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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
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
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
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
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
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
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
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JEL Classification: E5, G2,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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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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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은행산업은 지난 20년간 산업적 측면이나 규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
를 경험하였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2000년 들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금융환경은 매우 복잡해졌다. 규제적 측면
에서는 2008년 새로운 자본규제인 바젤Ⅱ가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책금리 측면도 살펴보면 국내 기준금리는 2000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고, 최
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1월 4.75%였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2019년 12월에는 1.25%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글로
벌 팬데믹인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0.50%까지 하락하였다. 이
러한 저금리 기조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저금리 지속에 따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전달경로(Monetary Policy Transmission) 및 통화정책이 은행 및 경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자본이 대출 공급의 중요한 요소
라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은행자본을 고려한 통화전달경로인 은행자본경로

<Figure 1> Trends of Policy Rate and Market Interest Rat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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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Capital Channel) 및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 변화에 따
른 통화경로인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 등 전통적인 통화전달경로 이
외의 새로운 통화전달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화전달경로
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은행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은행
을 건전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공급을 조절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부각
하고 있다.
한편, 통화정책은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수익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은행에게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 이에 따라 통화정책
이 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 통화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안정정책 마련 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전통적 통화전달경로 이외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은행자
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에서도 작동하는지 실증분석하고, 동 분석과정에
서 통화정책이 은행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총대출 등 주요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 관점에서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는 매
우 흥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리경로ꞏ신용경로 등 전통적인 통화경로에 비해 최근에
제기된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에서 작동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은행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대출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ign-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예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부호제약 SVAR를 이용
하여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를 동시에 연구하여 통화충격이 동 경로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동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융소비자,
투자자, 은행,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거시
금융안정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논문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제Ⅱ
장에서는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에 대해 작동원리 및 선행연구에 대해
1) 금융감독원(2020)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3조원이고, 비이자이익은 3.6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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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론, 모형 및 자료에 대해 분석 및 설명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에 대해 모형의 결과를 토
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시
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에 대해 작동원리 및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격적으로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를 살펴보기 전에
통화전달경로에 관한 기존 연구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형근(2003), 신용상(2008) 및 정운찬ꞏ김홍범(2018)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전
달경로는 전통적으로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은행대출경로 등이 있으며, 자
본규제 강화 및 저금리 환경 등을 경험하면서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통화전달경로는 자본시장과 은행 대출 시장의 대체 관계 여부에 따
라 통화중시견해(money view)에 따른 금리경로, 신용중시견해(credit view)에 따
른 신용경로 및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자산가격경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통
화중시견해는 두 시장이 완전 대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고, 신용중시견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두 시장이 완전 대체가 아니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
다. 통화중시견해에 따르면 은행대출시장과 자본시장은 완전 대체 관계에 있으
므로 가계 및 중소기업 등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은행만의 특
화된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중시견해에 근거한 금리경로에 따르면 긴축
적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는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 등 총수요를 위축시키게
된다.
반면, 신용중시견해에 따르면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
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우월한 심사ꞏ감시능력을 보유한 은행으
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통화긴축으로 은행마저 자금공급을 축
소한다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제주체는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투자 및 소비가 줄어 총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신용경로는 은행대출경로(bank
2)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Bernanke and Blinder (1992), Bernanke and Gertler (1995), Peter
(200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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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ing channel)와 대차대조표 경로(balance sheet channel) 등으로 분류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의 작동원리 및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자. 은행자본경로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은행은 주로 단기로 자
금을 차입하여 장기로 대출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단기금
리가 하락하면, 이는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커지게 된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고, 은행자본이 증가
하게 된다. 은행은 자본 증가로 추가적인 대출 여력이 발생함에 따라 자기자본비
율 제약조건이 있더라도 위험자산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은행자본경로이다.
은행자본경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해외 연구로는 Van den
Heuvel (2007, 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Van den Heuvel (2007)는 은행자본경
로 가 작동하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는 정책금리의 인하(인상으)로 예대금
리차가 확대(축소)하여 은행의 수익률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고3), 2단계는 은
행수익률이 상승(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고, 마
지막 3단계는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하여 대출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다.
Van den Heuvel (2012)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한다는 근거로 미국 내 여러 주
(州)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주의 생산활동이 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주의 생산활동보다 통화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은행자본경로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박형근(2013), 박진수ꞏ류상철ꞏ김용민
(2013) 및 강주성ꞏ구영완(2018)의 연구가 있다. 박형근(2013)은 패널회귀모형 분
석을 통해 국내에서 은행대출경로 및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한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였다. 박진수 외(2013)는 Van den Heuvel (2007)가 제시한 은행자본경로 3
단계에 대해 회귀분석 등을 통해 국내 자료를 분석하여 단계별 작동 여부를 실
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대상기간(2003∼2011년) 중 예외적
인 시기에만 은행자본경로에서 상정한 3단계가 모두 작동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더라도 그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여
부동산 시장상황 등 수요요인이나 기업합병인수 등 특수 요인에 의해 쉽게 압도
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주성ꞏ구영완(2018)도 Heuvel (2007)이 제시한 은
3) Van den Heuvel(2007)에 따르면 통상 은행의 자산은 부채보다 만기가 길어서 기준금리 변동 시 부채
금리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이자수익 변동을
만기전환비용(maturity transformation cost)라고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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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본경로 3단계에 대해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단계별 작동 여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은행자본경로가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기업대출 부분에
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위험추구경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위험추구경로에 대해서는
Borio and Zhu (2008)가 최초로 제기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추구경로
는 정책금리와 은행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 따라 금리변화 및 중앙은행
의 정책이 은행의 위험선호에 영향을 주어 은행의 대출행태에 변화를 주는 경로
를 의미한다.
최원형ꞏ윤용만(2018)에 따르면 기존 연구를 토대로 위험추구경로의 작동원리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산평가 방식(valuatioin)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 자산 및 담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본이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향상하게 된다. 또한, 저금리
가 지속되면 금리 변동성도 낮아져서 은행은 위험을 저평가하게 될 수 있다. 둘
째, 수익추구(searching for yield) 유인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금리가 낮으면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태도에 따라 은행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의 행동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
시하거나 지속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은행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위험추구경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는 Delis, Hasan
and Mylonidis (2011) 및 Gambacorta (2012) 등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연
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으로 최원형ꞏ윤용만(2018) 및 김의진ꞏ정호성(2019) 정도를 찾을 수 있었다. Delis
et al. (2011)는 미국의 은행 미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Gambacorta (2012)는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할 경우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였다. 최원형ꞏ윤용만(2018) 및 김의진ꞏ정호성(2019)은 실증적 분석을 통
해 국내은행에서도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최원형ꞏ윤용만(2018)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Greenspan put 또는 Bernanke put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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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험추구경로에 대해 기존 문헌은 통상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으로 변동 혹은 유지될 경우 은행의 위험추구 행태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위험추구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변수는 금리와 은행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단기 명목금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상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측정하기 위해 정책금리와 물가수준 등의 벤치마크
금리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1> Summary of Monetary Policy Measure Variables and Bank
Risk-Taking Measure Variables in Past Literatures
Author(Year)

Monetary Policy Measure

De Nicolo et
al.(2010)

ꞏ Real Federal Funds Rate(FFR)

ꞏ Ratio of Risk-weighted
assets to total Assets

ꞏ
ꞏ
ꞏ
ꞏ

ꞏ Ratio of risk assets to total
assets
ꞏ Ratio of non-performing
loans to total loans

Delis and Kouretas
(2011)

Short-term rate
Long-term rate
Central-bank rate
Bank-level lending rate

Bank Risk-Taking Measure

Delis et al.(2011)

- Real FFR
ꞏ Change of risky assets1)
- Unanticipated monetary policy
ꞏ Z-index2)
shocks

Gambacorta(2012)

ꞏ Number of consecutive quarters
with interest rate below both
ꞏ Average level of bank EDF
the natural rate and the rate
prior to the crisis
implied by a Taylor rule in the
six years prior to the crisis

Altunbas et al.(2014)

ꞏ the real policy
(= money-market rate - CPI
inflation)

Choi and Yoon(2018)

ꞏ Real Call rate - Natural rate of ꞏ Ratio of non-performing
Interest
loans to total loans

ꞏ EDF

Kim and
Chung(2019)

ꞏ CD Rate (91-day)

ꞏ Risk weight derived from
BIS ratio(w)3)

Segev(2020)

- Real FFR

ꞏ Sensitivit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riskiness of the
loan and the lending spread

Note: 1) Change of risky assets : the change over the previous year of the ratio of risky
assets(calculated as total assets minus cash and short-term securities)
2) Z-index = (ROA + equity-to-assets ratio) / standard deviation of ROA
3) Risk weight = Capital / ( BIS ratio x Risky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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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위험수준과 관련해서는 Gambacorta (2012), Altunbas et al. (2014) 등
은 EDF를, De Nicolo et al. (2010), Delis and Kouretas (2011) 등은 위험가중자
산비율을, Delis et al. (2011) 등은 위험자산 변동비율 및 Z-index5)를, Delis and
Kouretas (2011), 최원형ꞏ윤용만(2018) 등은 부실여신비율6)을, 김의진ꞏ정호성
(2019)은 BIS비율 및 신용위험 측정 자산을 토대로 역산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Segev (2020)은 대출위험과 대출스프레드 간 연관성의 민감도를 사용하는 등 다
양한 변수가 기존 문헌에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Ⅲ. 실증분석
1. 방법론
본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 자기
자본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Uhlig (2005)에 의해 제안
된 부호제약 SVAR 모형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SVAR 모형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1)

 는  ×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 벡터이고,  는 × 외생변수
(exogenous variables) 벡터이고,  는  × 잔차(residual) 벡터이다.  는  × 계
수 매트리스(matrices of coefficients)이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matrix
polynomials)이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이고,  은 시차연산자(lag
operator)이다.  는        ′   의 성질을 가지는 구조충격 벡터
(structural shock vector)이다.

5) Delis et al. (2011)는 Z-index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z = (ROA +자본-자산비율) / ROA표준편차
Z-index는 은행 수익과 자본-자산비율에 비례하고 수익의 변동성에 반비례하므로, 은행 수익이 늘어나
거나 자본이 늘어나면 증가하거나 수익변동성이 낮아지면 증가한다.
6) Delis et al. (2011)는 부실여신비율은 은행이 위험수준에 대해 사후적(ex-post)으로 측정되는 위험수준
을 나타내는 비율로 Z-index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inferior)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그들
은 위험자산비율 대신 De Nicolo et al. (2010)에 사용된 위험가중자산비율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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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은 직접 추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1)의 양

변에   를 곱하여 축약형 VAR(reduced VAR) 모형으로 변환하여 OLS 기법으

로 추정 후, 동 결과를 토대로 구조충격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7) 축약형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   의 성질을 가지는  × 잔차 벡터이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이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이다. 또한,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식(2)를 OLS로 추정 후 동 결과에서 (1)의 구조충격을 식
별하기 위해 Uhlig (2005)에 의해서 제안된 순수 부호제약 접근법(pure sign
restriction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Uhlig (2005)를 따라  ′  를 만족하는 매트릭스  가 존재하고,  의 칼럼
(column)인  ∈ 를 충격벡터(impulse vector)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충격벡

 (즉, 

 ′  ) 및 
터 는 의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인 
로 표시될 수 있다. 이를 이
단위길이 벡터(unit length vector) 에 대해   
용하여 벡터충격반응(vector impulse response)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3)

여기서  ∈ 는 에 대한 촐레스키 분해에 대해  번째 변수(  th variable)
에 대한  번째(horizon ) 충격반응이다.
Uhlig (2005)에 따르면 연구자는 충격반응벡터   에 대해 원하는 부호제약
을 부가하여 통화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부호제약 식별법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구조충격의 조건을 부호제약을 통
해 직접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확장적
통화충격을 “이자율이 하락한다”라는 조건으로 식별하기를 원한다면, “이자율 충
격반응이 영(0)보다 작다”라는 부호제약을 부가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물

7) 구조충격을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소영(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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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상승한다” 및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조건도 통화충격 식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화충격 식별 시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물가 퍼즐(price
puzzle) 및 유동성 퍼즐(liquidity puzzle) 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8)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은행자본경로 작동 여부 분석을 위한 모형(이하 “은행자본경로 모
형”)과 위험추구경로 작동 여부 분석을 위한 모형(이하 “위험추구경로 모형”)을
각각 구축하였다. 모형을 구분하여 구축한 이유는 은행자본경로 분석을 위해서
는 명목 콜금리를 사용하였지만, 위험추구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를 고려한
실질콜금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9)
먼저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은행에 대해 은행자본경로가 작
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VAR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자본
경로 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는 콜금리(Call Rate; 이하 “CR”), 본원통화(Monetary
Base; 이하 “MB”),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 산업생산
지수(Industrial Production; 이하 “IP”), 주택가격지수(House Index,; 이하 “HIX”),
예대금리차(Rate Spread; 이하 “RS”), BIS비율(BIS ratio; 이하 “BIS”), 총대출
(Loan Amt; 이하 “LAMT”) 등 8개이다.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지수 및 산
업생산지수는 Kim and Lim (2016, 2018) 등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국내 통화충격
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대금리차, BIS비율 및 총대출은 은행자본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변수이다. 박진수 외(2013)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통화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주성ꞏ구영완(2018) 등의 연구도 통화정책에 따른 대
출행태 분석을 위해 주택가격지수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확장적 통화충격이 발생할 때 예대금리차, 자기자본
비율, 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만약,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대
금리차는 확대되고,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면서 대출도 증가한다면 국내은행에
대해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 확장적 통화충격에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물가 퍼즐”이라고 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유
동성 퍼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m and Roubini (2000)를 참고하기 바란다.
9) 금리에 대한 식별변수로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명목콜금리를, 위험추구경로 모형에서는 실질콜금리
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달리 사용한 이유는 은행자본경로 모형은 명목금리 충격에 대한 통화전달 경로
를 분석하기 위해 명목금리를 사용하였다. 반면, 위험추구경로 모형은 통상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변동 혹은 유지될 경우 은행의 위험추구 행태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실질콜금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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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추구경로의
작동여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많이 사용된 실질콜금리와 총자
산 대비 위험가중자산비율(이하 “위험가중자산비율”)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는 실질콜금리(Real Call Rate; 이하
“RCR”)10), 본원통화(Monetary Base; 이하 “MB”),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이하 “IP”), 주택가
격지수(House Index,; 이하 “HIX”), 총대출(Loan Amt; 이하 “LAMT”) 및 위험가
중자산비율(Risk Weighted Asset To Total Asset; “RWATA”) 등 7개이다. 콜금
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지수 및 산업생산지수는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와 같이
국내 통화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총대출, 위험가중자산비율은 위험추
구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변수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와 같이 통화정책
에 따른 대출행태 분석을 위해 주택가격지수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 발생 시 총대출
및 위험가중자산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만약,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은행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이 상승한다면 국내은행
에 대해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im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통화당국
은 통화정책 결정 시 통상 미국의 경제 상황 및 세계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를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
하였다. 외생변수는 미국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이하 “FFR”)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이하 “VIX”)를 고려할 수 있
다. 모형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국 연방기금금리만을 외생변수로 포함하였다. 반면,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서는 외부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연방기금금리뿐 아니라 외부 위험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동성 지수도 외생변수로 포함하였다. 다만, 강건성 분석
에서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대해서는 변동성 지수도 포함한 모형을, 위험추구경
로 모형에서는 변동성 지수를 제외한 모형을 포함하였다.
은행자본경로 모형과 위험추구경로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10) De Nicolo et al. (2010) 및 Delis et al. (2011) 등 기존 문헌을 따라 기준금리에서 CPI로 측정한 인플
레이션의 연간변화율을 차감한 수치를 실질콜금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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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

Bank Capital Channel
Model

Summary of Variables for Models
Variables
Endogenous

Exogenous

- Variables for monetary policy shock:
CR, MB, CPI, IP, HIX
FFR
- Variables for monetary channel:
RS, BIS, LAMT

Risk-Taking Channel
Model

- Variables for monetary policy shock:
RCR, MB, CPI, IP, HIX
- Variables for monetary channel:
RWATA, LAMT

FFR,
VIX

Note: You can see full variable name in Table 3 for each Abbreviated variable name.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 이외 기타 세부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충
격 식별 방법 관련 사항이다. 본 연구는 부호제약 VAR에서 통화충격 식별을 위
해 Uhlig (2005), Scholl and Uhlig (2008), Kim (2014), Kim and Lim (2016,
2018) 등 기존 문헌과 동일하게 확장적 통화정책을 식별하기 위해 “금리는 하락
한다.”, “통화량은 증가한다.”, “물가는 상승한다.” 등의 3가지 조건을 사용하였
다. 둘째, 통화충격 지속기간 및 시차(time lag) 관련 사항이다. 부호제약 기간 및
모형의 시차는 4분기로 하였다. 셋째, 통계적 유의구간 추정 관련하여서는 Uhlig
(2005)와 같이 베이지안 기법에 기반한 확률밴드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10,000번
의 몬테카를로 실험으로 계산한 것이다.11) 마지막으로,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에
서는 상수항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강건성
분석(Robustness Test)을 실시하였다. 첫째, Kim (2014)과 같이 부호제약 기간을
2분기 및 6분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이하 각각 “Test 1” 및 “Test 2”) 둘째,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미국 연방정책금리(FFR)만을 외부 변수로 추가하였다.
강건성 분석에서는 미국 연방정책금리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지수 변동성지수(VIX)도 포함할 예정이다.(이하 “Test 3”)
11) 본 연구는 VAR모형에 대한 충격반응 등을 도출할 때 Uhlig (2005)와 같이 베이지안(Bayesian) 방법
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시계열 자료에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결과
는 강건한(robust)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정상성 분석
(stationarity test)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ims (1988), Sims and
Uhlig (1991), Uhlig (1994), Uhlig (2005) 및 박갑제ꞏ김영재(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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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험추구경로 모형에서는 미국 연방정책금리(FFR) 및 주가지수 변동성지
수(VIX)를 외부 변수로 추가하였다. 강건성 분석에서는 모형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변동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주가지수 변도성지
수(VIX)는 외생변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이하 “Test 3”)

3. 자료
자료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 국내 거시변수인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
물가, 산업생산, 총대출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
질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

<Table 3>

Summary of Variables and Sources

Full Name

Abb.

Frequency

Source

Call Rate

CR

Quarterly

BOK

Real Call Rate

RCR

Quarterly

Author’s
Calculation

Monetary Base

MB

Quarterly

BOK

Consumer Price
Index

CPI

Quarterly

BOK

Industrial
Production

IP

Quarterly

BOK

BIS Ratio

BIS

Quarterly

FSS

Rate Spread

RS

Quarterly

Author’s
Calculation

Total Loan
Amount

LAMT

Quarterly

BOK

House Index

HIX

Quarterly

KB Kookmin
Bank

Quarterly

Author’s
Calculation

Risk Weighted
Asset To Total
Asset

RWATA

US Federal
Fund Rate

FFR

Quarterly

St. Louis
Federal Bank

US Volatility
Index

VIX

Quarterly

St. Louis
Federal Bank

Note

= CR – Annual Change of CPI

= Lending Rate* – Deposit Rate*
* Source : BOK

= Risk Weighted Asset* ÷
Total Asset*
* Source : FSS

Note: BOK(Bank of Korea),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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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내은행에 대한 변수인 BIS
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위험가중자산비율은 금융
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가중자산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KB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美 연방금리
와 美 변동성지수는 미국 St. Louis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콜금리,
실질콜금리 등의 금리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분기부
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추구경로 모형의 핵심 변
수인 위험가중자산비율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00년
4분기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를 사용하
였다.
모형별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전체 관측치 개수는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82개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
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콜금리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만 양(+)이고
나머지는 음(-)의 관계이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Bank Capital Channel Model

Variables

Unit

Number of
Observation

Min

Max

Average

Median

Std

CR

%

82

0.6

5.3

3.0

3.1

1.3

MB

trillion won

82

24.8

220.2

86.6

72.8

51.9

CPI

2015 = 100

82

66.0

105.7

88.7

90.4

12.6

IP

2015 = 100

82

47.8

108.6

83.3

90.4

20.4

BIS

%

82

10.5

21.0

13.9

13.9

2.7

RS

%p

82

1.4

2.5

1.9

1.9

0.3

LAMT

trillion won

82

267.0

1,805.7

962.0

969.0

421.7

HIX

2015 = 100

82

48.9

102.4

79.7

81.7

15.4

FFR

%

82

0.1

6.5

1.7

1.1

1.9

VIX

%

82

9.5

53.5

20.1

17.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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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of Variables in Bank Capital Channel Model

Variables

CR

MB

CPI

IP

BIS

RS

LAMT

HIX

CR

1.00

MB

-0.86

1.00

CPI

-0.86

0.91

1.00

IP

-0.80

0.86

0.99

1.00

BIS

-0.73

0.78

0.76

0.74

1.00

RS

-0.24

-0.16

-0.09

-0.11

-0.02

1.00

LAMT

-0.87

0.97

0.98

0.95

0.78

-0.14

1.00

HIX

-0.83

0.90

0.99

0.97

0.74

-0.13

0.98

1.00

FFR

0.66

-0.44

-0.60

-0.57

-0.28

-0.48

-0.53

-0.60

FFR

1.00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전
체 관측치수는 2000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 까기 분기에 해당하는 79개이다.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7>과 같다. 실질콜금리
와 상관계수는 美 연방기금금리 및 위험가중자산비율 양(+)이고 나머지는 음(-)
의 관계이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for Risk-Taking Channel Model

Variables

Unit

Number of
Observation

Min

Max

Average

Median

Std

RCR

%

79

-1.8

2.8

0.6

0.6

1.0

MB

trillion won

79

27.7

220.2

88.9

73.7

51.5

CPI

2015 = 100

79

67.3

105.7

89.5

91.4

12.0

IP

2015 = 100

79

48.5

108.6

84.6

93.6

19.7

LAMT

trillion won

79

310.8

1805.7

987.6

983.4

408.0

HIX

2015 = 100

79

48.9

102.4

80.9

81.8

14.4

RWATA

%

79

55.7

110.4

64.9

62.5

7.9

FFR

%

79

0.1

6.4

1.6

1.0

1.7

VIX

%

79

9.5

53.5

20.0

17.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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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Risk-Taking Channel Model
본원
통화

소비자
물가

산업
생산

주택
가격
지수

위험
자산
비율

구분

실질콜
금리

RCR

1.00

MB

-0.15

1.00

CPI

-0.24

0.91

1.00

IP

-0.21

0.86

0.98

1.00

LAMT

-0.22

0.97

0.98

0.94

1.00

HIX

-0.22

0.90

0.99

0.97

0.98

1.00

RWATA

0.23

-0.65

-0.62

-0.59

-0.63

-0.58

1.00

FFR

0.57

-0.38

-0.53

-0.51

-0.46

-0.51

0.40

1.00

VIX

-0.25

-0.12

-0.16

-0.20

-0.11

-0.14

-0.03

-0.14

총대출

FFR

VIX

1.00

Ⅳ. 분석결과
1. 은행자본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한 은행자본경로 모형의 충격반응은 <Figure 2> 및
<Figure 3>과 같다. <Figure 2>는 콜금리(CR), 본원통화(MB), 소비자물가지수
(CPI), 산업생산지수(IP), 주택가격지수(HIX)에 대해, <Figure 3>는 예대금리차
(RS), BIS비율(BIS), 총대출(LAMT) 등에 대해 40개 분기 기간에 대한 충격반응
을 표시하고 있다.12)
통화충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콜금리에는 음(-)의, 본원통화와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양(+)의 부호제약을 4분기 동안 부가하였다. 가운데 실선은 중위수
(median) 추정치이며, 신뢰수준 68%의 확률밴드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13) 영(0)
이 확률밴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시점의 충격반응은 신뢰수준 68%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통계적 유의성은 모두 동 기준을 적
용하였다.
12) 통화충격이 발생한 시점은 1분기 시점이다. (t=1)
13) Kim (2014)은 자료 관측치 개수와 비교해 추정해야 하는 변수의 개수가 많아 68% 신뢰수준을 사용
하였고, Uhlig (2005) 및 Scholl and Uhlig (2008) 등 부호제약 SVAR를 사용한 선행연구들도 68% 신
뢰수준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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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Variables to Monetary
Policy Shock in Bank Capital Channel Model
CR

MB

IP

HIX

CPI

Note: This figures report 40-quarter responses of monetary Policy variables to 4-quarter
monetary policy shock in bank capital channel model. The middle solid line is a
median estimate. Probability bands with a confidence level of 68% are plotted as dotted
lines. The same rule applies to graphs later.

먼저 통화충격이 잘 식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확장적 통화충격 이후 일정 기
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본원통화도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물가 퍼즐(price puzzle) 및 유동성 퍼즐(liquidity
puzzle)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화충격은 기존 문헌과 같이 잘 식별된
것으로 판단된다.14)
은행자본경로 작동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충격이 발
생하면 예대금리차는 2분기 ∼ 5분기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사라졌다가, 20분기 ∼ 27분기 시점에서 다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미하였다. BIS비율은 2분기 ∼ 7
분기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사라
14) 산업생산에 대한 충격반응은 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가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
어 중장기적으로는 영(0) 근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Uhilig
(2005)의 연구에서도 긴축적 통화충격 시 실질GDP가 초기에는 일부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충격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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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ulse Response of Bank Capital Channel Variables to
Monetary Policy Shock in Bank Capital Channel Model
RS

BIS

LAMT

Not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loan interest rate gap, the
increase of BIS ratio, and then the increases of total loa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bank capital channel works for domestic banks in South Korea.

졌다가 25분기 ∼ 29분기 시점에서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미하였다. 총대출은 통화충격 이후 4분기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
되었으며 9분기부터는 실제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
러다 14분기 되는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예대금리차는 확대되
었고, 자기자본비율도 상승하였다. 자기자본비율 상승은 예대금리차 상승보다 오
래 지속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이 금리하락 직후 개선되는 것은 예대금리차 개선
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금리하락에 따라 매도가능채권에
대한 평가이익 발생에 따른 가용자본의 즉각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
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이 예대금리차보다 지속기간이 긴 것은 예대금리차에 따
른 수익증가로 자기자본비율이 순차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 상승기간 이후 총대출 충격반응도 4분기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여력 증가에 따른 신규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이후 총대출은 14분기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등 자기자
본비율 상승 이후 총대출도 연쇄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예대금리차 확대로 수익
성 개선 이후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자본경로가 국내은행에서도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15)

15) 은행수익성과 은행 건전성의 관계 및 은행 건전성과 총대출의 관계 등 단계적 관계에 대해서는 <붙
임 : 은행자본경로의 단계별 충격반응 분석>에서 추가로 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예대금리차
가 확대되면 BIS비율은 상승하였고, BIS비율 상승하면 총대출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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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실질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한 위험추구경로 모형의 충격반응은
<Figure 4> 및 <Figure 5>와 같다. 일정 기간 상대적인 저금리가 지속하는 경우
에 대한 분석을 위해 De Nicolo et al. (2010) 등 기존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된 실질콜금리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
는 실질콜금리(RCR), 본원통화(MB),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업생산지수(IP), 주
택가격지수(HIX), 총대출(LAMT) 및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비율(RWATA)
등 7개의 내생변수의 40개 분기 충격반응을 표시하고 있다.
De Nicolo et al. (2010) 등 기존 문서에서 위험추구경로 작동 여부를 실증분석
하기 위해 실질 정책금리와 위험가중자산비율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도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이 위험가중자산비율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질콜금리에는 음(-)의, 본원통화와 소비자물가지수
에는 양(+)의 부호제약을 4분기 동안 부가하였다. 기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가
정은 은행자본경로 모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ure 4>

Impulse Response of Monetary Policy Variables to Monetary
Policy Shock in Risk-Taking Channel Model
RCR

IP

MB

HIX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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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금리 통화충격이 잘 식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확장적 통화충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본원통화
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물가 퍼즐(price puzzle) 및 유동성 퍼즐
(liquidity puzzle)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화충격은 잘 식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작동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콜금리에
대해 확장적 통화충격이 발생하면 위험가중자산비율는 17분기 이후부터 지속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16) 총대출은 통화충격 직후인 2분기 ∼ 21
분기 기간중에는 상승률을 유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22분
기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콜금리에 대해 확장적 통화충격이 발생하
면 총대출 및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중장기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추구경로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은행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5> Impulse Response of Bank Risk-Taking Measure Variables to
Monetary Policy Shock in Risk-Taking Channel Model
RWATA

LAMT

Note: Expansionary real monetary policy shock leads to increase of RWATA.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bank capital channel works.

16) 다만, 통화충격 직후인 위험가중자산비율이 2분기 일시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나, 직
후인 3분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진동은 16분기까지 지속하고 있어 이
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해석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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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분석(Robustness Analysis)
은행자본경로 모형 및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위한 Test 1
(부호제약 기간을 2분기로 변경), Test 2(부호제약 기간을 6분기로 변경) 및 Test
3(외생변수 중 변동성지수 포함 여부 변경)에 대한 충격반응은 <Figure 6> 및
<Figure 7>과 같다. 각 모형에 대해 통화충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지는
시점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원래의 확장모형과 유사한 충격반
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건성 분석 결과, 모형설계 변경 시 부분적으로는 결과에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Figure 6>

Robustness Tests for Bank Capital Channel Model
Result

Test 1

RS

BIS

LAMT

Note: Figures in “Result” columns are from Figure 3.

Test 2

T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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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obustness Tests for Risk-Taking Channel Model
Result

Test 1

Test 2

Test 3

RWATA

LAMT

Note: Figures in “Result” columns are from Figure 5.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
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
대금리차,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
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
격 발생 시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
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 발생 시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은행자본경로를 3단계로 나눠서 분석하였
다. 1단계는 정책금리의 인하(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하여 은행의 수
익률은 상승(하락)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은행수익률이 상승(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3단계는 자기자본비율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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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여 대출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도 기존 연
구 경로와 동일하게 정책금리가 인하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대금리차는 확대되
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였으며,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은행자본경로가 국내은행에 대해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은행자본경로 작동에 따른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 효
과는 주로 단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위험추구경로는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 정책을 시행함에 따
라 자산평가 방식(valuation)에 따른 자본여력 확대, 수익추구(searching for yield)
유인 증가 및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증가 등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확대한다는 경로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에 대해 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총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화정책에 대한 위험추구경로가 국내
은행에 대해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은행의 위
험추구 현상은 확장적 통화충격 이후 단기보다는 주로 중장기에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금융안정 및 금융감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자
본경로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추구경로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면 은행의 건전성은 개선된다. 그러나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면 은행은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은행 자산의
위험도는 높아진다. 즉,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해 은행자본경로 작동에 따라 은행
의 건전성이 개선된다고 결론에 도달하지만, 위험추구경로 작동에 따라 은행의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은 기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단기
적으로는 은행자본경로가 주로 작동하여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 반면, 위험추구경로에 따른 적극적
위험추구 행위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에 따라 단
기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에 따라 은행의 적극적인 위험자산 확대 등으로 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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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거나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여 위기 시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7)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리스크 및 편
중리스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거나, 쏠림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편중리스크를 측정하여
필요시 추가자본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붙임 : 은행자본경로의 단계별 충격반응 분석>
본 붙임에서는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의 관계 및 은행 건전성과 총대출의 관계
등 은행자본경로 3단계의 단계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만, 은행자본경로 3
단계 중 1단계는 본문에서 통화충격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여기서는 2, 3단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모든 단계는 기본적으로 통화충격
에 따른 단계별 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 분석은 통화충격을 수반한
경우를 우선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통화충격 없이 단계별 고유 충격만 발생
하는 경우도 분석하였다.18)
먼저 통화충격이 수반된 경우이다. 모형의 구성은 본문과 동일하다. 다만, 확
장적 통화충격이 수반되면서 은행 수익성(예대금리차)이 개선되는 충격 및 확장
적 통화충격이 수반되면서 은행 건전성(BIS비율)이 개선되는 충격을 식별하여
분석하였다.19)

17) 현행 BIS비율 산출식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었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어 편중리스크 등
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으로 편중리스크가 발생
하여 은행의 실질 리스크는 증가하더라도 현행 BIS비율은 변동이 없을 수 있다. 즉, 편중리스크 발생
으로 은행의 실질적인 위험도는 증가했지만, 동 편중에 기존 BIS비율 산출방식 설계 때 편중리스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위험증가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BIS비율은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개선된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 BIS비율 산출방식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석형ꞏ이상
진(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Van den Heuvel (2012) 및 박형근(2013)은 은행자본경로 작동 여부 분석 때 통화정책변수와 관심변수
변화를 모두 반영한 두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반면 강주성ꞏ구영완(2018) 등은 은행
자본경로 3단계의 단계별 작동 여부 실증분석에서 개별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만 분석하였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9) 예대금리차 및 BIS비율은 본문의 결과와 동일하게 각각 2∼5분기, 2∼7분기 기간에 증가하는 것으로
충격이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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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mpulse Response from Monetary Policy Shock and Bank Profit
Shock in Bank Capital Model

확장적 통화충격이 수반되면서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는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콜금리는 음(-), 본원통화는 양(+), CPI는 양(+) 및 예대금리차에 양(+)의 부호제
약을 가하였다. 부호제약 SVAR에 따른 충격반응은 <Figure 8>과 같다. BIS비율
은 2∼7분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총대출은 13분기 이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이 수반되면서 은행 건전성이 개선되는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콜금리는 음(-), 본원통화는 양(+), CPI는 양(+) 및 BIS비율에 양(+)의 부호제약
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 부호제약 SVAR에 따른 충격반응은 <Figure 9>와 같다.
BIS비율은 2∼7분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총대출은 13분기 이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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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mpulse Response from Monetary Policy Shock and Bank
Financial Soundness Shock in Bank Capital Model

결과적으로 확장적인 통화구조충격이 발생하면서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면 은
행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은행 건전성이 개선되면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반응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화충격에 의하지 않고 예대금리차 및 BIS비율 등 개별요인에서 충격
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은행자본경로 단계별 충격반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모형은 예대금리차, BIS비율, 총대출 및 주택가격지수만으로 구성하고 외
생변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머지 조건은 본문의 모형과 동일하다.
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 각각에 대한 양(+)의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예대금리
차 및 BIS비율에 양(+)의 부호제약을 각각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부호제약
SVAR에 따른 충격반응은 아래 <Figure 10>과 같다.
먼저 예대금리차에 양의 충격이 발생하면 예대금리차가 초기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IS비율에 대한 충격반응은 상승하다 다
시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BIS비율의 충격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BIS비율에 양의 충격이 발생하면 BIS비율이 초기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대출은 BIS비율 상승에 따라 즉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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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였다. 다만, 총대출의 충격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통화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부호제약 SVAR를 이용해 예대금리차 확대라는
구조충격에 대해 BIS비율은 상승하였고, BIS비율 상승이라는 구조충격에 대해
총대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Figure 3>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충격반
응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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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은행자본경로에 대해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통화충격이 수반된 경
우 및 수반되지 않은 경우의 충격반응 모두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예
대금리차가 확대(은행 수익성 개선)되는 경우 BIS비율(은행 건전성)은 개선되었
고, BIS비율이 개선되는 경우 총대출은 증가하였습니다. 통화충격이 수반된 경우
각 단계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화충격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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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Bank Capital
Channel and Risk-Taking Channel for
Monetary Policy
Sang Jin Le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bank capital channel and risk-taking
channel for monetary policy work for domestic bank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on the rate spread between deposit
and loan, capital ratio, and loan amou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Uhlig
(2005)’s sign-restricted S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is used.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bank's interest rate margin increases, the
capital ratio improves, risk-weighted asset ratio increases, and the amount of loans
increases in response to expansionary monetary shock. This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bank capital channel and risk-taking channel work in domestic banks,
similar to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ha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bank's financial soundness and
profitability in the short term as bank capital channel works, it could negatively
affect the soundness of banks by encouraging banks to pursue risk in the long run
as risk-taking channel work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capital ratio according
to the BIS minimum capital requirement of individual banks may cause an illusion
in supervising the soundness of the bank. So, the bank's aggressive lending
expansion may lead to an inherent weakness in the event of a crisis. Since the
financial authority may have an illusion about the bank’s financial soundness if the
low interest rate persists, the authority needs to be actively interested in stres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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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centration risk management in the pillar 2 of the BIS capital accord. In
addition, since system risk may increas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gular stress
tests or preemptive monitoring of assets concentrat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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