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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화정책의 파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위험선호경로 작동 여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03년 1분기 ~ 2015년 2분기 중 국내 17개 은행
의 재무제표 자료 및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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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에 있어 위험선호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 경로를 통한 효과가 저금리 지
속기간 및 명목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는 점도 발견하였다. 저금리 지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위험선호를 상승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은 저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목금리 수준에 따른 영향을 보면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은행위험 상승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타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대차대조표경로 및 대출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위험
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위험선호경로에 관한 연
구에 있어 국내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작동 여부를 밝힘과 아울러 저금리 지속기간의
영향 등 비선형효과를 확인하였고 자료의 장기패널 성격을 고려한 모형추정을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금융부문
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동 분야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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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7년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정책당국과 학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취약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 과정
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중앙은행들이 위기 대응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안정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측면은 별로 중요
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 국민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당국들도 통화정책의
초점은 물가안정에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데 기인한다. 그러나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기존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만으로는 금융위기
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을 결정,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을 고려하도록 기존의 통화정책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 또한 글로벌 금
융위기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그 영향의 파급메커니즘이 그동안 상정하였던
것보다 더욱 다양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측면이 있다. 즉 통화정책이
총수요와 물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 특히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행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
펴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위험성 내지 안정성과 통화정책 간의 연관관계가 통화정
책적 관점에서의 금융안정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 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하나로서 위험선호경로
(risk-taking channel)2)에 관한 연구이다. 위험선호경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위험에 대한 은행들의 인식 및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
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은행

1) 이러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국가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의 설립근거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8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하였다.
2) risk-taking channel의 한글 명칭으로는 위험선호경로(한국은행, 2012)과 위험추구경로(윤재호, 2012)
가 사용된바 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
용위험, 운영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상시적으로 부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은행의 인식이나 성향, 즉 위험 선호의 정도에 통화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고에서
는 위험선호경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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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3) 위험선호경로에 대한 연구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도모해
야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통화정책 당국이 위험선호경로를 통한 정책효과 파급에 대해 충분히 파악
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은행의 위험선호를 상승시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선호경로에 대한 연구가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가 아직 미
흡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의 금리 추이, 금융제도적 특징 등을 고
려할 때 동 경로에 대한 연구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금리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대체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1년 이후에는 명목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
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금리 상황이 국내 은행들의
위험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 차원에
서도 은행부문의 안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11년 한
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의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4)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위험선호경로 작동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대부분5) 포함하는 17개
은행의 2003년 1분기 ~ 2015년 2분기 중 재무제표 자료와 금리, 경제성장률 등
통화정책 관련 거시지표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모형의 추정방법은 패
3) 물론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은행의 위험선호가 커지고 그에 따라 위험이 축적되더라도 개별 은
행들이 충분한 자본건전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면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등이 경기 회복, 유동성 공급 등 통화정책 측면의 정책효과 달성에 기여
하면서도 금융안정은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4) 물가안정이 여전히 주된 목표이지만 한국은행법 개정(2011)에 따른 목적 조항의 수정 내용만 본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최종목표가 기존의‘물가안정’단일 목표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복
수 목표로 변경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Objectives of Monetary Policy

Price Stability
(primary objective)

Financial Stability

5) 일반은행 중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합병 이전의 외환은행을 포함)과 6개 지
방은행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었고 특수은행 중에서는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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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자료의 형태를 감안하여 결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패널자료는 개체 수가 시
계열 수보다 훨씬 많은 일반적인 단기패널(short panel)과는 달리 시계열 수(50
개 분기)가 개체 수(17개 은행)보다 많은 장기패널(long panel)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기패널을 대상으로 한 동태모형의 추정을 위해 패널 자기회귀
시차분포모형(pane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을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의 형태로 바꾼 다음 Pesaran et al.(1999)의 동태적 이질 패널
에 대한 통합그룹평균(pooled mean group) 추정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험선호경로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
펴보고 선행 실증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모형 설정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4장에서는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
어 추정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위험선호경로에 관해 분석하였다. 5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차원에서
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위험선호경로에 관한 기존 연구
1. 위험선호경로의 작동 메커니즘
위험선호경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하나로서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 기존 경
로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즉 기존 경로들의 경우 실물부문에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부문의 안정성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데
비해 위험선호경로는 개별 은행들의 위험선호행태 변화와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안정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관련하여 은행의 위험이 처음 언급된 것은 Borio and
Zhu(2008)의 논문이다. 이들은 위험선호경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
정책 파급경로가 작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동 경로를 “정
책금리의 변화가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의 감내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산에 대한 평가, 자금조달의 가격 및 비가격 조
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통화정책과 은행 위험 사
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금리가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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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래 지속될 경우 위험과 관련한 은행의 인식 및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본 경우가 많다.
먼저 위험선호경로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될 수 있는지를 기존 연
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이 은행들의 보유자산
평가(valuation)에 영향을 주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Borio and
Zhu(2008)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 자산 및 담보 가치
가 상승함으로써 은행이 영업활동에서 위험을 추가로 취득할 여력이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6) Altunbas et al.(2014)의 경우에는 은행 자산의 변동성에 주목
하여 금리 하락시 대차대조표 자산 측면의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은행의 위험
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Gambacorta(2009)는 낮은
수준의 금리가 오래 지속될 경우 자산 및 담보가치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금리의 변동성 축소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점도 은행의 위험인식
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통화정책이 은행의 수익추구(search for yield) 유인을 강화시킴으로써
은행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다. 금리가 낮은 수준일 경우 은행으
로서는 위험성이 높더라도 기대수익이 더 높은 투자대상을 찾게 되는, 소위 수
익추구 유인이 강해질 수 있다. 특히 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와 같이 장기약정
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그들의 부채에 약정되어 있는 이자지급 비용을 그들
의 자산에서 얻는 수익과 맞출 필요가 있다.(Altunbas et al., 2014; Apel and
Claussen, 2012) 또한 은행 경영진이 명목수익률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수익추구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안전자산의 금리만으로 목표 달
성이 가능하다면 은행 경영자가 굳이 위험자산을 늘릴 필요가 없겠지만 안전
자산의 금리가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에의 투자 비중을 높일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De Nicolo et al., 2010) 그
리고 금리 수준이 낮은 경우 통상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스프레드가
줄어드는데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저하도 경영자들의 수익추구 유인을 강
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은행의 의사소통 정책이나 반응함수의 특성에 따라서도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6) 이와 관련하여 Adrian and Shin(2010)은 통화정책이 은행 레버리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레버리지가 하락한 은행으로서는 신용확대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은행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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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인데 이는 은행들의 위험선호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로 대응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은행
들이 위험 부담을 좀더 확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Borio and Zhu, 2008) 이
와 같은 통화당국의 예상된 반응에 대한 기대는 그린스펀(Greenspan) put 또는
버낸키(Bernanke) put이라고 불리면서 은행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집단적 도덕
해이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Montes and Peixoto(2014)는 중앙
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통화정책 수행에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높
은 신뢰성이 은행의 위험선호를 유인함으로써 자산가격 및 신용시장에서의 거
품을 생성시키게 되는, 이른바 신뢰성의 역설(paradox of credibility)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2. 선행 실증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별 자료를 토대로 위험선호경로 작동여부를 확인하
고자 하는 연구들이 미국 및 유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이 확장적일 때 은행의 위험이 커지게 됨
을 밝힘으로써 위험선호경로의 존재를 지지하고 있는데 모형 추정시 종속변수
로 들어가는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선행
연구들을 분류하여 그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서 은행의 위험 수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
내는 지표들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Gambacorta(2009)의 경우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 예상부도빈도(EDF; expected default frequency)를 사용하여 금리가
벤치마크 금리7)보다 연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는 상대적 저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은행의 도산확률이 높아진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8)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과 은행 위험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ltunbas et al.(2014)도 Gambacorta(2009)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은행 위험의 대용지

7) Gambacorta는 테일러준칙(Taylor rule) 금리와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을 벤치마크 금리로
사용하여 금리가 이보다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relatively low)이라고 평가하였다.
8) 페더럴펀드 금리(federal fund rate)가 17분기 연속해서 벤치마크 금리보다 낮았던 2002년~2006년중
미국 은행들의 EDF 상승폭이 정책금리의 벤치마크 금리 하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유로지역
은행들의 경우보다 더 컸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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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예상부도빈도를 사용한 것은 동일하나 Gambacorta와는 달리 이들은 정책
금리와 벤치마크 금리와의 갭(gap)을 통화정책기조로 평가하여 이러한 갭이 은
행의 위험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에서
위험선호경로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였다.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서 시장평가 기반의 지표 대신 은행의 재무제표 자
료를 이용한 연구들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De Nicolo et al.(2010)은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사용하여 미국의 경우
동 비율과 실질 페더럴펀드금리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Delis
and Kouretas(2011)는 은행위험을 나타내는 대용지표로 총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율과 총대출 대비 부실대출비율을 사용하여 금리가 낮아질 때 동 비율들이
높아짐을 확인함으로써 유로지역 국가에 위험선호경로가 존재함을 밝혔다. 신
용위험에 초점에 맞춘 지표를 사용하는 대신 은행의 전체적인 위험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는 Z-score9)를 산출하여 이용한 연구도 있는데 Delis et al.(2011)
은 미국 콜거래 보고서의 은행별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하여 Z-score로 파악한
은행의 위험과 정책금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가 단
기적으로는 기존 대출에의 영향 때문에 양(+)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9~13분기
이후에는 음(－)의 관계로 바뀜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페더럴펀드금리의 하락이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Jeon et al.(2015)는 동유럽, 중남미 및
아시아의 33개 신흥시장국의 상업은행 자료를 토대로 통화정책이 확장적일 때
파산확률의 역수라 할 수 있는 Z-score가 감소함을 보임으로써 신흥시장국들에
서도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은행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대신 대출서베이 자료 등을 이용
하여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심사 단계에서 은행들의 위험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험선호경로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
다. Maddaloni and Peydro(2011)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미
국과 유로지역의 은행대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리가 하락할 때 기
업 및 가계에 대한 은행의 대출기준이 완화되는 점을 발견하였고 테일러준칙
금리를 밑도는 상대적 저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대출기준이 더욱 크게
9) Z-score는 다음과 같은 식을 기초로 산출할 수 있는데, ROAi,t 는 은행 i의 t기 총자산수익률, CTAi,t
는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며
를 각 시점별로 계산한 것이다.

 (ROA)i,t 는

ROA의 변동성으로서 일정 기간의 ROA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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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는 점도 밝혔다. De Nicolo et al.(2010)은 연준의 분기별 상업대출조건
서베이(Terms of Business Lending Surveys)를 이용하여 정책금리가 하락할 때
대출금리와 페더럴펀드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된 점을 확인하고 이는 위험
도가 높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은행의 위험선호가 상승
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위험선호경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Kim(2014)
을 들 수 있다. Kim은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 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을 사용하였는데, 단기금리가 자연이자율을 하회하는 상대적 저
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를 토대
로 위험선호경로가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III.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모형 설정
1.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는 금리, 성장률, 주가, 주택가격 등 통화정책 관련 거시지표들과
국내 은행들의 회계자료로부터 구한 자료들로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거시변수들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와 국민은행
KB부동산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국내 은행들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금
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은행에는 국내 은행
중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한국수출입은행10)을 제외한 시중은행 7개(2015년
9월 하나은행에 합병된 외환은행 포함),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4개 등 총 17
개 은행이 포함되었다.11) 분석대상 기간은 2003년 1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
지인데 시작시점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은행간 합병이 마무리12)된 시기를 감안하였고 마지막 시점은 외환은행의 재무
자료가 공표된 최종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10)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수취기능이 없는 데다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채권 발행이나 정부,
해외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통화금융통계 편제에 있어서도 은행이 아닌 별도 기관으로 분
류되는 등 영업행태가 일반은행과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1) 신한은행의 경우 2006년 3월 조흥은행 합병 이전의 구 신한은행의 시계열 통계를 연결하여 사용하
였다.
12) 1998년~2002년중 충청·보람은행이 서울은행에 합병되었고, 한일·평화은행은 우리은행에, 충북·강원
은행은 조흥은행에 합병되었으며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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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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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Banks subject to Analysis
Nationwide bank(7)

Regional bank(6)

Kookmin, Shinhan,
Woori, Hana,
Foreign Exchange,
Citi, Standard Chartered

Busan, Taegu,
Kwangju, Kyongnam,
Jeonbuk, Jeju

Specialized bank(4)
KDB, IBK, NH,
Suhyup

위험선호경로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추정시에는 종속변수로 들어가는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와 핵심 설명변수인 통화정책 대용지표의 선택이 특히 중요하
다. 먼저 은행 위험의 대용지표로는 회계자료 기반 지표, 시장평가 기반 지표,
서베이자료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체 은행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간의 시계열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회계자
료 기반 지표를 사용하였다.13) 개별 은행의 회계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표
적인 은행위험 대용지표로서 부실여신비율을 들 수 있는데, 동 지표의 경우 대
출실행 이전의 사전적인 위험선호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지만 은
행의 위험 수준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14) 우리나라의 경
우 고정이하여신비율(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에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을 나타내는 대용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의 긴
축이나 완화 여부, 그리고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5) 이와 관련하여 Gambacorta(2009),
Maddaloni and Peydro(2011), Altunbas et al.(2014), Jeon et al.(2015) 등은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떤 기준(benchmark)이 되는 금리(이하 벤치마크 금리로 지칭)와
의 차이로 파악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16)을 벤치마크 금리로 하여 실질 콜금리와 자연이자율과의 갭( = 실
질 콜금리 － 자연이자율)을 통화정책기조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동 금리 갭

13) 예상부도빈도(EDF), CDS 프리미엄 등 시장평가 기반의 지표의 경우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시계열
을 구할 수 없는 데다, 활용 가능한 대출관련 서베이 자료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4) 부실여신의 일부분은 대손상각을 통해 결국 은행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동 비율의 변화를 통
해 신용위험 또는 대출포트폴리오 위험수준의 변화를 현실성 있게 포착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은 은
행의 전통적 업무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실대출이 은행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은행위험 대용지표로서 부실여신비율의 유용성을 뒷받침한다.
15) 금리 수준 자체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그 변화추이에 대한 고려 없이 통화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금리의 하락
이 반드시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6) 자연이자율로는 호드릭-프레스캇 필터(Hodrick-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구한 실질 콜금리(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화)의 장기 추세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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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Definitions and Sources

Variable

Definition

Sources1)

[Bank-level Data]
Npl

Non-performing Loan Ratio(%)

FSS FISIS

Dpst

Ratio of Deposit to Total Debt(%)

FSS FISIS

Effcy

Ratio of Profits(before tax) to Operating Expenses(%)

FSS FISIS

lnsize

Logarithm of Total Asset

FSS FISIS

Hpnr

Natural Rate of Interest(benchmark interest rate, %)2)

Calculated by auther

Hpnrg

Natural Interest Rate Gap
(= Real Call Rate − Natural Rate of Interest, %)

Calculated by auther

Rcall

Real Call Rate

BOK ECOS

Call

Call Rate(overnight, intermediated transation, %)

BOK ECOS

Brate

BOK Base Rate(%)

BOK ECOS

Grwh

Growth Rate(seasonally adjusted real GDP, %)

BOK ECOS

Kospi

Changes of Korean Composite Stock Prices Index(%)

BOK ECOS

Kbn

Changes of Housing Prices Index(%)

Kookmin Bank

Nlow

Number of Consecutive Quarters with minus(-) signs
of Natural Interest Rate Gap

Calculated by auther

[Macro Data]

Notes: 1)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SIS: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BOK: Bank of Korea
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
2) Long-term trend of real call rate calculated by using Hodrick-Prescott filter

의 하락(상승)은 통화정책의 완화적(긴축적) 운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 금리
갭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금리가 장기 균형수준보다 낮은 상태인 만큼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음(－)의 값이 매우
클 경우에는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 외에 은행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들에 대한 분석
을 위하여 다음 자료들을 추가하였다. 즉 은행의 위험선호가 거시경제 여건이
나 은행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변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질GDP 성장률, 주가수익률,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거시경제 관련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별은행의 위험선호 형성에 각 은행의 규모, 재
무상황, 자금조달능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은행별 특성도 모
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자산 규모(자연로그값을 취하여 사용), 총
부채 대비 예금성 수신의 비율, 비용(영업비용+판매관리비) 대비 수익(세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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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이익)의 비율 등의 지표를 개별은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자료로
이용하였다.
개별은행의 회계정보로부터 구한 패널형태 자료인 은행별 미시변수들과 시계
열형태 자료인 거시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각각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

Summary Statistics for Bank-level Variables

Variables
Npl

Dpst

Effcy

lnsize

Mean
overall

S.D.

Min.

Max.

1.56

0.70

0.36

4.84

between

〃

0.29

1.23

2.12

within

〃

0.64

0.08

4.52

overall

66.01

16.67

8.11

91.87

between

〃

16.19

16.86

86.73

within

〃

5.55

46.87

81.94

overall

7.62

7.55

-22.59

44.90

between

〃

2.69

1.35

11.91

within

〃

7.09

-22.11

43.54

overall

17.69

1.28

14.34

19.44

between

〃

1.28

14.78

19.25

within

〃

0.30

16.81

18.32

No. of Obs.

1)

N·T = 850
N = 17
T = 50
N·T = 850
N = 17
T = 50
N·T = 850
N = 17
T = 50
N·T = 850
N = 17
T = 50

Note: 1) N is number of banks and T is number of quarters.

<Table 4>

Summary Statistics for Macro Variables

Variable

Mean

S.D.

Min.

Max.

No. of Obs.

Hpnr

0.51

0.36

-0.10

1.01

50

Hpnrg

0.03

0.86

-1.95

1.93

50

Rcall

0.54

1.07

-1.82

2.60

50

Call

3.27

0.99

1.68

5.14

50

Brate

3.25

1.00

1.50

5.25

50

Grwh

3.67

1.97

-1.93

7.40

50

Kospi

2.88

9.76

-22.35

25.06

50

Kbn

3.40

3.46

-2.14

11.64

50

Nlow

3.70

4.61

0

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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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실질 콜금리와 자연이자율과의 갭(Hpnrg) 추이를
보면 2005년 이전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음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통화정책기조가 대체로 확장적인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이후에는 양(+)의 값으로 전환되어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영
되는 가운데 긴축의 정도는 완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ure 1>

Trend of the Natural Interest Rate Gap

<Figure 2>

Trends of Non-Performing Loan Ratios; b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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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위험의 대용변수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추이를 보면 은행별로 다소 상
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추세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
체로 2000년대 중반 이전에 큰 폭으로 낮아진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
하였다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은행들이 많은 편이다.

2. 분석모형 설정
위험선호경로의 작동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Altunbas et
al.(2014)의 모형을 토대로 하되, 종속변수를 Delis and Kouretas(2011)에서와 같
이 부실여신비율을 사용함에 따라 동 비율이 과거 위험선호 행태를 축적 반영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Altunbas et al.의 모형과 달리 설명변수들이 시차분포
형태를 갖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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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1, 2, . . . , N 에서 N = 17 (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4개 등
국내 17개 은행), t =1, 2, . . . , T 에서 T = 50 (2003년 1분기부터 2015년 2분
기)이다. 즉 시계열(T)의 수가 횡단면(N)의 수보다 큰 장기패널(long panel)의
형태이다.
종속변수인 Riski,t 는 은행 i 의 t 기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설명변수를 보면
MP 는 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변수, Eco는 거시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
BSC 와 LC 는 각각 대차대조표경로와 은행대출경로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17),
Bchrt 는 개별은행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μ는 Bchrt 로 포착되지 않
으면서 관찰되지 않는 은행별 고유한 특성(idiosyncratic effect)을 나타낸다. 그리
고 설명변수에 시차 종속변수를 포함시키는 동태모형(dynamic model)을 설정하
였다. 이는 특정 시점에 있어 은행의 위험 수준이 그 이전 시점의 위험 수준에
17) 기존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신용경로의 경우 은행대출의 공급 및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데 은행대출이 은행의 신용위험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용경로와 은행위험경로는 겹
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경로 통제변수는 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자산
가격 및 차입자의 순자산가치 변화가 신용의 수요측면 외에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것이며, 은행대출경로 통제변수는 통화정책 기조 변경시 은행의 자금조달여건 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 변동이 은행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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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시점에 은행이 취하게 되는 위험선호 행태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내생
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명변수들은 1기 이상의 시차를 갖도록 하였다.
은행의 위험을 나타내는 종속변수(Risk)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총자산
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유유가증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18)
등을 감안하여 신용위험의 변동을 잘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Npl )을 사용
하였다.19)
설명변수별로 추정에 사용한 지표와 추정계수의 예상부호는 <Table 5>와 같
다. 특히 통화정책기조 변수(MP)의 경우 위험선호경로의 작동 여부와 관련되
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부호와 유의성이 특히 중요하다. 벤치마크 금리와의 갭,
즉 실질 콜금리와 그 장기추세치 간의 갭(Hpnrg)이 감소할 경우 은행이 더 많
은 위험을 취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다시 말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동 계수의 부호는 유의성 있게 음(－)으로 나
타날 것이며 이는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일반적 경제 상황 등 거시경제여건을 통제하는 변수(Eco)로는 실질GDP 성
장률(Grwh)을 사용하였다. Grwh 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를 확정적으로 예상
하기는 어렵다. 이는 경기가 좋으면 차입자의 상황이 개선되고 수익성 있는 대
출 기회가 늘어나므로 은행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한편으

18) 총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말 15.1%)은 15% 내외인 데 비해 대출채권이 차지하
는 비중(2016년말 74.2%)은 2000년대 초반의 60% 수준에서 계속 상승하여 70%를 상회하고 있다.
19)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인 Kim(2014)과 비교할 때 본고는 분석모형의 종속변수 및 핵심 설명
변수, 분석대상 은행 및 기간, 추정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종속
변수

핵심
설명
변수

Kim(2014)

최원형·윤용만(2018)

CDS 프리미엄(시장평가 기반지표,
forward looking indicator)

고정이하여신비율(재무제표 기반지표,
은행 위험의 사후적 평가 지표)

저금리 지속기간 수
통화정책기조
- 저금리 지속기간이 길수록 은행 - 통화정책이 확장적일 때(벤치마크 금리와의 갭 하
위험(CDS 프리미엄)이 증가함을
락) 은행 위험(고정이하여신비율)이 증가함을 보임
보임으로써 위험선호경로 작동을
으로써 위험선호경로 작동을 주장
주장
- 한국의 경우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하되 저금리 지
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선호를 증대시키는 효과
는 점차 약해짐을 확인

대상
은행

5개 대형은행

17개 은행(국내은행 전체)

대상
기간

2005.Q4~2013.Q4

2002.Q1~2015.Q2

추정
방법

System GMM

Pooled Mean Group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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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cted Signs of Estimated Coefficients for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Data(variables) used in Estimation

Expected Sign

MP

Hpnrg

(−)

Eco

Grwh

( + ) / (−)

BSC

Kospi

(−)

Kbn

(−)

Dpst

( + ) / (−)

Effcy

(−)

lnsize

( + ) / (−)

LC
Bchrt

로는 양호한 경제상황이 위험에 대한 은행의 인식을 약화시킬 경우 공격적인
대출 취급 등으로 은행의 위험이 커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험선호경로가 작동되는 주요 메커니즘의 하나가 통화정책이 은행의 보유자
산 평가(valuation), 즉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는 데 따른 것인데 이는 신용경로
의 하나인 대차대조표경로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설명변수에 대차대조
표경로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BSC )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표경로란
통화정책 변경이 기업 및 가계의 재무상태 및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들의 외부자금 프리미엄 및 외부자금 조달에 변동이 발생함으로써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로이다. 이와 같은 차입자의 순자산가치 증가를 은행 입장에
서 보면 차입자의 신용도 개선 및 재무적 제약의 완화이므로 대출을 확대할 유
인이 생기면서 신용위험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20) 따라서 차입자 순자산가치 변
화, 즉 차입자 담보가치의 변화가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차입자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자산가격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자산
가격 변수로는 주가지수 변동률(Kospi) 및 주택가격지수 변동률(Kbn)를 사용하
였다. 동 변수는 주어진 은행의 위험선호 수준에서 자산가격 변화가 차입자 담보
가치의 변화를 통하여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것이며, 그 추정계수
의 부호는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산가격 상승시 차입자의 담보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은행의 신용위험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대출경로를 통해서도 은행의 위험이 영향을 받을
20) 대차대조표경로가 차입자 측면에서의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 완화에 따른 외부자금 조달 확대
를 설명하는 경로라면 위험선호경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이 위험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상황, 즉 은행 측면에서 금융마찰이 완화되는 데 초점을 맞춘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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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은행 대출경로의 경우 금리 변화가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을 변화시킴으
로써 은행대출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대출의 증가는 은행
위험의 변동과 직접 관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출경로도 위험선호경로와 상
호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실증분석의 초점이 위험선호경로의 존
재 여부를 밝히는 것인 만큼 은행 대출경로를 통한 효과를 통제하는 변수(LC)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시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별 특성 변수로서 총부채 대비 예금성 수신의 비율(Dpst), 비
용(영업비용+판매관리비) 대비 수익(세전 당기순이익)의 비율(Effcy)을 설명변수
로 포함시켰다. 총부채에서 예금성 수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은행의 입
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변경될 때 시장 움직임의 영향을 직접 받는 변
동금리채권 위주로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예금금리 조정을 소
폭만 하거나 천천히 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부채 대비 예금성 수신 비율이 은행 위험과 반드시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수신 기반이 안정적일수록 대출을 좀더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위험선호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1) 은행 경
영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Effcy 의 추정계수 부호의 경우 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효율성이 낮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
게 생각되는 등 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선호 행태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별은행의 특성이 은행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
(Bchrt)도 모형에 포함시켰다. 동 변수로는 은행의 자산규모(lnsize)를 사용하였는
데 그 추정계수 부호의 방향이 확실하지는 않다. 대형은행의 경우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외부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위험자산 보
유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감독당국
으로부터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더욱 빈번한 점 등
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욱 위험회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산규모가 은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 일관적이지는 않다.
한편 위험선호경로의 작동 여부를 실증분석함에 있어 앞에서 기술한 통화정
책 기조와 은행 위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도
21) Acharya(2012)는 거시경제 위험이 높아졌을 때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줄이고 예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로 따라 은행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은행 경영에 있어 하방위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됨으로써 과도한 신용 공급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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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의 하나로 중
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증분석을
통해 상대적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때 은행의 위험선호가 더욱 강해지는지 여부
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벤치마크 금리와의 갭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2년 이전까지 대체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었
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러한 상황에서의 국내은행들의 위험선호 변화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통화정책이 은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명목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이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선호 상승이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 즉 벤치마크 금리와의 괴
리가 음(−)으로 바뀌어 음(−)의 부호를 지속한 기간(Nlow, 분기 수) 및 명목
콜금리(Call ) 수준을 통화정책 변수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의 형태로
추가한 (2)식과 (3)식의 모형도 추정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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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식과 (3)식에서 상호작용항 계수의 부호를 이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2)식에서 상호작
용항 Nlow·MP 의 계수인 ξ의 경우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의 수익추구(search
for yield) 행태가 계속 강화된다면 은행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음(−)의 부호를 보이겠지만,
반대로 상대적 저금리 상황이 되면서 강화되었던 수익추구 행태가 확장적 통화정책기조가 지속됨
에 따라 누그러질 경우에는 은행 위험의 상승 정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3)식에서 Call·MP 의 계수인 τ의 경우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은행의
위험선호 상승효과가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면 양(+)의 부호를 보이겠지만, 반대
로 명목금리가 높아질수록 커진다면 음(－)의 부호를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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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1.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패널 자기회귀시차분포(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모
형인 (1)식을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의 형태로 바꾼 다음, 개체별
로 이질성이 있는 동태적 패널(dynamic heterogeneous panel)에 대한 추정방법
인 Pesaran and Smith(1995)의 그룹평균(MG; mean group) 추정 및 Pesaran et
al.(1999)의 통합그룹평균(PMG; pooled mean group) 추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ARDL 모형이 오차수정모형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4)식과 같은 ARDL(1, 1) 모형은 (5)식과 같은 오차수정모형으로 바
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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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4)식과 (5)식에서 
임을






  
알 수 있다.    은  에 대한  의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이고

 는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속도(speed of adjustment to the long-run equilibrium)
이며  는  와  간의 장기관계식에서  의 장기계수를 나타낸다. (4)식과 (5)
식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식을 추정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오차수정
모형인 (5)식의 경우 설명변수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추정결과의 해석이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Pesaran and Shin(1999)는 위와 같이 오차수정 형태로 바꾼 ARDL 모형의 추
정을 새로운 공적분 검정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5)식에서  = 0
인 경우에는 장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는  의 부호가 유의하게 (−)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 값을 나타낸다면 변수들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5)식의 추정은 공적분 여부에 대한 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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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관계식의 모수에 대한 일치성있고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Pesaran and Shin(1999)에 따르면 개체 수(N)와
시계열 수(T)가 모두 큰 패널자료를 ARDL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상이한 적분
차수를 갖는 변수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이 I(0)
또는 I(1)인지 사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MG 추정이나 PMG 추정을 통해 일치
(consistent)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은행 위험의 동태적 성격, 패널의 형태가 장기패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위해 ARDL 모형을 설정한 다음 이를 오차수정 형
태로 바꾸어 추정함으로써 공적분 관계의 존재, 즉 통화정책과 은행위험 간 장
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질성이 있는 동태 패널에 대한 모형 추정은 세 가지 방법, 즉 Pesaran and
Smith(1995)의 그룹평균(MG) 추정, Pesaran et al.(1999)에 의해 개발된 통합그
룹평균(PMG) 추정, 그리고 동태적 고정효과(DFE; dynamic fixed effects) 추정
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해 추정량을 산출한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MG 추정은 개체
별로 각각 추정한 다음에 개체별로 추정된 계수를 단순평균하여 모형의 계수
를 산출한다. 즉 장단기 계수가 개체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계
수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추정방법이다. 다만 동 추정량이 일치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이 충분히 길 필요가 있으며 개체 수(N)도 적지
않아야 한다.23) 이에 비해 DFE 추정의 경우에는 MG 추정과는 반대로 계수들
이 모든 개체에 걸쳐 동일하며 개체별 절편만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모
든 개체에 걸쳐 장기계수는 물론 조정속도, 단기계수, 오차의 분산이 동일하다
는 제약을 부과한 것이다. 다만 동 추정방법에 대하여 Baltagi, Griffin and
Xiong(2000)은 표본이 작을 경우 시차종속변수와 오차항 사이의 내생성으로 인
하여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PMG 추정은 계수에 대한 제약의
측면에서 볼 때 양 극단이라 할 수 있는 MG 추정과 DFE 추정을 절충한 방법
이라고 볼 수 있다. PMG 추정의 경우에는 장기계수는 모든 개체에 걸쳐 동일
하다고 가정하는 반면 절편을 포함한 단기계수, 조정속도, 오차의 분산에 대해
서는 개체별 이질성을 허용한다. 동 방법은 단기적인 조정은 여러 요인들에 의
23) Favara(2003)은 개체 수(N)가 적을 경우의 MG 추정량은 모형의 조그만 수정이나 자료의 이상치
(outlier) 존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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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변수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모든 개체 또는 일부
개체들에 걸쳐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세 가지 추정방법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들 추정치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판
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G 추정치와 PMG 추정치 간 하우스만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장기계수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구한 MG 추정치와
장기계수들이 개체에 걸쳐 동일하다는 제약 하에서 얻어진 PMG 추정치 간의
차이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장기계수들이 실제로 모든 개체에 걸쳐 동
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 모든 개체에
대해 각각 추정한 다음 평균을 구해 얻게 되는 MG 추정치보다는 PMG 추정치
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단위근 검정 및 시차 선택
본고의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패널자료는 횡단면이 17개 은행, 시계열이 50개
분기로 이루어져 시계열이 긴 편이다. 시계열 자료의 경우 분석에 앞서 안정적
(stationary) 시계열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분석대상 패널자료의 시계열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되는 변
수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Pesaran and Shin(1999)에 따르면
ARDL 모형의 경우에는 I(0)과 I(1)의 상이한 차수로 적분된 변수들을 그대로
모형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다만 I(2)인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정이 일치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
(Asteriou and Monastiriotis, 2004)을 고려하여 적분차수가 I(1)을 초과하는지 여
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6>

Unit Root Tests for Macro Variables
level

first difference

Hpnrg

-2.214

-5.332***

Grwh

-4.623

-4.366

Kospi

-4.830***

-7.189***

Kbn

***

***

-3.908

***

***

-3.984

Notes: 1) Augmented Dickey-Fuller(ADF) test is applied.
2) * , ** , *** mean the rejection of the hypothesis that unit root exists with significance
levels of 10%, 5%, 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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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은행별 자료와 달리 모든 개체에 걸쳐 시계열이 동일한 금리, 경제성장률,
주가지수 등 거시변수에 대해서는 Augmented Dickey-Fuller(ADF)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은행별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 있어서는 패널의 형태,
즉 개체 수(N)와 시계열의 길이(T)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N과 T의 점근적
성격(asymptotics)에 따라 검정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패널데
이터는 N보다 T가 큰 장기패널이기 때문에 T가 고정(fixed)이고 N이 무한대(∞)
로 점근하는 성격의 패널데이터에 대한 단위근 검정방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Levin-Lin-Chu(LLC)

검정방법으로

검정,

Im-Pesaran-Shin(IPS) 검정, Breitung 검정, Fisher-type 검정을 선택하였다.24)
<Table 6>에서 시계열 형태인 거시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면
I(0) 변수와 I(1) 변수가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Grwh, Kospi, Kbn는 단위근 존
재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I(0)인 반면 Hpnrg는 단위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계 차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단위근 존재 귀무가설
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 거시변수들 중에는 I(2)변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패널 형태인 은행별 미시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의 경우 추세가 확실하
게 나타나는 총자산규모 변수(lnsize)에 대해서는 추세 옵션을 주고 검정하였고,
추세가 의심되는 Npl 에 대해서도 추세옵션을 준 검정을 추가로 실시해보았다.
<Table 7>의 단위근 검정결과를 보면 Dpst, lnsize는 단위근이 존재하고,
Effcy는 안정계열인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반면 Npl 의 경우에는 검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25) 그러나 이들 변수를 1계 차분하여 단위근 검
정을 실시한 결과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거시변
수와 마찬가지로 I(2)에 해당하는 변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모형에
24) 이들 단위근 검정은 모두 Stata를 이용하였으며 검정방법별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Panels are stationary
- LLC test
H0: Panels contain unit roots,
- IPS test
H0: All panels contain unit roots, H1: Some panels are stationary
H1: Panels are stationary
- Breitung test
H0: Panels contain unit roots,
- Fisher test
H0: All panels contain unit roots, H1: At least one panel is stationary
25) 패널 변수의 경우 단위근 검정 결과가 검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17개 은행별로 각 변수에 대한 ADF 검정을 실시해보았는데 Npl, Dpst, lnsize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mber of banks)
Npl

Dpst

Effcy

lnsize

16

16

5

17

* As the result of unit root tests for bank-level variables by bank, figures represent the number of
banks whose variable does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unit root exists with significance level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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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nel Unit Root Tests for Bank-level Variables
LLC

IPS

Breitung

Fisher

level
Npl

-4.3459***

-3.5644***

-1.2994*

30.6907

Dpst

1.6477

1.1933

-1.1597

24.1607

Effcy

-8.4150***

-13.9617***

-6.0206***

327.0398***

level with trend option
Npl
lnsize

-2.8976

***

1.0002

-0.1929

-0.8697

30.6907

3.6224

1.3477

9.6113

first difference
Npl

-12.8566***

-17.6739***

-4.6804***

432.6144***

Dpst

-14.6425***

-18.0657***

-10.8147***

443.3694***

Effcy

-23.5990

***

Npl

-11.5573

***

-15.7961***

lnsize

-12.2295

***

-16.2815

-20.7867

***

-6.8123

***

893.8725

***

first difference with trend option

***

-8.2065***
-10.6767

***

346.7012***
357.7746

***

Note: * , ** , *** mean the rejection of the hypothesis that unit root exists with significance
levels of 10%, 5%, 1% respectively.

포함되는 변수들의 적분차수가 I(0), I(1)으로 섞여있음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잔차(residual) 기준의 공적분 검정 대신 Pesaran and Shin(1999)의 ARDL 모형
을 이용한 공적분 검정 및 장기관계식 추정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변수별 시차분포에서의 최적 시차(optimal lag
lengths)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은행 각각에 대해 ARDL
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로부터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에 의한 설명
변수별 최적 시차를 구하고 은행별로 구한 설명변수별 최적 시차 중에서 가장
큰 시차를 선택하여 (1)식의 기본모형에 적용하였다.26) 이에 따라 기본모형으로
부터 각각의 설명변수들에 최적시차를 적용하여 결정한 추정모형은 (6)식과 같다.

26) 가장 큰 시차를 선택한 것은 필요한 시차변수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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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n   
       ln       
(6)식을 오차수정모형으로 바꾸어 쓰면 (7)식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본고에
서 추정결과로 얻은 추정치들은 (7)식에서의 계수들에 대한 것이다.27)

  

∆      ∙           
  
  

(7)

  
  
         
  
  
  
  
          
  
  
  
    
            
  
  
  ∆      ∆     ∆  
 ∆    ∆    ∆  
 ∆    ∆    ∆  
 ∆    ∆    ∆ln  
 ∆ln    ∆ln    

27) MG 추정의 경우 (7)식의 모든 계수들이 은행(i)별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추정하는 것인 데 비하여,
PMG 추정은 장기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위 (7)식의 괄호내 계수)들은 모든 은행에 걸쳐 동일하되
나머지 계수들이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DFE 추정은 은행
별 효과를 제외한 모든 계수들이 공통이라는 제약 하에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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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결과 및 의미
우리나라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의 위험선호경로 작동 여부를 규명하기 위
한 (7)식의 추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MG,
MG, DFE의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은행별로 모든
장단기 계수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MG 추정보다 장기계수와 조정속도는 모든
은행에 걸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PMG 추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하에서는 PMG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오차수정항을 보면 추정계수(-0.2483)가 음(-)의
부호를 보이고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고정이하여
신비율과 이를 설명하는 변수들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
으며, 이 장기관계식을 통하여 설명변수들의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변수인 통화정책기조의 대용변수
(Hpnrg)는 장기계수가 –0.3063으로 추정되어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역(-)의 관계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 하락이 장기적으로
은행 위험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선호경로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28)
일반적 경제상황 등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변수인 실질GDP 성장률
(Grwh)의 장기계수는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상황이 양호할 경우
은행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위험에 대한 은행의 인식이 약화되어
은행의 위험선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경로 통제를 위한 자산가격 변수로서 주가(Kospi)와 주택가격
(Kbn)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는바 Kospi 의 장기계수는 –0.0442로 이론적으로
예상한 것과 같은 부호를 보임으로써 주가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
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bn은 0.0551로 예상과 다른 부
호를 보임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이 오히려 은행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행태가 반영된 것
으로 보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시 기존 대출의 신용위험이 낮아지는 효과 이상
으로 동일한 신용도의 차입자에게 더 많은 규모로 또는 더 낮은 금리로 신용을

28) 강건성 검정 차원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신 파산확률의 역수라 할 수 있는 Z-score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도 Z-score와 통화정책기조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남
으로써 위험선호경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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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등 은행 위험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출경로 통제변수로는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별 특성
으로서 총부채대비 예금비율(Dpst)과 비용 대비 수익비율(Effcy)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Dpst 의 경우 장기계수가 0.0129으로 나타났는데 부호가 양(+)
이라는 것은 수신기반이 안정적일수록 대출을 좀더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행태
로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29)

Effcy 의 경우(-0.0356)에는 이론적으로 예상된

바와 같이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경영 효율성
이 높을수록 자산운용상의 위험선호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경로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들 외에 은행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은행의 특성변수로서 설명변수에 포함된 자산규모(lnsize)의 장기계수는
–0.2046으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통화정
책 운용시 은행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위험선호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통화정책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 및
명목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먼저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 수(Nlow)와 통화정책 기조 대용변수(Hpnrg)의
상호작용항(Hglow)을 포함시킨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Table 9> 참조) 상호
작용항을 포함시키기 전과 비교하여 계수의 크기는 다소 달라졌으나 장기관계
의 존재를 나타내는 조정속도와 위험선호경로 존재를 나타내는 Hpnrg의 부호
및 유의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규모변수(lnsize)를 제외한 여타 설명변
수 추정계수들의 부호나 유의성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위험선호경로의
존재 및 장기관계에 대한 앞 부분에서의 기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상호작용항의 장기계수(0.1054)가 통화정책기조 대용변수
(Hpnrg , -0.7442)와 달리 양(+)의 부호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
이 은행의 위험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 저금리 기
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금
리가 벤치마크 금리보다 낮아진 상황이 길어지더라도 은행들이 위험선호 행태
29)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은행으로 집중되면서 위험에 대한 은행의 인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
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원화예수금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
기시 그 이전의 50% 내외 수준에서 40%대 초반으로 급감하였다가 2010년 이후 50%대 중반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005
51.0

2006
47.9

2007
43.3

2008
41.7

2009
47.1

2010
54.4

2011
55.7

2012
56.9

2013
57.1

2014
56.1

2015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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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높아진 은행들의
위험선호가 통화정책의 확장기조 지속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해외 실증분석 사례30)나 우리나라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Kim(2014)의 연구
결과31)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모형 추정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핵심 설
명변수가 상이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2) 그리고 본 연구의 경우 표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구조변화 효과가 반
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33)
명목콜금리(Call )와 통화정책 기조 대용변수(Hpnrg)의 상호작용항(Hgint)을
포함시킨 모형의 추정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장기관계식을 보면 Hgint 의
계수(-0.3453)가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은행의
위험 수준이 높아지는 정도가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작아짐을 의미한다. 은행
의 위험선호를 높이는 수익추구 유인이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더 커지게 됨
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위험 수준이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하락시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으로 은행의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명목금리가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34) 그리고 기본모형 추정 결과와는 달리 Hpnrg 의 계수(0.9011)가 양(+)의
부호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변동이 은행 위험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상호작용항의 장기계수(-0.3453) 및 명목콜금리
의 표본기간내 평균(3.25)을 감안할 때 음(-)의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험선호경
로의 존재는 여전히 확인된다고 하겠다.
30) 미국과 유로지역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대적 저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의 부도확
률이 높아지고(Gambacorta et al., 2009) 대출기준이 완화되었다는(Maddaloni and Peydro, 2011) 실
증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31) Kim(2014)은 상대적 저금리 기간 수가 CDS 프리미엄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위험선호경로가 존재하며 상대적 저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
32) 종속변수의 경우 본 연구가 은행 위험의 사후적 측정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
한 데 비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은행 위험에 대한 사전적 측정지표 또는 시장평가 지표를 종속변
수로 사용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Gambacorta et al(2009)는 예상부도빈도, Maddaloni and
Peydro(2011)는 대출기준을 강화한 은행의 비율, Kim(2014)은 CDS 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
33) Gambacorta et al(2009)는 표본기간이 1998~2008년, Maddaloni and Peydro(2011)는 2002~2008년으
로 본고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Kim(2014)의 경우에는
2005~2013년을 표본기간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2003년 1분기 ~ 2015년 2분기) 결과에 비해서는 글
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 하락시 금리의 하락 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차입자의 상환부담은
명목금리 수준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할 것인데 이와 같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개선은 은행의 신용위험이나 부실여신비율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 위험을 높이는 효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에 관한 실증분석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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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Results
PMG
Variable

Long-run Hpnrg L1.
Grwh

L1.

Kospi L1.

Coef.

-0.3063*** 0.0489
0.0488
-0.0442

*

-0.3011***

0.0876

-0.3731***

0.0522

0.0113

0.0307

0.0322

0.0400

0.0623*** 0.0223

0.0741*** 0.0246

0.0065

0.0206

0.0185

0.0138*

0.0074

0.0084

*

0.0213

-0.0374***

0.0086

*

L1.

0.0129**

L1.

***

-0.0206

0.0162

-0.0360

***

-0.0559

0.0142

0.1428

-0.6527

0.3560

-0.0792

0.1429

***

0.0231

-0.4389***

0.0466

-0.2241***

0.0253

0.0355

*

0.0198

0.0390

0.0258

0.0232

0.0192

LD.

0.0344

***

L2D.

0.0129

lnsize L1.

-0.2046

Short-run Error Corr.

-0.2483

Hpnrg LD.

Kospi LD.
L2D.
LD.

0.0021
-0.0182

**

***
**

***

***

0.0104

0.0295

0.0107

0.0371

0.0092

0.0173

0.0074

0.0248*** 0.0065

0.0030**

0.0032

0.0072*** 0.0027

0.0007

0.0015

0.0027**

0.0012

0.0048

-0.0126

***

0.0024

***

0.0066*** 0.0012

L2D. -0.0102

0.0009
0.0030

***

-0.0253

***

0.0108

0.0046

-0.0144

0.0050

-0.0142

0.0086

-0.0066

0.0112

0.0013

0.0049

L2D. -0.0039

0.0100

-0.0050

0.0122

-0.0062

0.0049

LD.

0.0013

0.0045

0.0032

0.0009

0.0011

0.0019

0.0005

0.0007

0.5546

-0.3503

0.2608

0.6438

-0.4756

0.3930

0.7032

-0.4101

0.3010

1.8386

0.4805

0.6180

Dpst

LD.

Effcy

L2D.
lnsize LD.

0.0018
0.0003
0.0013

0.0013

0.0034

-0.5665

0.4126

-0.5841

L2D. -1.2400

**

L3D. -0.6895
cons
No. of Banks
No. of Observations
Hausman test

Std. Err.

0.0121

Dpst

Kbn

DFE
Coef.

0.0098

0.0551

Grwh

Std. Err.

***

L1.

-0.0356

0.0261

MG
Coef.

***

Kbn
Effcy

Std. Err.

*

0.5052

-1.1036

0.5657

-0.6168

1.1446*** 0.1535

*

3.9548**

17

17

850

850

7.69 ( P=0.3604 ) +

0.0055

17
850
4.42 ( P=0.7306 )++

Note: 1) L1, LD, L2D, L3D mean Xt-1, (Xt-1 - Xt-2), (Xt-2 - Xt-3), (Xt-3 - Xt-4) of Xt respectively.
2)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10%, 5% and 1% levels are denoted by * , ** and
*** respectively.
3) All MG estimates are unweighted means of the N(=17) individual regression
coefficients. In PMG, the short-run parameter estimates are unweighted means by the
same manner as MG estimation while the long-run parameter estimates are calculated
under the constraint that the long-run elasticities are equal across all panels.
4) Superscripts + and ++ denote the results(test statistics and P-value) of Hausman tests
between MG estimates and PMG estimates, and between MG estimates and DFE
estima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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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stimation Results for Non-linear Effects
(Interaction Term: Hglow )
PMG

Variable
Long-run

Coef.

Std. Err.

Hpnrg

L1.

-0.7442*** 0.0758

Grwh

L1.

0.1182*** 0.0258

Kospix L1.

-0.0322*** 0.0087

Kbnx

L1.

0.0689*** 0.0114

Std. Err.

-0.6851*** 0.1104
0.0593*

0.0345

-0.0102

Coef.

Std. Err.

-0.8403*** 0.1065
0.0997**

0.0445

0.0152

-0.0388*** 0.0134

0.0657*** 0.0216

0.0798*** 0.0246

0.0125

0.0078

L1.

lnsize

L1.

0.1421

Hglow

L1.

0.1054*** 0.0152

0.0879*** 0.0210

0.1163*** 0.0165
-0.2349*** 0.0277

Grwh

-0.0271*** 0.0081
0.1527

lnsize

Hglow
constant
No. of Banks
No. of Observations
Hausman Test

0.0593

0.1926

-0.0290*** 0.0076
0.2886*

0.1678

-0.4747*** 0.0452

0.1155*** 0.0285

0.1677*** 0.0416

0.0874**

LD.

0.0225**

0.0172*

0.0090

0.0247**

0.0098

0.0072

0.0058

0.0064

L2D.

Effcy

0.0148

-0.2583*** 0.0255

Kospix LD.

Dpstx

-0.0058

LD.

L2D. -0.0061

Kbnx

0.0280*

0.0131*

L1.

Effcy

Hpnrg

0.0063

Coef.

DFE

Dpstx

Short-run Error Corr.

0.0097

MG

LD.

0.0100
0.0094

0.0045*** 0.0012
0.0004
-0.0179***

-0.0013

0.0344

0.0021

0.0034

0.0045

0.0029

0.0008

-0.0003

0.0017

0.0004

0.0014

0.0031

-0.0289*

0.0047

-0.0111***

L2D. -0.0073

0.0051

-0.0125**

0.0058

-0.0098*

0.0027
0.0054

LD.

0.0036

0.0081

-0.0075

0.0108

0.0011

0.0052

L2D. -0.0062

0.0101

-0.0083

0.0124

-0.0074

0.0051

LD.

-0.0006

0.0012

0.0005

0.0028

-0.0003

0.0010

L2D.

0.0006

0.0014

0.0009

0.0017

-0.0001

0.0008

LD.

-0.8426*

0.4429

-0.9691*

0.5298

-0.4803*

0.2705

L2D. -1.6768*** 0.5509

-1.5648**

0.7449

-0.6512

0.4051

L3D. -0.8823

0.5560

-0.8596

0.6877

-0.4922*

0.2978

-0.0122***

0.0043

-0.0231***

0.0048

-0.0086*

0.0045

-0.3695

0.0366

1.6475

-1.0199

0.7459

LD.

0.0481

17

17

850
-

850

17
850
1.03 (P=0.99)+

Note: 1) L1, LD, L2D, L3D mean Xt-1, (Xt-1 - Xt-2), (Xt-2 - Xt-3), (Xt-3 - Xt-4) of Xt respectively.
2)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10%, 5% and 1% levels are denoted by * , ** and
*** respectively.
3) All MG estimates are unweighted means of the N(=17) individual regression
coefficients. In PMG, the short-run parameter estimates are unweighted means by the
same manner as MG estimation while the long-run parameter estimates are calculated
under the constraint that the long-run elasticities are equal across all panels.
4) + denotes the result(test statistics and P-value) of the Hausman test between MG
estimates and DFE estimates.(Test statistics between MG estimates and PMG estimates
are not calculated because it fails to meet the asymptotic assumptions of Hausm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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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stimation Results for Non-linear Effects
(Interaction Term: Hgint )
PMG

Variable
Long-run

Coef.

MG

Std. Err.

Coef.

Std. Err.

DFE
Coef.

Std. Err.

hpnrg

L1.

0.9011*** 0.1583

0.9659*** 0.3363

0.9846*** 0.2056

grwh

L1.

0.0853*** 0.0211

0.0664**

0.0311

0.0888**

0.0386

0.0140

-0.0320**

0.0129

kospix L1.

-0.0209***

0.0071

0.0678*** 0.0097

kbnx

L1.

dpstx

L1.

-0.0117**

effcy

L1.

-0.0279*** 0.0066

lnsize

L1.

Hgint

L1.

Short-run Error Corr.
hpnrg

LD.

grwh

LD.

kospix LD.

0.0059
0.1220

0.2022*

effcy
lnsize

Hgint
Constant
No. of Banks
No. of Observations
Hausman Test

0.0708*** 0.0215

0.0872*** 0.0220

-0.0246

0.0236

-0.0080

-0.0202*

0.0116

-0.0349*** 0.0074

0.0080

0.0050

0.1495

0.2324**

0.1164

-0.3637*** 0.0949

-0.3886*** 0.0611

-0.2963*** 0.0235

-0.4935*** 0.0455

-0.2622*** 0.0266

-0.4021***

0.0371

-0.3493*** 0.0419

0.0269**

0.0115

0.0384*** 0.0107

0.0099

0.0120

0.0079

0.0257*** 0.0065

0.0046*** 0.0010

0.0018

0.0032

0.0057**

0.0027

0.0013

0.0015

0.0029**

0.0012

-0.3064***

0.0519

0.0337*** 0.0099

L2D. 0.0023*** 0.0007

dpstx

-0.0091

-0.3453*** 0.0440

L2D. 0.0145

kb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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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8*** 0.0031

-0.0448*** 0.0064

-0.0254*** 0.0029

L2D. -0.0153*** 0.0047

-0.0235*** 0.0060

-0.0174*** 0.0057

LD.

0.0035

0.0079

0.0077

0.0134

0.0033

0.0051

L2D. -0.0118

LD.

0.0106

-0.0078

0.0112

-0.0095**

0.0048

0.0002

0.0012

0.0029

0.0028

0.0014

0.0011

L2D. 0.0008

LD.

0.0013

0.0019

0.0018

0.0008

0.0008

LD.

0.4826

-0.6190

0.5958

-0.3371

0.2418

L2D. -1.7309*** 0.5420

-2.0873*** 0.7831

-0.6141

0.3948

L3D. -0.7839

-1.4716*

-0.5158*

0.2940

LD.

-0.6113

0.5880

0.1037***

0.0137

-0.3899*** 0.0479

0.8261

0.1393***

0.0125

1.4540

1.4111

0.1149***
-0.5640

17

17

17

850

850

850

15.74 (P=0.04)

+

0.0135
0.5125

0.90 (P=0.99)++

Note: 1) L1, LD, L2D, L3D mean Xt-1, (Xt-1 - Xt-2), (Xt-2 - Xt-3), (Xt-3 - Xt-4) of Xt respectively.
2)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10%, 5% and 1% levels are denoted by * , ** and
*** respectively.
3) All MG estimates are unweighted means of the N(=17) individual regression
coefficients. In PMG, the short-run parameter estimates are unweighted means by the
same manner as MG estimation while the long-run parameter estimates are calculated
under the constraint that the long-run elasticities are equal across all panels.
4) Superscripts + and ++ denote the results(test statistics and P-value) of Hausman tests
between MG estimates and PMG estimates, and between MG estimates and DFE
estima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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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위험선호경로가 우리나라에서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바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화정책기조와 은행위험 사이에 공적
분 관계가 존재하고 통화정책기조를 나타내는 대용변수와 역(−)의 관계가 명
확하게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효과 파급에 있어 위험선호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추정모형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위험선호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 및
명목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됨을 밝혔다. 먼저 상대적 저금리 지속기간과 관
련해서는 은행의 위험선호를 상승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은 상대적 저
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목금
리 수준에 따른 영향을 보면 명목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일 때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은행위험 상승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선호경로 외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은행 위험과 관련될 수 있는
대차대조표경로와 대출경로의 영향을 살펴보면 두 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위험
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하우스만검정 결과 MG 추정
보다 PMG 추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계수 및 조정속도가 모
든 개별은행에 걸쳐 동일하다고 보는 PMG 추정의 가정에 비추어 통화정책기
조를 비롯한 설명변수들의 은행 위험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은행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금융부문의 안정
성 확보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은행부문에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한 만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은행들의 위험선호 행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 고려 및 사후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지난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
가 부여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라는 국
제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더라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금융부문
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역할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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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역량 확충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통
화정책이 운용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
한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고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위험선호경로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은행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경우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스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들의 위험선
호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확장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그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은행들은 통화정책기조 완화로 금리 수준이 벤
치마크 금리보다 낮아지면 위험 취득이나 위험 감수에 좀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상대적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행태가 점차 완화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유인이 저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환경에 적응하여 통상적 위험선호 수준으
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행 경영진이 부담하게
되는 목표수익률 달성의 압박 정도나 은행산업 내의 경쟁이 외국에 비해 심하
지 않은 점, 은행 영업에서 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 관련 업무 비중은 낮고 전
통적인 예대업무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5)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이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은행 위험
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명목금리가 낮아질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명목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명목금리가 높은 상황에서와 비교하여 은행의 위험선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은행 회계자료로부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은행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동 지표의 경우 은행 신용위험과
의 관련성, 수집의 용이성, 시계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은
행의 사전적 위험선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35) 이와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집행 효과와 개별 금융기관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정
책대응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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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대출심사 및 실행 단계에서 은행의 위험선호 변화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겠으며 시장평가를 토
대로 한 지표의 활용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국내 은행들의 위험선호행태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은행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차이가 위험선호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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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Risk-tak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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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isk-tak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works
in Korea.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we use the panel data set which consists
of data from financial statements of 17 Korean domestic banks and macro indicators
such as interest rates and growth rate over the period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3
to the second quarter of 2015.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onsistent
and significant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oxy variables of monetary policy
stance and bank risk. This confirms that the risk-tak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exists in Korea. We find tha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through
the risk-taking channel i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consecutive quarters when
the interest rate is below the benchmark interest rate and the level of nominal interest
rate. The effect of a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on increasing bank’s risk-taking
is alleviated as the period of relatively low interest rate is extended. And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bank risk is smaller as the level of nominal interest rate
is lower. It is also found that balance sheet channel and bank lending channel among
other transmission channels of monetary policy could influence on bank risk.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central
bank should take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bank risk-taking behavior into
consideration ex-ante and also need to be more concerned with ex-pos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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