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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럽위
기까지 세계적 금융위기는 금융 규제·감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각성이 지배
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의 질에 대한 논의가 정부부문은 물론 산업계 및 학계에서
두루 활발하다. 금융감독의 질은 감독기구의 효과적인 구조와 양질의 규제거버넌스라는
두 축에 의해 구성된다. 이 두 축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들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학계 최초로 이 두 주제와 관련된 기존 이론 및 실증 논의들의
방대한 전체집합을 연구시기, 소주제, 결론, 또는 분석기법 등 다양한 시각에 따라 체계적
으로 서베이하는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 분야 학술연구를 촉발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책적으로도 향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과 관련
된 제도설계를 위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위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검증에 대한
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서베이를 통해서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시급한 연구주제들이 발견된다. 우선 규제거버넌스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과 관
련하여,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금융감독자의 사적유인체계를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
다. 또한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가 전체 금융시장, 개별 금융시장들, 또는
특정 산업의 다양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감독과정까지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규제거버넌스 대리변수의
발굴, 거버넌스연계론에 등장하는 주요 부문들 사이의 연계성, 주로 외국의 기관이나 학자
들에 의해 조사된 한국 규제거버넌스의 수준에 대한 정교한 검토, 감독구조 변화의 원인과
효과, 감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 감독구조와 규제거버넌스 간 상호작용의 패턴, 통화
정책과 감독체계의 연관성 등, 이들 모두 세계화로 금융불안정 개연성이 날로 심화되어가
는 시점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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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최근 유럽국가들의 위기
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발생한 대부분 금융위기는 시장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정보비
대칭성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비롯되었다(Cukierman, 2011).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금융
시장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한 점이 더욱 직접적인 원인들로 지적되
고 있다(Bernanke, 2005; Roubini, 2008; Taylor, 2009; Claessens et al., 2010 등).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이고, 발생된 위기확산을 효과적
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규제·감독기구(이하 ‘감독기구’)의 권한 및 독립성
을 포함한 소위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의 열악함과 감독체계의 비효율성
에 대한 자성론이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금융감독(이하 ‘감독’)의 질은 감독기구의 ‘양질의 규제거버넌스’와 ‘효과적 감독구조
(architecture)’에 의해 결정된다(Masciandaro, 2012, p.20). 위 인용구에서 보듯이, 이
두 조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감독의 상위목표인 금융안정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조건이 함께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나 최근처럼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 및 실증연구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 있어서
연구는 대략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야 시작되어 역사가 길지 않고, 특히나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룬 연구(예를 들어, 두 조건간의 상호작용 등)는 찾기 힘들 정도로 연구가
일천하다.
국내에서도 최근 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감독기구의 문제점 및 제도개편에 관한 논의가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활발하였다. 여러 국내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던 주요 문제점
들은 금융감독기능의 감독체제 부재, 포획 등 감독자의 일탈, 거시건전성 확보체제 미흡,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충돌, 소비자 보호체계 미비, 감독기구 간 협력체제 부재 및 기타
주무부처를 둘러싼 갈등 등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규제거버넌스는 물론 감독기구의 외
형적 제도설계에 대한 다양한 개편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다각도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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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증적 검증결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간과하고, 어떤 한 단면이나, 일화성 사건
또는 과거의 경험만을 기초로 그러한 변화를 구상하는 것은 대증요법, 정치적 고려 혹은
관료적 왜곡으로 귀결될 소지가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효과적인 감독에 관한 두 가지 큰 요건,
즉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감독구조에 대한 각각의 기존 이론 및 실증 논의들을 소주
제별, 방법론별, 관점별 등 다각도로 서베이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발전
시키는데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감독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고에서 비록 국내 감독기구 개편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것
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크게 구분하여 전반부(제II장과 제III
장)에서는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후반후(제IV장과 제V장)에서는 감독
구조에 관한 기존연구를 정리한다.1) 우선 제II장에서는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연구흐름과 주요논리들을 시기별 및 소주제별로 면밀히 정리한다. 또한 규제거버넌스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파악하고, 제III장에서는 규제거버넌스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기존 실증연구들에 대해, 방법론, 사용 변수 및 자료, 그리고 결과에
따라 총정리한다. 그런 다음, 제IV장에서는 먼저 감독구조 개혁, 즉 감독기구 통합의 국제
적 추세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 후, 국내 감독제도개
편에 관한 최근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또한 감독기구 통합에 대한 찬성논리와 반대논
리 및 감독구조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들을 정리한다. 그 다음
제V장에서 감독기구 통합의 요인, 통합 효과 등 감독구조와 관련된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들을 서베이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 간략한 요약과 함께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주
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맺는다.

1) 제II장과 제III장의 내용은 김인배 · 김일중(2013)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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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논의의 역사 및 핵심논리
1. 논의의 전개와 최근 이슈에 대한 요약
우선 ‘감독기구의 거버넌스’(이하 일반적 거버넌스와 대비하여 ‘규제거버넌스’라 칭함)
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다소 산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 금융자유화
추세에 따른 감독기구의 역할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Quintyn et al., 2007;
Masciandaro et al., 2008 등). 2000년대 초반 이전 논의들에 대한 체계화작업이 시도되었
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정교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논의의 골자는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성과 다른 한편으로(비금융 일반회사들과 비교하여) 금융기관거버넌스의 특이성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방대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성공적 감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바람직한 규제거버넌스의 확보 여부가
금융시장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Enriques and Hertig,
2011).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실증분석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규제거버넌스에 대해 광범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한
후 체계적 지수화를 시도하였고, 그 지수들로써 금융시장의 다양한 성과변수들을 설명하고
자 하였다. 본고에서 자세히 소개되는 바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규제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규제거버넌스의 여러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특별히 독립성(independence)과
책무성(accountability)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다소 상이한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2011)은 규제거버넌스로서 ‘바젤 은행감독핵심준칙(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 Supervision, 이하 BCP)’의 준수 정도와 Z-score로 측정한 은행부문
건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Masciandaro et

al.(2012) 역시 Quintyn et al.(2007)에 기초한 독립성 및 책무성 지수로써 경제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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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silience)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오히려 이들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
회복력이 더 하락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 국가간 금융
건전성의 회계처리의 차이, BCP 준수에 대한 비일관된 평가, 실제(de facto)와는 다른 법률
상(de jure)의 규제거버넌스지수 자료 등 측정오차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Masciandaro et al.(2012)는 ‘감독자의 유인불합치 문제’가 그 주요 이유일 것으로 제시하
였다. 다시 말해서 규제거버넌스를 아무리 잘 정비하고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감독자가 ‘규
제포획(regulatory capture)’으로부터2)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사적유인에
부합하는 제도가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Masciandaro et al.,
2012, p.32).
규제거버넌스의 효과에 대하여 이러한 상반된 분석결과와 감독자유인에 대한 증폭된 관
심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Kane(1990)은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유인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는 감독자가 감독상 문제점들을 인지하더라
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공개를 꺼려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는 사적유인으로부터 비롯된다. Quintyn and Taylor(2003, p.283)
는 Kane 류의 규제유예론뿐 아니라 전술한 규제포획과 같은 감독자의 사적유인들을 제어
하기 위해서 규제거버넌스의 또 다른 주요 구성요소로서 투명성(transparency)이 요구된
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2. 규제거버넌스 논의의 배경 및 역사
가. 논의의 태동
흥미롭게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독기구 ‘자체의’ 거버넌스, 즉 규제거버넌스에 관해
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Quintyn, 2007, p.7). 그 이유 중의 하나로서, 연구자들은 건전성
및 행위규제 등의 당위성을 수용하였으며, 그 규제들을 담당하는 규제자보다는 은행 등
피규제자들의 행위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는 감독기구가 중앙은
행에 속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독립성확보 등 중앙은행 거버넌스 차
2) 주지하듯 이에는 정치적 포획(political capture), 산업포획(industry capture) 및 자기포획(self-capture)이 있는
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Masciandaro and Quintyn(200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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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의 문제를 포괄하여 다룬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감독기구 자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업역파괴 및 거대복합금융기업의 출현 때문이다(Quintyn et al., 2007,
p.64).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범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번해지면서(예: Ecuador, East
Asia, Mexico, Russia, Turkey, Venezuela 등),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가 금
융위기를 초래 또는 악화시켰다는 인식이 높아졌다(Das and Quintyn, 2002, p.164). 따라
서 국제금융기관(예: BIS, IMF, World Bank 등), 학계 및 관계에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감독의 품질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학자들은 대개 감독기구 독립성을 강조한 Lastra(1996)를 본격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간
주한다(Quintyn et al, 2007, p.63; Masciandaro et al., 2008, pp.833-834; Ponce,
2010, p.2 등). 1997년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는 은행감독기구의 운영상 독립성에
관한 ‘은행감독핵심준칙(The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BCP’)’을 제정하였다.3) 즉 광범위해져 버린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에 대한 국제기준
들이 등장하면서 그 독립성 이슈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Venezuela 은행위기로
부터 얻은 주요 교훈의 하나로서 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강조한 De
Krivoy(2000)가 대표 예이다. 또한 Hartcher(1998), Goodhart(1998), Lindgren et

al.(1999) 역시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정부와 금융산업으로부터 감독기구의 독립성
을 확보하는 일이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명제가 서서히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대로 규제거버넌스 주제는 독립성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 중론이다(Quintyn et

al., 2007, p.64). 그런데 학자 및 정책입안가들 사이에서는 1997년 영국의 금융서비스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및 1998년 호주의 호주건전성규제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s Authority: APRA)이 설립되면서 독립성 외에도 책무성 등의 주
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Masciandaro et al., 2008, p.833).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규제거버넌스 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4)
요컨대, 약 5년 남짓의 논의를 거친 후 2000년대 초에 들면서 감독기구의 역할이 예전처
3) 이는 건전한 은행시스템 및 은행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Hüpkes et al.(2005, p.1575) 및 Quintyn
and Taylor(2007, p.5)는 이 준칙이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운용상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의 중요성
을 강조한 최초의 공식문서라고 주장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볼 때 Goodhart(1998)와 Das and Quintyn(2002)은 은행산업의 예를 들어 감
독기구 규제거버넌스 측면을 조명한 가장 의미 있는 초기 연구들에 속한다 (Mohr and Wagner, 20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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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미 마련된 규제위주 법제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준수(compliance)’만을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자리 잡았다. 급속히 변화해가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 이제는 금융기관 ‘거버넌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감독기구 스스로가 잘 정비된 바람직한
규제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나. 거버넌스연계론과 구성요소의 측정
이상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규제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처음 시도한 연구가 Das and Quintyn(2002)이다 (Das et al., 2004, p.4). Das
and Quintyn(2002, p.166)은 규제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정책 및 규제를 수립·이행·집행하는 수행능력, 입법부가 세운
광범위한 목표와 정책에 대한 감독기구의 존중 및 그러한 감독기구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존중”이라고 하였다. 이어 감독기구 스스로 잘 정비된 규제거버넌스를 가져야 하며, 이러
한 목적은 독립성(independence), 책무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성실
성(integrity)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10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Das and Quintyn, 2002,
pp.180~181).5)
나아가 규제거버넌스가 금융 및 비금융부문과 갖는 역학관계, 즉 현재 이 분야에서 핵심

5) 첫째, 독립성 부분은 세부적으로 4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① 규제기관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감독, 규
제, 및 인허가를 위해 현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진 법적․제도적 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② 규제기관은
규제대상인 금융회사의 기업거버넌스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③ 규제기관
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규제기관은 전문적 규
제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급여수준과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책무성은 2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⑤ 규제기관간의 협력적 제휴 및 기능조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가 필요하며, 업무 및 기
능이 중복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⑥ 위원회와 직원의 책임구조는 명확히 정의되
어야 하며 보고관계, 임명 및 해임권한, 의무, 독립성 및 기업윤리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성실성은 3개 요
소를 포함한다: ⑦ 규제기관은 성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 시스템(규제자 및 규제위원회 위원들을 위
한 행위준칙을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⑧ 법률 및 규정의 제·개정과정에 피규제기관과 금융서비스 이용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절차를 구성하여야 한다. ⑨ 피규제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들의 권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넷째, 투명성에 관련된 요소로서, ⑩ 규
제기관은 자신의 규제거버넌스 구조, 정책, 성과, 규제목적 및 내부감사 및 통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
보뿐 아니라 부정과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적절히 공시해야한다(Das and Quintyn, 2002,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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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거버넌스연계론(governance nexus)’을 제시하였다. 물론
‘연계론’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비금융기업 부문과 감독기구와의
연결고리를 비록 짧게 소개하였으나, 전술한대로 Das and Quintyn(2002)은 이 연계론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Quintyn, 2007, p.67). 그리고 이 논의는 Das et al.(2004)에서도
보완된다. 연계론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정부부문이 규제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비중 있게 포함시켰다. 요약하면, 비금융기업-금융기업-규제
거버넌스를 다룬 Das and Quintyn(2002)에 Das et al.(2004)은 연계성을 전체 공공부문
까지 확장하였다.
이상의 ‘거버넌스연계론’을 몇 년 후 Quintyn(2007)이 더욱 상세한 설명과 함께 총정리
하였다. 그의 기본시각은 첫째, 비금융기업,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 및 공공부문일반, 이
네 영역의 각 거버넌스는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네 부문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는 각기 상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6) 가령 감독기구의 목표는
금융기관의 불완전한 거버넌스를 교정해주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비금융기업들의 좋은 거
버넌스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경제 내의 금융안정성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듭 규제거버넌스는 금융부분 거버넌스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공공부문
일반의 거버넌스(예: 선거형태, 정부조직형태, 정책 입안‧집행능력, 조직들의 독립성 및
책무성, 부패정도, 국민신뢰도 등)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틀을 제시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Quintyn(2007)의 이론에서 궁극적인 초점을 두는 부분은 ‘규제거버넌스’와
‘금융안정성’ 사이의 연계성이다. 만약 규제거버넌스가 깨지면 당장 감독기구의 대출개입,
각종 부작위 또는 간섭, 포획, 정치적 의사결정 등이 범람하며, 결국 금융기관 거버넌스가
무너지므로 역시 특혜대출, 허술한 신용관리, 부적절한 자금수급, 무기력한 위험관리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금융위기들의 근원을 바로 여기
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향후 더욱 정교한 규제거버넌스의 모색을 위하여 이 연계

6) 예를 들어 금융기관(특히 상업은행)의 경우 비금융기업과 다르게 다수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주주, 경영자, 고객(대출자)은 물론 예금자와 규제기관과도 연결되어 있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일반 비금융기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유의 거버넌스 문제가 발
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금융기관이 갖는 고유의 특성상 그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감독기구의 규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다른 공공재(예: 전기, 가스, 수도 등) 산업에서와는 상이한 수준과 접근방식이 필요
하다고 설명한다. 지면제약상 더욱 상세한 설명은 Quintyn(2007, pp.11~20)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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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존재 및 정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연구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Das and Quintyn(2002)에서 시작되고 Quintyn(2007)에서 총정리 될 때까지 2000년대
초중반 거버넌스연계론에 관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규제거버넌스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하고 집중적인 분석이다. 예를 들어, Quintyn and
Taylor(2003)는 감독기관 독립성에 대하여 다시 규제(regulatory), 감독(supervisory), 기
관(institutional) 및 예산(budgetary)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정의하며 이들을 확립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한편 Hüpkes et al.(2005)은 금융감독과 같은 복잡한 업무에서는 책임
소재를 밝히는 정교한 규율들이 필요하며, (가령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비교하여) 규제집
행권과 제재권한도 함께 행사하므로 금융감독 분야의 책무성확보를 매우 강조하였다.
Schüler(2003)과 Majone(2005)도 감독기구가 독립적일수록 특히 정교한 책무성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확연히 눈에 띄는 연구방향은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측정작업이었
다. Das et al.(2004)은 은행시스템안정성의 대리변수로서 금융시스템건전성지수
(financial system soundness index)와 규제거버넌스의 품질지수를 고안한 후, 후자가
전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욱 본격적인 작업은 Quintyn et al.(2007)에서 수행되
었다. 곧바로 Masciandaro et al.(2008)은 Quintyn et al.(2007)의 자료를 55개국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후술되듯 이 자료는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인용 및 활용되게
된다. 이 시기에 규제거버넌스와 금융부문 안정성 간의 실증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동향에는 Masciandaro et al.(2008)의 자료가 공헌한 바가 크
다. (이 시기 및 이후의 실증분석에 관해서는 제lll.1절에서 별도로 상술할 것이지만) 감독
기구의 규제거버넌스가 모범적일 때 금융부문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억제되고 궁극
적으로 금융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명제를 대체로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나타났다
(Beck et al., 2003; Das et al., 2004; Arnone et al., 2007 등).

다. 2000년대 후반 이후의 논의
한편 선행연구를 보면 대략 2008년부터 그 이전과 다소 다른 변화가 포착된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대두되
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8년 9월 리먼 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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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사가 파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10월에는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며 아이슬란드, 폴
란드, 우크라이나 등 유럽 여러 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
했다. 이후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09년 3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하였다.
이렇게 2008년 시작된 금융 및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좋은 규제거버넌스를 마련하면
금융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때까지의 전향적인 믿음에 여러 학자 및 정책입
안가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주지하듯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는 물론 거시
경제적 불균형 또는 정책실패 및 금융시스템에 관한 규제실패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었다
(Allen and Carletti, 2009; Brunnemeier et al., 2009; Buiter, 2008; Roubini, 2008).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독실패(supervisory failure)’가 원인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Dijkstra, 2010, p.115; Masciandaro et al., 2012, p.19).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로부터 관찰되는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 감독자에 대한 집중된 관심이다. 즉 금융감독자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간과하여 금융위기가 초래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Dijkstra, 2010). 금융감
독의 실패는 사회와 금융감독자 간 각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해
야 한다는 것이 Dijkstra 주장의 골자이다. 사실 유인체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금융위기
직전 Barth et al.(2006)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즉 감독자의 유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숙고가 없으면, 독립성·책무성 등의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Masciandaro et al.(2012)도 감독자의 유인체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견제하되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한 바 있다.
둘째, 실증분석의 결과이다.(필자가 자체 서베이결과에 근거할 때) 2007년까지 실증문
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다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금융안정성 및 은행건전성에 대
하여 규제거버넌스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소 약하거나 아니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연구가 종종 나타났다. 제III.1절에서 상술되는대로
Demirgüç-Kunt et al.(2008),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2011) 및 Masciandaro

et al.(2012)가 그 예들이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서, Demirgüç-Kunt et al.(2008,
p.537)은 실제 은행건전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여 긍정적 영향이 다소 약하게 나왔다고
하였다. Masciandaro et al.(2012)은 감독자의 유인체계가 감독의 명목상 목적과 항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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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상(de jure)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수를 측정하였
지만 실제적으로(de facto)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사용된 규제거버넌스 지수가
경제회복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Ponce(2010) 및 Mohr and
Wagner(2011)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가령 후자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써 검증하였다.
셋째, 적절한 ‘감독구조(supervisory architecture)’에 관한 상이한 견해의 등장이다.7)
감독구조는 ‘감독절차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Masciandaro et al., 2012,
p.21)이다. 말하자면 금융감독의 주무부서 지정, 업무의 통합 내지는 분할 정도 등 주로
조직의 외연적 특성에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감독구조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중후반
부터 있었다. 특히 1997년 영국에서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설립되면서 감독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감독구조를 개정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Abrams and Taylor, 2002; Masciandaro, 2004; Arnone and
Gambini, 2007; Čihák and Podpiera, 2007 등). 그런데 2008년 위기 이전 적절한 감독구
조에 관한 중론은 대개 ‘(금융업역간) 감독업무들의 통합’ 및 ‘중앙은행 비관여’라는 두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가 다소 바뀌는 듯하다.
Cecchetti(2008)와 Buiter(2008) 등은 중앙은행의 감독참여론을 제기하였으며,
Brunnemeier et al.(2009)은 미시적 건전성감독은 다른 감독기구가 담당하되 거시적 건전
성감독은 중앙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감독자들의 유인체계에 큰 비중을 두었던
Masciandaro et al.(2012) 역시 감독기구를 두 개로 만들어 경쟁 및 견제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3. 규제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 및 한국의 위치
이제 규제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의 정의를 OECD는 다음과 같이 내렸다.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7) 감독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하 제IV장과 제V장에서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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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예: 채권자, 근로자, 고객 등) 간 관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해당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구조는 물론,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및 그
실적을 감독할 수 있는 수단 제공의 구조까지도 포함한다”(OECD, 1999). 전술했듯이 Das
and Quintyn(2002)은 규제거버넌스를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및 성실성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정부와 피감기관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고객, 그리고
일반대중과 같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까지 설정한다. OECD의 정의처럼 이 구성요소들
은 해당 기관의 공식적 존재목적 및 그 성과를 감독하기 위한 메카니즘의 기초가 된다
(Quintyn, 2007, p.22).
감독기구는 그 속성상 결국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금융산업
으로부터의 회유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늘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립성 논리는 명백
하다. 반대로, 공공선택이론으로부터 쉽게 추론되듯이 감독기구의 종사자들은(여느 규제
기관들처럼) 금융산업, 정치인 및 기타 이익집단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대(rent)를 창출하
는 능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책무성이
동반되어야 한다(Hüpkes et al., 2005). Rochet(2008) 등이 실제로 최근 여러 금융위기들
의 주요원인으로서 독립성 및 책무성의 부재를 꼽았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8)
Das and Quintyn(2002)이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들의 공식적 정의를 제시한 직후, 비
슷한 맥락에서 Carmichael(2002), Quintyn and Taylor(2003), Quintyn(2007) 및
Masciandaro et al.(2008) 등이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도 특히 독립성과 책무성을 강조
하였다. 여기에는 독립성과 책무성이 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이들
의 주장에 기인한 바 크다. 반면 다른 두 가지 요소인 투명성과 성실성은(독립성과 책무성
이 결정된 이후) 주로 감독기구 자체적으로 확립되어진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10여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독립성과 책무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명제가 중론인 듯하다. 본고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제lll절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하되 추가적으로 투명성의 효과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특정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2000
년대 중반 이후 그 측정작업이 시작되었다. Quintyn et al.(2007)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은행감독제도가 바뀐 32개국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명시된 내용들에 기반하
8) Quintyn and Taylor(2007, pp.7~8)는 심지어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세계 거의 대부분 금융위기에서 금융감
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위기를 명백하게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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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독립성과 책무성을 측정하였다. 이어 Masciandaro et al.(2008)은 Quintyn et

al.(2007)의 자료를 55개국으로 확장하여 독립성과 책무성 지수를 재확인하였고, 더 나아
가 두 구성요소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Quintyn et al.(2007)은 독립성과 책무성 지수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판단근거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9) 독립성에 대해서는 4개 영역의 19개 기준(criterion), 그리고 책무성에
대해서는 7개 영역의 21개 기준 문항을 그 측정근거로 삼고 있다.10) 그들의 가장 주목할만
9) 후속연구자들을 위하여 Quintyn et al.(2007, pp.102~108)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성’ 부분이다.
첫 번째 영역은 ‘제도적 독립성’으로서, 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감독기구는 법적근거를 갖는다.
② 법률에 감독기구가 독립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③ 의장과 고위간부는 복수의 정부부처에 의해 임명된
다. ④ 감독기구는 위원회로서의 정책결정기구이다. ⑤ 모든 직원들은 신의에 의해 행해진 행위에 대해 법
적책임을 면제받는다. ⑥ 정책위원회에는 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⑦ 정책위원회에는 정부관리가 포
함되지 않는다. ⑧ 법적으로 재무장관에게 감독기구의 정책결정에 간섭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⑨ 법률에
의장의 해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영역은 ‘규제독립성’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건전성 규제를 자율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의 1개 항목을 갖는다. 셋째 영역은 ‘감독독립성’으로서 4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라이센스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② 라이센스 취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③ 피감독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할 독점권을 갖고 있다. ④ 감독상의 제재를 집행할 권한
이 있다. 넷째 영역은 ‘예산독립성’으로 총 5개의 세부항목이 있다: ① 피감독기관들로부터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모은다. ② 사전승인을 위해 정부에 예산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직원의 급여와 급여구조의 규
정에 대한 자율성이 있다. ④ 자율적으로 직원을 고용한다. ⑤ 자율적으로 내부조직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책무성’ 부분이다. 첫째 영역은 ‘위임’에 관련된 내용으로, “위임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는 1개 항목을 갖는다. 둘째 영역은 ‘입법부에 대한 책무성’으로서, 3개의 세부항목이 있다: ① 입법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정기적인(예를 들어, 분기별로) 공청회
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③ 입법부에 대한 책무성은 재무장관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즉 감독기구
의 의장은 의회에 보고한다. 셋째 영역은 ‘행정부에 대한 책무성’ 부분으로서, 3개의 세부항목을 갖는다:
① 행정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 재무장관과 정기적인 브리핑 회의를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③ 임시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넷째 영역은 ‘사법부에
대한 책무성’ 부분이다: ① 피감독기관들은 감독상의 결정에 대해 법정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②
항소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사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③ 항소는 전문적인 판사에 의해 처리된다.
④ 감독오류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처벌이 부과된다. 다섯째 영역은 ‘예산책무성’으로서 예산에 대해 사
후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여섯째 영역은 ‘투명성’으로서, 5개의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감독상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공개 절차가 있다(웹사이트). ② 공표된 강령을 가지고
있다. ③ 일반대중이 연차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일반대중이 이메일이나 옴부즈맨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⑤ 법률은 규제와 감독체제 내에 소비자 상담위원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는데, 4개의
항목이 있다: ① 법률은 새로운 규제에 대해 관련된 공식적인 사전 상담절차를 요구한다. ② 법률은 새로
운 규제에 대해 일반대중과 사전 상담절차를 요구한다. ③ 감독기구는 내부 회계감사 절차를 갖는다. ④
감독기구는 외부 회계감사 절차를 갖는다.
10) 독립성 지수산출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서, 만일 관련 법이 특정 문항을 충분히 만족시키면 ‘2’, 부분적으
로 만족시키면 ‘1’,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면 ‘0’의 값을 준다. 나아가 오히려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나
사례가 발생하면(예: 재무부장관이 금융 감독기구의 수장을 맡는다든지 혹은 감독기구의 결정을 장관이
개입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경우) ‘-1’을 주게 된다. 편의상 저자들은 각 문항이 2점일 때를 기준으로 지
수를 재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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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견은 금융개혁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립성과 책무성 수준이 높아진 것이었다.
두 지수의 합인 종합지수 평균치는 개혁 이전 평균 46%에서 64%로 18%포인트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성 지수는 개혁 이전 평균 52%에서 68%로 상승했고, 책무성은 40%에서
61%로 상승했다. 독립성 지수의 표준편차는 책무성보다 약 1.8배 정도 높다. 즉 각 나라마
다 독립성 수준이(책무성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성 지수의 수준은 아직 그리 높지 않으며, 개혁 이후에 독립성보다는 책무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였다. Quintyn et al.(2007)은 이러한 현상이 (책무성의
중요성을 인지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두려움’, 즉 정치인이 감독기구에
대한 독립성 부여를 두려워하거나 그 부여에 확신을 갖지 못한 소치라고 해석하였다. 말하
자면 정치인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독립성을 약간 개선시켜주는 대신 책무성을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독립성을 직접 제약하는 통제수단을 부과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절대수준에서는 개혁 이전보다 이후에 독립성 지수가 42%에서 47%로, 책무
성 지수는 38%에서 57%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치
는 독립성의 경우 개혁 이전의 21위에서 이후 28위로, 책무성은 20위에서 28위로 각각
하락했다. 나아가 종합지수로는 23위에서 30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금융감독의 ‘실제행태’보다는 ‘법률내용’ 위주로 규제거버넌스지수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러나 최소한 이 연구결과에만 근거한다면, 최근
금융개혁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규제거버넌스는 1997년 말 금융개혁 이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Quintyn et al., 2007, p.29). 전술했듯이
Masciandaro et al.(2008)은 금융개혁 이후를 기준으로 55개국까지 확장하여 독립성과
책무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이중 한국의 독립성은 전체 55개국 중 48위, 책무성은 29위를
차지하였다.11)

11) 방법론은 Quintyn et al.(2007)과 동일하며, 단지 그들의 지수를 100으로 나눠주었다. 55개국의 전체 종합
지수의 평균은 0.63, 최소는 0.35(과테말라)이고 최대는 0.86(불가리아와 아일랜드)이다. 독립성(0.69)의 평
균이 책무성(0.58)보다 높았다. 감독기구의 위치에 따라 비교해보면, 종합지수의 평균은 감독기구가 중앙
은행 내부 혹은 외부에 있을 때 모두 0.63으로 동일하다. 독립성은 감독기구가 중앙은행 내부에 있을 때
0.71이고, 외부에 있을 때 0.67로서, 중앙은행 내부에 있을 때 더 높았다. 반대로 책무성은 외부에 있을 때
(0.60)가 내부에 있을 때(0.57)보다 높았다. 한국의 종합지수 평균은 0.53, 독립성과 책무성은 각각 0.47 및
0.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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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규제거번넌스 관련 실증연구
서베이, 자료 및 기초통계량
1. 실증분석에 관한 기존논의: 체계적 서베이
필자가 국내 기존문헌을 섭렵한 결과, 감독기구 규제거버넌스와 금융시장성과(금융안정
성)와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김인배·김일중(2013)이 유
일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실증분석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미 10여 편 이상의 연구가 출간되었고, 시간이 흐를
수록 구체적인 변수설정, 사용자료, 방법론, 결과 등의 측면에서 그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서베이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자들이 실증방정식에서 다루었던 변수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종속변수로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은 역시 ‘금융(시장)안정성’이다(<표 1>). 비록 학자 및 정책입안가들
사이에 금융안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여러 연구자들이 인정하듯 이는 여전히
규정하기 힘든 개념이다. 가령 Dattels et al.(2010, p.6)은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와 갖
는 상호의존성은 물론 금융시스템 내 여러 다른 요소들과의 의존성도 너무나 복잡하므로,
금융안정성을 정의하는 작업은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문헌에서
는 금융안정성 대신에 금융불안정성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 저자들은 이러한 견해가(여
러 학자들이 정의한 금융불안정성의 개념 중) Mishkin의 정의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주장한
다.Mishkin(1999, p.6)은 “금융시스템의 본래 기능은 생산적 투자기회 쪽으로 자금을 순환
시키는 것인 바, 외부로부터의 충격 때문에 정보흐름이 방해받아 금융시스템이 그러한 기
능을 할 수 없을 때 금융불안정이 야기된다”고 정의했다.
이상과 같이 그 개념정의에 대하여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는 작업을 저마다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가령 Sundararajan et al.(2001), Das et

al.(2004), Podpiera(2006) 및 Ponce(2010) 등은 그 대리변수로서 부실대출비율을 사용하
였다. 또한 Demirgüç-Kunt et al.(2008)과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2011)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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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의 금융견고성등급(Moody’s financial strength rating)과 Z-score을 각각 사용하였
다. 전술한 Mishkin의 주장을 반영하여 Mohr and Wagner(2011)는 다양한 재무변수들에
요인분석의 일종인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금융안정성을 복합적으로 측정하였다. 한
편 최근 Masciandaro et al.(2012)은 종속변수로서 금융안정성 대신 국내총생산의 연간성
장률을 사용한 ‘경제회복력’ 개념을 사용하여 규제거버넌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이 사용한 설명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바람직한 규제
및 감독 관행’을 정의하는 것 역시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다(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 2011, p.181). Barth et al.(2001)이 학계 최초로 World Bank의 지원으로
여러 국가들의 은행규제 및 감독기구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은행부문의 법규제
관행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표 1>
에서 보듯이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를 포착하는 변수들은 많은 연구가 IMF와 World
Bank에서 발행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s; 이
하 FSAP)’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가 만든 ‘바젤
은행감독핵심준칙(BCP)’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감독시스템을 평가한 자료이다.12) 최근
Mohr and Wagner(2011)와 Masciandaro et al.(2012) 등과 같이 규제거버넌스 변수로서
Masciandaro et al.(2008) 자료를 사용한 문헌이 눈에 띈다. 전술했듯이 Masciandaro et

al.(2008)은 55개국을 대상으로 매우 방대한 항목을 조사하여 독립성과 책무성을 지수화하
였다.
셋째, 실증방정식들을 보면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한 듯하다.
규제거버넌스가 물론 핵심역할을 하지만 연구자들마다 금융안정성에 고유의 영향을 미치
는 기타 요소들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외생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특히 Beck et al.(2003), Das et al.(2004),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2011) 및 Mohr and Wagner(2011) 등에 포함된 주요 통제변수들로서, 인플레
이션, 국내총생산 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 은행집중도, 환율, 이자율, 재정수지 및 사회
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부패 혹은 민주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그간의 연구들을 볼 때

12) BCP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선결조건, 감독기구의 효율적인 감독방식, 은행영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
에 관한 25개 세부준칙으로 구성되며, 이를 네 가지 등급, 즉 non-compliant(0점), materially compliant(1
점), largely compliant(2점), compliant(3점)로 평가한다. 바젤위원회는 1997년 9월 BCP를 제정한 이후, 1999
년 BCP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실행지침을 담은 방법론(Core Principle 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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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최소한 몇 개는 안정적인 추정치를 보여야 온전한 실증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넷째,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을 간략히 검토해 보자. <표 1>에서 보듯이 대부분
횡단면 OL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패널형식의 자료를 구축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13) 예로서 규제거버넌스를 포착하는 설명변수 값들의 연간변화는 대개 거의 없기 때문
이다. 소수 연구에서 순서형프로빗모형도 사용하였다. 가령 Demirgüç-Kunt et al.(2008)
은 종속변수로 무디스의 금융견고성등급(Moody’s financial strength rating)을 사용했는
데, 점수가 E-(가장 낮은 건전성)부터 A+(가장 높은 건전성)까지 총 15개로 구분하였으므
로 종속변수의 이런 제한성을 고려하여 순서형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기타 Das et

al.(2004)은 잔차에 이분산성이 발견되어 가중최소자승법(WLS)을 사용하였고, Mohr and
Wagner(2011)는 유일하게 구조모형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실증분석결과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Ponce(2010, p.5) 및 Mohr
and Wagner(2011, p.4) 등 최근 연구자들의 평가를 보면, 금융안정성에 대한 규제거버넌
스의 영향에 대하여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자체 서베이결과에 근거할 때 규제거버넌스가 금융안정성에 중요하다는 결과가 좀 더 다수
이며, 이는 <표 1>의 요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Das et al.(2004)은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세 가지 필수요소를 확인하였다. 즉 건전한 거시경제상황,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및 견고한 시장하부구조를 세 축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제ll.1절에서 언급했듯이) 규제
및 감독에서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성실성의 네 가지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들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Quintyn and Taylor(2003, 2007)의 주장과 같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실증분석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Ponce(2010) 및 Mohr and Wagner(2011)에서는 (독
립성뿐만 아니라) 책무성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14)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다소 약하거나

13) 다만 Podpiera(2006)은 종속변수와 기타 설명변수에 대해서 65개국의 5년간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규제거
버넌스 변수인 BCP의 관찰치는 국가당 1개 밖에 구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규제거버넌스 변수의 소위
‘그룹내 시계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온전한 패널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다.
14) 가령 Ponce(2010, p.26)은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감독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
이 요구되고 독립성은 책무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술한 이론논의에서 Hüpkes et
al.(2005)의 주장과 일치한다. Mohr and Wagner(2011, p.19)도 독립성과 책무성을 충분히 부여받은 감독기
구가 담보되어야 금융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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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연구가 몇몇 존재한다. 저자들은 그 주요 이유들로서 종속변수
관련 측정오차의 문제와15) 감독자의 유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 등을 꼽고 있다. 특히
Masciandaro et al.(2012)은 Masciandaro et al.(2008)의 규제거버넌스 지수들을 (감독구
조 변수 등과 더불어)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종속변수인 경제회복력을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로 법제상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규제거버넌스 평가가
성공적인 경제회복력의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법제 외에도 실제 법이 집행되
는 과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특히 2008년 이후 그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감독자의 ‘사적유인체계’가 사회요구와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Masciandaro et al., 2012, p.31).
종합하면, 이 분야 실증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소수 상이한 결과를 보인 분석들
이 존재하지만 규제거버넌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대체로 가능해보인다.
특별히 독립성과 책무성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는 발견과 주장을 한국의 제도개편
과정에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08년 이후의 더욱 정교화된 실증분석들은
향후 연구방향에 유익한 지침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성상 정의가 쉽지
않은 종속변수인 금융안정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BCP나 각국 법제에 기반을 둔 지수가 당분간 설명변수로서 갖는 유익성은 분명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집행 상황 및 감독자의 유인체계를 포착할 수 있는 대리변수들
을 발굴한다면 더욱 정치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2011)은 그 이유로서 자신들의 종속변수로서 사용한 Z-score처럼 회계기
준을 바탕으로 한 측정지수가 은행건전성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별로
존재하는 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려 했으나 완벽하지 못했던 결과로 긍정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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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기준 준수
(BCP Compliance Score)
- 공공부문의 규제거버넌스, 1인당
GDP, GDP 대비 증권시장규모,
주요 5대은행의 총예금비율(%)
등

- 은행부문성과(은행자산의 품질)
(non-performing loans and net
interest margin)

Podpiera
(2006)

65개국

55개국

- 종속변수: Q(07)자료를
55개국으로 확장
- 설명변수: World Bank 및
Beck et al.(2003) 자료 등

107개국

- 종속변수: IMF의 FSAP
- 설명변수: IMF의 FSAP
(1998~2002)

- 종속변수: L(00), Bc(01) 자료
등 (1997~1999)
- 설명변수: Ba(01) 자료

53개국

49개국

- 종속변수: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
- 설명변수: BCL 자료
- 종속변수: IMF의 FSAP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직접 계산
- 설명변수: IMF의 FSAP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직접 계산

25개국

107개국

분석대상

- 종속변수: IMF의 FSAP
- 설명변수: IMF의 FSAP

- 종속변수: World Bank
- 설명변수: 저자 서베이

자료

OLS

패널추정
기법

OLS /
ordered
probit

WLS /
2SLS

ordered
probit

OLS

OLS

방법론

주: 1) 대표적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료, 분석대상, 및 방법론 등은 문헌에서 대표적인 것을 사용하였음.
2) Ba(01)은 Barth et al.(2001), Bc(01)은 Beck et al.(2003), L(00)은 Levine et al.(2000), Q(07)은 Quintyn et al.(2007), M(08)은 Masciandaro et al.(2008)을 나타냄.
BCP는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의미함.
3) ‘결과’에 표시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온 경우, ‘X’는 통계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매우 낮거나 실증모형들 중 일부만 유의하게 나온 경우임.

- (독립성과 책무성)

X

- 은행부문의 법과 규제 관행 등
(독립성)

- 은행부문 발전, 효율성, 및 안정성
(bank development; net interest
margin; overhead costs;
non-performing loans)

Barth et al.
(2004)

Masciandaro et al.
(2008)

○

-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
- 금융안정성
(BCP Compliance Score; MFP
(weighted average of the capital
Transparency Code, IOSCO;
adequacy ratio and the ratio of
IAIS)
non-performing loans)

○

∆

Das et al.
(2004)

-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
(독립성)

- 국제기준 준수
(BCP noncompliance)

- 은행부문건전성
(ratio of non-performing loans
and level of lending spread)

○

결과

- 금융안정성
(financing obstacles)

- 은행부문의 법과 규제 관행 등
(독립성)

설명변수

- 은행성과 및 안정성
(bank development)

종속변수

Beck et al.
(2003)

Sundararajan et al.
(2001)

Barth et al.
(2001)

실증문헌

<표 1> 실증분석 문헌: 주요변수, 추정결과, 사용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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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감독구조
(통합정도와 중앙은행 관여정도)
-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
(독립성과 책무성)

- 경제회복력
(annual GDP growth rate)

Mohr and Wagner
(2011)

Masciandaro et al.
(2012)

55개국

49개국

- 종속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2009)
- 설명변수: 저자들이 직접계산
및 M(08) 자료 (1996~2006)

86개국

- 종속변수: 저자들이 직접 계산
- 설명변수: IMF의 FSAP
(1999~2006)
- 종속변수: 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1~2005)
- 설명변수: M(08) 자료 등

81개국

64개국

- 종속변수: IMF의 FSAP
(1999~2009)
- 설명변수: IMF의 FSAP
(1999~2009)

분석대상

자료
- 종속변수: Moody’s financial
strength rating
- 설명변수: IIMF의 FSAP
(1999~2003)

OLS

structural
model

OLS

OLS

OLS /
ordered
probit

방법론

주: 1) 대표적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료, 분석대상, 및 방법론 등은 문헌에서 대표적인 것을 사용하였음.
2) Ba(01)은 Barth et al.(2001), Bc(01)은 Beck et al.(2003), L(00)은 Levine et al.(2000), Q(07)은 Quintyn et al.(2007), M(08)은 Masciandaro et al.(2008)을 나타냄.
BCP는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의미함.
3) ‘결과’에 표시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온 경우, ‘X’는 통계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매우 낮거나 실증모형들 중 일부만 유의하게 나온 경우임.

○

-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
(독립성과 책무성)
- 기타

- 금융안정성
(regulatory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bank
capital to assets; bank
provisions to non-performing
loans; return on assets 등)

X

- 국제기준 준수
(BCP Compliance Score)

- 은행부문건전성
(Z-score)

○

- 규제거버넌스(독립성과 책무성)
및 법적보호
- 국제기준 준수
(BCP Compliance Score)

- 금융안정성
(ratio of non-performing loans
to total loans)

Ponce
(2010)

-Kunt and
Detraiache (2011)

∆

결과

- 국제기준 준수
(BCP Compliance Score)

설명변수

- 은행부문건전성
(bank’s financial strength
rating)

종속변수

-Kunt et al.
(2008)

실증문헌

(<표 1> 계속)

IV. 감독구조 통합과 중앙은행의 역할
1.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 및 감독구조의 국제 추세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서로 구분되었던 은행, 증권 및 보험 부문
이 통합되는 소위 혼성효과(blurring effect)가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시장의
변화는 이들을 함께 취급하는 거대 금융복합기업(financial conglomerates)을 출현시켰
다. 또한 전통적인 은행 활동이 증권화(securitization)될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대출
등으로 나뉘었던 기존 금융상품 간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위험을 한데 묶고, 재가공하
여 거래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16)
혼성효과에 따른 이러한 금융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각국은 기존의 시장
부문별 감독구조의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규제의 중복 및 비일관성, 규제
재정(regulatory arbitrage), 시스템 위험 파악의 어려움 등 부문별 감독구조의 여러 문제
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감독구조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해 왔으며,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개혁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혼성효과에 상응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자연스럽게 감독기구가 단일기구로 통합되는 방향
으로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1997년에 단일 감독기구로서 금융서비스
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을 설립하여 그 이전에 분권화 되어 있었던 여러
감독기구들이 통합되었다. 이를 계기로 아일랜드와 같이 감독권한을 중앙은행에 두는 소수
의 경우 외에는 독일, 한국, 오스트리아, 콜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
하여 감독업무를 통합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역할로 인해 일정부분

16) De Luna Marinez and Rose(2003), Masciandaro(2007) 참조.

IV. 감독구조 통합과 중앙은행의 역할

25

감독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그 당시 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전념하고, 감독은 별도의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하여 전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감독구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겼다(Abrams and Taylor, 2001; Llewellyn,
2006).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감독실패가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면서, 많은 국가들이 감독구조를 재개편하였는데, 금융위
기를 통해 특히 시스템 위험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감독에 있어서 중앙은행
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17)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0년에 단일 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
국(FSA)을 없애고 영란은행으로 감독권한을 대폭 이관하였다.18) 미국에서는 2010년에
Dodd-Frank법이 승인되어 Fed의 감독권한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유럽에서는 2009년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거시 감독기구가 될 것
을 권고하였다. 요컨대 2008년 이후 새로운 감독체계의 추세를 정리하여 보면, 대체로 거
시건전성 감독이 미시건전성 감독과 구분되면서,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중앙은행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구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서야 연구자들
이 감독의 효율성에 대한 감독구조의 효과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Monkiewicz, 2007, p.152). 특히 감독기구 통합에 대한 찬반 주장, 또는 통합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감독기능 및 기구 통합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9)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우선 감독기구 통합의 의미와
추세의 통계를 살펴보고, 이후 소절들에서 이들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한다.
Monkiewicz(2007)에 따르면, 감독기구의 통합은 폭과 깊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
선 통합의 폭에 있어서는 부문간(sectoral) 통합과 기능적(functional) 통합이 있다. 부문
간 통합이란 전통적으로 구분되었던 은행, 증권, 보험 각 부문에서 기존에 각 부문별로
존재했었던 감독기구들을 단일화하여 여러 부문을 함께 감독하도록 하는 통합을 말한다.
17) Monkiewicz(2007), Masciandaro and Quintyn(2011) 참조.
18) 이전의 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영란은행에 속하는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별도의 독립기
구인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다. 전자가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후자
는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 Barth et al.(2002a), Arnone and Gambini(2007), Cihak and Podpiera(2007),
Monkiewicz(2007), Garicano and Lastra(2010), Masciandaro(2006, 2007, 2009),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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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능적 통합은 면허, 규제집행, 업무감독, 건전성 및 시장행위감독 등, 감독의
여러 주요 기능들의 통합을 의미한다.20) 다음으로 통합의 깊이에 있어서는 크게 기구간
(institutional) 통합, 기술적(technical) 통합, 유기적(organic)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기구 간 통합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기보다 합체(consolidation)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기술적 통합은 감독모형, 감독과정, 감독정책 등과 같은 감독기술의 단일화 혹은
수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통합은 감독의 룰, 원칙, 기준 등이 단일화 되는 것으
로서, 궁극적으로 감독 법체계의 단일화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기술적, 유기적 통합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단계이다. 따라서 보통 감독기구의 통합이라 함은 부문
간 및 기구 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sciandaro et al.(2011)는 102개국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 직전
(2007년)과 직후(2009년)에 각국 감독기구의 통합정도와 중앙은행의 감독에 대한 관여도
를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그림 1>은 전체국가, OECD국가, 유럽국가, EU국가로 구분하여 감독기구의 통합정도를
살펴보았다. Masciandaro et al.(2011)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융감독통합지수(Financial
Supervision Herfindahl Hirschman Index, FSHH 지수)에 따르면,21) 먼저 대체로 2008
년 위기 이전이든 이후든 선진국(OECD, 유럽국가, EU)이 전체국가들의 평균보다 통합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통합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시 2008년 위기와 상관없이 EU국가들이 OECD나 유럽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통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이전과 위기 이후를 비교해보면 선진국(OECD, 유럽
국가, EU)은 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합정도가 더 높은 반면, 전체국가는 그 반대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통합정도가 높아진 반면, 개도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20) 대부분의 논문에서 기능적인 통합을 간과하고 있는데, 감독에는 여러 기능이 존재하며 그러한 기능들이
분리된 기구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Monkiewicz, 2007. p.156).
21) FSHH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asciandaro et al.(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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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독기구의 단일화 (Financial Supervision Unification: FSHH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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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sciandaro et al.(2011)

<그림 2> 역시 <그림 1>과 마찬가지로, Masciandaro et al.(2011)은 102개국 전체국가와
OECD, 유럽국가, EU로 구분하여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Central Bank as Financial
Supervisor, CBFS)를 비교하였다.22) 2008년 위기와 상관없이 선진국(OECD, 유럽국가,
EU)이 전체국가들의 평균보다 중앙은행의 감독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진국
이 개도국보다 중앙은행의 감독관여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 또한 역시 2008년 위기
와 상관없이 EU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OECD국가 평균보다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위기 이전과 위기 이후를 비교해보면 선진국(OECD, 유럽국가, EU)은 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중앙은행의 감독 관여도가 높아진 반면, 전체국가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24) 이는 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관여가 높아진 반면, 개도
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가 주로 선진국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부실한 거시건전성 감독이 위기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25)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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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FS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asciandaro et al.(20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Masciandaro and Quintyn(2011)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Masciandaro and Quintyn(2011)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Masciandaro et al.(2011)참조. Nier et al.(2011)의 서베이에 의하면 2008년 위기 이후 21개 국가 중 19개국
에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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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Central Bank as Financial Supervisor: CB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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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sciandaro et al.(2011)

이상의 국제 추세와 관련하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최근의 논의
를 잠시 개관한다.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
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와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하였다. 그 이후 여러 변화를 겪으
며 현재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체계에 이르렀다.26)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감독기
구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도 빈번히 지적되는 것들로는 감독
자에 대한 감독체제 부재, 감독업무의 독립성 결여, 감독기구 간 분쟁, 거시건전성 감독체
제 부재,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충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부재, 피감독부문으로부터의
포획, 부처 간 관할갈등, 소비자보호체계 미비 등이 포함된다(윤석헌 외, 2012; 이동걸
외, 2012 등).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일찍이 김홍범(2003), 김동진(2004), 윤석헌 외(2005),
고동원(2008)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감독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감독기구의 독립성, 책무성 및 투명성과 같은 규제거버넌스 구성요소들이 잘 정립되지 않
26) 1997년 관련법률 제정 이후 2012년 11월까지 총 6차례의 개편이 있었다. 지면제약상 이에 대한 더욱 자세
한 논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자료(2012)를 참조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제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97년 이전 체제에서는 은행감독원(이하 은감원)은 한국은행에, 보험감독원
(이하 보감원)과 증권감독원(이하 증감원)은 재무부에 소속된 체제였다. 2000년에서는 은감원, 보감원, 증
감원을 한 지붕아래 모아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로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
여 감독 정책과 집행을 책임지는 체제였다. 2008년 체제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에 더하여 금융산업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집
행을 담당하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한 체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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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안에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였다.27)
국민권익위원회(2010), 윤석헌 외(2012), 김우찬(2012) 및 이동걸 외(2012)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업무의 통합정도, 감독기구간의 유기적 관계, 정부부처와의 관계 등,
Masciandaro et al.(2012, p.21)의 표현을 따르면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보
다는 주로 ‘감독구조(supervisory architecture)’에 관한 논의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0)는 금융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금융수요자 피
해예방 및 알 권리 보호,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감독대상 확대 및 감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행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동걸 외(2012)는 감독기구의 포획문제와 시간별 정책비일관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면서, 그 근본원인으로서 감독자 유인불합치 현상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정미화(2012, p.86) 역시 금융감독
의 실패는 제도(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의 유인체계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감독자의 유인합치 달성을 개혁의 핵심으
로 제시하며, 그에 따라 감독기구의 권한, 책임, 펀딩구조, 참여부처 등 최적 감독체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감독기구조직에 몇 개의 부처가 참여하는지의 기준에 따라 이원화
(bipartite), 삼원화(tripartite), 다원화(multipartite)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후, 위
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통합(unified)체제로28)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9)
27)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저축은행 사
태의 여파로 2011년 5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T/F｣가 설치되었고,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준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금융감독혁신방안’이 제시되었다.
28) 이는 금융시장 감독, 유동성위험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 신용위험에 대한 예금보험기구 역할, 시스템위
험 관리를 통괄할 수 있도록 큰 우산 아래 모든 역할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9) 개편방안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다음의 세 가지 감독구조 측면들로부터 대략 분류할 수 있을 듯하
다. 첫째는 감독기구의 통합 및 분리 여부이며, 둘째는 감독기구가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속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참여정도이다.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된 주장들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정
도에 관한 논의로서, 전성인(2009), 원승연(2011) 및 윤석헌 외(2012)는 감독기구의 분리를 주장한다. 특히
윤석헌 외(2012)는 명시적인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주장한다. 통합기구 독점성의 문제점이 인식
되면서 건전성 대 행위규제 감독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쌍봉형 체계로의 개편이 금융선진국들에서
의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재 금융감독원을 분할하여 건전성감독을 위한
기구와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김우찬(2012)은 기존
의 통합형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분리신설하
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비상임위원
숫자 증대, 국회추천, 임기연장, 시차임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김홍기(2012) 역시 통합형 감독체계
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승연(2011), 고동원(2012), 김우찬(2012) 및 윤석헌 외(2012)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공적민간기

30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대한 고찰

2. 감독기구 통합
가. 찬성논리 대 반대논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역
할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그림 2>), <그림 1>에서 보듯, 단일화의 추세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독기구 통합에 대한 찬반 논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합에 대한 찬성논리는 다음과 같다. 여러 연구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점들을 열거
하였지만,30) 그 중 대표적으로 Monkiewicz(2007)에 따르면 첫째, 통합된 감독기구는 금
융시장의 혼성효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 전 부문에 걸친 위험과 이슈를 파악하
는데 더 용이하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거대 금융기업군 또는 금융복합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록, 그리고 이들의 위험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될 때, 그에 대한 감독은 통합된 감독기구
가 더 효율적이다(Llewellyn, 2006, p.18). 뿐만 아니라 이들 거대 기업군 또는 복합기업은
정치적 파워도 상당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방어하는 데는 통합된 감
독기구가 더 효과적이다.
둘째, 부문별 감독체계 하에서는 금융시장의 혼성효과로 인해 여러 부문에 걸쳐 유사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에 대해 유사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경우 규제재
정(regulatory arbitrage)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감독기구가 통합되면 그러한 가능성
이 작아지고, 여러 금융 부문 또는 기관 간에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실패의 경우에 책무성 혼란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구’(또는 ‘민간공적기구’)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윤석헌 외(2012)는 건전성 감독기구를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것보다 한국은행
과 감독기구 간의 현행 분리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다만 한국은행에 조건부 단독 조사권과 위기
시에 유동성에 관해 제한적 감독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동걸 외(2012)는 전술한대로 현
재의 감독체제를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이원화체제에서 한국은행
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관장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2012년 10월 26일에 은행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1월
7일에는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
었다. 이들 발표회에서 감독기구의 통합 및 분리 여부 및 민간 또는 공공부문 중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위에서 언급한 골격과는 큰 차이는 없으나, 11월 토론회에서 오정근(2012)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때 최종대부를 할 수 있는 중앙은행 기능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고 하며,
중앙은행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0) 대표적으로 Abrams and Taylor(2001), Llewellyn(2006), Monkiewicz(2007), Masciandaro and Quintyn(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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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합 감독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감독기구의 관리, 정보
기술, 회계, 법무 등에서 연합지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감독기구의 규모가 클수록
직원들에게 더 나은 경력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유인이 주어진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통합된 감독기구 하에서 상호 간 지원기능은 인적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통합 감독기구 하에서는 기존의 각 부문별 감독기관들이 가지
고 있었던 최선의 감독 기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Masciandaro and Quintyn(2008)는 통합 감독기구가 부문별 감독체계보다
더 나은 소통과 업무의 협조 및 조정이 가능하며, 보고의무 중복과 규제의 비일관성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Garicano and Lastra(2010)는 통합 감독기구가
복수의 감독기구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화된 감독기구가 여럿 있으면, 감독의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규제의
간극(gap)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복합기업의 경우, 규제재정을
하거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감독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감독기구 통합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Monkiewicz(2007)는 우선 통합의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제도개혁 이전에 개혁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통합화 과정에서 시장 감독이 악화될 수 있고, 제도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
와 자원이 소실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둘째, 장기적으로 통합이 덜 효율적이고 덜 효과
적일 수도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통합뿐 아니라 부적절한 인력배치와 관리가 그 이유일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단일 감독기구로서 관료적인 비효율성의 위험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단일 감독기구가 특화된 다양한 금융기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감독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추세와 혁신적인 발전을 단일화된 감독기구
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31) 예를 들어 Garicano and Lastra(2010)가 지적하였듯이,
분리된 감독체계 하에서는 피감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여러 감독기구 중 하나의
기준만 통과하면 허용이 되지만, 통합된 감독기구 하에서는 기구내의 순차적인 기준을 모
두 통과한 행위만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에는 통합이 걸림돌이 될
31) 그러나 이에 대해 Garicano and Lastra(2010, p.608)은 잘 조율된 혁신적인 변화는 오히려 단일화된 기구가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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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시에 발생한 여러 금융사건들을 보면 금융혁신의 이득
보다는 그로 인한 위험의 폐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존 부문별 혹은 복수의
감독기구 체계 하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단일 감독기구로 지나치
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정치적 조정(control)과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Goodhart and Schonmaker(1995a)는 감독기구 통합의 문제점을 감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논하였다. 요는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통화정책 결정자로서 이해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역할
때문에 최종대부자로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감독기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감독기구가 통합되면, 감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폐쇄되
어야 할 은행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 결정자로서는 구제를 해줘야하는
이해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32) 한편 그러한 이해갈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감독기능을 중앙은행 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한다.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이 아닌 별도의 감독기구가 전담하게 되면, 이해갈등의 해소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내부화하되, 내부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권한
을 부여받은 자와 감독기능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법적으로 명
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두 기능의 담당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Goodhart and Schoenmaker, 1995a, p.547).

나. 통합화 촉진요인 대 제한요인
다음으로 감독기구의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과 제한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Monkiewicz(2007)는 첫째, 금융위기를 들었다. 일국이 금
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분권화된 감독체계의 과거 감춰진 취약점들이 드러나면서 대형 금융
기관이 실패하게 되면, 그로 인해 통합이 이루어지곤 하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1997년), 일본(1998년) 및 호주(1998년)의 감독기구 통합이다.
둘째, 감독기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통합이
되곤 한다. 예로서 영국은 1998년 이전에 9개의 금융 감독기구가 있었는데, 이후 금융서비
32) Folkerts-Landau and Garber(1992), Giovanni(1992), Monticelli and Vinals(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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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감독이 단일화되었다(Briault, 1999).
셋째,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의 혼성효과와 그에 따른 금융 복합기업의 비중이 금융시장
에서 커지면서, 그러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스럽게 통합화가 이루어진다.
Witteeven(2006)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네덜란드를 지목하여, 감독기구의 통합이 거대
금융 복합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실행되었다고 하였다.
넷째, 전문화된 감독자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통합이 촉진되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
국가의 경우 감독기구 통합에 매우 적극적인데, 이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감독자원을 공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규제기구의 통합(regulatory integration)에 대응하여 힘의 균형을 위해 감독기
구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벤치마킹 국가들에서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된 통합화를 모방하면서, 국제적으로 통합의 전시효과를 누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였다.
Masciandaro and Quintyn(2008)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감독기구 통합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의 개인적인 선호 또는 유인에 의해서 통합이 촉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정책결정자가 사적인 유인에 의해, 고도로 조직적이고 영향
력이 큰 금융산업의 요구를 대변하여 감독기구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
였다.
Stigler(1971)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따르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정책결정자가 산업에 포획되어 오히려 자신이 규제·감독을 해야 하는 자의 기득권에 지배
당할 수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산업은 감독기구의 수가 적을수록 감독자에 대한 포획의
성공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독기구의 통합을 원한다. 따라서 만일 정책결정자가 산업에
포획되었다면, 금융산업의 선호를 반영하여 감독기구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경우 통합은 경제 전체의 후생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의 이익이 우선시
된 것이므로, 사회 후생 측면에서 열등하며, 감독의 효과와 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제 반대로 통합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Monkiewicz(2007)에 따르면
첫째,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규제 기반이 은행, 증권, 보험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따라서 각 분야의 감독 역량뿐 아니라 감독 목적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은행부문은 감독의 목적이 시스템 안정인 반면, 보험은 소비자 보호, 증권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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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초점을 두고 감독하므로, 이들을 통합된 하나의 감독기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부문별 피감기관의 영업 및 위험 체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은행부문은
주로 자산의 질 저하로 인해 시장이 악화되는 반면, 보험부문은 부채의 질 저하가 문제이
고, 그리고 증권부문은 시장 위법행위가 시장을 위협한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고려사
항들을 한 지붕 아래 단일화된 감독기구에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관들이 기존의 부문별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간 공조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각 부문별 전문
국제기관들이 부문별로 독립적인 기준과 규제를 내 놓고 있다는 것도 통합을 제한하는 요
인이라고 하였다.

3. 감독구조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있다. 첫째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앙
은행은 은행실패 시에 구제비용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은 독립성과 독점적인 통화정책 결정자로서의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
한 장점은 감독정책을 집행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좋은 인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도움
이 된다.33) 각각의 논리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능뿐 아니라 감독기능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중앙은행은 은행실패 시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대
부자의 역할에는 금융시장 안정의 책임이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와 불안정성 정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독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Llewellyn, 2001). 특히 금융위기 동안에는 제때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
33) Giddy(1994), Abrams and Taylor(2001), Lastra(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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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일상적으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
다.34)
둘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에 대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중앙은행이 지나치
게 관용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도 구제받을 것이
라고 믿게 만들어서 지나친 위험부담을 취하게 만든다(Garicano and Lastra, 2010). 대표
적인 예가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 FRB 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
면, 추가로 더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위험부담을 확대하도록 했던 사실이다(이른바 ‘Greenspan put’이라고 부름). 이 경우, 통
화당국자는 금융기관의 그러한 위험부담의 정도와 시스템의 불안정 수준을 알아야 하므로
중앙은행은 적어도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는 각국의 전통이나 관습과는 관계없이, 감독
권한은 금융기관의 실패에 대해 궁극적으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실증
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및 이태리 등에서 훗날 중앙은행으로 발전하
게 되는 특허은행(chartered bank)은 정부의 은행이었고, 19세기 후반까지 보통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었다. 따라서 이들 은행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통화에 대해 지금
(bullion)과의 태환가치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고, 1914년까지 거시통화 정책의 주된 임무
를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위기에 처한 은행에게는 단독으로 혹은 몇몇 은행들과
함께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선도하였다. 이에 따라 감독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함께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은행위기의 규모가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혹은 몇몇 시중
은행들과 그룹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게 되자, 결국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35) 그러면서 결국 감독의 책임이 점점 중앙은행으로부터
별도의 기구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에
따르면, 과거 은행실패에 대한 구제 혹은 보험이 중앙은행에 의해 주도될 때는 중앙은행이
감독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납세자가 구제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중앙은행
외의 다른 감독기구로 점차 감독의 책임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 구제에
34) Goodhart and Schoenmaker(1995b), Goodhart(1993), Haubrich(1996), Briault(1999), Llewellyn(1999), Abrams
and Taylor(2001), Peek et al.(1999).
35) 대표적으로 1932~1933년의 미국과 독일 은행들, 혹은 1980년대 미국의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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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을수록, 신용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독체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감독기구 통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Masciandaro(2007, 2009)는 중앙은행이 감독에 개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감독기구의 통합정도는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를 Masciandaro는 중앙은
행의 다분화 효과(central bank fragmentation effect)라고 칭하였으며, 이를 기업 거버넌
스 관련문헌에서 최근 이용되는 ‘룰-기반 경로 의존’(rule-driven path dependence) 이론
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룰-기반 경로 의존’ 이론이란 정책결정자가 현재 시점
에서 어떤 룰을 선택할 것인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룰 그
자체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감독기구 통합과정에 적용하면, 감독기구의 통합정도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선택은 기존에 중앙은행이 감독에서 맡은 역할 수준에 달렸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으로 기
존 상태를 유지하는 연장선상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만일 현재 중앙은행이 감독에 대해
관여도가 낮으면, 정책결정자는 더 이상 그것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도덕적 해이
효과(moral hazard effect)36) 및 관료주의 효과(bureaucracy effect)37)). 따라서 만일
감독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일
감독기구가 설립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중앙은행이 감독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으면, 정책결정자는 마찬가지의 이유인 도덕적 해이 효과와38) 관료주의 효과에39) 의해
중앙은행의 감독권한을 더 이상 증대시키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중앙은행
의 감독권한을 줄이고 새로운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할 수도 없어서, 중앙은행의 평판도가
낮지 않은 한((평판도 효과(reputation endowment effect)40)), 감독기구의 통합은 어려워
36) 도덕적 해이 효과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과 감독기능 간의 이해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만일
중앙은행이 감독기능까지 단독으로 갖게 되면, 감독자로서는 폐쇄시켜야 할 금융기관까지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이를 구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악용하는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7) 관료주의 효과란 정책결정자는 통화정책 결정권이라는 엄청난 독점적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에게 이에 더하여 감독기능까지 주어, 중앙은행의 관료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38) 여기서 도덕적 해이 효과란 이미 중앙은행이 은행부문에 대해 최종대부자 역할로 인해 안전망을 제공하
고 있는데, 보험과 증권 부문까지 범위를 넓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피감기관의 도덕
적 해이를 말한다.
39) Quintyn and Taylor(2003) 및 Ingves(2004)는 초강력 감독기구는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으며, 특히나
그것이 중앙은행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경고하였다
40) 평판도 효과란 중앙은행의 정책이 효과적이어서 평판이 좋으면 중앙은행의 감독권한을 축소시키기 어렵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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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결국 중앙은행의 관여도와 통합도는 반비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첫째, Garicano and Lastra(2010)는 두 기능 중 감독기능에 대한 적절한 유인
(incentive) 부족과 감독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통화정책 기능은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수단에 물가안정이라는 하나의 명백
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정책담당자와 직원을 필요로 한다. 반면, 감독기능
은 광범위한 수단들(면허, 거시-미시 건전성 감독, 금융안정 점검, 최종대부자기능 집행
및 위기관리)을 가지고, 다수의 목표들(금융안정,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다수의 기관들(중앙은행, 재무부 및 그 외 여러 감독기관들)과 수많은 담당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성공여부(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타깃팅)는 명
백한 반면, 감독에 대한 성공여부는 매우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난이도가 다른 복수의
과제를 한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그 기관은 성과측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에 집중
하는 대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측정이 어려운 과제는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41)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중앙은행의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을 위해 금융감독 임무의 성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중앙은행이 감독업무까지 담당하다가 금융기관의 실패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평판이 떨어져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
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Goodhart and Schoenmaker, 1995a).42) 왜냐하면 일반
적으로 한 기관의 독립성은 평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역할
의 범위가 넓을수록, 정치적인 압력에 종속되기 쉬워서 결국 독립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만 전념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시스템 위험 관리의 중요
성이었다. 이에 따라 Cecchetti(2008)와 Buiter(2008) 등은 중앙은행의 감독참여론을 제
기하였으며, Brunnemeier et al.(2009), Garicano and Lastra(2010) 등은 미시적 건전성
감독은 다른 감독기구가 담당하되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41) Bengt Holmstrom and Paul Milgrom(1991), Bengt Holmstrom and Paul Milgrom(1994).
42) 이와는 반대의 인과관계로서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 p.544)는 독립성이 낮은 중앙은행일수록
통화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낮은 중
앙은행 관료들은 자신들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타 분야(여기서는 금융기관의 미시감독)에서 더 많이
업무의 비중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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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감독구조 관련 실증분석 연구 서베이
감독구조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많지 않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 즉 감독구조 통합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감독구조 통합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서베이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 주로 감독구조 통합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제도
적 요인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이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감독구조 통합이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실패 혹은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 및 거시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담당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감독구조 단일화에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감독구
조 통합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필수적인 변수가 각국의 감독구조
통합 수준에 대한 계량측정 자료이다. 이에 대해 최초이자 유일하게 Masciandaro(2004)가
69개국에 대해 감독기구집중도(Financial Authorities Concentration, FAC) 지수를 고안하
였다. 뿐만 아니라 감독 통합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한 연구분석 주제이므로,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감독관여(Central Bank as Financial Authority; CBFA) 지수도 함께 고안
하였다.43) 따라서 <표 2>에서는 이들 지수를 이용하여 감독구조 통합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 Masciandaro의 대표적인 연구들에 대해 주요 설명변수들과 그 실증결과, 관련자료
출처, 자료 수 및 방법론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하에서는 <표 2>를 중심으로 감독기구 통합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각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표 2>의 설명변수 열에서 각
설명변수 옆에 괄호표시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는 두 가지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 또는 △ 인데, 만일 해당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 분석방법에
43) FAC 지수 및 CBFA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asciandaro(2004) 참조. 참고로 FAC 지수는 감독기구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는지, 혹은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는지에 대
한 구분은 하지 않았다. FAC 및 CBFA 두 지수 자료는 이후 Masciandaro(2009)에서 91개국으로까지 확장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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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면 △ 표시를 하였다. 두 번째
기호는 + 혹은 - 인데, 이는 해당 설명변수의 추정계수 부호를 표시한다. 설명변수 옆에
괄호표시가 없는 경우는 그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첫째, 중앙은행의 감독 관여도(CBFA)는 감독기구 통합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표 2>에 정리한 연구들에 모두 설명변수로서 포함되어 있다. 실증결과를 보면 모든 연구
에서 일관되게 유의하게 나타나며, 감독기구 통합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룰-기반 경로 의존’ 이론에 따른 중앙은행의 감독기구 다분화효과 (central
bank’s fragmentation effect)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44) 즉 중앙은행이 감독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감독기구의 통합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
는 어쩌면 중앙은행의 낮은 독립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 p.544)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그러한 중앙은행
관료들은 자신들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타 분야, 즉 금융기관의 미시적 감독에 더 많이
업무의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역시 중앙은행의 감독기구 다분화효과에 의해 감독기구
의 통합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설명변수 역시 대체로 그 수준이 높을수
록 감독기구 통합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 거버넌스는 그 사회의 정치행
위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결
정자는 금융시장의 혼성효과를 반영하여, 감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구
통합을 추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의 규모나 그 국가가 따르는 법적체계도 중요한 설명변수로 보인다. 국가의
규모(GDP, GNP 또는 인구의 크기로 측정)가 클수록 감독기구 통합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감독기구
의 통합이 촉진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Llewellyn, 2005). 또한 법적체계가 영미법
(Common Law 혹은 Anglo-Saxon Law)이 아닌 대륙법(Civil Law 혹은 German and
Scandinavian law)을 따르는 국가들이 대체로 감독기구의 통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44) 중앙은행의 감독기구 다분화효과는 도덕적 해이 효과, 관료주의 효과 및 중앙은행 평판도 효과에 기인함
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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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금융산업의 집중도(concentration)가 높을수록 감독기구의 통합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금융산업의 집중도는 금융시장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Masciandaro and Quintyn(2008)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변수로 대리변수
로 사용하였다. Masciandaro and Quintyn(2008)는 감독기구의 통합에는 정책결정자의
선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상대
되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최근 금융시장의 추세가 혼성효과에 따라 금융복합기업화
되고 있는데,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의 후생증대를 위해 감독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자를 Masciandaro and Quintyn(2008)는 금
융산업에 대한 ‘Helping Hand(HH)’라 칭하였다.45) 또 다른 하나는 정책결정자가 특정
이해집단 즉 금융산업의 선호를 대변하여 감독기구의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집중도가 클수록 적은 수의 감독기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Stigler(1971)의
포획이론에서처럼 감독기구의 수가 적을수록 정책결정자의 포획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선호에 호응하여 자신의 사적유인을 추구하는 정책결정자를
‘Grabbing Hand(GH)’라 하였다.46) 이에 따른 감독기구의 통합은 사회후생 측면에서 열등
한 것이며 감독의 효과와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Masciandaro and Quintyn(2008)는
HH 정책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최근 금융시장 추세인 금융복합기업화
수준(conglomeration)을 사용하였고, GH 정책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금융
산업 집중도(concentration)를 사용하였다. 두 변수가 감독기구 통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금융복합기업화수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금융산업 집중도는 유의하
게 감독기구 통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감독기구 통합이 사적유인을 추구하
는 정책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 <표 2>에서 정리한 연구들에서 일관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구
통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는 설명변수로는 금융시스템 구조(structure of
financial system)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은행기반인지
(bank-based) 혹은 시장기반(market-based)인지를 구분한 것인데, Masciandaro(2006)
에서는 시장기반 금융시스템이 감독구조의 통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47)
45) Pigou(1938) 참조.
46) Shleifer and Vishny(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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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인(‘유럽’, ‘EU’ ‘지리적 위도’), 경제적요인(‘OECD 회원국’, ‘일
인당 GDP’, ‘자본시장 규모’,48) ‘금융위기’), 중앙은행 관련 변수(‘중앙은행 독립성’, ‘중앙
은행 역사’49)) 및 감독구조 개혁의 전시효과를 반영하는 ‘감독구조 개혁연도’ 변수 등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이들 변수들은 그 설명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감독기
구의 통합 수준은 각국의 금융시장의 특징 및 제도적, 정치적, 법적 요인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지만, 경제적, 지리적 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감독기구 통합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감독기구의 통합이 금융 안정 및 건전성을 높인
다는 여러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Barth et al.(2002b)은 복수의 감독기구가 있는 국가들
이 대체로 낮은 자본적정성 비율과 높은 파산 위험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는 24개국에 대해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104개의 은행실패 자료를 이용하여, 감독기능의 통합정도가 높을수록 은행실패가 적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추세였던 감독기구 통합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의구심은 연구결과로도 나타났는데,
Masciandaro et al.(2011)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결과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감독기구
의 통합정도가 높을수록 위기 이후 경제회복(economic resilience)이 오히려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독기구 통합이 경제 활성화와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
란 이전의 기대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50)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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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기반 혹은 시장기반 금융시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evine(2002)를 참조.
market capitalization/GDP.
중앙은행의 나이, 여타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의 나이 차이, 혹은 정부설립 나이와 중앙은행 나이의 차이.
Giannone et al.(2010), Caprio et al.(2010), Masciandaro et al.(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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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financial system, legal roots (△, + for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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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mann et al.(2003), World
banking assets, geographical factor (Europe, latitude),
Degree of supervision
Bank, CIA, Beck et al.(2001),
EU membership, OECD membership, year of financial
unification
Central Banking Publications Ltd.
reform, financial crisis impact, central bank
(2005), Honohan and Laeven
independence index, central bank age, central bank
(2005), Arnone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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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age compared to the country.

Masciand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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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iandar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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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Logit
countries Estimates of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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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oots (O, + for Civil Law), conglomeration,
Degree of supervision
World Bank, CIA, Central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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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t
Publications Ltd.(2005), Bec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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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embership (△), OECD membership, yea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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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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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iandaro
(2007)

Data

- Dependent Var.: FAC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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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 and
- Explanatory Var.: CBFA Index,
public governance (O, +), GDP (O, -), structure of
89
Probit
Degree of supervision
Demirgüç-Kunt and L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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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World Bank, Kaufmann et countries Estimates of
market capitalization, OECD membership,
al.(2003), Beck et al.(2000,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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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La Porta et al.(1998)

Explanatory Variable

Masciandar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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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lvement of the central bank in supervision (O, -), - Dependent Var.: FAC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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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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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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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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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World Bank, Kaufmann et countries
legal roots (△, + for Civil Law), market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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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membership, geographical factor (Europe,
al.(2003), Beck et al.(2003), La
Porta et al.(1998)
latitude).

Papers

<표 2> 감독기구의 통합요인

중앙은행이 감독업무까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초기의 실증분석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예를 들어, Goodhart and Schoenmaker(1995a)와 Di Noia and Di
Giorgio(1999)는 국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Ioannidou(2005)는(단독은 아니지만) 감독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미국 Fed의 경우, 통
화정책 기능이 감독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Fed가
시중은행에 취한 공식적인 감독조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Fed가 연방기금금리를 높이
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의 태도를 완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eldman et al.(2003)은 미국 은행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일 Fed가 시중은행
에 대한 감독 기밀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면, 거시경제 예측력을 제고시켜서 통화정책 성과
를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실증결과는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앙
은행의 감독기능에 대해서는 초기에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
로 좀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거시건전성 감독이 위기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
로 지목됨에 따라,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분리하되, 중앙은행이 거시건전
성 감독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Garicano and Lastra, 2010). 이에 따라 Nier

et al.(2011)의 서베이에 의하면 2008년 위기 이후, 21개 국가 중 19개국에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등 중앙은행의 감독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Masciandar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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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함의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럽위
기까지 세계적 금융위기는 금융 규제·감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각성이 지배
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의 질에 대한 논의가 정부부문은 물론 산업계 및 학계에서
두루 활발하다. 특히나 금융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금융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에야 세계적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구의 축적이 상
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금융감독의 질은 감독기구의 효과적인 구조와 양질의 규제거버넌스라는 두 축에 의해
구성된다(Masciandaro et al., 2012, p.20). 이 두 축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들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학계 최초로 이 두 주제와 관련된 기존
이론 및 실증 논의들의 방대한 전체집합을 연구시기, 소주제, 결론, 또는 분석기법 등 다양
한 시각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베이하는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 분야 학술연구를 촉발시
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책적으로도 향후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등과 관련된 제도설계를 위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위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검증에 대한 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로 외형상의) 조직개편과 직결된 최적 감독구조에 대한 국내논의는 비교적 활발
한 반면, 실제 조직운용의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부차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듯하다. 특히 한국은 감독기구 규제거버넌스의 모든 요
소(즉 독립성, 책무성, 및 투명성)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다. 따라서 효과적인
감독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독구조가 규제거버넌스를 충실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실질적 의미의 최적 감독체계의 확보가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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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감독구조(supervisory architecture)’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최근 문헌들에서 제시되는 개편방안들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부터 도출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즉, 대개 다른 나라의 감독체계를 잣대로 사용하거나, 거버넌스이론들로부터
의 일반적 추론에 근거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한 모형분석으로부터 도출하거나, 또는 규
제기관이 갖는 보편적 특성 및 때로는 일화성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모두 유익한
분석기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이론 및 실증 분석결
과에 근거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의 서베이를 통해서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시급한 연구주제들이 발견
된다. 우선 초기 연구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 규제거버넌스의 수준향상이 금융안정성 혹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보인 논문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 특히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규제유예와 같은 관료적 속성에 대한 Kane(1990) 류의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잘 알려진 규제포획 문제를 고려할 때, 그러한 결과는 바로 금융감독
자의 사적유인체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의 접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가 전체 금융시장, 개별 금융시장들, 또는
특정 산업의 다양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정형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질문
들의 답변에 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향후 검증작업을 거쳐야 할 연구주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실제 감독과정까지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규제거버넌스 대리변수의 발굴, 거버넌스연계론에 등장하는 주요 부문들 사이의
연계성, 주로 외국의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한국 규제거버넌스의 수준에 대한
정교한 검토, 감독구조 변화의 원인과 효과, 감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 감독구조와
규제거버넌스 간 상호작용의 패턴, 통화정책과 감독체계의 연관성 등, 이들 모두 세계화로
금융불안정 개연성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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