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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문문문제제제제제제제제기기기기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규

제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기존 규제에 비해 강화되거나 새

로 도입된 많은 규제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본규제와 유

동성규제이다. 자본규제에 대해서는 Tier 1 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경기

변동에 대한 buffer 기능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

한 초과 부담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유동성규제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기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및 순안정자금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어 자본규제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자본규제는 자산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자본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

하는 반면, 유동성규제는 부채구조에 대한 자산구조의 적정성을 확보

함으로써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를 해결하고 유동성위험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면, 이들은 자본규제와 함께 일

종의 규제집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 규제집합은 넓은 의미에서 

건전성강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게 된다. 즉, 자산구성과 부채구성을 

보다 건전화시키고 자본의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

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바로 공통의 규제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 규제

집합 내에서는 규제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 기본적인 기대사항이다. Shin(2010)에 따르면, 자본규제는 자산 대비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가하는 양적 규제에 해당하는 반면, 유동성규제

는 자산과 부채의 구성에 제한을 가하는 일종의 질적 규제에 해당한

다. 이를 통해 유동성규제는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완적 기능은 언제나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특

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규제집합 내 규제수단, 특히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구체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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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독립적이다. 자본규제는 자산에 내재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유동성규제는 부채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듯 

구체적인 규제 목적이 다르므로, 이 두 규제수단 간에는 긍정적인 상

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상충가능성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구체적인 규제목적은 서로 다른 것이지

만, 한편으로 두 규제수단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

가 있다. 즉,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는 고유동성자산변수를 공통의 변

수로 한다. 다만 고유동성변수가 자산비율에서는 분모를 이루는 한 변

수인 반면 유동성비율에서는 분자를 이루는 변수일 따름이다. 자본규

제의 대상이지만 유동성규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저유동성자산 변수와 

위험가중치 파라미터이고, 유동성규제의 대상이지만 자본규제의 대상

이 아닌 것은 단기유출가능성이 높은 단기부채이다. 따라서 공통의 변

수를 매개로 해서는 두 규제수단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서

로 공유되지 않는 변수로 인해서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두 규제수단을 이루는 이러한 변수들의 움직임 여하에 의해 자본규

제와 유동성규제가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낳을지 아니면 상충되는 효과

를 낳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고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저유동성자산의 규모가 감소한다면, 유동성

비율과 자본비율이 모두 증가하게 되어 두 규제수단은 긍정적인 상호

작용 효과를 낳게 된다. 반대로 만일 고유동성자산의 증가와 함께 저

유동성자산의 규모도 함께 증가한다면, 유동성비율은 증가하지만 자본

비율은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규제와 자본규제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유동성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이 전체 자산 중에서 고유동성

자산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체 자산규모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축소되

어 경기변동기에 위험가중자산의 변동폭이 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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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용이 확대되는 경제에서는 자산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기는 힘들다. 특히 경기가 호황

일 때는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자산규모도 역시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유동성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여

서 전체 자산 중에 차지하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할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이후 전체 자산 중에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이 실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감소 중의 

일부라도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률의 하락을 만회하

기 위한 전략적 행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유동성비율 규제의 도입은 

오히려 자본비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risk appetite와 수익률에 대한 일정한 기대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동성비율규제는 금융기관의 행동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고유동성자산과 저유동성자산 간 

구성비율에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다. 만일 유동성비율규제가 부채구

조가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해결하였다고 과신하고 더 적극적으로 위

험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유동성비율규제 도입의 효과는 오히려 자본

비율을 해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의 도입이전에는 규제수준보다 더 높은 유동성비율

을 유지하였으나, 규제도입으로 유동성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규제에서 정한 수준보다는 더 높은 

유동성비율을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성비율 

규제의 도입으로 시스템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과신한 결과, 단

기부채가 초래하는 시스템위험에 대한 영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가 없다. 만일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이후 유동성비율이 낮아진

다면, 결과적으로 저유동성자산과 시스템위험의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된다. 

   더구나 유동성비율은 자본비율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에 따라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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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변하는 자산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분자에 해당하는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하므로 유동성비율이 증가하며, 

침체기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유동성자산이 감소하면서 유동성비율

도 감소하여 경기순응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비율 규제가 경기침체기에 시스템위험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황기 동안의 고유동성자산이 침체기에도 여전

히 유동성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에 발생한 글

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았듯이,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마저 신용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많은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하는 상

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위험가중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산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자본규제

와 유동성규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유동성비율 규제는 자본비율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자발적인 레버리지 제한

을 필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레버리지 확대를 야기하

는 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수단 간 상호보완성의 실현은 의외

로 많은 장애요인에 직면할 수 있다. 만일 규제수단 간 상충현상이 실

제로 발생한다면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는 규제 대상에 있어서 공통점도 

있지만 상이성도 크다. 따라서 규제수단 간 보완적 기능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성이 실현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정책 목적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의 크기와 

방향, 경제충격과 같은 외생적 요인 등을 고려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규제수단 간 상호보완성이 언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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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단지 특정 조건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와 

같은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건은 규제수단의 정

책적 효과를 보다 적절히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건을 밝힌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파산한 영국의 

Northern Rock Bank, 미국의 Lehman Brothers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간 규

제목적의 상호보완성문제를 제기하고, 제3장은 상호보완성 문제에 대

한 이론적 분석을 담고 있다. 제4장은 Northern Rock Bank와 Lehman 

Brothers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담고 있으며, 제5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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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 Tier1자본 총자본

최저규제자본비율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2.5%

합계 7.0% 8.5% 10.5%

2. 자자자자본본본본규규규규제제제제와와와와    유유유유동동동동성성성성규규규규제제제제의의의의    상상상상호호호호보보보보완완완완성성성성    문문문문제제제제

가가가가. 새새새새로로로로운운운운    규규규규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과과과과    주주주주요요요요    내내내내용용용용

   자본규제의 강화와 유동성규제의 도입은 경기 호황과 불황 시기를 

통해 나타나는 신용 사이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그 도입의 목

적이 있다. 

   새로 도입된 자본규제는 기존의 바젤Ⅰ,Ⅱ의 기준에 더하여 Tier 1 

최소 자본금에 대한 한도를 높이고, 경기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경기 대응적 버퍼(counter-cyclical buffer)로서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과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추가부담금(surcharge)으로서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표표표    1>                1>                1>                1>                바바바바젤젤젤젤     자자자자본본본본규규규규제제제제    

   바젤Ⅱ에 의해 자본금비율 는 위험가중자산 에 대한 자본금 

의 비율로 결정된다. 

 

≥ 

이제 바젤Ⅲ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최소 4.5%로 하고, Tier 1 자본비율은 6.0%, 기본자본비율은 

8%, 그리고 보통주 중심의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최대 2.5%, 경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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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완충자본은 2.5%, 여기에 SIFI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더하여 자본비

율은 최소 8%, 최대 13% + ‘SIFI 추가부담금’이 되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유동성규제는 LCR(liquidity coverage ratio)로 불리

는 단기유동성비율 규제이며, 이는 2015년에 새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유동성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규제와는 

달리,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부채가운데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채에 대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에 일정

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채 및 자산 구성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만

기불일치로 인한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 도입 예정인 유동성규제인 단기유동성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순현금유출
고유동성자산

≥ 

 필요자금조달
안정적 가용자금조달

≥ 

   LCR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은행과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30일로 기준하고 이 기간 동안 잠재적 유동

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 이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고

유동성자산은 자유롭게 활용가능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현금화

가 용이할만큼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만일 중앙은행의 적격담보 대상

이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단기유동성비율 규제의 고유동성자산은 

level 1과 level 2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level 2 자산은 전체 고유동성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Level 1 자산에는 현금, 중앙은행지급

준비금, 그리고 바젤Ⅱ 위험가중치가 0%인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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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청구권 등이다. Level 2 자산에는 위험가중치가 20%인 국

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 유동성원천으로 신뢰할만한 기록을 가진 회사채1)와 커버드본드2) 

등이다. 순현금유출액은 특정 시나리오 하에서 30일간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 합계에서 현금유입액 합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며 일부항목

의 경우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NSFR은 1년 동안 위기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

록 최소한의 안정적 자금조달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비율이다. 

NSFR은 필요안정적 자금조달액(Required Amount of Stable Funding) 

대비 가용안정적 자금조달액(Available Amount of Stable Funding)의 

비율로 정의된다. 가용안정적 자금조달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으로 여겨지는 자본 및 부

채의 일정부분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본, 만

기 1년 이상의 우선주, 유효만기 1년 이상의 부채, 비만기성 예금·1년 

이내 기간부 예금·1년 이하 도매자금조달의 일정부분의 합계로 산출된

다. 금융기관별 필요안정적 자금조달액은 보유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

성 특성, 난외 우발적 익스포져, 영업활동 등에 의해 결정된다. LCR 

및 NSFR은 모두 100%를 초과해야 하며, 시행 시기는 LCR은 2011년부

터 시작하는 관찰기간을 거쳐 2013년이며, NSFR은 2016년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본 대비 총익스포져 비율로 정의되는데, 자본은 

보통주, Tier1, 총자본으로 구분되어 레버리지 비율이 도출된다. 총 익

스포져는 위험가중치 없이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

다. 또한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규제자본 산출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익스포져 산출에서도 공제될 예정이며, 익스포져 산정시 은행의 대차

대조표상 증권금융거래, 파생상품, 난외항목 등도 포함된다. 최저 레버

리지비율은 Tier1자본 기준 3%, 즉 최대 레버리지는 33.3%로 제한된다. 

1) 금융기관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경우는 제외된다.

2) 은행 또는 주택저당채권회사(mortgage institutions)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채권으로 투자

자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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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단  규제내용

자본규제
• 자본금/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은 위험가중치가 반영된 자산의 크기

유동성규제
• LCR=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 

• NSFR= 가용자금조달/필요자금조달

레버리지규제
• 자본/총익스포저

총 익스포저는 위험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

레버리지 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조정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고 2018년부터 Pillar1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시

행될 예정이다. 

<<<<표표표표    2>                  2>                  2>                  2>                  바바바바젤젤젤젤 의의의의    규규규규제제제제수수수수단단단단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정정정정의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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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       바바바바젤젤젤젤ⅢⅢⅢⅢ의의의의    새새새새로로로로운운운운    규규규규제제제제    내내내내용용용용과과과과    도도도도입입입입    일일일일정정정정

나나나나. 상상상상호호호호보보보보완완완완성성성성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바젤Ⅲ에서 강화되는 자본규제와 새로 도입되는 유동성규제는 상호

보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Shin(2010)에 따르면, 자본규제는 자산 대비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가하는 양적 규제에 해당하는 반면, 유동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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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산 및 부채의 구성에 제한을 가하는 질적 규제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규제는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자산 및 부채 구성의 변화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부채 구성은 변하지 않고 자산구성만 변화하는 경우. 둘째, 자산

구성은 변하지 않고 부채구성만 변화하는 경우. 셋째, 자산구성과 부채

구성이 모두 변화하는 경우. 첫째의 경우, 전체 자산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비율이 증가하며 

동시에 자본비율도 증가한다. 둘째의 경우, 유동성비율은 여전히 증가

하며, 다만 자산구성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자본비율은 불변이다. 셋째

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단기적인 현금유출 가

능성이 높은 단기 시장성 부채의 비중이 낮아지므로 자본비율과 유동

성비율이 모두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이러한 보완성은 두 규제가 자산 

및 부채의 총량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만일 외

생적 충격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의 총량이 급격히 변화하고 증감의 방

향이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두 규제 간 상호보완성 대신 상충현

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산 총량과 부채 총량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산 및 부채의 구

성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먼

저, (1) 부채구성은 불변인 채로 자산구성만 변화하는 경우, 고유동성자

산이 증가하여 LCR은 증가한다. 동시에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므로 

자본비율도 증가한다. (2) 자산구성은 불변인 채로 부채구성만 변화하

는 경우, 단기유출가능성이 높은 단기부채가 감소하므로 LCR은 증가

하는 반면, 자산구성은 변화가 없으므로 자본비율은 불변이다. (3) 자산

구성과 부채구성이 모두 변화하는 경우, 즉, 고유동성자산과 단기유출

가능성이 낮은 장기부채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호보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수단이다. 자본규제는 경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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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및 시스템위험 요인을 자본비율에 반영하여 금융기관이 신용위험

에 직면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동성규제는 자산과 부채

의 구성에 제한을 가하여 자산과 부채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시킴으로

써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경기호

황기에는 지나치게 신용이 확대되는 반면, 경기불황기에는 지나치게 

신용이 위축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두 규제가 공통의 목적 즉 상호보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반드시 보완적인 규제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외생적 충격에 의해 자산과 부채의 총량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두 규제가 서로 상

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즉, 자본규제의 강화가 유동

성비율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유동성비율규제가 자본비율

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충가능성이 바로 규

제목적 상호보완성의 문제이다.  

   규제 목적의 상충 가능성이 야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규제 타깃으로 하는 대상이 다르다. 

즉, 자본규제는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인 반면, 유동성 규제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자본규제와 유동성규

제의 목적함수를 결정하는 선택변수가 서로 다르므로 그에 따라 목적

함수에 대한 해(solution)가 달라질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레버리지제한이 제약조건으로 작동하

더라도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규제가 실질적인 제약조건

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동성규제가 반드시 자본규제

를 보완하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제약의 작동여

부가 유동성규제와 자본규제의 상호보완성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는 경기 침체기에 급격히 괴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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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만일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

유동성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동성비율에 집착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

본적인 이유는, 자본규제의 대상인 자산의 움직임과 유동성규제의 대

상이 되는 부채의 움직임이 상호적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자산과 부채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전제로 유동성

위험이 형성되고 전이되는 과정을 다룬 논문의 예로는 Brunnermeier 

et al(2008)을 들 수 있다. 

   넷째, 금융기관 간 위험전염의 정도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다. 금융기관 간 자산의 상관계수와 부채의 상관계수

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일 위험의 전염이 자

산 혹은 부채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둘 다 위험전염의 

경로가 되더라도 어느 한쪽이 더 큰 강도로 위험에 감염될 경우 자산

비율과 유동성비율 중 어느 하나가 선택적으로 더욱 급격하게 훼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 감염에 의해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채의 비중

이 증가하면 유동성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 경우, (위기감염으로 

저유동성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유동성자산의 증가를 통해 유동성

비율을 높이게 되면 자본비율은 그 만큼 하락한다. 

   다섯째,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해서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는 다

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레버리지 규제로 인한 레버리지 제약이 반드

시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에 동일한 크기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 규제는 위험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원래 자산의 규모와 자

본의 관계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레버리지 

제한이 제약으로 작동하더라도 위험가중치의 증가로 자본비율은 하락

할 수 있으며, 반면 유동성규제가 문제 삼는 고유동성 자산 자체의 크

기는 증가하여 유동성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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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분분분분석석석석

가가가가. 규규규규제제제제의의의의    상상상상호호호호보보보보완완완완성성성성은은은은    왜왜왜왜    중중중중요요요요한한한한가가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제고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규제의 보완

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다른 규제수단이 의도와는 달리 다른 상충된 

결과를 야기할 경우, 이는 규제목적을 더 충실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규

제수단이 어떤 조건에서 적절한 보완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3) 

나나나나. 몇몇몇몇    가가가가지지지지    가가가가정정정정과과과과    정정정정의의의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1: 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은 단기부채이고, 는 장기부채이다. 

가정2: 자산과 부채 간 항등관계    에서, 신용이 성장

하는 경제를 가정하므로 총자산   이 반드시 일정수준으로 고

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본고에는 분석하지 않지만, 특정 규제수단이 다른 규제수단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상호보완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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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3>                 자자자자산산산산과과과과    부부부부채채채채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자산 부채

: liquid : short term

: illiquid : long term

K

가정3: 위험가중자산 함수는 

             
  

     ≤  ≤   ≥ ,         ≥ 이다. 

보조정리1: 가정3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 함수에서   각각이 위험

가중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조건적(mutually conditional)이다.

증명: 총자산   에 대하여

       




 
 



       




 



 

이다. 따라서 


의 값에 따라 


≥ 이거나 


≤ 인 값을 갖게 

된다. 또한 

      




  
 



      




  
 




이므로 만일 총자산의 규모 가 일정하다면 즉,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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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만일 


≥ 


≥ 이면,

      


≥ ,

      


≥ . 

정의1: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정2에 의하면, 자본비율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각각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낮은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

치를 나타낸다. 

정의2: 유동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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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상상상상호호호호보보보보완완완완성성성성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분분분분석석석석

   앞에서 논의한 가정과 정의에 기초하여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간 

상호보완성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1) LCR의 분석

가)   인 경우

  인 가장 간단한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자. 위의 자본비율을 변형하

면   


이다. 이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이 식을 LCR에 대입하면,

 

 




만일   을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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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에 대하여 미분하면,







  


 

 


  

이 결과에 의하면, 자본비율과 LCR 값은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임을 알 수가 있다. 금융기관이 위험자산 를 전혀 갖지 않은 경우 

혹은 자산구성이 건전하더라도, 자본비율이 증가할 경우 단기유동성비

율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전

혀 없는 경우 자본비율의 증가는 의 감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

며, 이 경우 LCR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가능한 이유는 가정2 때문이다. 자산 가운데 고유동

성자산이 증가할 때 저유동성자산이 감소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므

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비율과 LCR이 상호 대립하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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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           LCR과과과과    자자자자본본본본비비비비율율율율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

       LCR

                                              





                                                           

   만일   이면, LCR과 자본비율의 반비례 관계는 더욱 명확해 진

다. 따라서 이 경우  ≤    이므로 바젤 Ⅲ에 의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LCR은  

  

 

인 값을 갖는다. 하지만, 


≤ 이면 즉 자본금의 규모가 단기유출가

능성이 높은 부채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규모이면 은 언제나 1이

하인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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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경우

좀 더 현실적으로   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LCR 비율은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를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일수록 LCR 비율이 더욱 더 낮아짐을 

알 수가 있다. 아래 <표 4>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LCR 비율이 결

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표표표표    4>        와와와와    의의의의    상상상상대대대대적적적적    크크크크기기기기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LCR 비비비비율율율율

    인 경우 ×  

 ≥  for ≤ 



   인 경우 ×  




    for some cases

    인 경우 ×  




   for some cases

    인 경우 ×  




   for all cases

2) 자본비율의 분석

LCR을 변환하면    이므로, 이를 자본비율에 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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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LCR에 대하여 미분하면




   



  


 

   



 

  

에 대해서도 정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LCR과 마찬가지로 LCR이 증

가할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결과를 그림으

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그그그림림림림    3>            와와와와    LCR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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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는 이 증가하여 LCR이 감소할 경우 자본비율은 오히

려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그그그림림림림    4>               증증증증가가가가시시시시    와와와와    LCR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

       

    

    

                                                    LCR감소 

                                                            

라라라라. 균균균균형형형형분분분분석석석석

   위의 논의에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간 상호 상충가능성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두 규제간 균형을 도출한 후 균형의 다양

한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며, 외생변수가 초래하는 영향이 상호보완적

으로 혹은 상호대립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sset side 요인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

가)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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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장 간단한 


 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규제가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보다 위

험한 자산에 대한 구성을 변화시킴이 없이 안전한 자산을 더욱 증가시

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을 대상으로 에 대하여 미분하면,









  

 


 
  




  

따라서 자본비율 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에 대하여 우하향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5>은 위의 미분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그그그림림림림    5>           와와와와    유유유유동동동동성성성성이이이이    높높높높은은은은    자자자자산산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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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LCR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그그그그림림림림    6>            와와와와    LCR의의의의    균균균균형형형형

   

                                            



    


    

    

                                                

                      
                                      

위 그림에서 
는  


 


에서 도출되며 LCR과 자본규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준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이며, 고유동성자산이 
보다 큰 값으로 증가할수록,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자본비율은 하락하고 LCR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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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경우

   이 경우는 금융기관이 자산구성을 조정함에 있어서 레버리지 규제

가 제약조건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자본비율   


을 에 대하여 미분하면,








 
 




 
  



 
 



 







 




 


 

 
 



 


  




여기서 


 


   혹은 



 
 



 
 인 값

을 가질 수 있으며, 어느 값을 갖느냐에 의해 위의 미분값의 부호가 

결정된다. 

   먼저 


 



 
  을 가정하면, 자본비율 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에 대하여 우상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자산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자본비율은 개선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7>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만일 


  



 
  이면, 고유동성 자산 이 증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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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본비율은 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반대로 


 



 
  인 값을 갖게 되면, 자본비율 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에 대하여 완만하게 감소하는 기울기를 가지면

서 우하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증가하면서 유

동성이 낮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자산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자본

비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 값을 갖더라도 자본비율 는 유

동성이 높은 자산 에 대하여 우하향하게 되는데, 다만 더욱 급격하

게 하락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증

가하면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자산구성의 변화를 가져오

더라도 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그그그림림림림    7>  비비비비유유유유동동동동성성성성자자자자산산산산이이이이    유유유유동동동동성성성성에에에에    대대대대하하하하여여여여    감감감감소소소소함함함함수수수수    일일일일    때때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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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8>은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는 두 규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크기를 나타낸

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동성 수준이 다른 두 자산간 구

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이 그렇지 못한 경우의 자산수준 

 보

다 더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자본비율

뿐 아니라 유동성비율 LCR 역시 증가하게 된다. 

<그그그그림림림림    8>                와와와와    LCR

 




   

                                      
                   

   하지만 


 



 
  이면, 아래 <그림 9>에서와 같이, 

이 증가할 때 


 일지라도 


 을 충족시킬 만큼 충

분히 작은 값이 아니면 자본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LCR은 증가하는 

상호대립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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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9>                  와와와와    LCR

 




   

                              
                   

다) random shock에 의해 가 증가하는 경우

가 증가하는 것은 수준이 변화하거나 위험가중치가 변화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인 상황에서 만일 가 증가한다면 자

본비율  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이 변화하

여 이 감소하고 결국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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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0>               로로로로    증증증증가가가가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

  

                                           



    


    

    



                                                    

                                                        

아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의 감소함수인 경우에

도 외생적으로(경기불황기가 도래하여) 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높

은 자산인 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 감소는 자

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의 악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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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1>   


 일일일일    때때때때    가가가가    증증증증가가가가하하하하는는는는    경경경경우우우우

 

     

                                                            

 


   

                                                      

라) 이 증가하는 경우

만일 이 감소하여  


이 증가하는 경우 <그림 12>에서 LCR 

곡선의 기울기가 변화하여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이 감

소하게 되고 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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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림림림림    12>        이이이이    증증증증가가가가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의의의의    LCR 반반반반응응응응

 

     

                                                            




   

                                                        

마) 레버리지규제와 유동성규제가 모두 제약조건으로 작동하는 경우

   레버리지규제와 유동성규제가 모두 binding한 상황에서 이 의 

감소함수, 즉, 


 이면,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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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본비율을 에 대하여 미분하면,




 



 



 

 


 

  


 



 


   


 








 
 



  



여기서 


  









 
  



 
 이면, 아래 

<그림 13>을 얻을 수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자본비율은 의 증가에 

대하여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준에 이르면 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기관은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일  증가이상으로 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 증가할 경우 자

본비율의 감소율은 기울기를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더 급격히 하락하여 

금융기관이 더 빨리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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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3>         레레레레버버버버리리리리지지지지    규규규규제제제제가가가가    binding 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

    

      

     



                                        sudden drop to default

                             

                                                           

                                     

<그그그그림림림림    14>   레레레레버버버버리리리리지지지지규규규규제제제제    하하하하에에에에서서서서    와와와와     모모모모두두두두    증증증증가가가가    시시시시

       

     



                                         와  모두 증가 시 더 

                                         급격히 하락

                          

      

                                                          

                                     

- 34 -

2) 부채측 요인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

가) 이 증가하는 경우

유동성비율 LCR은 과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LCR을 에 대하

여 미분하면 다음을 얻는다.










 




 
 




 

<그그그그림림림림    15>                  LCR과과과과    

      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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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이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

만일 단기부채는 저유동성자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즉, 



 
 이면, 자본비율의 에 대한 다음과 같은 미분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 증가할 때, 자본비율이 감소하며, 감소율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그림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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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6>          LCR과과과과    의의의의    과과과과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

                LCR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으로 일정크기 만큼 증가할 

경우, 자본비율의 감소보다는 LCR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된다. 반대로, 

 이 수준으로 감소하면 LCR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자본비율의 증

가수준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자본비율과 LCR이 상호보완적

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낳는다. 

나) 가 의 증가함수인 경우

가 의 증가함수이면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 자본비율을 에 대하여 미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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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분값을 가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미분값과 비교

해 볼 수 있다.  가 의 증가함수이므로 1계 미분값은 가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절대값이 더 크고, 반면 2계 미분

값은 더 작게 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 으로부터 전혀 영향

을 받지 못하는 앞의 예와는 같이, 가 의 증가함수인 경우에도 

일정크기의 의 증가는 의 감소와 더불어 LCR의 감소를 초래한다. 

반대로 의 감소는 자본비율과 LCR을 모두 증가시킨다. 하지만, 

가 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앞의 예와는 달리, 의 증감으

로 인한 자본비율의 변화가 더욱 크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

다. 

   자산과 부채측면에 대한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가 의 증가 혹은 의 감소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

게 의 감소의 감소가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의 증가는 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경우에서만 자본규제와 유

동성규제간 상호보완성을 낳는 반면, 의 감소는 의 변화와 무관

하게 언제나 상호보완성을 낳는다. 다만, 의 증가가 를 증가시키

는 경우에는 상호보완성이 더 크게 실현된다. 따라서 LCR을 통하여 

유동성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 자산측면보다는 부채측면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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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7>           이이이이    증증증증가가가가함함함함수수수수인인인인    경경경경우우우우

            

              LCR

   



  


                                    


    

                                          

                                             


 

                                            

                                                     

마마마마. 정정정정책책책책적적적적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첫째, 새로이 추가된 유동성규제가 기존의 자본규제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상호대립적인 결과를 낳은 것인

지 여부는 유동성규제로 인해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 증가하

는 고유동성자산이 전체 자산구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일 고유동성자산의 증가가 저유동성자산의 감소를 가져

오지 못한다면, 유동성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자본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때 저유동성자

산도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유동성비율은 충족되더라도 

자본비율은 급속히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유동성규제도입으로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때 저유동성자산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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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자본비율의 개선에도 분명한 도

움이 된다. 하지만,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때 반드시 저유동성자산의 

감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유동성규제의 도입이후 고유동성자

산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단기유출가능성이 높은 부채의 규모만이 감

소한다면 유동성규제도입은 자본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바젤Ⅲ의 유동성규제가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자

본규제와의 상호보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러한 상호보완적인 결과가 필연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두 규제함수는 서로 독립된 것일 뿐 아니라 각 규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 및 외생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정책의도와 다른 결

과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규제가 binding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유동성

자산이 증가할 경우에도 저유동성자산이 동시에 증가할 여지가 얼마든 

있다. 이때에는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하여 유동성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감소가 충분히 감

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유동성자산 이 증가하더라도 LCR 혹은 

NSFR의 증가는 오히려 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Mitchell, 

Pedersen and Pulvino(2007)에 의하면, 자본은 slow-moving capital 

problem을 지니고 있다. 만일 유동성규제가 자본비율을 저하시킨다면, 

이러한 결과는 slow-moving capital problem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유동성규제도입이 자본규제와의 상호보완성을 실현하는 방향

의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원할 경우 언제든 충족될 수 있도

록 금융시장에서 , 가 충분히 공급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성규제와 자본

규제 간 상호보완성 결과를 낳는 것은 곤란해질 수 있다. 

   셋째,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경우 저유동성자산이 감소하도록 하

- 40 -

기 위해서는 레버리지제약이 작동해야 한다. 즉, 고유동성자산의 절대

적 크기의 증가가 전체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때 저유동성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레버리지제약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파산한 많은 금융

기관 대부분의 레버리지비율은 대단히 높았다. 이러한 높은 레버리지 

현상은 레버리지규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총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기 힘든 것이라면, 높은 레버리지는 자산의 대부분이 불가피

하게 저유동성자산으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성규

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고유동성자

산의 최대 규모를 반영한 (건성성규제 수단으로서의) 레버리지제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래 <표 5>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높은 레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 높은 레버리지가 높은 저유동성자산 비율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라면 높은 레버리지규제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표에서 미국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

던 투자은행의 레버리지가 특별히 높은 값임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

우에는 자본비율규제에 의해 자산의 건전성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

면, (대형) 투자은행의 자본비율규제는 자율규제로 전환되어 자본규제

에 의한 자산건전성 유지는 사실상 곤란하였다. 투자은행의 이러한 특

별한 사례는 레버리지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약되는 효과를 갖지 못할 

경우 유동성규제의 도입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낳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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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5>        미미미미국국국국    금금금금융융융융기기기기관관관관의의의의    자자자자본본본본비비비비율율율율과과과과    레레레레버버버버리리리리지지지지

출처: Greenlaw D., Hatzius J., Kashyap A. K. and Hyun Song Shin(2008)

   다섯째, 유동성규제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황기가 오

기 전 호황기에 도입되어 적정 규제비율이 실현되어야 하며, 경기대응

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유동성규제의 도입이 자산구성의 변화를 초

래하여 은 증가하는 반면 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의도하는 정책목

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경기호황기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산증

가에 의하여 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marked to market 원칙이 적

용되어 위험가중치가 증가하여 위험가중자산 가 증가한다. 유동성

이 높은 자산인  가운데 일부도 로 시장가치가 하락한다. 이와 같

은 경기사이클의 특성에 의해 불황기에는 유동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동성규제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황기가 오기 전 호황기에 도입되고 

적정 규제비율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낮추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유동성비

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slow-moving capital problem으로 인해 초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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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경기

불황기로 진입하는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유동성비율은 달성

되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경기불황기에는 자본비율의 하락이 

초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성비율의 하락도 나타나며, 이로 인해 

두 규제의 상호보완성은 달성되기가 어렵게 된다. 

   여섯째, 유동성규제의 작동은 자산측면보다는 부채측면을 변화시킴

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다. 단기유출

가능성이 높은 단기부채의 제한은 레버리지 확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

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유동성자산이 고유동성자

산의 증가로 인해 감소될 가능성에 비하여, 단기유출가능성이 높은 단

기부채의 감소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단기부채

는 장기부채에 비하여 조달비용은 더 낮지만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가

능성은 더 높다. 이러한 높은 위험가능성(high risk)에 직면하여 단기적

으로 높은 수익(high return)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저유동성자산 보유

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단기부채의 증가가 유동성이 

낮은 위험자산의 증가를 초래한다면, 유동성규제의 정책적 효과는 자

산측면보다는 부채측면의 건전화를 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사사사사례례례례분분분분석석석석

   지금까지 논의를 통하여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간 상충가능성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자본규제의 목적은 금융회사 자산측면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있는 반면, 유동성규제의 목적은 부채측면의 건전성을 유

지하는데 있다. 두 규제의 목적은 이렇듯 독립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

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유동성규제가 고유동성자산의 규모를 규제

함에 따라 자본비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유동

성규제가 자산 구조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의 방향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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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2009-12-31 2008-12-31 2007-12-31 2006-12-31 2005-12-31

liquidity  asset/

total asset
0.142801316 0.140437187 0.121913633 0.01356281 0.065114948 0.062182242

non-deposit liability/

total  liability
0.915809065 0.684470728 0.595143879 0.607325713 0.691805726 0.678216852

liquidity  coverage 

ratio
0.1590938 0.2076821 0.2060987 0.0228973 0.0972130 0.0934654

제나 일정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본비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듯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금융위기 과정에서 파산한 영국 Northern Rock Bank와 미국 Lehman 

Brothers이다. 당시에는 유동성규제가 없었지만, 바젤Ⅲ의 유동성규제

비율에 맞추어 이들 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을 도출하여 자본비율의 추

이와 비교함으로써 상호 일치된 혹은 상반된 방향의 판단이 가능하다. 

일치된 방향의 확인은 두 규제간 상호보완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

면, 상반된 방향의 확인은 두 규제간 상호대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상호보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될 수 있으며, 정책도입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가가가. Northern Rock Bank

   Northern Rock Bank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은 지극히 극단적이다. 

전체 자산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자산(liquid asset to total asset) 비율

이 2005년 6.2%에 불과하였으며, 2007년에는 1.4%에 불과하였다. 부채

가운데 비예금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67.8%이었고, 

2007년에는 61%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비예금부채 대비 유동성

이 높은 자산간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은 2005년에는 9.3%에 불

고하였으며, 2007년에는 2.3% 수준에 이르렀다. 

<표표표표    6>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유유유유동동동동성성성성    및및및및    부부부부채채채채    구구구구조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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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2009-12-31 2008-12-31 2007-12-31 2006-12-31 2005-12-31

mil  GBP mil  GBP mil  GBP mil  GBP mil  GBP mil  GBP

Assets

Loans 47758.5 64268.2 72721.8 98834.6 86796.1 70076.1

Gross Loans 49343.8 65441.1 74014.7 99309.8 86922.1 70200.4

Less: Reserves for Impaired Loans 

/ NPLs
1585.3 1172.9 1292.9 475.2 126 124.3

Other Earning Assets 11449.1 15395.6 30982.8 9826.1 12799.6 12064.5

Loans and Advances to Banks 1944 3702.4 12548 1292.5 5621.3 5073.8

Derivatives 6542.5 7473.8 15016.3 2424.9 547.9 1613.6

Other Securities 2936 4219.4 3386.8 6108.7 6630.4 5377.1

Remaining earning assets 26.6 n.a. 31.7 n.a. n.a. n.a.

Total Earning Assets 59207.6 79663.8 103704.6 108660.7 99595.7 82140.6

Fixed Assets 41.9 154.6 198.4 184 197.1 180.6

Non-Earning Assets 7027.2 7627.1 443 476.3 1217.8 387.3

Total Assets 66276.7 87445.5 104346 109321 101010.6 82708.5

Liabilities & Equity

Deposits & Short term 

funding
4900.8 26629.9 40931.2 40780 29003.8 25209.4

Total Customer Deposits 0 20607.6 20722.7 11562.8 26867.6 23672.6

Deposits from Banks 4900.8 6022.3 20208.5 29217.2 2136.2 1536.8

Other Deposits and Short-term 

Borrowings
n.a. n.a. n.a. n.a. n.a. n.a.

Other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59489.4 59131.7 61723.8 64754.1 67658.6 55025.7

Derivatives 826.4 1673.8 2220.8 1743.4 2392.5 846.1

Trading Liabilities n.a. n.a. n.a. n.a. n.a. n.a.

Long term funding 58663 57457.9 59503 63010.7 65266.1 54179.6

Other (Non-Interest bearing) 352.9 536.1 1038.9 1074.7 1115.9 843.4

Loan Loss Reserves n.a. n.a. n.a. n.a. n.a. n.a.

Other Reserves 215.2 92.7 18.5 12.9 21.7 54.4

Equity 1318.4 1055.1 633.6 2699.3 3210.6 1575.6

Total Liabilities & Equity 66276.7 87445.5 104346 109321 101010.6 82708.5

Off Balance Sheet Items 2520.2 4173.1 n.a. 6010.8 5017.6 n.a.

Loan Loss Reserves (Memo) 1585.3 1172.9 1292.9 475.2 126 124.3

Liquid Assets (Memo) 9464.4 12280.6 12721.2 1482.7 6577.3 5143

Leverage 50.27 82.88 164.69 40.50 31.46 52.49 

2007-11-30 2006-11-30 2005-11-30 2004-11-30 2003-11-30 2002-11-30

  Total Capital Ratio n.a. 9.87 10.8 14.39 11.64 12.26

    Tier 1 Ratio n.a. 1.87 -0.4 7.7 8.47 7.73

    Total Capital 2493.5 2589.2 2956.7 2988.5 3587.7 3223.6

    Tier 1 Capital n.a. 490.4 -110.4 1598.3 2609.6 2032.6

<표표표표    7>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자자자자산산산산과과과과    부부부부채채채채    추추추추이이이이

<표표표표    8>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자자자자본본본본금금금금과과과과    자자자자본본본본비비비비율율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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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8>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레레레레버버버버리리리리지지지지    추추추추이이이이

<그그그그림림림림    19>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부부부부채채채채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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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2006-11-30 2005-11-30 2004-11-30 2003-11-30 2002-11-30

  Total Capital Ratio n.a. 9.87 10.8 14.39 11.64 12.26

    Tier 1 Ratio n.a. 1.87 -0.4 7.7 8.47 7.73

simulated capital ratio 0.038 0.030 0.028 0.027 0.036 0.039 

simulated liquidity coverage ratio 2.069 2.750 3.175 3.354 2.889 2.913 

   LCR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total capital ratio와는 정반대의 추세

를 보인다. 2002년에는 자본비율이 12.26이었고 LCR은 0.09이었으나, 

자본비율이 9.87인 2006년에는 LCR이 0.206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imulated capital ratio와 simulated LCR 역시 같은 모습

을 보이고 있다. simulated capital ratio는 total capital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아래  두 그림은 simulated LCR과 capital ratio를 보여주는

데, <그림 20, 21>에 의하면 두 그림의 추세가 서로 반대방향이다. 이

는 Northern Rock Bank에 대하여 유동성규제(LCR)이 적용될 경우 이

는 자본비율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규제목

적의 상호보완성문제가 나타난다. <그림 22>는 Northern Rock Bank의 

레버리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이에 의하면 2007년부터 증가

하여 2008년에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표    9>                 liquidity coverag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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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0>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simulated 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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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1>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simulated capit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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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2>      Northern Rock Bank의의의의    레레레레버버버버리리리리지지지지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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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이었던 Lehman Brothers의 자산과 부채를 보면, 전체 자산 

대비 유동성 자산의 비율은 2002년 42.9%였으며, 2007년 41.7%로 다소 

하락하였다. 전체 부채 대비 비예금성 부채는 2002년 84.7%에서 2007

년 87.9%로 증가하였다. 단기유동성비율인 LCR은 2002년에는 0.527이

었으며, 2007년에는 0.491로 다소 하락하였다. Lehman Brothers의 LCR 

비율은 Northern Rock Bank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지만, 바젤Ⅲ에서 규정하는 100% 한도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값

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자본비율은 2003년 3.266%였으며, 2007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3.045% 수준이었다. simulated LCR과 simulated capital 

ratio는 다행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simulated LCR과 simulated capital ratio의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4년 이후 simulated LCR이 simulated capital 

ratio 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rthern Rock Bank와는 달리 Lehman Brothers의 경우에는 유동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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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2006-11-30 2005-11-30 2004-11-30 2003-11-30 2002-11-30

liquidity asset/total asset 0.417563956 0.428914993 0.414660674 0.382268288 0.423942755 0.429898285

non-deposit liability/total  liability 0.879824641 0.878995528 0.847325876 0.853498048 0.865029891 0.847245935

Liquidity coverage ratio 0.491 0.507 0.510 0.467 0.514 0.527 

2007-11-30 2006-11-30 2005-11-30 2004-11-30 2003-11-30 2002-11-30

  Total Capital Ratio 3.045 3.419 3.457 3.266 3.281 n.a.

    Total Capital 21041.000 17218.000 14175.000 11665.000 10240.000 n.a.

제가 도입될 경우 자본규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LCR이 신용위

험에 대한 일종의 buffer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

버리지 추이는 분석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Northern Rock Bank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이론적인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레버리지제약이 실질

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유동성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실현하는 필요조건

임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표표표    10>                     자자자자산산산산과과과과    부부부부채채채채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표표표표    11>              리리리리먼먼먼먼    브브브브러러러러더더더더스스스스의의의의    자자자자본본본본금금금금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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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2006-11-30 2005-11-30 2004-11-30 2003-11-30 2002-11-30

mil  USD mil  USD mil  USD mil  USD mil  USD mil  USD

Assets

Loans n.a. n.a. n.a. 0 0 0

Gross Loans n.a. n.a. n.a. 0 0 0

Less: Reserves for Impaired 

Loans/NPLs
n.a. n.a. n.a. n.a. n.a. n.a.

Other Earning Assets 627106 457843 372821 323131 278952 236919

Loans and Advances to Banks 12743 6091 5744 4085 3100 2803

Derivatives 44595 22696 18045 17459 15766 13862

Other Securities 569768 422957 344057 296838 260086 220254

Remaining earning assets n.a. 6099 4975 4749 0 0

Total Earning Assets 627106 457843 372821 323131 278952 236919

Fixed Assets 3861 3269 2885 2988 2806 2075

Non-Earning Assets 60096 42433 34357 31049 30303 21342

Total Assets 691063 503545 410063 357168 312061 260336

Liabilities & Equity

Deposits & Short term funding 315460 218607 168751 146462 145811 113202

Total Customer Deposits n.a. n.a. n.a. n.a. n.a. n.a.

Deposits from Banks n.a. n.a. n.a. 0 165 552

Other Deposits and Short-term 

Borrowings
315460 218607 168751 146462 145646 112650

Other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272767 207138 164476 145646 111767 99741

Derivatives 31621 18017 15560 15242 11440 10126

Trading Liabilities 117996 107943 95017 81039 64442 58908

Long term funding 123150 81178 53899 49365 35885 30707

Other (Non-Interest bearing) 80346 58609 60042 50140 39999 37741

Loan Loss Reserves n.a. n.a. n.a. n.a. n.a. n.a.

Other Reserves n.a. n.a. n.a. n.a. n.a. n.a.

Equity 22490 19191 16794 14920 14484 9652

Total Liabilities & Equity 691063 503545 410063 357168 312061 260336

Off Balance Sheet Items n.a. n.a. n.a. n.a. n.a. n.a.

Loan Loss Reserves (Memo) n.a. n.a. n.a. n.a. n.a. n.a.

Liquid Assets (Memo) 288563 215978 170037 136534 132296 111918

Leverage 30.73 26.24 24.42 23.94 21.55 26.97 

<표표표표    12>            리리리리먼먼먼먼브브브브러러러러더더더더스스스스의의의의    자자자자산산산산과과과과    부부부부채채채채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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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2006-11-30 2005-11-30 2004-11-30 2003-11-30 2002-11-30

simulated capital ratio 0.038 0.030 0.028 0.027 0.036 0.039 

simulated liquidity coverage ratio 2.069 2.750 3.175 3.354 2.889 2.913 

<그그그그림림림림    23>       LEHMAMN BROTHERS 자자자자산산산산과과과과    부부부부채채채채

출처: 신현송(2007)

<표표표표    13>                  simulated 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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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4>       Lehman Brothers' simulated LCR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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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5>      Lehman Brothers' simulated capital ratio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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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6>       Lehman Brothers의의의의    레레레레버버버버리리리리지지지지    추추추추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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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정정정책책책책제제제제언언언언과과과과    맺맺맺맺음음음음말말말말    

   본고는 바젤Ⅲ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 비해 강화하

고 있는 자본규제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유동성규제가 언제나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만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상

충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상호보완성이 실현되기 위

한 필요조건은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경우 저유동성자산이 충분히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혹은 유동성유출 가능성이 높은 단기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지는 않는다.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할 경우 저유동성자산이 충분히 큰 폭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레

버리지제약이 작동하여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유동성비율 규제는 자본비율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자발적인 레버리지 제한을 필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레버리지 확대를 야기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Northern Rock Bank와 Lehman Brothers에 대한 사례는 자본규제

와 유동성규제 간 상호보완성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중요함을 매우 명

확히 보여주고 있다.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Northern Rock 

Bank의 경우에는 유동성규제 도입이 오히려 자본비율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레버리지 추이가 안정적인 Lehman Brothers의 경우

에는 유동성규제 도입이 자본비율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시뮬레

이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본고의 논의에 의하면, 유동성규제의 도입이 상호보완성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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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자산측면보다는 부채측면의 건전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고유동성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현금유출가능성

이 높은 단기부채를 줄이는 것이 레버리지의 직접적인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자산 축소를 통해 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규제가 자산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유동성규제는 자산

과 부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자본규제는 고유동성자산뿐 아니라 

저유동성자산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반면, 유동

성규제는 자산 중 고유동성자산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두 규제는 규

제 대상에 있어서 공통점도 있지만 상이성도 크다. 따라서 바젤Ⅲ가 

기대하는 것처럼, 두 규제가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정책 목적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의 크기와 방향, 경제충격

과 같은 외생적 요인 등을 고려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본고는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동성비율규제의 도입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금

융기관의 risk appetite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도입이 고려될 필요

가 있다. 만일 risk appetite에 변화가 없거나 반대로 증가한다면, 유동

성비율규제의 도입 효과는 기대와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자산에 대

한 risk appetite가 조달구조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적절한 정책수단이 도출될 수 있다. 

   둘째, 레버리지비율이 갖는 경기역행성을 적극 활용하여 자본규제 

및 유동성규제로 인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본금(분자)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호황기에 총 익스포저(분모)가 증가하면 

레버리지비율은 감소하는데, 이는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하는 자본비

율과는 반대의 움직임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총 익스포저가 증가

하면 이에 비례하여 자본금을 증가토록 한다. 따라서 레버리지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호황기에 총 익스포저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문제

점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레버리지규제는 자본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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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인 규제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

동성규제가 자본규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레버리지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버리지규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규제수단 간 도입시점의 재

조정이다. 

   현재 바젤Ⅲ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본규제 강화, 유동성규제와 레버

리지규제의 도입스케줄(phase-in arrangement)은 제 각각이다. 예를 들

어, 자본규제 강화는 자본규제 항목별로 다른데, 빠르게는 2013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높여가도록 일정이 조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동성규제는 단기유동성비율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장기유

동성규제는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레버리지규제는 2018

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상이한 일정은 시스템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대화시

키기 위해 섬세하게 조정된 일정이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 및 세 가

지 규제수단이 동시 시행될 때 금융회사가 큰 부담을 갖는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 가지 규제수단 간에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도입시점 조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바람직한 조정방안 중 하나는 세 규제의 도입을 동일한 시점으로 

하되,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게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세 

규제 모두 (현재 예정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것이다. 각 국가마다 시스템위험의 크기 및 시스템위험 원인

이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세 규제수단이 시스템위험 제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규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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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CR에 대한 국제결제은행의 보도자료(2012년 1월 8일)

아래 영문은 국제결제은행의 LCR 도입의 원칙과 일정에 대한 보도자

료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LCR은 경기대응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자세한 이론적 및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본고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asel III liquidity standard and strategy for assessing 

implementation of standards endorsed by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The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 the 

oversight body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met 

on 8 January 2012. The main items of discussion were the Basel 

Committee's proposals on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and 

its strategy for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asel regulatory 

framework more broadly. 

The GHOS endorsed the Committee's comprehensive approach to 

monitoring and reviewing implementation of the Basel regulatory 

framework. GHOS Chairman and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Mervyn King noted that "the focus on implementa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new direction for the Basel Committee. The level of 

scrutiny and transparency applied to the manner in which countries 

implement the rules the Committee has developed and agreed will 

help ensure full, timely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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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nimum requirements". 

The Committee will monitor, on an ongoing basis, the status of 

members' adoption of the globally-agreed Basel rules. It will review 

the compliance of members' domestic rules or regu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ces that 

could raise prudential or level playing field concerns. The 

Committee will also review the measurement of risk-weighted assets 

to ensure consistency in practice across banks and jurisdic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each Basel Committee member country has 

committed to undergo a detailed peer review of its implementation 

of all components of the Basel regulatory framework. In addition to 

Basel III, the Committee will assess implementation of Basel II and 

Basel II.5 (ie the July 2009 enhancements on market risk and 

resecuritisations). The GHOS also endorsed the Committee's 

agreement to publish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s. The Basel 

Committee will discuss and define the protocol governing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s. The GHOS also agreed that the initial 

peer reviews should assess implementation in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reviews will commence in the 

first quarter of 2012. 

Mr Stefan Ingves, Chairman of the Basel Committee and Governor 

of the Swedish Riksbank, noted that "the Committee's rigorous peer 

review process is a clear signal tha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Basel standards is a top priority. Raising the resilience of the global 

banking system, restoring and maintaining market confidence in 



- 61 -

regulatory ratios, and providing a level playing field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full, timely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With respect to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GHOS members 

reiterated the central principle that a bank is expected to have a 

stable funding structure and a stock of high-quality liquid assets 

that should be available to meet its liquidity needs in times of 

stress. Once the LCR has been implemented, its 100% threshold will 

be a minimum requirement in normal times. But during a period of 

stress, banks would be expected to use their pool of liquid assets, 

thereby temporarily falling below the minimum requirement. The 

Basel Committee has been asked to provide further elaboration on 

this principle by clarifying the LCR rules text to state explicitly that 

liquid assets accumulated in normal times are intended to be used 

in times of stress. It will also provide additional guidance on the 

circumstances that would justify the use of the pool. The Basel 

Committee will also examine how central banks interact with banks 

during periods of stres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workings 

of the LCR do not hinder or conflict with central bank policies. 

The GHOS also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introduce the LCR as 

a minimum standard in 2015. Members fully supported the 

Committee's proposed focus, course of action and timeline to 

finalise key aspects of the LCR by addressing specific concerns 

regarding the pool of high-quality liquid assets as well as some 

adjustments to the calibration of net cash outflows. The 

modification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apply only to a few key 

aspects and will not materially change the framework's under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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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he GHOS directed the Committee to finalise and subsequently 

publish its recommendations in these three areas by the end of 

2012. Governor King said, "The aim of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is to ensure that banks, in normal times, have a sound funding 

structure and hold sufficient liquid assets such that central banks 

are asked to perform only as lenders of last resort and not as 

lenders of first resort. While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may 

represent a significant challenge for some banks, the benefits of a 

strong liquidity regime outweigh the associated implementation 

c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