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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이를 위

해 금융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이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가 자기자본규제(capital

regulation)이다. 이는 법규상 금융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최저 필요자본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제자본은 금

융회사의 관점에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적

정자본 수준인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는 구분된다.

규제자본은 크게 시장위험, 신용위험 그리고 운영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이러한 위험의 구분을 위험유형별(risk

type)이라고 하고, 주가․환율․이자율 등 구체적인 개별 위험변수들은 위험요

인(risk factor)으로 명칭하기로 한다. 시장위험은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가

격의 불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산가치가 변동할 위험을, 신용위험

은 차입자가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한 위

험을,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

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의미한다.

현행 법규나 국제적 기준은 규제자본 산출시 기준이 되는 위험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가 법규 등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위험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장․신용위험 등 개별 위험유형내에서 위험요인(risk factor)들간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경제적 자본 개념하에서 사용하는 내부모형

(internal model)을 통해 측정한 위험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하는

정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위험유형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상호

관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 산출된 위험을 단순 합산하여 금융회사의

위험을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포오트폴리오이론에 따르면 시장 또는 신용위험의 산정에 있어 하위

위험요인들간 분산효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험유형간에도 분산효과가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나 국제적 기준하에서 금융회사가 보유

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은 이론상 과대계상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1)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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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위험(integrated risk)을 측정할 경우 분산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실제 위험유형별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구방법론과 구체적인

검증모형을 설정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자료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자 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연구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모형
1.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중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대상

으로 통합위험 측정시 포오트폴리오이론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분산효

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2)

먼저 현행 법규상 산출하는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경제적 자

본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본다. 엄밀하게는

금융회사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필요자본이 반드시 경제적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법규상 산출하는 규제자본과는 달

리 위험요인간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내부모형의 결과를 경제적 자

본이라 정의하겠다. 기본 가설은 위험유형별 내부모형이 하위 위험요인들간 분

산효과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규제자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개별 위험액 자체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단순

통합모형(simple gaussian model)을 통해 통합위험을 측정하고 국내 은행의 내

부모형으로 산출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 합산금액과 비교하여 분산효과

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비교해본다. 기본 가설은 상기 모형을 통해 산출된 통

합위험이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을 단순 합산하는 경우에 비해 상관관계

2) 규제자본 산정시 위험유형은 시장, 신용, 운영위험 등인데 이중 운영위험은 이론적 정치성이 상

대적으로 낮고, 신BIS협약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 은행에 대한 내부모형의 최초 인가 시기가 ’08.

11월로 자료 사용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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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려된 만큼 통합위험은 작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법론은

Kuritzkes, Schuerman and Weiner(2003)가 제시한 방법으로서 위험유형별 및

이종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분산효과 측정시 사용한 방법론으로서, 본 연

구에서는 동일하게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요인이 아닌 위험결과 값을 직접 이

용하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통합위험 산출에 이용할 것이다.

2. 규제자본과 내부모형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기본적으로 신BIS협약(BaselⅡ)을 적

용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본

은 기본자본에 보완자본과 후순위채무를 가산하고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

고,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및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산출대상 자산을 그대로 사용

하고 시장위험에 대해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인 8%의 역수인 12.5를 곱해 산출

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자기자본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100 ≥ 8%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후순위채무 - 공제항목)

× 100 ≥ 8%[신용위험 - (트레이딩포지션에포함되는 +시장위험에 대한 + 운영위험

가중자산 주식,채권, 상품등의가중자산)] 소요자기자본× 12.5 가중자산

자기자본에 해당되는 항목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확정되어 있는 수치들로서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위험가중자산은 별도의 추가 산정이 필요한

데 여기서 기본적인 사상은 보유자산에 대해 위험이 발생하는 정도가 상이하므

로 이를 감안한 가중자산으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때 트레이딩계정에서는 시

장위험만을 고려하고 트레이딩계정과 대비되는 은행계정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만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운영위험은 다른 방식으로3) 위험을 산정한다. 이렇게

3) 현재는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명시적인 익스포져가 없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계량화가 어려

운 실정임에 따라 총수익 또는 부분별 총이익의 일정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은행

내부적으로 자체 내부손실자료와 위험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운영위

험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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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산정한다는 것은 자기자본규제상 보유하여야할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이 클수록 이에 대해 보유하여야할 자기자본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신BIS협약(BaselⅡ)에서는 시장, 신용, 운영위험을 측정함에 있어서 크게 표

준방법과 내부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방법은 신BIS협약

에서 정한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위험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세부적인 방법은

관련법규에 그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내부모형은

은행이 내부 데이터와 위험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을 스스로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산출된 위험을 기준으로 소요 자기자본을 산출하여 자

기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위험의 경우 법규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통한 산출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

방법은 위험요인에 따라 금리위험, 주식위험, 외환위험, 옵션위험, 상품위험 등

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단순 합산하여 산정토록 되어있다.4) 이에 비해 내부모형

의 경우 시장위험 산정시 대부분 VaR(Value at Risk)를 주로 사용하여 산출하

고 있다. 즉,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하여 99%의 단측신뢰구간과 10영업일을 기

준으로 금리, 주식, 외환 등의 위험요인별로 산정하되 위험요인간 상호관계에

따른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VaR를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은 크게 부분가치평가방법(local

valuation)과 완전가치평가방법(full valu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분가치평

가방법은 시장위험 대상 포지션의 가치를 평가한 후 미분을 통해 동 포지션의

가치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산-공분산법이 대표적이며 이는 크게 델타-노

말 방법론과 델타-감마 방법론이 있다. 완전가치평가방법은 시나리오를 이용하

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 등이 있다. 국내 은행이 사용하

는 방법론을 보면 분산-공분산(델타-감마) 모형 2개 은행,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 방법은 1개 은행,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곳은 4개 은행 등이

다.5)

4) 보다 자세한 것은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해설(개정)", 금융감독원, ‘08.8월을 참고하

기 바란다.

5) ’09 .6월말 현재 시장위험에 대한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국내 은행은 국민(’05. 7월), 하나(’06. 7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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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도 시장위험과 같이 은행계정에 대해 법규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

정하는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통한 산출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방법은

보유 익스포져를 국가, 기업, 은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적

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하여 신용위

험 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내부모형은 보유 익스포져를 국가․기업․은

행, 소매, 주식, 자산유동화로 구분하고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위험요

소6)인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유효만기(M)를 각각의 익스포져별로

추정하고 이들을 제시된 소요자기자본율(K) 함수에 대입하여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부도시 익스포져(EAD)를 곱하여 소요자기자본을 구한 다

음 8%의 역수인 12.5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7)

이러한 내부모형은 다시 은행이 자체 추정하는 위험요소의 범위에 따라 부도

율(PD)만 자체 추정하는 기본내부등급법(Foundation-IRB)과 모든 위험요소를

자체 추정하는 고급내부등급법(Advanced-IRB)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은행

의 경우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6개 은행이며 고급내부등급법을 사

용하고 있는 은행은 1개 은행이다.8) 이처럼 은행이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는 현행 자기자본 규제가 위험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분산효과를 고려하

지 않고 단순 합산하여 산출(building block method)하기 때문에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위험의 과대 측정은 필요 자기자본

규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유형별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시장

위험과 신용위험은 관련법규에 따라 정해진 방법인 표준방법을 통해 산출된 위

험보다 적을 것이다.

3. 위험액을 이용한 단순 통합모형
이는 Kuritzkes, Schuerman and Weiner(2003)가 제시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개

(’06. 9월), 기업(’06. 11월), 신한(’07. 12월), 외환은행(’08. 4월), SC제일은행(’08. 11월) 등 7개 은

행이다.

6) ① 부도율(PD : Probability of Default) :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 ② 부도

시 손실률(LGD : Loss Given Default) :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가 동 차주에 대한 여신으로부터 입

을 수 있는 손실률, ③ 부도시 익스포져(EAD : Exposure at Default) :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

의 동 차주에 대한 여신의 경제적 가치, ④ 유효만기(M : Maturity) : 신용리스크 측정시점부터

익스포져의 계약 종료일까지의 유효한 잔존기간

7) 보다 자세한 것은 “바젤Ⅱ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기준", 금융감독원, 2008. 12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8) ’09. 6월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국내 은행은 국민(’07.12월), 신한(’08. 4월),

산업(’08. 7월) 우리(’08. 10월), 하나(’08. 11월), 외환(’08. 11월), SC제일은행(’09. 6월) 등 7개 은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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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위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위험유형간 상관관계를

안다면 이들 관계를 고려한 통합위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경제적 자본()을 특정 신뢰수준하에서 최대 발생가능한 손실을 흡수

할 수 있는 자본량으로 정의할 때, 신뢰수준()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단별량 누적분포함수이다. 한편, 시장위험을 , 신용위험을 ,

통합위험을  라고 할 때 의 누적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는 결합누적확률분포이다. 이때 , 의 결합이 정규분포이

면 도 정규분포이며 이에 따른 누적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고,

    ,   
 

 

신뢰수준 99.0%에서의 경제적 자본()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 를 알고 있으므로 값을 정하게 되면 경제적 자본()을 산

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장위험( )과 신용위험()의 결과 값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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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하고, 이들의 통합위험도 정규분포한다는 강한 가정을 도입하고, 이들

간 상관관계 를 정한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위험을 산출

할 수 있게 된다.9)

 


 



′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06년 리스크관리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시

장위험과 신용위험간 상관관계를 0.8로 적용하고 있는 점10)을 감안하여 이를 그

대로 적용하여 단순 통합위험을 산출하여 규제자본과의 비교를 통해 분산효과

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겠다.

Ⅲ. 실증분석결과
1. 규제자본과 내부모형 비교 검증

국내 금융회사중 은행에 대해 법규상 산출되는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위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필요자본을 비교하여 분산효과가 존재하

는지를 검증한다. 여기서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을 기준으로 산정된 필요

자본이 반드시 경제적 자본과 동일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시장 및 신용위험에

따른 내부모형 결과는 규제자본과 달리 하위 위험요인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되는 법규상 규제자본과 비교를 위

해 경제적 자본으로 사용하였다.

검증자료는 국내 금융회사중 은행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09. 6월말 현

재 내부모형을 인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은행뿐이며 여타 금융회사는 없기

때문이다.11) 검증기간은 내부모형을 통해 자기자본규제비율 산정에 사용된 기간

09) 이를 운영위험, 보험위험 등으로 확장하면 다음의 식으로 단순 통합위험의 산출이 가능하다.

 














⋮


′









  ⋯
⋯
⋮ ⋱ ⋮

 ⋯















⋮


10) “리스크관리 실태평가제도 해설서”, 금융감독원, 2006.1월, p131.

11) 금융투자업자(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도 비록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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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각각 다르지만 가급적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되, 개별은행에 따른 오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1개 은행이 아닌 2개 이상

의 은행 자료가 산출되는 시기부터 검증자료로 사용하였다. 시장위험은 ‘06.9월

∼‘09.3월까지 분기별 자료(11분기) 자료를 사용하고, 신용위험은 ‘08.3월∼‘09.3

월(5분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시장위험의 경우 검증기간 동안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에 따른 필요자본

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는 기본적으로 규제자본의 경우 3하위 위

험요인간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고려하면 분산효과로 인해 내부모형

이 적게 계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요인들을 고려함에 따른 분산효과는

시계열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규제자본에 비해 평균적으로 40.4%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한편 시계열로 분산효과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국내 은행의

경우 시장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산정방법이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산-공분산 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12)

<표 1> 시장위험의 규제자본과 내부모형 시계열 비교

(단위 : 억원, %)

’06.9 ’06.12 ’07.03 ’07.06 ’07.09 ’07.12 '08.03 '08.06 '08.09 '08.12 '09.03 평균

규제자본(A) 4,385 6,473 7,167 9,038 9,235 11,582 14,311 14,402 15,276 12,592 13,652 10,738

내부모형(B) 2,915 4,904 4,779 5,276 4,727 5,381 7,834 8,812 8,690 8,087 7,251 6,241

차이(C=A-
B) 1,470 1,570 2,388 3,763 4,508 6,201 6,476 5,590 6,586 4,505 6,401 4,496

비 중(C/A) 33.5 24.2 33.3 41.6 48.8 53.5 45.3 38.8 43.1 35.8 46.9 40.4

검증자료로 사용된 6개 은행13)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인가 이후 분기별로 산

출된 53개 자료를 이용하여 분산효과에 따른 차이가 유의적인지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99%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12) 장경천․이상헌(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시장위험 내부모형의 분산효과와 미국 투자

은행의 시장위험 내부모형의 분산효과를 비교하면서, 미국 투자은행의 경우 분산효과가 안정적

인 것은 산출방법이 모두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동일한 반면, 국내 은행의 경우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13) ’09. 6월말 현재 시장위험에 대한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국내 은행은 '09.6월말 현재 국민(’05.7

월), 하나(’06. 7월), 우리(’06. 9월), 기업(’06.1 1월), 신한(’07. 12월), 외환은행(’08. 4월), SC제일

은행(’08. 11월) 등 7개사인데, 이중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가를 받아 자료가 부족한 SC제일은

행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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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장위험의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의 t-test 결과

구 분 규제자본 내부모형

관 찰 치 53 53

평 균 231,236.1 134,373.0

표 준 편 차 113,625.5 55,268.4

DF t Value Pr > |t|

T-TEST 75.3 5.58 <0.0001**

** : 99%수준에서 유의적

신용위험의 경우도 검증기간동안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필

요자본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은데, 시장위험의 경우와 같이 규제자본에

비해 분산효과를 감안한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필요자본이 평균적으로 45.4%

의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신용위험의 경우 검증기간이 시장위험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은 있으나 시계열별로 분산효과가 45% 내외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모형의 산정방법이 시장위험과 달리 동

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신용위험의 규제자본과 내부모형 시계열 비교

(단위 : 억원, %)

'08. 3 '08. 6 '08. 9 '08. 12 '09. 3 평균

규제자본(A) 108,177 315,886 631,908 615,447 622,281 458,740

내부모형(B) 61,041 173,026 341,620 334,542 331,740 248,394

차이(C=A-B) 47,137 142,860 290,287 280,905 290,541 210,346

비 중(C/A) 43.6 45.2 45.9 45.6 46.7 45.4

검증자료로 사용된 6개 은행14)의 신용위험 내부모형 인가이후 분기별로 산출

된 22개 자료를 이용하여 분산효과에 따른 차이가 유의적인지 통계적 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시장위험과 마찬가지로 99%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09. 6월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국내 은행은 국민(’07. 12월), 신한(’08. 4

월), 산업(’08. 7월) 우리(’08. 10월), 하나(’08. 11월), 외환(’08.11월), SC제일은행(’09. 6월) 등 7개

사인데, 이중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가를 받아 자료가 부족한 SC제일은행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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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용위험의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의 t-test 결과

구 분 규제자본 내부모형

관 찰 치 22 22

평 균 104,259.0 56,453.1

표 준 편 차 33,845.5 18,547.5

DF t Value Pr > |t|

신용위험 32.6 5.81 <0.0001**

** : 99%수준에서 유의적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분산효과를 비교해 보면 시

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신용위험의 평균적인 분산효과가 45.4%로 시장위험의

4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Kuritzkes, Schuerman and Weiner

(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동일 위험유형내 분산효과는 시장위험의 경우

45%내외, 신용위험은 50%이상의 분산효과가 존재한다는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내부모형의 합산과 단순 통합모형과의 비교 검증
국내 은행에 대해 내부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자체에

대해 사전에 정한 이들 위험유형간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단순 통합모형으로 통

합위험액을 산출해 보고,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액을 단순 합산한 위험액

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분산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본다.

검증자료는 비교를 위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모두에 대해 내부모형을 인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5개 국내 은행15)을 대상으로, 검증기간은 ‘08.3월∼‘09.3월(5

분기) 자료 총 18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검증기간이 길지 않은 것은 신

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이 신BIS협약(BaselⅡ)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

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내부모형을 통해 각각 산출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합산의

결과는 <표 5>이며,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상관계수()를 0.8로 하여 이들을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단순 통합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가 <표 6>이며, 이들을

15) ’09. 6월말 현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모두에 대한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은 신한, 우리, 하

나, 국민, 외환, SC제일은행 등 6개사이나, 이중 SC제일은행의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에 대한 승인이 ’09.6월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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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비교하여 분산효과의 비중을 나타낸 결과는 <표 7>이다. 이들 결과를

보면 위험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통합위험이 당연히 단순합산 위험보다 적

게 나타났으며, 이들 분산효과는 은행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다소 상이하나 평균

적으로 0.58%로 확인되었다.

<표 5>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 합산

(단위 : 억원)

'08. 3 '08. 6 '08. 9 '08. 12 '09. 3 평균

A 은행 62,660 73,908 79,300 86,065 88,023 77,991

B 은행 - 63,242 63,821 61,054 58,740 61,714

C 은행 - - 77,335 76,698 75,609 76,547

D 은행 - - 58,103 50,268 50,618 52,996

E 은행 - - 28,537 24,827 23,150 25,505

소 계 62,660 137,151 307,096 298,913 296,140 220,392

주 : ‘- ’는 해당 은행이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인가전임.

<표 6> 단순 통합모형에 따른 통합위험 결과

(단위 : 억원)

'08. 3 '08. 6 '08. 9 '08. 12 '09. 3 평균

A 은행 62,343 73,602 78,992 85,740 87,692 77,674

B 은행 - 62,670 63,277 60,578 58,261 61,196

C 은행 - - 76,901 76,165 75,245 76,104

D 은행 - - 57,646 50,066 50,261 52,658

E 은행 - - 28,407 24,717 23,015 25,380

소 계 62,343 136,272 305,223 297,266 294,474 219,116

주 : ‘- ’는 해당 은행이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인가전임.

<표 7> 단순 통합모형의 은행별 시계열별 분산효과

(단위 : %)

'08. 3 '08. 6 '08. 9 '08. 12 '09. 3 평균

A 은행 0.50 0.41 0.39 0.38 0.38 0.41

B 은행 - 0.90 0.85 0.78 0.82 0.84

C 은행 - - 0.56 0.70 0.48 0.58

D 은행 - - 0.79 0.40 0.71 0.64

E 은행 - - 0.45 0.45 0.58 0.49

소 계 0.50 0.64 0.61 0.55 0.56 0.58

주 : ‘- ’는 해당 은행이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인가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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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통합모형에 따른 위험유형간 분산효과는 규제자본과 비교하여 산

출된 결과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통계적인 검증결과도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왔다.

<표 8> : 내부모형의 단순합산과 단순 통합모형의 t-test 결과

구 분 단순합산(  ) 단순 통합모형(  )

관 찰 치 18 18

평 균 61,219.9 60,865.4

표 준 편 차 19,752.8 19,670.3

DF t Value Pr > |t|

신용위험 34 0.05 0.9573

이러한 결과를 Kuritzkes, Schuerman and Weiner(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위험유형간 분산효과가 15∼28%로 단일 위험유형내 분산효과보다 적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결과이나, 그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들 연구가 시장․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운영위험도 함께 고려하여 분산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 시장위험

과 신용위험간 상대적 비중이 각각 30%와 70%인데 비해 국내 은행의 경우 은

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시장위험의 비중이 3%내외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9> 은행별 내부모형 단순 합산중 시장위험의 비중

(단위 : %)

'08. 3 '08. 6 '08. 9 '08. 12 '09. 3 평균

A 은행 2.7 2.2 2.0 2.0 2.0 2.1

B 은행 - 5.0 4.7 4.2 4.4 4.6

C 은행 - - 3.0 3.7 2.5 3.1

D 은행 - - 4.3 2.1 3.8 3.4

E 은행 - - 2.4 2.3 3.1 2.6

소 계 2.7 2.4 2.5 2.2 2.2 3.1

주 : ‘- ’는 해당 은행이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인가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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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시장위

험과 신용위험간 상호 관계가 존재하며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었

다.

현행 금융회사의 건전성규제중 대표적인 자기자본규제가 위험에 대비한 필요

자본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합산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오트폴리오이론에 따르면 위험유형별 분산효과가 존재하

지만 위험유형간에도 분산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위험유형간 분산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먼저 내부모형은 시장위험에서는 평균적으로 규제자본에 비해

40.4%, 신용위험은 45.4%의 분산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부모형의 경우 하위 위험요인간 분산효과로 인하여 규제자본에

비해 필요자본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이용하는 위험액 자체에 임의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산

출한 단순 통합위험을 경제적 자본의 대용치인 내부모형의 단순합산과 비교시

분산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시장위험이 신용위험에 비해 규모면에서 과소하여 분산효과가 크게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자료 이용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부분을 포함

하여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금융

회사의 위험중 시장 및 신용위험간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향후에는 운영위험을

추가하여 모든 위험유형별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

융지주 차원에서의 통합위험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

울러 통합위험 측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방법론이 미진한 상향식 접근방법에 대

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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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asuring the Financial firm's Integrated Risk

16)Chang, Kyung-Chun
*․Lee, Sang-Heon

**․Kim, Hyun-Seok
***

One of the important prudential regulations is the capital regulation. The

cur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pital regulation sets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size of risk which is the simple sum of market

risk and credit risk. However the portfolio theory suggests that, due to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the total risk is less than the summation of market

and credit risk.

This paper investigates and does empirical test to verify the diversification

effect in measuring financial firm's integrated risk. We verify the

diversification effect between the market risk and credit risk.

This paper's contribution is to present the empirical evidence tha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credit risk, the integrated

risk is less than sum of them. This implication is that the surplus capital

may be used for the other purposes, therefore enhancing capital allocation

efficiency in view of society as a whole.

Key Words : market risk, credit risk, regulatory capital, internal model,

integrat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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