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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h-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Evidence from Mortgage Borrowers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중심으로)
송상윤

(연구 배경)
□ 2011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속적
인 하락 추세(3.25%→1.25%)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
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잔액 기준)도 동반 하락 (5.17%→3.00%)
ㅇ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은 통화정책
의 차입자 현금흐름경로(“borrower”cash flow channel)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통화정책은 기간간 대체효과, 부의 효과, 저축자 및 차입자 현금흐름경로
등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서 차입자 현금흐름경로는 「기준금
리 하락→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자상환액 감소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소비 증가」를 의미

□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의 차입자 현금흐
름경로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 본고에서는 차입자별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17년중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
(분석 자료 및 방법)
□ (분석 자료) 2011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 가계부
채 DB*에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중 표본 선택 과정**을 통
해 추출된 106,236명 자료

문의처: 송상윤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 5478)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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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신용활동인구 중 약 2.4%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의 대출, 카드, 연체 등과
같은 신용활동 내역을 추적하는 패널자료
** ⅰ) 분석 기간 중 금리가 동일하거나 하락하는 주택담보대출을 3년 이상 지속적으
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ⅱ) 연체 상태에 있지 않으며, ⅲ)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금리유형(변동금리, 고정금리)의 대출만 보유한 차주(즉, 변동
및 고정금리 대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주는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

□ (분석 방법)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신용카드 이용액(소비의 대리변수)을 종
속변수로 하고,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변동금리 여부, 이자상환
액, 소득, 신용카드 한도, 신용점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회귀분석
(차입자 고정효과 고려)을 수행
(분석 결과)
□ 금리 하락에 의한 이자상환액 감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차입자 현금흐
름경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
□ 금리 하락이 변동금리 차입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이들의 소
득, 유동성, 신용 접근성, 부채 수준 등에 따라 상이
ㅇ (소득) 소득이 높은 차입자일수록 소비가 이자상환액 변화에 덜 민감
하게 반응
ㅇ (유동성) 유동성이 풍부한 차입자*들의 이자상환액 변화에 따른 한계
소비성향은 0.343에 그친 반면, 유동성이 부족한 차입자들의 동 한계
소비성향은 0.603으로 높게 추정
* 신용카드 이용액, 원금상환액, 이자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중간
값(0.55) 이하인 차주를 유동성이 풍부한 차입자로 간주

ㅇ (신용 접근성) 신용 접근성이 양호한 차입자들의 소비는 이자상환액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제2금융권 대출
을 보유한 차입자*들의 이자상환액 변화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0.549
로 높게 추정
*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LTV 규제, 담보물건의 질 등으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신용 접근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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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채 수준) 부채수준이 높은 차입자(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중간값(2.42)
이상인 차주)의 이자상환액 감소는 소비보다 원금상환에 더 큰 영향
─ 이자상환액 감소가 원금상환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유동
성 및 신용 접근성이 높은 차주보다 낮은 차주에서 더 컸으며,
이는 유동성 및 신용 접근성이 낮아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더라도
부채가 많으면 소비보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더 적극적임을
의미
(시사점)
□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정책의 현금흐름경로가 소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ㅇ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 비중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단, 금리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정금리 차입자들의 대환대출(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의 대환)도 확장적 통화정책의 현금흐름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는 대환대출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 또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
득, 유동성, 신용 접근성, 부채 수준 등의 특성이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
른 소비 진작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임
ㅇ 특히,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경우 소비보
다 원금상환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현금흐름경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할 수 있음에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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