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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정보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국제은행통계반
2012. 10. 23(火)

국제상업은행의 주요국에 대한 exposure 현황*

* 동 자료는 2012.10.23일 BIS가 발표한 “Statistical release: preliminary locational and
consolidated 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at end-June 2012”을 요약․정리한 것임

1. 국제상업은행의 해외 exposure* 현황

* BIS 국제은행통계 30개 회원국의 6,640개 국제상업은행의 본지점 자산(외화+해당국 통화) 기준

□ 2012.6월말 현재 국제상업은행의 전체 해외 exposure 규모는 30.7조달러
로 3월말(31.5조달러) 대비 0.9조달러 감소

o 스페인 재정위기 부각 및 은행부실 등 유럽지역의 불확실성이 심화
되면서 유럽에 대한 exposure(-0.4조달러)*를 중심으로 감소

* 對은행(-0.2조달러), 對민간(-0.2조달러) 등

o 유럽을 위시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국제상업은행의 exposure가 감소
하였으나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에 대한 exposure는 소폭 증가*

* 중국(+177억달러), 말레이시아(+24억달러), 인도네시아(+18억달러), 베트남(+14억달러) 등

국제상업은행의 지역별 exposure 현황
(기말기준, 억달러)

‘10.3 ‘11.6 ‘11.9 ‘11.12 ‘12.3
(A)

‘12.6
(B)

증감
(B-A)

￭전세계 306,293 326,399 319,632 303,765 315,353 306,667 -8,686

- 선진국 238,278 242,142 237,930 224,733 232,769 225,151 -7,618

(유 럽) 157,916 155,795 149,333 137,578 144,668 140,523 -4,145

(미 국) 55,366 59,530 62,411 61,086 61,037 57,887 -3,150

(일 본) 10,111 10,619 11,028 11,158 11,892 11,837 -55

- 신흥시장국 45,087 56,606 54,025 52,578 55,056 54,025 -1,030

(동유럽) 13,393 15,301 14,209 13,461 14,178 13,621 -557

(아시아) 15,082 20,955 20,587 19,804 20,852 20,927 75

중 국 3,462 6,587 6,853 6,526 7,135 7,312 177
한 국 3,645 3,737 3,391 3,313 3,447 3,423 -24

- 역외금융센터 21,763 26,229 26,284 25,015 25,838 25,730 -108

자료 :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국제상업은행의 지역별 exposure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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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배부처 : 총재, 금통위원, 감사, 집행간부     ·문의처 : 과장 김승주(5754), 손승화(5808), 이승엽(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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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계 은행의 해외 exposure 현황

□ 2012.6월말 현재 유럽계 은행의 전체 해외 exposure 규모는 17.4조달러로 
3월말(18.2조달러) 대비 0.8조달러 감소

o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재개되면서 유럽지역(-0.4조달러)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exposure가 감소

□ 한편 부채기준으로 유럽지역의 국제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는 0.4조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에 증가했던 독일(-1,125억달러), 이탈리아(-829

억달러), 영국(-569억달러) 등이 감소로 반전한 데 주로 기인

유럽계 은행의 지역별 exposure 현황 유럽국가의 국제상업은행에 대한 채무 현황
(기말기준, 억달러)

‘11.12 ‘12.3
(A)

‘12.6
(B)

증감
(B-A)

￭전세계 175,345 182,184 173,977 -8,207

- 선진국 129,264 134,375 127,722 -6,653

(유 럽) 84,601 89,336 85,644 -3,691

독 일 10,805 13,215 12,372 -843

영 국 17,823 18,532 18,365 -167

GIPSI 18,350 18,029 15,872 -2,157

(미 국) 35,587 35,585 33,379 -2,206

(일 본) 4,077 4,390 4,011 -379

- 신흥시장국 33,063 34,215 32,807 -1,409

(한 국) 1,428 1,481 1,436 -44

-역외금융센터 12,037 12,413 12,225 -188

(기말기준, 억달러)

‘11.12 ‘12.3
(A)

‘12.6
(B)

증감
(B-A)

￭유 럽 137,578 144,668 140,523 -4,145

- GIPSI 24,820 24,525 22,570 -1,956

(이탈리아) 9,093 9,177 8,348 -829

(스페인) 6,931 6,832 6,400 -432

(아일랜드) 5,719 5,667 5,123 -544

(포르투갈) 1,888 1,855 1,787 -68

(그리스) 1,189 994 912 -83

- 여타 유럽 112,758 120,143 117,953 -2,189

(영 국) 34,055 35,563 34,994 -569

(독 일) 19,083 22,077 20,952 -1,125

자료 :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자료 :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3. 국제상업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exposure 현황

□ 2012.6월말 현재 국제상업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exposure 규모는
3,423억달러*로 3월말(3,447억달러)에 비해 24억달러 감소

* 전세계 exposur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으로 3월말과 동일

o 이는 유럽계와 미국계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exposure를 전분기말 
대비 각각 44억달러, 32억달러 축소한 데 기인

※ 유럽계 은행의 對韓 exposure 비중 추이 : 10.3말 49.5%→11.12말43.1%→12.3말 43.0%→12.6말 42.0%

국제상업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exposure 현황
(기말기준, 억달러, %, %p)

‘10.3 ‘11.6 ‘11.9 ‘11.12 ‘12.3
(A)

‘12.6
(B)

증감
(B-A)

￭총 계 3,645 3,737 3,391 3,313 3,447 3,423 -24
<1.2> <1.1> <1.1> <1.1> <1.1> <1.1> <0.0>

- 유 럽 1,806 1,792 1,534 1,428 1,481 1,436 -44
(49.5) (48.0) (45.2) (43.1) (43.0) (42.0) (-1.0)

(영 국) 961 1,045 964 931 979 936 -43

(독 일) 203 175 153 142 153 164 12

(GIPSI) 43 20 16 10 8 9 1

스페인 9 6 5 4 4 7 3

- 미 국 1,037 999 914 922 1,002 970 -32

- 일 본 345 441 448 471 485 518 33

주 : < >내는 전세계중 우리나라/( )내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구성비
자료 :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