜 해힌 애~ 이 때，룹찌‘라 
판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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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체운행의 무수의 여신비율 추이(%) 

주 : 각 연도말 기준 생플은행툴의 무수익 여신비융융 산슐명균한 것임，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흉계) 

〈그립 1 ) 전체은행의 공정보험료율 추이 (p = 0.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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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l 횡축은 해당연도률 총축은 해당연도벌 모형에 따른 공정보험료융융 표시 
2 실패은행 :6 실선， 우량온행 • 굵은 실선， 기타 온행 , 점선표시 
3 우량은행으로는 주택，국민，신한온행율 선정하였다 제일온행과 서울은행은 2000년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99년까지만 출력되었다 
4 파산유예기대변수(p) = 1 - 실패은행의 총부채 대비 명균자산부족융(=0 1135) 

90년대 중반까지 부실은행의 차별화가 분명하지 못했던 두번째 가능성으 

로는， 정부의 은행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올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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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효율적27) 이어서 온행의 부실자산의 심각성옳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 

도. 투자자들이 은행의 채무 즉 예글에 대해선 국가외 보중이 었다고 확신한다면， 

파산의 위험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훌 주가애 즉각척으로 그리고 충분히 반영활 

유인은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온행산업에 대한 개입 

이 계속되었던 90년대 중반 특히 IMF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은행간의 위험 

격차가 사실상 존재함에도 투자자들이 이를 주가에 척극적으로 반영할 유인은 느 

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면.97년 이후로는 실재로 다수의 온행이 파산되는 경 

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적극적으로 운행의 상대적 파산위험을 주 

가에 척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앞서와는 달리 건전은행과 부실은 

행간의 차별화가 분명해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고 생각해 활 수 있다. 

결국 90년대 중반까지 전채은행의 연명균 공정보험료옳은 높게 나왔으나 부실 

은행파 건전한 은행간의 차별화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형이 은행산업 전 

체의 위험 측정에는 성공하였으나 위 두 가지 요인둥으로 인해 산업 내 은행간 상 

대적 위험의 측정에는 실왜하였음을 의미한다. 

2) 공정보험료율의 시계얼적 안정성 

여기서는 추정치의 시계열척 안청성을 다훈다. 추정치가 시계열척으로 상대척 

변동이 심하다면 모텔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가령 어떤 해에는 추정공정보험료용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가 그 다음해에 곧바로 높게 나오는둥 시계열적 변동 

성이 크다면. 모텔의 설명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효율 

적이라면 시간에 따른 점진척 순위 변동은 있올 수 있으나 급격한 순위변동은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모형은 지난 1년간의 은행의 경영실적에 토대를 두고 

차기의 공정보험료율올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급격한 경영악화 

가 있었다는 명백한 중거가 없는 한 전체 은행간 상대척 서열의 변화도 클 수 없 

다. <그림 1)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급격한 순위 변동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만약 급격한 순위변동이 있다면 그래프의 교차 폭이 커야한다. 그러나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몇몇 은행올 제외하고는 교차 폭이 그리 크지 않다28) 이는 모 

27) 이는 강형의 효윷척시장율 말한다 

28) 그러나 교차폭이 큰 몇몇 운행옳얘 대혜선 급격한 변동이 밥생한 이유얘 대한 보다 미시척인 
조사가 뭘요할 것이다. 록별한 이유가 없옴에도 추쟁보험료율이 급쩍한 변화훌 보였다면 모델 
의 현실셜명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이얘 대한 업밀한 조사훌 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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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은행의 경영위험올 지난 1년간의 경영실적에 토대를 두고 점진적으로 재평 

가해나감을 의미한다효 할 수 있다 

결국 그립에서 나타난 일정한 추세는 모형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은행간，위험의 상대적 순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치 않 

았으나 일반의 상식과 대체척으로 일치하였다. 

3) 공정보r험료률과 은행경영지표간의 횡단면 분석 

여기서는 공정 보협료윷과 온행의 파산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BIS 

자기자본 비율 및 무수익 여‘신벼율간의 횡단면적 비교 분석을 실시해 보았 

다. 감독기관의 신용둥급ι찌료를 알 수 있다면 이와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는 공개돼지 않는 관계로 이의 대용지표로서 두 지표를 선정 

하고 상관관계 분석올 실찌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뾰딴 〈표 4>와 같다. 먼저 BIS자기자본비율과의 횡단면 

분석에 있어서는 1998년까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29) BIS자기자본비율이 낮다는 것은 파산위험이 중대됨을 의미하므로 

공정 보험료올 추정치가 높게 나와야 타당활 것이며， 표는 그러한 일반의 상 

식과 부합한다. 그리고 무수익 여신비율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96년까지 유 

의적이지 못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나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 무수익 여 

신비율 자체의 신뢰성 결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97년과 98년에 

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올 알 수 있다. 무수익여신비율이 높다 

는 것은 장기적 파산위험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정보험료율 추정 

치도 높게 나와야 타당할 것이며 표는 그러한 일반의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의적이던 상관관계가 99년과 2000년에 공히 갑 

자기 사라i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29) 최문수(1997)는 96년말 기준으로 추청보험료율과 BIS자기자본비율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융의 상판환계훌 보여준다. 이러한 차에는 p 값에 대한 
가정의 차이 때문에 벌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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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1S자기자본비율 및 무수익여신비율과의 순위상판계수 

Rho값 p =0.8865 p = 0.97 
년도 BIS자기자본비융 우수익여신비율 BIS자기자본버율 무수익여신비율 1 

1992 -0.8122 -0.2947 
(0.0000 (0.2206) 

1993 -0.80 -0.5017 
(0.0000 ( 0.0286) 

1994 -0.7413 0.34073 -0.7082 0.0594 
(0.0002) ( 0.1415) (0.0005) (0.8035) 

1995 -0.4987 0.1033 -0.4636 -0.0682 
(0.0214) ( 0.6559) (0.0343) (0.7689) 

1996 -0.7287 0.05 -0.6330 0.0374 
(0.0001) (0.8164) (0.0009) (0.8622) 

1997 -0.67154 0.3886 -0.6815 0.3744 
(0.0002) ( 0.0548) (0.0002) ( 0.0652) 

1998 -0.7894 0.6140 -0.7313 .0.6449 
(0.0001) ( 0.0067) (0.0006) ( 0.0038) 

1999 -0.15 0.1442 -0.1852 0.3723 
(0.5792) (0.5941) (0.4921) ( 0.1556) 

2000 -0.2 0.4329 -0.1780 0.4593 
(0.493) ( 0.122) (0.5426) (0.0985) 

주 : 1 괄호안은 Ho: p = 0 의 p값입30) 

2 횡단연 분석은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온행경영용계훌 참고하였다‘ 즉 여기에 공시된 무수익여 
신비율(94년부터 존재)과 BIS자기자본비율율 이용하였다 

3 생풀이 작아서 비모수척 상관분석방법인 스피어만 순위상판계수홉 이용하였다‘ 

결국 모형에 따른 공정보험료율은 BIS비율과 옴의 상관관계를 무수익 여 

신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당 모형이 두 지표 

를 은행위험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3. 도덕적 해이의 완화효과 

마지막으로 공정보험료율이 92년도부터 척용되었다고 가정하고 영업이익대비 

보험료부담율과 공정보험료윷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모형이 도입될 경우 경 

영진의 도덕적 해이 유인율 어느정도 차단시킬 수 있올지 살펴보았다. <표 5)올 

보면 1995년까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롤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공정보험료율 

30) 여기서의 p 는 파산유예기대강융 의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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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올수록(운행의 파산위험이 클수록) 공정보험료의 영업이익대비 부담윷도 커 

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풍 부파되었다면， 공정보험료율 

이 높게 나옹 은행들은 상대척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위험추구행위의 대가로 지 

불하였을 것이다. 이는 모형이 은행의 경영위험올 정확히 잡아낸다는 가정하에， 

본 모형을 적용시킬 경우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영진은 상웅하는 높은 보험료 

(penalty)를 영업이익에서 각출해야 함으로써 예금보험을 배경으로 한 도덕적 해 

이의 경영유인이 그만큼 억제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올 시사한다. 

〈표 5) 공정보험료율 및 공정보험료부담률간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 

1992 

0.880 
(0.0001) 

1993 

0.803 
(0.0001) 

주 1 구체적인 방법룡은 다음과 같다 

1994 

0.912 
(0.0001) 

1995 

0.541 
( 0.0202) 

우선 연구기간동안의 개별은행의 영업이익율 각 년도말 기준으로 구해낸다 

1996 

0.228 
(0.3190) 

둘째. 같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부담액올 구해낸다 이는 개별은행별 공갱보험료율과 총부채가 
치 (=B)률 곱하여 구해진다， 

셋째， 이렇게 구해진 공정보험료훌 해당은행의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보험료 부담율을 구해낸다 
넷째， 위에서 구해진 보험료 부담율과 공정보험료옳간의 관계롤 살펴본다 

2 1997년 이후는 은행의 영업이익이 음인 경우가 대상용행의 절반이상이고， 양인경우에도 보험 
료 부담율의 용행간 격차가 너무 심해 분석에서 제외함 

3 보험료 부담융이 (평균 +30)훌 초파하는 은행은 영향점으로서 제거하였음 
4 샘플이 작은 관계로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훌 사용함 ( )안은 p값임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식시장의 주가정보롤 이용한 옵션평가모형에 의한 변동보험료율 제도 

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 

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변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나 보혐 

의 일반적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휴발한다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고정 

보험료율제도하에서 보다 심각해지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선 은행의 감시감독 외에 

금융기관이 취한 자산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변동보험료율 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자산가치와 그 위험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신뢰할 만한 모형이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그 정책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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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변동 

보험료 산정모델중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옵션가격결정모 

형을 선정하고 이를 국내은행들올 대상으로 실중검증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제시 

해 보고자 하였다. 

Ronn and Verma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주가자료률 바탕으로 예금보험료율올 
산출하는 방법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풋옵션구입자)은 예금만기일(T)에 예 

금보험기구(풋옵션매도자)에 대하여 은행보휴자산(기초자산 V)올 예금보험금(행 

사가격， 만기시점의 부채총계(B))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예금보험 

기구로부터 매 입 한 것과 같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 (V)이 lognormal process 
를 따른다연 Black-Scholes의 풋옵션 공정가격결정모형올 용용하여 개별금융기관 

의 위험이 반영된 공정보험료율올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예금보험료 결정문제를 풋옵션의 단순한 공정가 

격 결정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과 풋옵션의 기초자산(V)의 가격을 추정함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효율성올 이용하였다는 데 있다. 

모형의 실증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올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개별은행의 파산위험을 100% 정확하게 측정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 

나 앞의 모형에 의한 방법론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예처럼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 

태에 있는 은행을 사전에 발견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97년 이후부터는 모형에 

따른 은행간 공정보험료율이 우량은행과 실패은행 및 기타은행간에 분명한 차별화 

(screening)를 보여주었다. 둘째 공정보험료율과 BIS자기자본비융 및 무수익여신 

비윷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BIS자기자본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무수익 여신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의 상식과 부합하였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현재 은행권에 대한고정보험료율( =0.1%)은모형에 따른위험이 반영된 공정 

보험료율( =6.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변수인 파산유예기대변수( p )를 0.97로 상당히 높게 잡았올 때에도 연평균 보험료 

율이 0.93%로 나와 현재의 고정보험료융은 개별은행들의 위험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넷째 모형에 따른 공정보햄료율의 추정에 있 

어서 파산유예기대변수( p )가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로우가 낮을 

수록(정부의 진입시점이 늦을수록) 공정보험료율의 절대적 수치가 급격히 상숭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 p ) 가 공정보험료율 결정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다섯째 본 모형은 과거 실패은행에 대한 자산실사시 자 

산부족율( =0.1135)을 파산유예기대변수(p =0.8865)로 잡아 공정보험료율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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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그 결과 94년도부터 공정보험료율의 계속적 상숭이 뚜렷이 드러나 모형은 

IMF사태가 발생하기 2-3년 전에 이미 국내은행산업의 위가를 감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99년에 다소 호전되는 모습올 보였던 공정보험료율이 2000년말 다 

시 97년말 수준으로 회귀하여 모형에 따를 경우 국내 은행산업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형이 과거에 적용되었다 

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경영유인올 어느 정도 차단시켰겠는지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모형이 앞으로 적용될 경우 도덕적 해이의 효과적인 억제제 (disincentive)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올 얻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올 제시하면 다용과 같다. 

첫째， 앞서 설명하였듯 본 모형의 가장 난점은 정확한 파산유예기대값올 추정해 내 

는 것이다. 이를 얼마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절대척 보험료율뿔만 아니라 은 

행간 상대적 보험료울의 변화도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파산유예에 대한 주 

식시장의 기대치 ( p )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모형의 이론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다. 둘째， 본 모형은 상장된 은행올 가정한다. 따라서 상장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까지 확장하려면 모형투입변수의 하나인 E와 0' (E)에 대한 신 

뢰할 만한 대용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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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표 6) 1992-2000 표본기간중 은행벌 보험요물 추정치(%) : p=0.8865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강원 1.935 1.279 1.969 4.315 6.978 9.946 11.302 
경기 1.909 2.730 4.001 5.909 8.032 10.152 
경남 2.937 4.158 6.556 8.204 7.252 9.834 10.242 8.975 
광주 1.284 1.607 3.162 6.386 7.494 9.547 8.491 9.018 
국민 7.205 7.985 8.325 8.894 8.931 4.656 
대구 3.343 3.239 5.374 6.387 6.935 9.056 8.083 7.827 
대동 7.732 10.238 
동남 7.775 10.047 
동화 6.804 9.393 
보람 3.193 5.085 6.473 6.836 8.190 10.038 
부산 4.760 5.001 7.316 6.720 8.756 10.059 10.302 9.172 
서울 3.207 4.332 6.677 6.329 8.462 10.403 16.166 11.235 
신한 0.902 1.458 1.428 2.165 5.489 8.497 7.227 4.659 
외환 6.790 8.232 8.145 10.187 8.856 7.017 
장신 4.000 3.978 3.806 5.249 7.413 8.667 
전북 0.926 0.752 1.928 4.076 5.469 7.548 8.298 8.081 
제일 4.290 4.496 6.025 7.629 9.208 10.529 15.473 8.507 
제주 0.572 0.447 2.221 1.340 5.767 9.920 10.939 8.015 

1 조흥 3.961 4.428 4.816 6.013 7.895 9.943 11.093 9.025 
1 주택 10.36 9.636 8.497 4.947 
충북 1.198 0.836 2.512 4.589 7.044 10.416 12.367 
충청 2.919 2.312 4.649 7.055 7.757 10.273 
하나 2.622 5.107 6.648 5.799 7.981 8.153 6.604 8.364 
한미 4.092 3.264 6.532 5.759 6.967 8.307 6.684 7.522 
↓한빛 5.019 5.877 6.720 6.025 8.209 10.086 12.558 7.115 
한일 3.946 4.727 4.085 6.243 8.333 10.116 
i영균 2.85 3.25 4.85 5.87 7.64 9.61 10.11 7.75 

주 l 옵션투입변수 - 만기 (T)=l년， 행사가격 (B)=부채총계‘ 
파산유예기대변수 (p) =0.8865. 배당수익훌(ð') =0. 
자기자본가치 (E)= 연도말 시가총액 

2000 

10.874 
10.816 
6.1 25 

10.130 

10.245 

5.907 
10.328 

10.366 

10.259 
9.647 
6.606 

9.746 
8.471 

10.470 

9.28 

2 앞서 셜명한 바와 같이 무위험이자율(r)과 부보얘금(Bl)온 모행도훌과청에서 서로 상계되 

어 사라지므로 별도의 추정작업이 훨요 없융. 뼈당수익톨용 환외상 O융 가정하였옵. 
3 공란은 비상장 혹온 상장꽤지로 공청보협료융옳 훌력활 수 없는 명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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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1992-2000 표본기간중 온행벌 보험요옳 추정치(%) : p =0.97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강원 0.085 0.012 0.082 0.055 0.177 1.619 2.956 
경기 0.067 0.033 0.055 0.104 0.362 1.811 
경남 0.080 0.033 0.112 0.395 0.177 1.531 2.099 1.203 2.525 
광주 0.051 0.014 0.027 0.149 0.198 1.331 1.939 1.219 2.471 
국민 0.126 0.305 0.339 0.902 1.451 0.853 0.866 
대구 0.084 0.029 0.067 0.113 0.107 1.082 2.009 0.878 1.769 
대동 0.163 1.889 
동남 0.167 1.702 
동화 0.049 1.180 
보람 0.062 0.040 0.158 0.190 0.400 1.697 
부산 0.126 0.054 0.216 0.1 48 0.623 1.719 2.039 1.242 1.922 
서울 0.054 0.021 0.145 0.063 0.442 2.053 9.593 2.885 
신한 0.015 0.002 0.041 0.016 0.030 0.764 1.312 0.781 0.935 
외환 0.168 0.380 0.359 1.843 2.037 1.075 . 2.052 
장신 0.029 0.013 0.078 ù.v2::: 0.129 0.838 
전북 0.048 0.011 0.034 0.049 0.081 0.611 1.535 1.376 2.054 
제일 0.080 0.037 0.104 0.237 0.899 2.179 8.720 1.627 
제주 0.028 0.006 0.094 0.041 0.113 1.595 4.284 0.755 2.596 
조흥 0.073 0.025 0.089 0.074 0.224 1.621 2.747 3.686 1.917 
주돼 2.014 1.342 1.369 0.918 1.083 
충북 0.048 0.011 0.028 0.060 0.208 2.066 4.084 
충챙 0.090 0.026 0.067 0.180 0.245 1.925 
하나 0.054 0.043 0.202 0.057 0.253 0.787 0.963 1.130 1.541 
한미 0.050 0.011 0.124 0.102 0.343 0.912 0.867 0.961 0.891 
한빛 0.090 0.040 0.150 0.051 0.349 1.744 5.902 1.668 2.169 
한일 0.081 0.029 0.051 0.083 0.360 1.772 
평균 0.065 0.024 0.101 0.131 0.339 1.48 3.1 1.39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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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혹>ll 프로그램 앓고리홈 및 유일해의 총명 

E = V x N(y) - pxBx N(y -u(V)JT) 

단， y 를 m(V /뼈)+u(V/ xT /2 
u(V)JT 

퉁식(1) 

u(E)xE 
o(V)=----

VxN(y) 둥식 (2) 

위 두 연립방정식을 수치적 해석법으로 풀기위해 우선 보다 간편한 식으로 바 

꾼다. 즉， 
a 르 y 

b 三 y-u(V씨T 

0" (V)와 V는 다음과 같은 a.b의 식으로 표현된다. 

둥식 (3) 

u(V) =뿔 둥식 (4) 

둥식 (5) 

이제 등식 (3). (4). (5)를 퉁식(1). (2)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둥식 (2)는 다음과 

b--:2 a
• -

빼
 

B P V 

동치이다. 

전감 p.B.exp(텔프).N(a)-u(E).E:;: 0 

또한 등식 (1)은 다음과 통치이다. 

둥식 (6) 

E=p.B 빼텔브).N(a)-p.B.N(b) 등식 (7) 
그러나 등식 (7)을 통치인 좀 더 간단한 둥식으로 바꾸기 위해 동식 (6) 에 대입 

하면 다음의 등식올 생성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결합성 이용) 

떨 (E + p .B. N(b))'" u(E).E 

정리하면， 

a o (E).E . .JT 
:::: ---------------• p.B.N(b)+E 풍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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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둥식 (8)올 퉁식 (6)에 대입하여 f(b) =0의 둥식으로 만든후 이룰 

Newton method를 이용하여 b의 해률 구해내고. 도출된 해률 둥식 (8) ， (4) , 

(5) 에 역으로 대입함으로써 <1 (V)와 V의 해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Newton method률 이용하여 도출된 해가 유일해인지에 대한 증명은 

다음과 같다. 등식 (8)올 둥식 (6)에 대입하여 화변식올 정리하여 f(b)라 하면， 

f(b) =그딴소 뼈 서b+딱냥꼬ì.o빼I b 안E프~+!.(안란E. JT ì2 Lu(E).E 
{ß .N(b)+E' l pB .N{b)+E J ï 뼈 .N{b)+E' 2 l {ß .N{b)+E) I ‘ l ι 

여기서 N( . )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롤 의미한다. 

해석적으로 해의 유일성올 증명하기는 난해하다. 따라서 수치해석적 방법을 사 

용하여 해가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구간올 가정한 후， 이 구간올 쪼개어 f(b)의 함 

수값의 형태 (shape)를 보임으로써 해의 유일성 증명올 대신한다. 

먼저 b의 해가 가질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논리에 따라 정한다. 

등식 (3)을 다시 쓰면 b는 다음파 같이 표현된다. 

b = lntv I(앵!). -}_ . q (V) . .JT = 二~二fd.- 7 .q(V) . .,JT 
q(V) . .JT 2 - ,. / .-

그런데 B(부채총계)는 상수이므로 다옴이 성립한다. 

Var(V) = Var(E + B) = Var(E) 
:. q(V) = q(E) 

그리고 연구기간동안의 생플은행들의 <1 (E)는 다음의 범위속에 분포하였다. 

0.2572 ~ q(E) ~ 1.5160 

(1) 

따라서 <1 (V)가 취할 수 있는 해의 범위는 최소한 이 범위률 포함한 가능한한 넓 

은 범위를 잡아준다. 즉， <1 (V)의 해는 다읍의 범위에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다음이 성립한다. 

0.05 ~ q(V) ~ 2 (2) 

V B+E . E 
-=--=1+
B B B 

연구기간동안의 생풀은행들올 대상으로 E/B의 범위롤 구하면， E/B는 대략 다 

음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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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17~E ~O.l 88378 
B 

양변에 1올 더해서 p =0.8865로 나누어 자연로그률 취하면， 

O 짜꺼옮)~ 0.2930 

따라서 ln(V/( p B))는 최소한 이 범위률 포함한 다옴의 법위에 분포한다고 가청 

한다. 

0.1 ~꿇)~0.3 
(3) 

마지막으로 등식 (1)의 b의 범위률 부동식 (2)와 (3)융 이용하여 구하면.b의 해 

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청해진다. 

-0.95~b~5.975 (4) 

따라서 연구기간동안의 모든 생풀은행들에 대해서 위 구간내에서의 함수형태 

를 수치 해석적 방법올 이용하여 그려보면 해의 유일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해답 

을 얻을 수 었다. 실증결과 모든 생플은행들이 그림(2)와 같은 단조증가형 함수 

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은 모든 온행이 위 구간내애서 단 한번 교 

차하였으며 그것은 모형의 해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또한 구간내에서 X축과 교 

차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형에 의해 도출된 해가 척어도 위 

구간내에서는 유일한 해임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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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 신한은행 (2000) 

4.10JJ 

2 . 1011 

-1 

(2) 한빛은행 (2000) 

4 . 1010 

3 . 1010 

2.1010 

(3) 제일은행(1997) 

-1 

-6 . 1(}q 

대표적 샘플몬행의 PLOT 

3 4 5 6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