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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우 鍵궁(Narrow Bank) 導入의 經濟的 效果

姜 林 鎬

이 논문은 소위 내로우 銀行(Naπ'OwB때k) 導入의 經濟的 效果를 이론적으로 분석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많存銀行과 與信專門會社들이 대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로우 은행이 도입될 경우 預金利子率과 預金量

이 증가하지만 賞出利子率이 상숭하고 賞出量은 감소한다. 둘째， 기존은행이 수행하 

는 預金受取機能과 賞出機能을 강제로 分離한다면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량은 

감소하며， 예금이자율은 하락하고 예금량은 감소한다. 셋째， 적절한 조건하에서 기존 

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신전문회사들과 내로우 은행을 同時에 도입한다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예금이자율은 증가하며， 대출량과 예금량은 모두 증가한다. 

1 . 序 論

최근의 한 일간지가 保險 • 證卷社 등 第2金힘뽀園이 制限된 銀行機能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1) 이것은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 금융기능이 모두 한 

금융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에 제기될 수 있을 법한 주장이라 

는 점에는 異見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塵業資本이 제2금융권을 사실상 소 

유하고 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된 은행기능 허용은 은행의 預金受取機能을 산업자본에 

게 허용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預金機關의 危險管理 소홀이 한 가지 이유가 되어 

발생한 1997년 이후의 韓國經濟危機를 상기해 보면， 위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소위 ‘밟IJ限된 銀行機能 이란 내로우 뱅킹 (Narrow B뻐업ng)을 의미한다. 이 내로우 뱅 

킹이란 기존은행과 같이 예금을 수취하되 그것을 國公價 등의 安全資塵에만 投資하도록 

제한해 놓은 銀行形態를 말한다. 이 내로우 뱅킹을 수행하는 은행을 내로우 은행 (Narrow 

Bank)이라고 하며， 번역어로는 ‘支給決濟專擔銀行’이 사용된다. 반면에 기존은행들은 고 

객의 예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출 및 투자를 하는데 이를 내로우 뱅킹과 대비하여 와이 

드 뱅킹 (Wide Banking) 이 라고 하고， 이 뱅 킹 을 수행하는 기 존은행을 와이드 은행 (Wide 

(1) 조선일보， 2005년 4월 13일자， ‘은행업무 하게 해달라’ 보험 증권사 요구 논란; 보험사 ‘소비 

자 편리해져’ 은행 ‘금융안정 해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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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이라고 하기도 한다. 혼히 내로우 뱅킹이 와이드 뱅킹올 ‘代챈’하는 것으로 이해되 

는 경우가 많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체’가 아니라 와이드 뱅킹이 광범위하게 存在하는 상 

태에서 새로이 |빠加되는 은행형태로 내로우 뱅킹이 고려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륭 통해 내로우 뱅킹을 연구하게 된 助機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로우 뱅킹 

제도는 장l때에서 은행시스템이 不安쪼해질 때마다 그에 대한 處方策으로 제시된 바 있 

다. 秘l혜에서는 1997년 이후 대량의 公的짧金이 은행권에 주로 공급되었는데 은행시스템 

의 本't'í的인 Jlfí!;弱勳올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로우 뱅킹 시스댐에 대한 소개가 국내 

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전에 김동환(2002a， b) 이 간단한 자료를 통해 내로우 

뱅킹 시스템올 국내에 소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둘째， 少짜t~:‘給決濟와 관련한 金빼뺀社와 通信會社의 쐐·織파 tfilJ 力의 연장선상에서 내 

로우 뱅킹을 연구하게 되었다. 통신회사는 기본척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심올 이루는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주도적 위치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강임 

호(2005) J . 즉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을 위해 폈金受llj{機能의 開放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금수취기능의 개방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인가 

라는 질문올 가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소위 내 로우 銀行(Narrow Bank) 導入의 經i빡的 效果를 I및論的 ↑까펀을 構葉

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모형의 구축은 일견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현실을 설 

명할 수 없다는 단점올 가질 수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새로운 lul]않 및 *~~:행올 椰念的

으로 파악활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실증적 연구를 포함하 

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실증적 연구를 하기에는 이론적 준비가 미홉하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따存銀行파 與信팎F’Jft社들이 11出市場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패에서 내로우 짧行이 導入될 경우， 예금이자올과 예금량이 증가하지만 

대출이자올이 상송하고 대출량은 감소한다. 둘째， 기존은챙이 수행하는 m金’뚱取機能과 

합出機能올 1hHIìI I로 分剛한다면， 대뿔이자윷이 상숭하고 대출량이 감소하며 예금이자율은 

하락하고 예끔량은 감소한다. 셋째， 적젤한 조건하에서 기존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 

서 여신전문회시뜰피· 내로우 은행올 |머 11용에 도입한다면， 대출이자율이 하딱하고 예금이자 

율은 증가하며 대출량과 예금량은 모두 증가한다. 

이 글의 빠~}X，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젠에서 내로우 뱅킹파 판렌한 X厭올 간단히 정 

리한다. 제3팎에서는 理論的 땐젠올 빼짧하고， 제4뀐은 均찌式올 몽해 J한術利 f率과 均衝

去來M올 찾는다. 제5팎은 :論l밟 및 *8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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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로우 뱅킹의 理解

내로우 뱅킹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100% 支給準備原則’을 지키는 뱅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뱅킹시스템은 部分支給準備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최후의 자금대여자 기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로우 뱅킹의 가장 큰 장점 

은 예금보험에 대한 依存度가 크게 줄어들어 예금보험에 따르는 道德的 解뼈(moral 

hazard)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1. 100% 支給原則

100% 지급원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國富論에서，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아도 

(David Ricard)의 ‘政治經濟學의 原則’ [Ricardo (1951) )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또 이 원칙은， 1933년 이후의 銀行恐J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카고대학의 일군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그 내용은 要求據預金에 대하여 部分支給準備制度를 

철폐하고 100% 支給準備를 義務化하며 당시의 은행을 두 개의 別個機關으로 區別하자는 

것이었다. 두 개의 별개기관이란 100% 지급준비를 하는 預金銀行과， 증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投資金醒을 하는 金敵督社를 말한다. 

100% 지급준비뱅킹은 1959년 Milton Friedman에 의해 다시 자세히 묘사되었다. 그는 

모든 화폐를 정부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모든 은행은 

모든 要求據預金에 대하여 100% 支給準備를 함으로써 모든 貨網스톡과 本源貨網(피gh

powered money)가 -致하게 하자고 하였다[Friedman (1960)) . 그러면 貨縣乘數의 不確實

性이 사라져서 화폐를 安定的으로 供給할 수 있고 예금보험이 필요 없어진다. Friedman 

은 또한 은행을 두 개의 별개기관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두 개의 기관이란 1단위 

의 요구불예금에 대하여 1단위의 중앙은행 화폐를 준비하여 자본의 소유자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기관과，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한 다음 그 

자본을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最近의 내로우 뱅킹 論議

내로우 뱅킹 제안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다시 떠올랐는데， 이는 金廳塵業에서의 童新

및 金敵危機와 관련된 에피소드들과 연관이 있다. 

내로우 뱅킹 제안은 은행의 資塵포트폴리오에 대한 制約의 程度와 金廳會社의 構造에 

대한 構想에 따라 차이가 었다. 자산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내로우 은행이 보유하도록 

허용된 자산타업의 제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 첫째는 100% 지급준비로서 



-430- 째. 洲 ‘倫 ;짜 껴~44卷 第3.4號

요구분에금올 쏘째 쩌 WJI혜 ü’t로 뒷받챔하는 것이다 [Tobin (I 985) , Kareken (1 986) , 

Spong (l991) , Mishikin (l999) , Thomas(2000)). 둘째는 은행이 요구불예금을 다양한 短期

빠필플 지닌 政府慣췄을 포함한 比l淡的 i돼級安全원卷에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Litan (l 987) , Herring and Litan (l995)). 셋째는 은행이 요구불예금올 소비자와 기업에 여 

타의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을 담보로 하여 代出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것이다 

[Pierce (l991) ). 

만약 매우 유동적 이 고 무위 험의 去來h't金의 需뽕가 政府m~의 싸給올 超過할 때에는， 

단기 고급안전증권 둥으로 이루어진 위험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도 은행의 자산으로 허 

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Merton and Bodie (l993) , Spong(l993)). 또 

은행 이 보유한 자산들이 매일 再評떠되어야 한다는 해Ij떼條써;도 제기 되 었다. 이 는 은행이 

자신의 뻐務플 자신의 짧l꿇에 척합하도록 재조정하도록 하는 유인올 제공한다. 결과적으 

로는 꽁來폐·座의 名 티↑뀔↑~~(가 보장되지 않지 만， 파산올 방지 하기 위 해 l폐民의 跳金을 사용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편 은행올 기능 분리하여 때金올 담당하는 자회사와 첼싸 및 危|했f，ti뿔에 대한 投資

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구성 된 검F빼!持tt會)fLI:로 再빠J})，하는 제 안이 최 적 의 대 안으로 제시 

된 바 있었다. 이 중 예금 담당 자회사는 내로우 은행으로서 기능하고 여타의 금융자회 

사들은 예금보험 없이 자유롭게 조달된 자금으로 투자블 수행한다. 여기에서 내로우 은 

행은 지급결제시스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타 금융자회사는 내로우 은행에 계좌를 가질 

수 없다[Litan (l 987) ， Pierce (l991)). 

Mishikin (1999)은 은행이 'b:~↑썼썼에 의해 보장된 내로우 은행의 N’i金과 fi!; 1했資塵에 投

't(할 수 있는 般預金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제안은 은 

행이 ‘lißl때의 經ifi를 살렬 수 있다는 장정이 있으며， 은행이 r-l r!l:(l낀으로 이러한 조직의 재 

구성올 ;fIJìll，~빼火化라는 차원에서 선태할 가농성을 열어두고 있다. 

내로우 뱅킹의 장점은 다음파 갇다. 첫째， 은행의 자산올 安Ji::的인 投'tl: T段에 限定시 

킴으로써 은행의 流動性 및 1A) 1J fí!; 1랬올 Jbt/J、化할 수 있다. 불째， 내로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수단으로서 요구판예금 가치가 대뿔의 가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셋째， 내로우 은행만 지급시스템에 전근할 수 있으므로 지금결제시스댐이 i~ë!Ú))'1生危險， 信

돼危|랬 그리고 決濟危l왔으로부터 자유판다. 넷째， 내로우 은행은 화폐콩급파정을 조절하 

기 위한 중앙은행의 능력올 향상시킨다.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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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많存銀行의 長點

Kashyap, R며an， and Stein (1999)은 기 존은행 의 가장 큰 장점 으로 저 렴 한 비 용으로 자금 

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금의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소비자가 자신들의 유동성관리를 위해 자금을 은행을 통해 統合管理(pooling)함에 따라， 

은행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객이 자신의 자금을 관 

리함에 있어 항상 殘高(balance)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이너스 

로 떨어질 가능성도 었다. 이 가능성에 대하여 은행이 일부 고객 잔고의 마이너스 수준 

을 일정 수준까지를 용인해 주어도， 많은 고객의 잔고(balance)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 

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많은 고객들의 플러스 잔고가 

일부 고객의 마이너스 잔고를 相殺시키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품을 賞出保障商品

(loan committment)이라고 하는데， 이는 와이드 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다. 요컨대， 은행은 예금을 수취할 수 없는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저렴하게 대출을 공급 

3. 理論模型

해 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은행시스템을 고려해 보자. 要求據預金(이하 預金이라 칭함)， 外部資金，

그리고 賞出(또는 與信)이라는 세 가지 金醒商品이 존재한다. 여기서 외부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 등이 자금시장에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또 觀存銀行， 與信專門金廳會社(이하 與專會社)， 그리고 내로우 銀行이라는 세 가지 經

濟主體를 고려한다. 여전회사는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데， 信用카드會社 또는 캐 

피탈會社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내로우 은행은 예금을 받아들여 외부자금을 자금시장에 

공급한다. 내로우 은행은 예금자산운용을 國公慣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자금시 

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이 은행이 자금시장에서 외부자금을 공급하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공채란 부도위험이 없는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므로 부도위험 

을 적절히 고려한다면 국공채투자도 외부자금공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定期預金은 고려 대상에서 除外된다. 물론 내로우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아들이 

고 그 정기예금이자를 국공채 운용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정 

기예금과 국공채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전자의 이자율이 높아야 하므로 내로우 은행이 정 

기예금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은행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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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훌本模型 

3.1.1. 와이드 銀行

은행들은 價格受容者(price-taker)이며 新規進入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陽의 이윤을 

가진다.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預金(D)올 받아들이거나 은행채 퉁올 통해 外部資金(0)

올 조달하여 기업 및 일반 개인들에게 홉出 (L) 한다. 외부자금의 이자융은 고정되어 있 

다. 그 이유는 외부자금의 이자융은 자금시장의 대표이자율로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외부자금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이 모형에 포 

함되어 있는 여전회사， 내로우 은행파 와이드 은행 외의 모든 금융회사 및 대기업이다. 

따라서 이 모형이 묘사하는 대출시장과 예금시장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시장이어서 외 

부시장의 이자융은 이 모형에 대해 外生的으로 결정된다고 파악하였다. 

예금이자융， 외부자금의 이자율， 그리 고 대출이자율을 각각 ro. ro. rL이 라고 하고• rL> 

ro>ro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은행의 利쐐困數는 다옴과 같다. 

(3. 1) π= πL-응L2_ 이D-몽D2- ι0--공 0 2 

L=D+ O. 

이윤함수에서 二次項은 去來費用올 뜻한다. 구체적。로 o L2. _f}_ D2. +02은 각각 -- 2 ’ 2 ’ 2 
대출올 하기 위해， 예금올 받기 위해， 그리고 외부자금을 매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다. 따라서 α ß. y는 각각 대출 한 단위， 예금 한 단위， 그리고 외부자금 한 단위를 증가 
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對辦的 거래비용올 가정하였다. 

식 (3. 1)윤 은행 t훈{홈對照表상의 ‘|흐等式이다. 외부자금(0)는 陰의 값올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은행이 외부자금올 공급함올 의미한다. 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좋 =rL -ι ro-Yι -D)=O 

뽑 =-ro-ßD-ro+ y(L-D)=O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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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S= ß+r r 
α:ß+ ßr+ ya (rL - rO) + α:ß+ ßr+ ya (rO-rD) + pr+ ya ap+ pr+ YIα 

ß+r p Y = ~ ~ rL - ~ _ rO - _ _ rD' 
α:ß+ 찌f+ YIα α:ß+ ßr+ ya α:ß+예f+ YIα 

(3.3) JJd= 
y α+r 

α:ß + ßr+ ya (rL - rO) + αp ay (r。ν -rD) 
+ pr+ ìα + pr+ YIα 

Y @ α+r 

α:r+ 바+'}"1α 
rL + 

α:r+ ßr+ ya 
ro-

αr+ ßr+ ya 
rD 

(3.4) 0= 
ß a 

(rL-rO)-
_ _ 

(rO-rD) 
α:ß+찌+ìα α:ß+ ßr+ ya 

p ß- α α 

= n n rL - n n rO + n n rD' 
α:ß+이+ìα α:ß+ ßr+ ya 때+ ßr+ ra 

식 (3.2)에서 와이드 은행의 貨出供給은 대출이자율이 높을수록， 외부자금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식 (3.3)에서 預金需要는 대출이자율과 외부자금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예금이자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식 (3.4)에서 外部資金需要는 대출이 

자율과 예금이자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식 (3.4)의 둘째 항에서 외부자금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외부자금의 수요는 감 

소해야 하므로 ß> α라고 가정한다. 이는 預金量의 變化가 예금의 限界費用에 미치는 

영향이 賞出量의 變化가 대출의 限界費用에 미치는 영향보다 큼을 의미한다. 예금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비용， 예금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등이 대출량의 증가 및 감 

소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제 와이드 은행의 이윤을 利子率의 핍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 'y α+ 'Y 
π_ ， n ~ , (rL - rO)ι+ _, ~ ~ , (rO - rD)ι 

f+ ya) 
，~ ~， 

2(때+ßr+ 뼈 
v 

+ 
Y 

(rL - ro)(ro - r)· 
αß+ßr+ya'U 

W.V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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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與信훌門金點會社 

與{름뿜門金願會社들은 價格受容者(price-taker) 이며 新規進入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陽의 이윤올 가진다. 이 회사들은 외부자금올 조달하여 고객에게 대출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IJ潤핍數는 다음과 같다. 

π =rι-쏟강-roO-송아 

L=O. 

따라서 l계 조건올 정리하면， 

(3.5) 
rL -rO 

v=O= - ~. 

a+y 

즉 대출이자율이 외부자금이자율보다 높으면 여전회사는 대출올 한다. 여신전문회사의 

이윤올 이자올의 함수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3. 내로우 銀行

π= (rL - rO)2 -
2(a+ η 

내로우 銀行·틀은 偏格受容者r (price-taker)이며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陽의 

이윤올 가진다. 내로우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預金(D)올 받아들여 자금시장에 外部資金

(0)올 공급한다. 그러면 내로우 은행의 利쐐固數는 다음과 같다. 

π=ιo-÷o2-rDD-용D2 

O=D. 

따라서 l계 조건올 재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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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Jd =o=_r,'0- rD 
ß+r 

즉 외부자금이자율이 예금이자율보다 높으면 내로우 은행은 예금을 수취한다. 내로우 은 

행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π= (ro-rDf -
2(α + y) 

3.1.4. 貨出需要 및 預金供給曲線

賞出需要 및 預金供給曲線은 다음과 같이 假定한다. 

(3.7) Ld=80+81rü 81 <0. 

(3.8) IY= η'0 + 111 rD, 111 > O. 

여기서 대출수요함수가 右下向하고 예금공급함수가 右上向함을 고려하여 80 > 11，。라고 가 

정한다.80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대출수요가 증가하여 은행 및 여전회사의 대출이 증가 

하고 그에 따라 외부자금조달양이 증가한다. 

3.2. 均衝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均衝을 살펴본다. 첫째는 와이드 銀行만이 은행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경우1)， 둘째는 와이드 은행과 與專會社만이 존재하는 경우(경우2， 

와이드 은행 + 여전회사)， 셋째는 와이드 은행， 여전회사 그리고 내로우 銀行이 존재하는 

경우(경우3， 와이드 은행+여전회사+내로우 은행) , 마지막으로 와이드 뱅킹이 금지되어 

여전회사와 내로우 은행만이 존재하는 경우(경우4， 여전회사+내로우 은행)이다 여기서 

와이드 은행과 내로우 은행만이 존재하는 경우(와이드 은행 +내로우 은행)는 比較對象에 

서 除外하였다. 그 이유는 여전회사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회사가 제외된 와이드 

은행과 내로우 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2.1. 境遇 1 : 와이드 銀行만 存在할 境遇

賞出供給 및 預金需要는 각각 (3.2)와 (3.3)로 주어진다. 대출수요 및 예금공급은 

(3.7)과 (3.8)로 주어진다. 均衝式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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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10) 

~) + ÔI'L = A('L - '0) + B(,o - 'D) 

1J() + 1J I'D = E('L - '0) + F(,o - '0) 

여기서 

P+ r _ _ r α+r 
A= ’ .B=E .F=------

때+이+}'tX ’ 때+ ßr+ }'tX α:ß+ ßr+ }'tX 

식 (3.9)와 식 (3.10)을 다시 고쳐 쓰면， 

(3.1 1) 

(3.12) 

K = A' ('L - '0) + B(,o - 'D)' 

] = E('L - '0) + F ('0 - '0)' 

여기서 K= ~)+ ÔI'O' ]=η'()+η1'0' A'=A-ôl' F=F+ 1JI' 그래서 해(解)를 구하면， 

F K-B] A']-EK 
‘ -'0 = A'F-BE . ro-'o A'F-BE 

여기서 A'F>BE. 왜냐하면 A'>A >B=E. F>F>B=E. 그런데， 'L-'O>O과 '0-'0> 。

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다음의 假定이 필요하다. 

호二낀느〉이， ~ < 21J(), ß> γ 
1J1 - ÔI 

위의 1Jo< ~라는 가정과 합치면， 1Jo < ~) < 21J(). 

3.2.2. 境遇 2: 와이드 銀行 + 與훌會社 

JH金需要는 와이 드 은행 만이 존재 할 때와 같고， 1<1出供給은 와이 드 은행의 공급인 

(3.2)와 여전회사의 공급인 (3.5)의 합이 된다. 均術式은 다음과 같다. 

(3.13) 

(3.14) 

~)+ ôl'L=A’ ('L - '0) + B(,o - '0) 

1J() + 1J I'O = E('L - '0) + F(,o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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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1 
α+r 

그 해 (解)는 A를 A"으로 대체하변 경우 1과 같다. 

3.2.3. 境遇 3: 와이드 銀行 + 與專會社 + 내로우 銀行

預金需要는 와이드뱅킹의 수요인 (3.3)과 내로우 은행의 수요인 (3.6)과의 合이고， 賞

出供給은 와이드 은행의 공급인 (3.2)와 여전회사의 공급인 (3.5)의 合이 된다. 均衝式

은다음과 같다. 

(3.15) 

(3. 16) 

80+ olrL=A’ (rL - ro) + B(ro - rD). 

1Jo + rhrD = E(rL - ro) + [i' (ro - rD). 

F=F+-L
ß+r 

그 해(解)는 F 를 [i'으로 대체하면 경우 2와 같다. 

3.2.4. 境遇 4: 與專會社 + 내로우 銀行

와이드 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與專會社와 내로우 銀行만이 존재할 때， 賞出供給 및 預

金需要는 (3.5)와 (3.6)으로 주어진다. 예금공급 및 대출수요는 (3.7)과 (3.8)로 주어진 

다. 均衝式은 다음과 같이 假定한다. 

(3.17) 

(3.18) 

r,- rn 80 + olrL = ~ ~. 
α+r 

rO-rD 
1Jo + 1Jl rD = -~--

，~ ß+ r 

균형식 (3.17)과 (3.18)은， A= _.1 ... B=E=O. F= ,, 1 .. 일 때의 균형식 (3.9)와 
α+r μ+r 

(3.10)과 각각 同-하다. 

3.2.5. 預金供給者剩餘와 貨出需要者剩餘

이제 각 경우의 預金供給者剩餘， 賞出需要者剩餘에 대해 살펴보자. 예금공급자잉여와 

대출수요자잉여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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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깨1 rD찌 = 1]0야+섣|샤 
011 1 

r화 (6tl + 6rI )dr = - -L (6o + 6l rL )2 . ’1. ‘) , v1' /.1"'" 1.‘ 20
1 

예금공급자잉여는 전적으로 펴金市場의 均衝利子휩에 달려 있는데， 이 균형이자율이 높을 

수록 예금공급자영여는 높다. 대출수요자잉여 역시 전적으로 대출시장의 균형이자율에 

달려 있는데， 이 대출이자율이 낮을수록 대출수요자잉여는 높다. 왜냐하면 01 <0이기 때 

문이다. 예금이자율이 증가하였을 때 예금공급자잉여의 증가분과 대출이자율이 감소하였 

을 때 대출수요자잉여의 증가분은 각각 다음과 같다. 

Ii; 이0+ 1]lrD)drD = 1]O(수애)+땀해 - rl~) 

f，;펴 + 0l rl)dη =0.‘’ (rL - r{) + 얻 (rf - rf ) 

여기서 r~ 파 r/ 은 변화 이후의 利子험을 말한다. 

3.3. 結果

아래에서는 4개의 정리를 보여준다. 각 정리는 차례로 경우I과 경우2의 비교， 경우2와 

경우3의 비교， 경우I파 경우3의 비교， 그리고 경우I파 경우4의 비교에 관한 것이다. 

定理 1 :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하는 은행시스댐에 여전회사가 도입되면 뾰出利子率이 감 

소하고 앉出 ili은 증가하지만， f"fi金flJ-f혐파 f헤金파이 김·소한다. 

證明: 여전회사의 도입은 A올 증가시켜 A’으로 되게 하는 것이므로， A' 올 증가시킨다. 
FK -BJ 

rL - rO = A쿠;τ효둠이므로， rl.은 감소한다. r/.Ol 감소하면 식 (3.14)가 성립할수 있도록 

rD가 감소해야 한다. (.) 

해석하자변， 여전회사의 도입으로 1t tl\ rlj싸의 鏡爭이 바↑파化되어 에금공급이 증대되고 대 

출이자올이 감소하며 대출량이 증대된다. 하지만 와이드 은행의 대출시장으보부터의 수 

익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을 위한 투입인 ”’i金의 매력은 싸少하여 에금이자올은 감소하고 

예금량은 깎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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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理 2: 와이드 은행과 여전회사가 존재하는 은행시스템에 내로우 은행이 도입되면 預金

利子率과 預金量은 증가하는 반면， 賞出利子率은 높아지고 貨出量은 낮아진다. 

證明: 내로우 뱅킹의 도입은 F 을 증가시켜 P'이 되게 하므로， P 을 증가시킨다. rO- rD 
AJ-EK = A'P-효늄이므로， P 이 증가하면 ro - rD는 감소하고 rD는 증가한다. 그렇다면 식 

(3.15)가 성립하도록 rL은 증가해야 한다. (.) 

해석하자면， 내로우 뱅킹의 도입은 예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預金需要를 增加시킨 

다. 그러면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예금이자율의 상승은 대출을 위한 

투입요소의 價格을 增大함을 의미하므로 대출량은 감소하며 대출이자율은 증가한다. 

A'(α +r)+ 1 ~ rL - ro ‘ B(α +r) 
定理 3: 만약 E(n+Y) ?강τ꼬 2 F/(n+y)+1 이면，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하는 은 

행시스템에서 여전회사와 내로우 은행을 同時에 도입할 경우에 賞出利子率은 낮아지고 

資出量은 높아지며 預金利子率과 預金量은 증가한다. 

證明·

a. 貨出市場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할 경우와 여전회사와 내로우 은행이 도입되었을 경우의 貨出利

子率을 각각 rL과 r{ 이 라고 하자. 

(F'+~)K-BJ 
J ” - P+r 
’ L '0 - 1 1 

(A ’ + →二-)(P' + →二-)-BE
α +r"- . ß+r 

P'K -BJ + ___ l_K 
P+r 

- .. _. __ A' P' 
A’F ’ - BE + ----- + --•-+ 

ß+r α + r (a + r)(ß + r) 

PK-BJ 
rL-ro=A'P_효륨이므로，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rL>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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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K 一 BJ)[ _" + • + ,',_, ] > (A'F' -BE) _--

ß+r a+r (α + r)(ß + r)" , ß + r 
‘• (F'K - BJ)[A'(a+ r) + F'(ß+ r)+1] > (A'F' -BE)K(a+ r). 

•• (F'K - BJ)[F'(β+ r) + 1] + B(a+ r)(EK -A'J) > 0 

F K -BJ B(a+ r) 
•-’ >

A'J - EK F'(ß + r) + 1 

rL-rO FK-BJ 
누g=꾀 = A'J-EK 이므로， 假定에 의해 η.>r/ . 

b. 預金市場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할 경우와 여전회사와 내로우 뱅킹이 도입되었올 경우의 預金利

子E힘을 각각 rD파 어 이 라고 하자. 

rD - rO = 

--
(α+ r)어+ r) 

AJ-EK 
rD-rO= A'F'-김E이므로，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r/) < 피 . 

F 
(A'J -EK)[-끼-"-+ • + :.r> , ]>(A'F' -BE)-':"'''-

ß+ r α+ r (α + r)(ß+ r) 
•• (A'J - EK)[A'(α+ r) + F'(ß+ r) + 1] > (A'F' -BEνφ + r). 

←~(A'J 一 EK)[A'(α+ r) + 1] + E(BJ - KF' )(ß + r) > 0 

•• 
A'(α+ r) + 1 

E(ß+ r) 

K'F' -BJ 
>

A'J-EK 

rL-rO FK-BJ 
75τ칸;- = A'JτEf이 므로， 假定에 의해 r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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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理 3의 가정은 賞出市場과 預金市場 중 어느 한 쪽이 여타 한 쪽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출시장의 경쟁이 예금시장에 주는 영향이 예금시장 자 

체의 경쟁의 영향에 비해 작아야 한다는 가정이다. 역방향으로도 마찬가지이다. 定理 3 

에 의하면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 경쟁을 확산시켰을 때， 대출이자율은 감소하고 대출 

량은 증가하여 賞出需要者들의 消費者剩餘가 증가한다. 또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 

하여 預金供給者들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定理 4: 와이드 뱅킹의 경우가 내로우 은행 + 여전회사의 경우에 비해 대출이자율은 낮 

고 預金利子率은 높으며 預金量 및 賞出量은 크다. 

證明: 均衝式 (3.17)와 (3.18)은， A .1 _ .. B = E = O. F덕과r일 때의 균형식 (3.9) 
α+ r p+r 

와 식 (3.10)과 각각 동일하다. 이제 식 (3.9)와 (3.10)을 고쳐 쓴 (3.11)과 (3.12)를 이 

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11) K = A' (rL - ro) + B(ro - ro). 

a+y ‘ 1 
만약 B가 陽의 값을 가지다가 B=O으로 변하면 rL은 상승한다. αn+Py+1@ ?강구 

이므로 A 가 감소하였는데，A' 이 감소한다면 rL은 더욱 상승한다. 따라서 rL은 상승하 

였다. 

(3. 12) J = E(rL - ro) + F'(ro - ro). 

tx+γ 1 
또한 E가 陽의 값을 가지다가 E=O이 라면 rO-rD는 증가한다· 때 + 이+ 1@ 

> R;y이 

므로 F은 감소하였는데，F'이 감소하면 ro-ro는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rO-rD는 증가 

하므로 ro는 감소한다. c.) 

해석하자면， 와이드 뱅킹의 機能分離는 양 시장을 奏縮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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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論議 및 結論

이 논문의 寄與는 내로우 은행 도입의 經濟的 效果률 분석할 수 있는 理論的 模型을 

構짧한 것이다. 이론적 모형의 관건은 내로우 은행의 기능올 어떻게 기존 은행시스템과 

부합되게 모형 속에 具現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것은 外部資金市場올 導入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이 모형올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들은 鏡爭의 惠澤올 강조하고 있다.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할 때 여신전문회사가 도입되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대출량이 증가한다. 즉 대출 

수요자의 잉여가 증가한다.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할 때 여신전문회사와 내로우 은행이 

동시에 도입되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예금이자융이 증가하며， 예금량 및 대출량이 증 

가한다. 하지만 와이드 은행을 기농 분리하여 경쟁올 약화시키는 것은 대출이자율을 증 

대시키고 예금이자율을 하락시킬 뿐이다. 

하지만 와이드 은행과 여전회사가 이미 存在할 때 내로우 은행올 도입하는 것은 예금 

이자울과 예금량을 증가시켜 消뿔者를 有利하게 하지만， 대출이자올올 증가시키고 대출량 

올 감소시켜 企業을 不利하게 한다. 여기에 금융정책담당자의 고민이 있올 수 있다. 구 

체적으로 김동환(2005)은 내로우 은행의 도입이 허용될 경우 대출감소가 15조 원 정도에 

이플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이 논문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초점이다. 이 모형은 와이드 

은행이 성립하기 위한 쐐用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았다. 와이드 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部分支웨해IJ度와 預金保|했， 그리고 중앙은행의 最終iïíê뼈rl生 貨w훼로서의 기 능이 필요한 

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와이드 은행에 대해 비교적 

유리하게 그 機能이 ↑莫맺化되었고， 내로우 은행과 여신전문회사들이 가지는 예금보험 및 

그로 인한 펴德的 解.뼈와 관련한 이정들이 홈過되었다. 그 이유는， 내로우 은행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함에 있어서 그것의 소극적인 이점올 강조하기 보다는 내로우 은행의 

도입으로 인한 鏡爭 活性化에 초점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내로우 은행의 도입으로 인한 社會}땅生의 뺏化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각 금융회사들의 flj~間變化와 

n出펌쨌깎I 및 f해金供給춰· 때111;의 뺏化를 이론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로 

사회후생에 대한 결과에 초접올 두는 것올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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