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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전후의 통화정책 은행대출 경로

1)김 현 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완

화정책을 장기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

속적인 저금리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점은 통화정책의 시행이 유의한 효과를 실물경제에

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전과 후에 은행대출 경로

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금리 수준에서 통화정책의 효과

가 유효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변계수(time varying parameter)

VAR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은행대출 반응이 변화되었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동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

전과 이후를 기간별로 나누어 통화정책에 대한 은행대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총대출과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감

소되었고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약화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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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통화완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GDP 갭이 마이너

스를 지속하고 있다.1) 장기간의 통화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

지 못하였고 기준금리는 실효하한에 근접하여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시행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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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2019년 사이 GDP 갭은 평균 -0.57이다(자료: IMF, Reb. Of Korea 202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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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지 않다는 우려가 많이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초 발생된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2020년 2월 1.25퍼센트였던

기준금리를 0.5퍼센트로 0.75퍼센트 포인트 하락시켜 제로 퍼센트(0%) 수준의 금

리 시대에 돌입했다. 장기간의 통화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의 초저금리 환경은 단기간 내에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기 시작했다.3) 저금리가 지속되면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은 통화정책의 시행이 유의한 효과를 실물경제에 줄 수 있을지 의문시 된

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완화정책을 통해서 경기 및 소비, 투자 둔화를 억제하고자 한

다. 완화된 통화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그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는 은행대출 경로이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신용공급 측면의 은행대출 경로를 통해서 은행대출은 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은행대출이 오히려 감소되어 통화완화정책의 유효성은 감

소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여러 문헌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

리의 수준 및 기간구조의 변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가 많이 낮아질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축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익

성이 악화된 은행은 신용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ang(2020)은 유럽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저금리가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단기적인 금리하락은 대출 공급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

적으로 저금리에서는 예대마진이 하락되어 대출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Claessens et al.(2018)은 기준금리의 하락이 예금과 대출금리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낮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예금자 이탈 우려로 인해 예금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갖게 되는

반면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하락이 반영되어 순이자 마진이 감소되고 대출성장

은 위축된다는 것이다. Heider et al.(2019)은 기준금리가 음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은행의 대출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특히, 예금 의존적인 은행의

경우 기준금리가 음의 수준으로 내려가더라도 예금금리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

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대출성장이 더욱 위축된다고 보았다.

Borio and Hofmann(2017)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효과는 약화될 수 있

음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채무 증가, 금융기관의

2) 2020년 5월 한국은행 총재 간담회에서 실효하한이 언급되었다.

3) KB경영연구소(2020), ‘중장기 금리 전망과 결정요인 점검’에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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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급 축소 그리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미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의 효과는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Jannsen et al.(2019)은 금융위

기 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개 선진국 자료

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발생 초기 국면과 경기회복 국면을 나누어 각 국면별 통

화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발생의 초기 국면에서 통

화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고 강하게 생산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지만 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회복구간에서는 실물변수보다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되어 통화정책의 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Bouis et al.

(2013)은 금융위기 이후 자연이자율의 감소로 정책금리 인하 효과 둔화, 비금융

기업과 가계의 재무조정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축소되었다고 분석하였다.

Borio and Gambacorta(2017)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Fed금리의 25번째 백분위

수준 이하를 저금리로 정의하고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금리는 은행의 대출사업 수익에 영향을 주어 순

이자 마진이 감소되고 대출이 축소되면서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 효과가 약

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통화완화정책은 금융 중개기관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효과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

냐하면 국내 가계신용은 2020년 3/4분기 말 1,68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4) 국내 가계대출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고, 특히 국내 은행을 통한 가

계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6.7퍼센트 상승되어 가계대출의 은행비중은 72.1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5) 이에 따라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완화정책은 저금리

하에서도 효과가 감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금리 하에

서 통화정책에 대한 은행대출 증가의 반응이 변화되었는지 엄밀하게 분석해 보

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통화정책에 대한 은

행대출 반응을 수요 요인과 은행특성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동

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어떻게 저금리를 정의하는

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금리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금

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월)에서 가계신용 통계기준이다.

5) 금감원에서 추출한 국내 13개 은행들의 가계대출 전년 대비 증가율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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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금융위기 이후를 저금리 구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콜금리의 최저점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이 되었고 평균은 양 기

간 사이에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6)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수준뿐만 아니

라 경제상황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실질 GDP성장률과 소

비는 연평균 5.18퍼센트, 1.22퍼센트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2.89퍼센트, 0.54

퍼센트이다.7)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상황은 이전보다 낮은 경제성장과 저금리 상

태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낮은 금리수준과 경기상황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를 저금리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금융위기 전후 각국 기준금리 비교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RED Economic research.

둘째, 본 연구는 저금리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Borio and Gambacorta

(2017)에서 사용된 기준금리의 25번째 백분위 수준 이하를 저금리로 정의하고 사

용하였다. 단 Borio and Gambacorta(2017)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여 Fed금리

의 25번째 백분위 수준 이하를 저금리로 정의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

기 이전과 이후의 각 기간 내에서 콜금리의 25번째 백분위 수준보다 낮은 경우

를 저금리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저금리를 정의하는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서의

6)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금융위기 전과 후에 기준금리를 비교하였다(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 FRED Economic research).

7) 금융위기 이전은 1999∼2007년 금융위기 이후는 2012∼2019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 소

비는 분기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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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금융위기 이후에서의 저금리의 정의가 달라진다. 즉, 상대적으로 고금리

였던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도 저금리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저금리를 각 기간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는 이유는 단기적으

로 금리가 저금리 구간에 빠졌을 때에도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

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려 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방법으로 정의한 저

금리는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된 경우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에 의해 정의된 저금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저금리에 빠진 경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저금리에 대한 어떠한 관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한 논의는 배제하고 본 연구에서는 저금리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사용하

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동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으

로 시행하기 전에 시변계수(time varying parameter) VAR 모형을 사용하여 시

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 정책에 대한 은행대출 반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TVP-VAR 모형의 분석 결과는 동학적 패널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통화정책의 은행

대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대출의 반응뿐만 아니라 총대출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누어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대

출은 국내 은행의 총대출에서 2000년 1분기에 21퍼센트 비중에 불과하였는데

2020년 2분기 45.5퍼센트로 증가되어 기업대출 53퍼센트 비중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에서도 상이한 양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8)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P-VAR 모형의

분석 결과 총대출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없었지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누어 분석할 때에는 가계대출만이 시간이 흐

름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였다. 둘째, 동학적 패널모형을 이용하

여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총대출 증가

율이 통화정책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대출을 가

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의

반응만이 통화정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통화정책에 대

한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통화정

8) 금감원에서 추출한 13개 은행의 총대출 중에서 가계, 기업, 기타 대출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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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가계와 기업대출 증가율의 장기적인 반응은 TVP-VAR 모형과 동학

적 패널모형의 분석 결과가 일치된다. 셋째, 동학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

기 이전과 이후의 각 기간 내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총대

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었는데 금융위

기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총대출과 가

계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감소되었다.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은행별 특

성과 수요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단기적인 저

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이 감소되는 이유는 저

금리에서 기업대출의 예대마진이 감소되어 대출성장도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한 저금리 시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대출

이 감소되는 결과는 기업대출 증가율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총대출과 가계대

출 증가율의 반응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살

펴보고, 제Ⅲ절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살펴본 후, 마지막 제Ⅳ절에서 결론으로 이

어진다.

Ⅱ. 분석 방법론

1. 시변 계수 자기회귀(time varying parameter VAR)모형

통화정책이 은행의 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Bernanke and Blinder

(1992)는 통화정책의 좋은 지표인 Federal Funds rate에 충격이 왔을 때 실업률,

유가증권, 예금, 대출의 반응을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시계열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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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변수가 대출변수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행대출 경로

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변 계수 자기회

귀(time varying parameter 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VP-VAR 모형

이 일반적인 VAR 모형과 다른 점은 일반 VAR 모형은 분석기간 동안 계수 값

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반면 TVP-VAR 모형은 시점별로 회귀계수

값이 다른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1)

     (2)

예를 들어, 식 (1)은 일반적인 VAR 모형이고 식 (2)는 TVP-VAR의 기본모형

이다. 식 (1)과 식 (2)의 차이점은 식 (2)는 로 식 (1)의 와 달리 시점에 따라

서 변화되도록 설정한다는 것이다.9) 여기서 는 Primiceri(2005)가 제시한 대로

랜덤워크(randomwalk)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3)

Primiceri(2005)는 TVP-VAR 모형의 시변 계수를 일종의 확률 변동성 모형

(stochastic volatility model)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모형화하였다.

＝＋          

       

(4)

여기서 는 관측 가능한 내생변수로 (n×1) 벡터, 는 시변 상수항,     

는 시변 계수 행렬이고 는 관측 불가능한 충격이다. 식 (4)에 구조식별 제약을

부과하면 다음 식 (5)와 같이 설정된다.

9) 강규호(2016), 베이지안 계량경제학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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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당기반응 계수행렬이고 는 공분산 계수행렬, 는 구조적 충

격을 나타낸다. 는 일반적인 하방 삼각행렬 분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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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는 시점에서 변수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시변 계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10)

log  log     (11)

위 식의 모형에 사용된 교란항(innovations)은 다음과 같이 결합정규분포를 따

르는 것으로 가정된다.

  




























   
   






 
 

(12)

식 (12)에서 은 단위행렬이고   는 양정부호행렬(positive definite

matrices)이다. 식 (12)와 같이 가정하는 것은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숫자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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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  = 0,  = 0,  = 0일 경우 파라미터가 상수

인 일반적인 VAR 모형이 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베이지안 분석방법의 깁스 샘

플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후적 파라미터의 분포(posterior distribution)로 추정

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된 사전적(prior) 초기값은 일반 VAR의 OLS 추정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Primiceri(2005)와 Koop and Korobilis(2013)의 내용을

따랐다.

2. 동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

TVP-VAR 모형은 시점별로 통화정책의 반응계수를 다르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은행대출

반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만일

TVP-VAR 모형에서와 같이 거시변수만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은행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대출규모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것이 통화정책의 은행대출 경

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의 특성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요 요인과 은행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각 기간별로 통화

정책에 대한 은행대출 반응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금융위기 이전과 이

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형은 Borio and

Gambacorta(2017), 구재운․맹경희(2013) 등 대부분의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다.

∆    ∆     ∆             (13)

여기서 는 은행별 구분이고 는 시간을 의미한다. ∆는 은행별 대출

증가이고 ∆는 통화지표로 콜금리를 사용하였다. 는 은행대출에 영향을 주

는 거시변수(실질 GDP, 인플레이션)들의 벡터이고 는 은행별 특성 변수(자산

규모, 유동성 등)를 나타낸다. 사용된 변수들은 <표 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

다. 은행별 대출 자료를 분석한 문헌들은 은행별 특성 변수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Kashyap and Stein(1995)은 은행별

대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은행의 자산규모가 큰 대형 은행일수록 통

화정책의 변동시 내부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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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은행의 특성 변수로 자기자본 비율을

이용한 Kishan and Opiela(2000)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

는 작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밖에 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높은 경우 통화정

책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orio and Gambacorta(2017)는 은행

의 특성 변수로 부채 펀딩 비용(funding expenses over total non-equity funding),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을 사용하였는데 레버리지 비율만 유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구재운․맹경희(2014)가 은행의 자산규모와 자본비율을

특성 변수로 추가하였고 두 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변수 내용 출처

∆ 
은행 의 기 대출 증가율(총대출, 가계대출, 기업대

출)
금감원

∆ 통화정책 변수(콜금리 변동분) 한국은행

Real GDP growth 실질 GDP 증가율(계절조정) 한국은행

CPI growth 소비자 가격지수 인플레이션 한국은행

Risk premium 회사채 AA 3년-국고채 3년 금리 한국은행

Total asset 은행별 총자산의 로그값 금감원

House price growth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증가율 KB부동산

Lowrate dummy 콜금리 25번째 백분위수 이하 = 1, 그 외에는 = 0

분석에 사용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10), 우리은행,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

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금감원

단기적으로 저금리 하에서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영향

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Borio and Gambacorta(2017)가 사용한 25번째

백분위 수준 이하의 콜금리를 저금리로 설정하고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식 (13)을

식 (14)와 같이 변형하였다.

10)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합병 전후 분기 자료의 평균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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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

여기서 항은 콜금리 분포의 25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금리수준

보다 낮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더미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별

대출 자료를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식 (14)를 적용하여 각각 추정하였

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전은 1999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이며 금융위기

이후는 2012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이다.11) 식 (13)과 식 (14)의 추정식은

일반적인 동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형태이고 일반화된 적률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Arellano and

Bond(1991)는 차분 적률법(difference GMM)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각 마다 도구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하고 회귀식의 오차항에 존재하는 시계열 상관을 고려하

여 효율적인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구변수는 오차항 ∆ 과 상관이 없

는 (-2)기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이 차분 GMM 추정방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은 동학적 패널모형의 적률조건들에 사용되는 도구변수와 오차항의 공분산이 0

이어야 하고 오차항 에는 시계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학적

패널모형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도구변수들과 오차항이 서

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적률조건 충족과 고유오차 에 시계열 상관이 없다는 검

정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검정방법은 과다식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의 일

종인 Sargan 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 여부 검정을 위

해서는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차분한

오차항 ∆ 에 시계열 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에 시계열

상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차수 1에 대해서는 유의한 음수여야 하

고 2차 이상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야 고유오차 에 시계열 상관

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12)

11)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동안 적극적으로 완화적 통

화정책을 시행하여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준금리의 표

준편차는 1.05퍼센트로 이외 기간의 표준편차인 0.57퍼센트보다 두 배가량 크다. 여기서 경

기 침체 및 금융위기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이 기간을 예외적인 기간으로 가

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한치록(2019), 패널데이터 강의 내용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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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전체 기간은 1999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이다.

실질 GDP가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도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

다. 은행대출 자료는 국내 17개 은행들 중 특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들의 자

료를 금감원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표 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시변 계수 자기회귀모형 분석

TVP-VAR 모형을 사용하여 금융위기 전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은행대출의 반응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실물변수에는 실질

GDP, 은행대출에는 13개 은행들의 대출 총합을 사용하였고 통화정책 변수에는

콜금리를 사용하였다. 외생성(exogeneity)을 고려하여 실질GDP, 은행대출, 콜금

리의 일반적인 3변수 TVP-VAR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분기기간은 총 86개이다. 금융위기 전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TVP-VAR 모형

의 계수가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차항의 분산을 이분산

(heteroskedasticity)으로 가정한 Koop and Korobilis(2013)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000번의 과정을 반복한 후 최초의 5,000개의 결과는 버리고

(burn in) 남은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2>에서 수평축은 콜금리 충격 이후의 기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충격

에 대한 반응의 크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콜금리 1퍼센트 포인트 상승 충격에 대

한 총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모든 시점에서 2분기에 상승하였다가 3분기에 하락

한 후 6분기가 지나면서 점차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통화정책 충격 이후 3분기가 지난 시점만 종단면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것이다.13)

콜금리 1퍼센트 포인트 상승시 총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전과 후에 모

두 -1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고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총대출은 가계대출

45.5%, 기업대출 53%, 나머지는 기타 대출 비중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대출은 계약(contract)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변화로 즉각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통계 수

치로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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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콜금리 상승시 총대출 반응 <그림 3> 콜금리 상승시 총대출 3분기 후

주: 점선은 25번째 및 75번째 백분위수 추정치.

<그림 4>는 콜금리 1퍼센트 포인트 상승 충격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의 반

응함수를 나타낸다. 금융위기 전과 후의 모든 시점에서 충격 이후 2분기에 가계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대출 증가

율의 하락폭이 감소되었다.

<그림 5>에서 통화정책 충격 이후 3분기 시점에서 종단면으로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전 가계대출 증가율은 -3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0.6∼-1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락의 폭이 감소되었다. 콜금리 변화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콜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반응 <그림 5> 콜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3분기 후

주: 점선은 25번째 및 75번째 백분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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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콜금리 1퍼센트 상승 충격에 대한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함수이

다. 콜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전과 후의 모

든 시점에서 2분기에 상승한 후 3분기에 하락되고 6분기 이후에 점차 사라진다.

<그림 7>에서는 콜금리 상승 충격 이후 기업대출 증가율의 3분기 후 반응을 종

단면으로 살펴본 것인데 금융위기 전과 후에 모두 -1.5∼-3퍼센트 포인트에서 하

락 반응하였고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림 6> 콜금리 상승시 기업대출 반응 <그림 7> 콜금리 상승시 기업대출 3분기 후

주: 점선은 25번째 및 75번째 백분위수 추정치.

종합적으로 TVP-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전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은행대출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

에 대한 총대출과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되었다.

2. 동학적 패널모형 분석

동학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수요 요인과 은행별 특성을 모형에 함께 고려하

여 은행별 대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별 특성 변수로 기존 문

헌들에서 제시된 자산규모, 유동성 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을 모두 모형에 추가해

보았고 그중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은행의 총자산 규모만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은행별 특성 변수로 사용된 은행 총자산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시장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대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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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국내 대형 4대 은행들의 경우

통화완화정책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었던 2013년 이후 총자산에서 유가증

권 비중은 1.96퍼센트 포인트 증가되었지만 같은 기간 총대출 비중은 1.53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다.14) 즉, 기준금리 하락 시기에 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유가증

권의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의 자산 및 자본 규모가 큰 은행

의 경우 기타 유가증권의 투자로 인해 통화정책의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Kashyap and Stein(1995), Kishan and Opiela(2000), 구재운․맹경희(2014) 등

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표 2>는 총대출에 대한 함수의 추정 결과이다. (1)번 열은 기본모형으로 금

융위기 기간을 포함하여 1999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은행별 대출 자

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콜금리가 하락되면 총대출

증가율은 상승 반응하며 이는 이론에 부합된다. (2)∼(3)번 열은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번 열은 단기적 저금리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이고 (3)번 열은 단기적 저금리 구간을 고려하였을 때의 모형으로 식

(14)를 적용하였다. (4)∼(5)번 열은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번 열은 단기적 저금리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이고 (5)번 열은 단

기적 저금리 구간을 고려하였을 때의 모형으로 식 (14)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콜금리 1퍼센트 포인트 상승시 총대출 증가율은 -2.2∼-3퍼센

트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1.9∼-2.2퍼센트 포인트 정도

로 하락폭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는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총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위기 이전 콜금리와 저금리의 교차항은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금

융위기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단기적

인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총대출 증가율의 반응이 약화되었지만 금

융위기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총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감소된 것으로 분

석된다. 이는 TVP-VAR의 분석 결과와 다소 다른 것인데 TVP-VAR 모형이 은

행별 특성과 수요 요인 등이 함께 제어되지 않고 분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14) 국내 전체 13개 은행 중 대형 4대(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의 총자산 중에서 유가증권,

총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다(자료: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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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총대출 함수 추정 결과

　VARIABLES
1999∼2020년

1999∼2007년

금융위기 이전

2012∼2020년

금융위기 이후

(1) (2) (3) (4) (5)

Total loans

growth(t-1)

0.287
***

[0.065]

0.163
*

[0.093]

0.155
*

[0.091]

0.441
***

[0.058]

0.446
***

[0.059]

ΔCall_rate
-0.008*

[0.005]

-0.022***

[0.007]

-0.030***

[0.009]

-0.019***

[0.005]

-0.022***

[0.005]

ΔCall_rate*Low_rate
　

　

　

　

0.043
***

[0.016]

0.026

[0.024]

Total assets(t-1)
-0.017

***

[0.003]

-0.023
*

[0.014]

-0.026
*

[0.014]

-0.032
***

[0.011]

-0.031
***

[0.011]

real GDP_growth
0.182*

[0.104]

0.283

[0.182]

0.219

[0.175]

-0.313**

[0.129]

-0.404***

[0.140]

House_price_growth
　

　

0.159

[0.102]

0.162

[0.100]

-0.084

[0.123]

-0.074

[0.120]

Risk_premium
-0.003

[0.003]

-0.008

[0.009]

-0.013

[0.009]

0.019

[0.012]

0.020
*

[0.012]

CPI_inflation
-0.163

[0.218]

-0.777***

[0.250]

-0.770***

[0.251]

0.024

[0.192]

0.009

[0.191]

Constant
0.310

***

[0.056]

0.426
*

[0.243]

0.486
**

[0.243]

0.578
***

[0.195]

0.560
***

[0.196]

Observations 1,079 429 429 364 364

Number of Banks 13 13 13 13 13

abond1 0.0110 0.0086 0.0085 0.0036 0.0039

abond2 0.1059 0.1523 0.1446 0.7130 0.7241

sargan 0.8998 0.8324 0.8883 0.2336 0.2321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2) abond1와 abond2는 오차항의 1차와 2차 시계열 상관 여부를 검정하는 검정통계량의 p

값, 1차는 유의한 음수, 2차는 유의하지 않음을 만족함.

3) sargan test는 도구변수와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검정통계량의 p값으

로 적률조건을 만족함.

<표 3>은 가계대출 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5)번 열에 대

한 모형 설정은 <표 2>의 총대출 함수의 결과와 동일하다. 우선 (1)번 열의 기본

모형에서 콜금리 1퍼센트 포인트 상승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에 -4.8∼-5.2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락 반응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2.2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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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포인트 정도로 하락되는 폭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콜금리와 저금리의 교차항

은 금융위기 전과 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

소된 것으로 분석된다.15)

<표 3> 가계대출 함수 추정 결과

VARIABLES
1999∼2020년

1999∼2007년

금융위기 이전

2012∼2020년

금융위기 이후

(1) (2) (3) (4) (5)

Household loans

growth(t-1)

0.248*

[0.139]

0.165***

[0.056]

0.164***

[0.055]

0.485***

[0.061]

0.483***

[0.044]

ΔCall_rate
-0.017

**

[0.007]

-0.048
***

[0.015]

-0.052
***

[0.018]

-0.024
**

[0.012]

-0.022
*

[0.012]

ΔCall_rate*Low_rate
　

　

　

　

0.028

[0.029]

-0.028

[0.037]

Total assets(t-1)
-0.041

***

[0.010]

-0.051
***

[0.012]

-0.051
***

[0.013]

-0.029
**

[0.012]

-0.030
**

[0.014]

real GDP_growth
0.763***

[0.244]

-0.048

[0.226]

-0.056

[0.229]

-0.241

[0.165]

-0.138

[0.285]

House_price_growth
　

　

0.441
***

[0.112]

0.427
***

[0.113]

0.663
***

[0.220]

0.660
**

[0.273]

CPI_inflation
-2.113***

[0.352]

-2.557***

[0.635]

-2.576***

[0.630]

-1.381***

[0.299]

-1.357***

[0.324]

Constant
0.752

***

[0.191]

0.908
***

[0.220]

0.909
***

[0.221]

0.525
**

[0.219]

0.546
**

[0.247]

Observations 1,079 416 416 364 364

Number of Banks 13 13 13 13 13

abond1 0.0199 0.0263 0.0270 0.0062 0.0061

abond2 0.1334 0.2445 0.2498 0.6983 0.8547

sargan 0.5476 0.2068 0.2051 0.2104 0.2910

주: <표 2>와 같음.

은행 특성 변수인 총자산과 가계대출 증가율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15) <표 3>에서 은행 특성 변수 및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거나 저금리의 수준을 콜금리의 10

번째 백분위 수준으로 더 낮추고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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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금융위기 이후의 영향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

국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통화정책의 영향 및 은행 특성

변수의 영향들이 모두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 대신 가계대출성장

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성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박연우․방두완(2012)에 의하면 국내의 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은 상관성이

높아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임호렬

(2005)은 주택가격 상승이 통화정책의 변화에 의해 유의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Hong, Park, and

Song(2020)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보다는

금리 감소로 인한 대출 증가에 의한 영향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주택매매가격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주

택매매가격 상승 시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위

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은 좀 더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16)

<표 4>는 기업대출 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5)번 열에 대

한 모형 설정은 <표 2>의 총대출 함수의 결과와 동일하다. (1)번 열의 기본모형

에서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전체 기간에서 콜금리 상승시 기업대출 증가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 반응하였지만 반응의 크기 및 유의성은 크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2)∼(5)번 열까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한 경우

통화정책의 변화로 콜금리 상승시 기업대출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콜금리 1퍼센트 포인트 상승에 대한 기업

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1.7∼-2.0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는데 금융위기 이

후에는 -1.9∼-2.6퍼센트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업대출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콜금리와

저금리의 교차항은 금융위기 전과 후 모든 기간에서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17)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학적 패널모형에서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총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감소되었다.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

책에 대한 총대출 증가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약화되었지만 금융위기

16) <표 2>에서 주택매매가격의 성장에 대한 총대출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7) <표 4>에서 저금리 수준을 콜금리 분포의 10번째 백분위 수준으로 더욱 낮추어 추정하여

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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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대출 함수의 추정 결과

VARIABLES
1999∼2020년

1999∼2007년

금융위기 이전

2012∼2020년

금융위기 이후

(1) (2) (3) (4) (5)

Corporate loans

growth(t-1)

0.176***

[0.056]

0.096*

[0.056]

0.091*

[0.055]

0.134*

[0.081]

0.144*

[0.083]

ΔCall_rate
-0.006

*

[0.005]

-0.020
***

[0.008]

-0.017
*

[0.009]

-0.019
*

[0.011]

-0.026
***

[0.009]

ΔCall_rate*Low_rate
　

　

　

　

0.072***

[0.023]

0.058**

[0.029]

Total assets(t-1)
-0.009***

[0.002]

-0.014

[0.011]

-0.009

[0.009]

-0.032*

[0.019]

-0.030

[0.018]

real GDP_growth
0.049

[0.098]

0.485
*

[0.250]

-0.125

[0.269]

-0.517
***

[0.116]

-0.713
***

[0.168]

House_price_growth
　

　

0.021

[0.105]

0.151*

[0.087]

-0.521**

[0.241]

-0.496**

[0.236]

Risk_premium
-0.007***

[0.003]

-0.028***

[0.009]

-0.030***

[0.009]

0.020

[0.018]

0.024

[0.017]

CPI_inflation
1.076

***

[0.168]

0.725
***

[0.269]

0.915
***

[0.286]

0.748
***

[0.243]

0.732
***

[0.247]

Constant
0.182***

[0.035]

0.264

[0.183]

0.196

[0.158]

0.583*

[0.328]

0.546*

[0.323]

Observations 1,079 429 416 364 364

Number of Banks 13 13 13 13 13

abond1 0.0028 0.0031 0.0024 0.0103 0.0093

abond2 0.2024 0.5442 0.4879 0.1058 0.1218

sargan 0.8954 0.8611 0.8368 0.2566 0.2930

주: <표 2>와 같음.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

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되었다.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대출 증가

율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대출 증가율

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즉, 총대출과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금융위기 이후 장

기적 관점에서 약화되었고 기업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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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와 은행대출의 수익성 관계

콜금리의 25번째 백분위 수준의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증가율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

펴보겠다. 일반적으로 금리수준 및 기간구조의 변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rio, Gambacorta, and Hofmann(2017)은 은행의 수

익성에 금리의 행태 변화가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는데 금리가 낮고 평평한 기

간구조일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지용(2018)이

금리의 기간구조는 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단기 금

리수준이 은행의 이자 이익률에 비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은행은 통화정책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데 이때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예대마진이 대출규모에 영향을 준다. 기준금리

가 낮아지면 예금자 이탈 우려로 인해 금리 하락을 예금금리로 전가하지 못하게

되고 예대마진은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이 악화된다. Claessens et al.(2018)과

Borio, Gambacorta, and Hofmann(2017)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

책으로 금리를 낮추어 저금리를 지속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은행은 대출을 증가시킬 요인이 사라지고 은행대출 증가율이

감소된다. 결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출을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영

향을 주고자 하는 효과는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8>은 금융위기 이전 국내 13개 은행의 가계, 기업대출 증가율과 예대

마진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은 저금리로 갈수록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감소되었다. 기업대출의 예대마진은 저금

리로 갈수록 변화되지 않았지만 기업대출 증가율은 감소되었다.18) <그림 9>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 13개 은행의 가계, 기업대출 증가율과 예대마진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은 저금리로 갈수록 약간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증가되었다. 반면 기업대출의 예대마진은 저금리로 갈수록 하락하고 기

업대출 증가율도 감소되었다. <표 4>에서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

대출 증가율의 반응이 저금리 구간에서 약화되는 것은 은행의 예대마진이 감소

되어 기업대출 증가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Borio and

Gambacorta(2017)가 지적한 단기 이자율 감소로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

18)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은 가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고 기업대출의 예대마진은 기업

대출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후 예금금리와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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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은행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통화정책이 은행대출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가 감소된다는 분석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 증가율에 적용되었다.

<그림 8> 금융위기 이전 콜금리 수준별 예대마진과 가계 및 기업대출 성장

<그림 9> 금융위기 이후 콜금리 수준별 예대마진과 가계 및 기업대출 성장

반면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은 저금리 하에서도 하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

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가계대출 시장에서 국내 대

형 4대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는 점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4대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73.8퍼센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79.8퍼센트

로 상승되어 대출 시장에서 대형 은행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19)

19) 국내 전체 13개 은행 중 대형 4대(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다(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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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저금리에서 달라지는

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기간을 나누고 상대적으로 저

금리 기간인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효과가 달라졌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금

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각 기간 내에서도 단기적으로 저금리에 해당되는 구간을

정의하여 이 저금리 구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금융위기 이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총대출과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

향은 감소되었고 금융위기 전과 후의 각각의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기업대

출 증가율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즉,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총대출과 가계대출의 반응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약화되었고 기업대

출의 반응은 단기적인 저금리 구간에서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은행의 대출공급 반응이 다르게 되는

한 요인으로 기준금리 변화시 은행의 예대마진이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

펴보았다. 하지만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 가계와 기업대출 증가율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예대마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예대마진의 변화

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 공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 가계와 기업대출 반응의

차이를 예대마진으로 살펴본다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저금리 구간에서 가계대

출의 예대마진은 하락하였고 금융위기 전과 후의 단기적 저금리 구간에서 기업

대출의 예대마진은 둔화되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 가계대출 예대마진의 평균

은 2.0퍼센트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균 1.6퍼센트로 하락되었다. 반면 기

업대출의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전과 후에서 평균 1.9퍼센트를 유지하였지만 구간

내 저금리로 갈수록 예대마진은 감소되었다.20) 이로 인해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감소되었고 기업대출의 증가율은 단기적 저금리

구간에서 둔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예대마진만으로 대출 증감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20) 기업대출의 예대마진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기 전과 후에서

각각 평균 1.89퍼센트, 평균 1.90퍼센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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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익이 축소된 대출 대신 유가증권의 투자를 증가시키

는 운용의 변화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1) 따라서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은행별 특성과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리의 수준 변

화에 의해서 통화 정책자의 예상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별 특성을 모두 파악하여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다만 시기별로 은행의 수익구조 및 금융기관의 운용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부분을 통화정책 시행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는 금리의 수준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

로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구조의 변화 및 기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은행대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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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nk Lend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2)Hyun Joung Kim
*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Bank of Korea have taken easing

monetary policy to boost the sluggish economy. In spite of this measure, the

economy has been still weak. A latent problem caused by persistently low interest

rate is that the monetary policy may have sapp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al

economy. This paper analyses the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at very low

interest rates through bank lending channel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is paper, we started by estimating a time varying parameter VAR

model to explore lending changes in long-term periods. And using a general

dynamic panel model for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crisis, we estimated the

growth rate of loans for monetary policy.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the growth rate of total and household loans would be

significantly weak after post-crisis in the long-term periods. In another finding,

the monetary policy is less likely to affect the growth rate of corporate loans at

very low rates in terms of the short-term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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