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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계와 정책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능력에 대해 자신
감을 가져왔다.2)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의 변동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인플레이션
은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몇 차례 금융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했으나 폭락했던
주가는 곧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우려했던 경기침체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
장의 복원력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고 대안정기(Greate Moderation)란 용어가 등
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벌어진 이번 금융위기는 경제학계와 정책당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로 부르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만큼 이
번 위기의 폭과 깊이는 크다. 그러나 그 동안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
식과 수단을 마스터했다고 자신했던 경제학계와 감독당국은 이런 위기를 예측하지
도, 방지하지도 못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도 위기가 1년 이상 진행되고 나
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고강도의 대책들을 쏟아내야 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
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에 못지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견해는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으로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급속히 확대되어온 거시불균형과 금융혁신간의 결합
내지는 상호작용을 지적한다.

거시불균형(Macro-imbalances)과 자산가격 버블

지난 10여 년간 세계경제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확대를 경험했다. 중국, 일본, 산유
1)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상무. 경제학 박사. 본고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의 심포지엄 발표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삼성생명, 또는 삼성그룹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fine-tuning, soft landing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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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의 경상수지 흑자가 누증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상수
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연간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던 세계
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가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1조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국, 일본 등 경상수지 흑자국은 누적되는 외환보유고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안전자산인 국공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무위험 실질 수익
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10년 이상 장기국채의 실질 수익률은 3%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는 2% 이하에서 유지되었고 1% 수준까지도 낮아지는 초저금리 시대가 형성됐다.

이는 신용 팽창과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무위험 수익률의 하락은 기
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10bp를 찾는 극심한 수익률 추구경쟁을 야기했고,
위험 프리미엄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신
용심사기준이 이완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자산가격 버블이 야기되었다.
1990년대 말의 닷컴 버블이 2000년대 초 붕괴되자 그에 이어 부동산 버블이 형성
됐다. 금융위기의 역사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때 자산버블의 형성은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이다.3)

금융혁신-증권화와 파생상품의 급격한 팽창

초저금리의 지속에 따른 수익률 추구 경쟁은 금융혁신을 자극했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자
산을

찾는

욕구가

증대되었고

증권화(securitization)와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체투자자산으로 각광을 받았다. 저신용
등급의 개별 채권들이 증권화를 통해 최상위 신용등급 증권으로 전환되었고 신용등
3) 미국에서 형성된 부동산 버블과 버블 붕괴에 이은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을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미 연준은 2000년대 초 발생한 닷컴 버블의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중에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낮춘바 있다. 연준은 2004년 초까지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추가 인하했고 2004년 중순
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는 연준이 통화를 확장적으로
운용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연준이 이 시기 중에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통화를 운용했고
인상 시기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John B. Taylor. ‘Getting off Track’. 2009. Hoover Institution Press.
그러나 부동산가격은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고 할 때 장기금리를 초저금
리로 만든 요소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린스펀은 2004년 중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음
에도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은 현상을 '수수께끼(conundrum)'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그린스펀은 그 이
유를 거시불균형이 아니라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인해 시장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
어 있는 데에서 찾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격동의 시대’. 2007. 북@북스. pp54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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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유사한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제공되었다.4)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증권화 규모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
우 1997년에 5,0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에 불과했던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은 2007년에는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다.

증권화 규모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CDS(Credit Default Swap)와 같은 신용
파생상품과 결합하면서 그 구조도 매우 복잡해졌다. 신용등급이 낮은 유동화증권을
모아 신용파생상품을 결합시켜 다시 최고등급 유동화증권을 창출해내는 2차, 3차
신용등급 정재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자산으로부터 최종적인 증권까지의 거리가 점
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기초자산의 귀속마저 불분명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이러한
증권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 자체
가 어려운데다 몇 차례의 재구조화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채무이행가능성에 대
한 평가가 더욱 난해해진데다 신용파생상품이 결합되자 신용보증의 이행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5)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신용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경제주체에게도 신용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감독당국은 증권화에 수
용적 태도를 취했고 은행들은 추가적인 자본금부담 없이 ‘originate and distribute’
를 반복함으로써 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증권화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개별
채권의 질을 높여주는 마술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증권화는 과거 통계치를 적용해
개별 채권의 채무이행가능성을 산출하고 그러한 채권을 pooling해서 위험이 낮은
증권을 재창출해내는 것이다. 개별 채권의 채무이행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가정치가
4) 위험도 낮고 수익률도 높은 투자대상은 있을 수 없다. 높은 수익률은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수
익률 추구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른 것은 아니다. 수익률 추구경쟁 과정은 기존에 위험이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되었던 것을 찾아내거나 위험이 높은 개별 자산을 묶어 청구권의 순위를 재정리해 위험이
낮은 자산을 창출해내는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5) 자산담보부증권은 최초 발행 및 인수 후 2차 시장이 사실상 전무하다. 그에 따라 발행 후 시가를 산정하는 것
이 어려워 mark-to-market이 아니라 mark-to-model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장부상에 기표하는 것이 현실이
었다. 다양한 가정과 복잡한 수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가치에 대해 최고 경영진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무자의 모럴 해저드 소지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유
동성 압박으로 인해 distress된 가격으로 거래된 극소수의 실제 거래가격이 형성되면 그것이 유사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 준거로 작용해 연쇄적인 유동성 압박과 평가손을 야기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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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력되면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 급팽창하고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별 채권의 채무이행가능
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일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온 것으로 드러
났다. CDS의 경우에도 실제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 거래가 확대되어 왔다.

또한, 증권화를 통해 은행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어온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은
행이 자회사로 설립한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나 유동성공급 약정 등
을 통해 은행이 스폰서하는 펀드에 의해 보유됨으로써 증권화 이후에도 은행이 관
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이들 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은 평판 위험(reputation risk), 유동성
공급 약정과 같은 법적인 의무 등으로 인해 장부 외에 있던 이들 자산을 장부 내로
흡수해야 했다. 그 결과 유동화증권 관련 손실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유사은행(shadow banking)’의 급팽창

증권화 및 신용파생상품의 폭증은 유사은행의 급팽창과도 맞물려 있다. 은행이 자
회사로 설립한 SIV,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비은행기관들이 도매금융시장에서 단기
로 차입한 자금을 토대로 만기가 장기인 증권화상품과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했다.6)
베어스턴스와 리만브라더스가 환매조건부증권을 통해 도매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
금의 만기 도래 규모는 매일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유사은행은 은행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기
능을 사실상 수행해왔다. 은행은 예금주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인출에 응하는 유동
성이 매우 높은 단기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기업, 가계 등 차입자에게 대출
한다. 단기부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전체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은행은 뱅크 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시스템 리스크의 잠재적 원천이 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가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제
공한다.

6)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뉴욕연준총재로 재직하던 2008. 7월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7년
초 기준으로 미국의 유사은행의 자산규모가 전은행의 자산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팽창해서 금융시스템을 극
히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한 바 있다. Timothy F. Geithner. 'Reducing Systemic Risk in a Dynamic
Financial System.' 2008. 7.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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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유사은행은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만기전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뱅크
런과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나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감독을 받지도 않
았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뒷받침되지도 않았다. 대신 이러한 사업모델
은 투자한 자산의 ‘시장성에 기초한 유동성(liquidity through marketability)’에 의
존하였다. 은행의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지 전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나 유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시장성 상품이므로 자금인출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에 보유자
산을 매각해서 그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러한 모델은 작동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모든 금융회사에 자금인출 요구가 쇄도하
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자산을 매각하려 하면
자산시장이 붕괴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거래도 이루어
지지 않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은 시장의 상승국면에서는 조달 금리의 하락,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해
상승 사이클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보유 자산의
담보가치가 커짐으로써 추가적인 차입이 가능해지고 차입금이 자산의 매입에 추가
공급되어 자산가격이 추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반대로 자산가격하락이 시작되자 유
동성을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하강 사이클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
산가격의 하락으로 추가적인 담보제공 요구가 발생하고 차입여력이 축소되기 시작
했다. 유동성 부족을 매우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자 자산가격의 하락을 확대시
켰고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번 위기가 과거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전염 속도
를 보이고 전염의 범위도 광범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유사은행의 급팽창과 크게 연
관되어 있다.7)

계량적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한 리스크 관리

현대 리스크 관리 기법은 VaR(Value-at-Risk)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다. VaR 모
델은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액을 계량적으로 산출
한다. 이러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과거 경험치를 토대로 미
7) 유사은행의 팽창과 그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1998년 LTCM 위기로 이미 노출된 바 있다. 러시아
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야기된 LTCM 사태는 연준이 은행들을 압박해서 긴급 지원을 중재함으로써 해소된
바 있다. 개별 헤지펀드의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98년에 이미 드러났음에도
미국 감독당국은 그에 대해 눈을 감았다. 1987년의 주가 대폭락도 시장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금융혁신의 위
험성을 암시하는 사건이었다.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한 portfolio insurance와 program trading이 그 당시에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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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상황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고 잠재적 위험을 측정한다. 이러한 모델의 정확성
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VaR 모델이 안고 있
는 가장 심각한 결함은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리스크가 낮게 측정되어 위험의 인수
를 부추기는 반면에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리스크가 높게 측정되어 위험의 인수를
억제함으로써 경기순환을 확대시키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내포하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VaR 모델은 이번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이후 거시경제는 대안정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경기의 변동성과 인플레
이션이 안정되었다. 또한 거시불균형과 수익률 추구경쟁에서 비롯된 무위험 수익률
과 신용 스프레드의 하락으로 VaR 모델로 측정한 위험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은 2007년 여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은행간 자금시장의 금리가 상승하
고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기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 결과 VaR 모델은 금융위
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위기 직전에 사상최저치인 위험 추정치를 제시하는 모
순을 야기했다.

VaR 모델은 다른 측면에서도 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VaR 모델이
없었다면 이번 금융위기의 잉태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이 리스크 관리에
보다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상황의 전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했을 지도 모른
다. 그러나 VaR 모델의 확산으로 연륜이 있는 사람이 과거 경험에 기초해 내리는
직관적인 판단이 리스크 관리에 반영되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좋은 학교를 나온 머
리 좋은 젊은 사람들이 복잡한 수리모델과 첨단 컴퓨터를 사용해 산출한 위험 측정
치 앞에서 최고경영진의 직관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VaR 모델은 사려 깊은 최
고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직관의 영향력을 위축시킨 반면에 도박으로 큰돈을
벌려는 질이 나쁜 경영진에게는 위험 인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시장변화에 뒤쳐진 금융감독

이번 금융위기의 최대 미스터리는 금융위기가 이미 표면화하기 시작한 2007년 여
름까지도 감독당국은 이번 위기의 폭과 깊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
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몇 차례 발생했던 금융시장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수습했던
경험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하고 있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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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개된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의 실질적 의미를 감독당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대안정기라는 개념이 경제전문가와 감독당국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버냉키 미 연준의장도 연준 이사 시절이던 2004년 2월에 행한
‘The Great Moderation'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지난 20여 년간 미국 경제가 경험
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하나는 분기별 실질 성장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이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2/3가 축소되
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통화정책의 효과적 운용을 강조
하고 있다.8) 특히, 1987년의 주가폭락, 1998년의 LTCM 위기, 2000년대 초의 닷
컴 버블 붕괴 등 몇 차례 있었던 금융시장의 교란을 실물경제에 대한 큰 영향 없이
조기에 수습하면서 금융위기의 관리력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신감이 고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시장의 복원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확산되었고 시장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금융혁신에 대해서도 긍정 일변도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린
스펀 전임 연준의장은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증권화와 파생상품의 확산이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다양한 투자자에게 위험을 재배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
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였으며 그에 대한 규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사전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발
생하고 난후에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사후대처전략('mop
up after' strategy)이 감독당국을 지배했다.

이러한 포지션으로 인해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금융수단의 복잡성과 불투
명성 증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9) 심지어 현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
도 자칫 규제 요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실태파악마저도 의도적으로 기
피했다. 그 결과 감독당국은 시장의 변화가 잉태하고 있었던 위기의 가능성을 인식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도 그 파장을 가늠하지 못하고 대응
의 시기와 강도에서 실기할 수밖에 없었다.
8) Ben S. Bernanke. 'The Great Moderation', February 20, 2004. Eastern Economic Association.
9)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현 미국 재무부장관인 Timothy F. Geithner가 뉴욕연방은행 총재 재직시절이던 2004
년에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후선업무 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한 결과,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록유지와 확인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을 포착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를 보도한 New York Times 기사는 이
런 일은 부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그 돈을 궁핍
한 형제에게 빌려줘 버린 것과 같은 황당한 일에 해당한다고 쓰고 있다. 'Calm Before and During a Storm.'
New York Times. February 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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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동향

이번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결코 소멸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오히려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위기
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이며 안정상태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민스키(Hyman P. Minsky)의 시각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
다.10) 그 동안 금융시장에 대해 가졌던 신뢰와 자신감이 컸던 만큼 이번 금융위기
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시장과 규제를 보는 시
각이 대공황 직후의 시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괄적이
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Regulation) 강화

이번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그동안 소홀했던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금융감독 체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는 미시건전성 감독(micro-prudential regulation)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번 위
기는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나무에
만 집중해서는 숲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보면 모든 건전성 지표가 최상
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금융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
었고 자기자본 충실도도 정점에 있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표인 VaR도 위험을
최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시스템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음을 발했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평가할 체제가 결여되었다.

사실,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정도의 금융위기는 경영에 실패한 아웃 라이어에 의
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과열과 그에 이은 붕괴(boom and burst)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의 상승국면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증
가하고 자산가격도 상승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위험 인수에 대한 성향이 공
격적이 되고 신용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차입금 의존도, 특히 단기차입 의존도
의 증가, 신용공급의 확대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경기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10) Hyman P. Minsky. '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 2009. McGrow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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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시키고 추가적인 위험 인수와 신용공급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융회사 간에 매출과 이익확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뒤쳐지는
회사는 시장의 극심한 압박에 시달린다. 개별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냉정하게 인
식하고 달리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어렵다. 시티그룹의 전임 CEO인 Chuck
Prince가 이미 금융위기의 초기 징후들이 표면화되고 있던 시점인 2007년 7월 파
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일어나 춤
을 출수밖에 없다(when the music is playing, you have to get up and dance.)”
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붐이 정점에 달하고 나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신용이 마르기 시작하면 자산을 매
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을 조기에 매각해서 추가적인 손실을 차단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자산가격의 추가하락을 야기하여 시장 전체적으로 손실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상승국면과는 정반대의 악순환이 초래되
고 자산가격의 붕괴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감독당국이 개입하여 시장의 이러한 경향을 억제 내지는 완화하
는 것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되 재무부, 중앙은행, 미시건전성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정책판단을 조율하는 체제에 대해 활
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11)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번 위기로 새로이 대두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의 역사는 투기와 버블, 버블의 붕괴로 인한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그로 인
한 불황의 사례로 점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거시건전성 감독체제
가 사실상 방치상태로 있었던 것은 거시건전성 감독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상적 과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린스

11)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번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측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견해도 있다. 또 중앙은행에 그
러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앙은행이 무한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
다는 관점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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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 전 연준의장은 정책당국이 경기가 과열국면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시점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감독당국은 버블이 붕괴했을 때 사후적으로 위기로
의 진화를 막는 데에 주력하는 사후대처전략('mop up after' strategy)을 견지해왔
다.12)

과열국면마다 등장하는 ‘이번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자기합리화 심리
도 거시건전성 감독을 어렵게 한다. 일례로 1990년대 말의 닷컴 버블은 지금에 와
서 되돌아보면 비정상적인 과열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명한 경제학자나
정책당국 조차 신경제(New Economy)를 거론하며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의 기본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에 합리성이 있다고 해
석했다. 더욱이, 경기의 상승국면에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운신 폭이 넓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재량
권을 가급적 축소하고 규칙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규제를 경기변동 억제적(counter-cyclical)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을 이원화해서 신용공급과 자산의 증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자는
방안이 그 예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정도를 반영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이
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만기불일치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다. 또한 시가회계(mark-to-market accounting)가 가지는 경기변동 확대경향을 해
소하기 위해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회계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즉 해당 자산의 취득이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시장
가격으로 기표해야겠지만 장기부채로 이루어졌다면 시가 대신 현금흐름을 현가화한
가격으로 기표하도록 하여 시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
용하는 자금회계(mark-to-funding accounting)가 그 것이다.13)
12) 그린스펀은 연준 의장시절이던 1996년 12월에 다우지수가 6,500선을 돌파하자 그 유명한 ‘irrational
exuberance' 발언을 한 바 있다. 그의 그러한 발언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음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
승해 이번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75%가 상승했다. 그린스펀은 이 경험을 기초로 중앙은행이 진
행되고 있는 주가상승이 버블인지를 판단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없다고 술회한 바 있다. 버냉키 현 연준의장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와이오밍에서 있었던 연례 연준 컨퍼런스에서 행한
발표에서 버냉키는 ’통화정책이라는 무딘 수단으로 안전하게 버블을 터트릴 수 없다. 이는 마치 바늘로 풍선
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했다. 앨런 그린스펀. ’격동의 시대’. 2007. 북@북스. David Wessel. 'In Fed
We Trust'. 2009. Random House. pp60-61.
13) Brunnermeir, M., A. Crockett. C. A. F. Goodhart. A. D, Persaud, and H, Shin. 2009.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Geneva Report on the World Econom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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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 감독의 규칙화는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자기자본 규제를 가하는 비정상적인 신용의 증가율을 어떤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
지, 자기자본 비율의 차등화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의 설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 특히, 경제
의 발전단계, 잠재성장률 수준 등에 따라 비정상적인 신용증가율의 수준을 국가 간
에 차등화해야 할 것인데 이는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국제공조와 제도의 실효성
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더욱이 비정상적인 신용의 증가율 수준을 잘못 판단해서
신용의 공급을 과도하게 억제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률이 인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는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만기불일치에 따른 자기자본 규제를 차등화하거나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이원화 방안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번 위기대처과정에서 AIG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야 했던 상황에 가장 화가 났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AIG야말로 대마불사라는 것
이외에 연준이 자금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그러한 발언의
배경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대형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은행
지주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금융업은 대형화․복합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조직
관리기법의 발달 등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발휘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금융상품의 판매채널로서 은행이 가진 위력이 드러나면서
금융회사들이 상업은행을 그룹 내에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어 온 것도 그
배경의 하나다.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고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이른바 one-stop
marketing 내지 cross-selling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온 것도 대형화․복합화
추세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공황 이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
리 정책을 채택해왔던 미국이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분리정책을 폐기한 것도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대형화․복합화가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화․복합화 추세로 인해 미국의 경우 1990년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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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은행의 수가 15,000개에서 8,000개 수준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가 보유하
는 총자산에서 상위 10대 금융회사의 점유율이 10%에서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쟁정책의 관점에
서 대형화․복합화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경영문화와 리스
크의 성격이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업계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왔다.

투자은행은 경영문화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고유계정 트레이딩을 제외한 여타
업무에서는 대부분 리스크를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반면에 상업은행은 경영문화가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업의 경우에
는 다른 업종과 달리 리스크의 시간적 지평(time horizon)이 대단히 긴 특성을 가
진다. 2~30년 후를 예측하여 상품이 설계되고, 상품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2~30년 후에나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상품의 주기가
통상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년 단위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경영 상태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나 생명보험업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년 단위의
손익계산서로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개별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금융위기를 감안하고도
대형화․겸업화가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
가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14) 그러나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대형화와 복합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대규모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는 각국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금융개혁방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규모 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의 논거로는 예금보호라는 공식적인 안전망
이 제공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대마불사
(too-big-to-fail)의 인식으로 인한 암묵적인 안전망으로 인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소지가 있다는 점, 복합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은행에
제공하는 안전망이 금융그룹 소속 타금융회사로 확장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14) 이번 위기의 수습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경영권을 장악한 규제당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복합 금융
그룹에 대해 업종을 분리 매각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ING그룹에서 보험업을 분리 매각
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영국 정부도 RBS와 Northern Rock의 리테일 뱅킹 부문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침을 정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업종의 분리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핵심 업종의 매각으로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초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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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실패가 그 자체로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다는 것 그 자체로서도 특별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
다는 점도 제기된다.

사실, 대마불사의 인식은 공적인 안전망이 없는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실
상의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예금보험과 같은 제도적 안전망과 유사한 문제점을 야
기한다. 안전망의 존재로 인해 예금자나 채권자의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어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경영진이 단기업적에 치
우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행태가 방치되거나 부실상태가 예금의
이탈 등으로 조기에 견제되지 않고 장기간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장규율이 약화된 만큼 감독당국이 견제 기능 보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보험이라는 공적 안전망의 제공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논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금융회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정부가 자동차회사에 대해 구
제금융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다른 대응을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그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운 현실적인 정도의 문제
다. 금융업에서도 동일하게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할지라도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에서 업종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어떻게든 감안되어
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는 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곤혹
스런 문제다.

대규모 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감독당국이 보유한 자원
을 집중 투입해 모니터링과 규제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처방과 함께
최근에는 소형 금융회사보다 자본금, 유동성,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규
제를 차등화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영란은행 총재인 메빈 킹
(Mervyn King)이나 연준 의장을 지낸 폴 볼커(Paul Volcker)와 같은 사람은 일정
규모가 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명령을 내리거나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
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재분리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보유한 역량을 대규모 복합 금융그룹에 집중 투입해서 기존 규제의 실
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처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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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본금,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금융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저하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대형화 복합
화 추세에 제동을 가하고 소형화 추세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지는 효과는 기존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를 뒷받침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형화, 복합화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
는 합리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도가 크다면 그 만큼 새로운 규제에
따른 조직구조의 제약으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커질 것이다.

규모가 큰 회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고 금융위
기의 발생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포함
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정도의 위기는 금융시장의 구조가 소형사 위주로 재편
된다고 해서 방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대규모 회사들이 모두 소규모 회사로 분할된 상황에서 이번 위기
를 잉태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소수 대형회사들
의 부실화 대신 다수 소형회사의 부실화 만연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1980년대 미
국에서 발생했던 S&L의 위기도 개별 회사의 규모는 작으나 부실회사의 수가 많아
서 발생한 문제다. S&L의 위기시에도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부재를 지적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면
대규모 회사들이 작은 규모의 회사로 분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더라
도 지금과 같이 대형화, 복합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반복되
었고 그 배경에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다만, 정상적인 경제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개별 금융회사의 실패가 시스템 리스크
를 야기할 가능성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형화 추세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금융회사일수록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효과적인 리스
크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의 규모를 억제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15)
15) 대형화는 개별금융회사의 실패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대형화가 개별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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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강화 방향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단계로 들어
가면 해답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우선, 규제를 강화할 대규모 복합그룹을 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은 1)해당 회
사의

실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회사의

규모,

레버리지

(off-balance 차입 포함), 단기차입 의존도, 3)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에 대한
신용 공급원, 금융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보다 세부
적으로 들어가 규제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단기차입금 의존도, 레버
리지의 수준 등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규모에 따른 규제의 차등화 정도를 확대하고자 할수록 논란의
여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업종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동안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기타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업종에 따라 규제를 달리해왔다. 새
로이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레버리지, 단기차입 의존도와 같은 기준을 적절
이 활용하면 어느 정도 업종간의 차이를 감안할 수 있겠지만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
가 있다.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강화 논의를 촉발한 AIG의 경우에도 보험업에
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회사에서 위기가 비롯
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대형 그룹 소속사라고 하여 업종별 차이를 불문하고 은행
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규제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
렵다.16)

이번 위기로 인해 최소한 금융에 있어서는 시장기능의 한계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다
는 것은 그 자체로 그 회사가 경쟁력을 가진 시장의 승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형화 추세의 기저에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작동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금융시스템의 안
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복합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국제적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실패가능성을 낮춘다면 대형화가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반된 영향의 순합계가 실제 현실에서 어떤 쪽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16) AIG의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회사는 CDS 등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AIGFP(AIG Financial Product)로
AIG에 투입된 총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에서 520억 달러가 AIGFP에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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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자국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에 대한 양적, 질적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부실이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충실화해서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자본금 규제의 양적, 질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자본금 규제는 금융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채적 성격이 없는 순수
한 자본금인 기본자본과 자본금적 성격과 부채적 성격이 혼합된 보완자본의 두 가
지 층의 자본금을 인정하고 있다. 보통주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과 사내 유보된 이
익잉여금이 기본자본에 해당되고 후순위채나 각종 하이브리드 채권이 보완자본에
해당된다.

최근의 자본금 규제 강화 논의는 기본자본의 요구량을 증대시키고 보완자본에 대해
서도 그 인정 범위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그동안 장부내 자산
에 비해 미약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았던 장부외 자산에 대해서도 장부내 자산에 준
하는 자기자본규제를 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평소에는 채권의
형태를 가지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시
키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역외 지역
에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을 줄일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는 비용을 수반한다.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업을 보다 자
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만든다. 금융회사의 주주는 다수의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을 감안한 기대수익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위험을 감안한 업종간,
기업간 자본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자본의 이동이 발생한다. 또 부
채에 비해 후순위 청구권을 가지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비해 높은 수
익률을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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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부채적 성격을 지닌 후순위채권이나 하이브리드채권을 활용해
규제자본을 충족시켜 온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본비용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금융업의 규제자본량을 늘이고 부채적 성격의 보완자본의 활용 범위를
축소하면 금융회사의 자본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금융회사는 주주가 요구
하는 자본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이익을 내야하며, 이는 금융서비스
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양적, 질적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는 자본의 부족
으로 위기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자본의 추가
보유에 따른 금융소비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간의 상충관계에서 최
적화를 모색하고 그 결과로 소비자의 부담이 상승한다면 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자본규제의 강화 이외에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러한 대안에 수반되는 비용과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따
른 비용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 자본규제의
강화 문제는 국제적 공조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위기 과정에서 단기 차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한 유사은행과 증권화 및 파생상
품의 확산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 드
러나면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증권화의 확산과정에서 차입자와 대출자간의 연계가 단절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규율의 해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리지
네이터나 스폰서가 증권화 이후에도 기초자산에 대한 상환의무의 이행여부에 이해
관계를 가지도록 유동화증권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증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초자산의 상환실적과 연계시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증권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표준화를 촉진함
으로써 기초자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와 신용평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 등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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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차입비
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파생상품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파생상품은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도록 하고 지급결제를 중앙에 집중시
킴으로써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을 완화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남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급격한 확대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관인 신용평가회사가 오리지네이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
으며 신용평가 관련 기초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시장이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의
존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7)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 체계 개선

이번 위기가 초래된 원인의 하나로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구조가 과도한 위험 인
수 성향을 초래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에 비례하여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반면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수가 영(零)에서 차
단되는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수구조가 시스템 리스크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들이 막대한 보너스와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은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 문제는 정치적으로
도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17)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의 변화는 시장에서 대규모 동조현상을 야기한다. 특히,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
가등급 조정이 상환가능성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표면화되고 난 후에 사후
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발생 이후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신용평가등급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의 조정에 따른 동조현상을 근
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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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문제는 금융회사 민간인 주주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사안이
다. 회사 경영이 부실화되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식이 소각되거나 낮은 주
가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희석화됨으로써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18) 그 결과 시장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기존에도 성과급
을 현금과 주식으로 분할 지급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
다, 특히 CEO 등 최고경영진에게는 지급받은 주식의 상당부분을 은퇴 이전에 매각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19)

최근의 논의는 경영진에게 지급했던 보수를 회사가 부실화되면 회수하는 등 기존의
이러한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Credit
Suisse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새로운 보수지급 방식을 도입키
로 발표한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의 지급을 현금
과 주식으로 각각 1/2씩 지급하고 지급한 주식에 대해서는 4년간 보유를 의무화하
고 현금 부분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ROE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
면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현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최고
경영진에게는 주식 최소 보유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2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상품의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전문적 금융지식 부족 문제가 소비
자 자신의 보호는 물론이고 소비자에 의한 시장의 규율 관점에서도 취약성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해 초기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 일정
기간 후에는 고율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조건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과정에
서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피해를 보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보호에

18)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의 투입주체인 정부는 잠재적 주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 회사 경영진
이 가지는 이러한 모럴해저드의 소지를 감시하고 차단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민간인 주주와 공통된 이해관계
를 가진다. 특히, 단기 실적과 장기 실적간의 불일치가 심한 금융업종일수록 민간인 주주가 경영진의 모럴해
저드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진의
감시, 감독이 민간이 주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19) 베어스턴스의 경우 제이피모건에 흡수되던 시점에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이 회사 총발행 주식의
1/3에 달했고 베어스턴스의 부실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직 CEO 제임스 케인은 자산의 대부분을
1,340만주에 달하는 베어스턴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0) ‘Credit Suisse Overhauls Compensation'. New York Times.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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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감독기구가 소비
자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존의 체제로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건전
성 제고와 소비자보호가 상충될 경우 자칫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법적 강제
력도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없는 제3의 소비자 보호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칫 NGO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실금융회사 정리체제 확충

이번 위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
를 강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부실회사의 처리지연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심
화시키고 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특히, 공적자금의 투
입을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하여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적 의사결정 집단
인 의회로서는 위기가 심화되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어 국민들
이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와 채권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따르게 되면 주주나 채권자들이 국민경제를 담보로 자신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사회적 비
용을 증대시키는 경향도 있다.21)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감독당국이 의회의 별도 승
인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
고 있다. 또 정부가 지배주주의 위치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지급보증이나 유동성
21)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번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미국 연준은 사실상 초법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연준은 연준법상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unusual and exigent circumstances)’에서는 연준이 누구에
게든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Section 13(3))을 확대해석해 사실상 행정, 입법, 사법부에 이어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제4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무제한의 재량권을 행사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진행과
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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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으로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면 그때부터 정부가 주주나 채권자 동의
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의 분리매각 등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
정 권한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 강화

이번 금융위기는 그동안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의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중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금융회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가 타국의 금융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피
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글로벌화로 인해 이제는 어떤 국
가나 금융회사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22)

그 결과 특정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금융시스템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세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취
하지 않으면 규제차익 추구행위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결국은 과거처럼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개혁 논의는 G20, G30와 같은 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그 골격
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3. 맺음말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 사안들은 지금까지의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기를 예측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다는 자괴감, 금융시장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분노 등이 이번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다.

22) 미국 정부의 AIG에 대한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에서 AIG 부실화의 진원지인 AIGFP(AIG Financial
Product)에 투입된 금액은 520억 달러다. 이중 AIGFP가 발행한 CDS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
된 금액은 224억 달러다. 이 중 상위 10대 상대방을 보면, Societe General 41억 달러, Deutch Bank 26억
달러, Goldman Sachs 25억 달러, Merrill Lynch 18억 달러, Calyon 11억 달러, Barclays 9억 달러, UBS 8
억 달러, DZ Bank 7억 달러, Wachovia 7억 달러, Rabobank 5억 달러다. 이들의 내역을 보면 금융글로벌화
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정부의 AIG 구제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유럽계 금융회사다.
http://www.aig.com/Related _Resources_385_1364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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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논의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
은 거시건전성 규제다. 이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는 점은 가히 혁명적이라
고까지 할 수 있다. 사실, 금융위기를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금융위
기를 버블의 형성과 붕괴의 역사라고 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거시건전성 감독이
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싹튼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까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방
치되어왔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단 버블이 형성되고 나면 붕괴를 방지하면서 그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
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관건인데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 그것이 지속가능한 상승인지 버블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항상 이번은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준비되어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이러한 경향에 맞서려는 시도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다.

이번 규제개혁 논의는 자칫 과잉규제를 야기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분
노를 해소하려면 속죄양이 필요하다. 분노는 이성을 억누르고 감성이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규제 중 상당부분이 새로운 시도여서
시장의 테스트를 거치지 못한 것들이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제도화, 대형․복합 금융
그룹에 대한 규제의 강화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규제의 도입과 실행과정
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의욕만 앞세운 성
급한 규제 개혁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칫 규제 비용을 실
제보다 과도하게 평가하게 하거나 규제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을 누적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필요한 규제 분야에 구멍을 만들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토론, 시험적 테스트를 거친 단계
적 제도화를 추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규제는 서로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거시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자산가격의 버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면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의 도입을 피하거나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용공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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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따른 자본금 규제의 이원화나 동태적 충당금제도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대규모 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의 강도
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개별 규제별로 독립적으로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혁 논의는 개별 규제간의 이러한 보완
내지는 대체 관계를 감안해 규제의 전체 틀에서 적절한 규제 포트폴리오를 모색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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