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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은행대출시장 여건변화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분석
평가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시장에서는 원화예대율 규제, 대출가산금
리 규제 도입 및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정책의 대출금리경
로에도 변화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위
기 이전과 이후 정책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금리의 변동 정도를 비교·평
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콜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금리의 조정폭
및 조정속도의 변화, 통화정책 국면별·은행 특성별 파급효과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금리의 조정
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시장에서의 여건변화가 전반
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계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조정폭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코픽스 도입 등이 금리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기보다는 인상기에 은행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안정 관련 정책과 통화정책간 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
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안정 관련 정책들이 대체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 효
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통화당국과 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가계대출금리 파급경로에서 중요성이 커진 장기시
장금리를 통화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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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로 원활히 파급되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은행중심의 금융

이러한 가운데 국내 경제·금융 환경은 글로벌 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 수행

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으며 특히 은행대출시

에서 은행금리경로(bank interest rate pass-

장의 경우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은행의 대출금리

through)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우

결정권 약화,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등 많은 변화

리나라의 경우 2013년말 현재 은행자산 규모는

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은행대출시장의 여건변화는

GDP대비 140.3%에 달하는 반면 채권발행잔액 및

금리파급경로중 대출금리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식시가총액은 GDP대비 각각 93.8%, 91.4%에 그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의 관련 연구는 금융위

치고 있어 은행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기 이전 기간에 국한된 상황이다.

수 있다. 은행 여수신금리를 정책금리 파급의 주된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대

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우에도 은행자

출시장 여건변화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행태2)에

산 규모는 GDP대비 286.8%(12년말 기준)로 채권발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은행대

행잔액(179.0%) 및 주식시가총액(47.9%) 규모를 크

출금리 파급효과3)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

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금융위기 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변동이 은행대출금리

후 은행대출시장의 여건변화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직·간접 금융시장 1) 규모의 국제 비교

<그림 1>
<한국, 2013년말>

<유로지역, 2012년말>

<미국, 2012년말>

주 : 1) 은행자산규모, 채권발행잔액,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April, 2014)

1) 일반적으로 미국 등 자본시장중심(market-based)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유로지역 등 은행중심(bank-based)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에서는 은행 여수신금리가 정책금리 파급의 주된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The Federal Reserve System : Purposes and Functions, FRB, 2005/The
Role of Banks in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ECB, 2008.8)
2)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체로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스프레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 행태”
를 참조하기 바란다.
3) 통화정책의 은행금리경로는 정책금리 변경이 은행 여·수신금리로 파급되는 과정과 이러한 금리변화가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본고에서는 이중 정책금리 변경이 신규취급되는 은행 여신금리로 파급되는 과정에 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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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행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Ⅲ장에서는 금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 지속, 신용위

융위기 전후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에

험 기피성향 강화 등으로 은행의 자금운용 행태가 외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고, Ⅳ장

형확대보다는 우량·담보위주의 대출취급 등 자산

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2>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03~08년중) 연
평균 39.0조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이던 신용대출이
금융위기 이후(10~13년중) 연평균 10.6조원 증가로

Ⅱ. 은행대출시장 여건변화

크게 둔화된 반면 담보·보증 대출은 꾸준한 증가세
(+35.9조원 → +40.2조원)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시장에서는 ① 원화예대
율 규제 도입 및 은행 자금운용 보수화, ② 은행의 대

유형별 원화대출금 증감1)

<그림 2>

출금리 결정권 약화, ③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④
COFIX연동 가계대출 비중 확대 등의 변화가 발생하
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가 은행들의 대
출금리 결정행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및 은행 자금운용 보수화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CD,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
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건

주 : 1) 국내은행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전한 자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9.12월 원화예
대율 규제4)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이러한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및 은행의 자금운용

들의 대출운용이 예수금 조달에 직접 제약받는 구조

보수화는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 변동의 영

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5)

향력을 확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및 대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우선 원화예대율 규제는 대출시장에서 은행의 자

다. 실제 2006~2008년중 은행대출 증가율은 연평

금공급곡선을 가파르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균 13.9%에 달했으나 동 규제 도입 이후인

예대율 규제하에서는 은행들이 예금유치를 통해서

2010~2013년중에는 5.2%로 낮아진 상황이다.

만 추가 대출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규제시행 이

4) 감독당국은 15개 은행(시중·지방·농협·HSBC)에 대해 원화예대율(원화대출금 월평잔/원화예수금 월평잔)을 2013년말까지 100% 이내로 준수토록 지도하였으며,
2011.6월 동 준수시한을 2012.6월말로 앞당겼다.
5)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이전에는 시장성수신과 예금중 비용이 저렴한 방법을 통해 대출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에는 수취예금 이상의 대출
은 추가 예금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재원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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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비해 대출공급의 한계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증가로 수요곡선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경기과열 억제 등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에 나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은행대
출의 공급곡선이 기존 S0에서 S1으로 가팔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곡선의 변화는 경기상승(하락)
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감소)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설 경우 공급곡선은

에서

으로 이동하고 중앙

에서

로 이동하게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시장에서의 균형대출금리는
에서

로 상승하게 되며 동 조정폭은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이전의 조정폭(

)보다 클 것이다.

정책금리를 인상(인하)할 경우 규제가 없을 때보다

아울러 우량·담보대출 비중 확대는 경기상승(하

은행의 대출금리를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락)시키는

락)기 신용위험 감소(증대)가 정책금리 인상(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경기

영향을 상쇄시키는 정도를 완화시켜 통화정책의 대

상승국면의 경우 실물경기 활성화에 따른 대출수요

출금리 파급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그림 3>

<그림 4>

원화예대율 규제 시행 전·후
은행 대출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신용 및 담보
대출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행전>

<신용대출>

A0’

S0’
S0”
S0

신용위험
감소
A0

<시행후>
S1’
A1’

<담보대출>
A1’

S1

S1’
S1

A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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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위험은 경기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

<표 1>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제도의 주요 내용

으므로 정책금리가 인상(인하)되는 경기 상승(하락)
기에 신용위험이 낮아져(높아져) 정책금리 인상(인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① 대출금리 체계적 산정

하)에 의한 대출금리 상승(하락) 압력을 상쇄시키는
6)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대출금리를「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 전결금리」등으로 구분
·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가산금리 항목 폐지
② 대출금리 조정 합리성 제고
· 회계연도중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 자제
· 보증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 차별 금지 등

2.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권 약화

③ 대출금리 산정·운용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대출가산금리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7)하자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
정구조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2012.10월 은행 대
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하
였으며, 은행들은 2012.11월 은행대출금리 결정체계
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3.3월에는 대출가산
금리 비교공시 제도도 도입하였다.

· 대출금리 관련 내부통제기준 제정·운영
·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④ 차주의 권익보호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①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 활성화
② 공시대상 및 공시주기
·가계대출 3개, 중소기업대출 3개 등 6개 상품
·매월 20일 전월 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③ 공시방식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분류해 공시

한편금융위기이후저금리기조지속, 가계부채구조개

자료 : 금융감독원

선 등을 위한 정부정책 시행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은행

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을통한자금조달의존도는꾸준히낮아지는모습이다.

부터의 차입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체 가계신

<그림 5>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전체
자금조달 금액중 회사채·CP·주식 등 직접금융을

용중 예금은행 차입비중이 2008년말 56.8%에서
2013년말 50.0%로 낮아졌다.

통한 조달규모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 9.8%(03~08

이러한 대출가산금리 규제 강화 및 기업·가계의

년중 연평균)에서 금융위기 이후 52.4%(10~13년중

대체 자금조달수단 확충은 은행의 자의적인 대출금

연평균)로 높아진 반면 은행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규

리 조정을 제약하면서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

모는 동 기간중 90.2%에서 47.6%로 낮아졌다. 또한

리 변동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계부문도 <그림 6>에서 보듯이 주택금융공사 보금

가능성이 높다.

6) 예컨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5:5일 경우 정책금리 1.0%p 변동에 대한 전체 대출금리의 변동폭은 ±0.75%p이나 담보대출 확대로 동 비중이 8:2가 될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리 변동폭이 ±0.9%p로 커진다.

■ 금리변경전
■ 금리상승시
■ 금리하락시

정책금리

담보대출금리1)

신용대출금리2)

3.0%
4.0%
2.0%

5.0%
6.0%
4.0%

7.0%
7.5%
6.5%

전체 대출금리
(5:5 비중시)
(8:2 비중시)
6.0%
5.4%
6.75%(+0.75%p)
6.3%(+0.9%p)
5.25%(-0.75%p)
4.5%(-0.9%p)

주 : 1) 담보대출금리는 경기국면에 관계없이 정책금리 변동분만큼 금리가 조정됨을 가정
2) 신용대출금리는 경기상승국면에는 신용위험 감소로 50bp 인하, 경기하강국면에서는 신용위험 증대로 50bp 인상됨을 가정
7)「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CD(91일)금리」
는 2006~2008년중 월평균 153bp 수준이었으나 2009~2012년중에는 월평균 257bp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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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업의 자금조달

가계신용1)

<그림 6>

자료 : 한국은행

주 : 1) 판매신용 제외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먼저 대출가산금리 규제와 관련하여 대출 가산금

평균 0.02%p 축소되고 경기하락시(03.1~05.3월,

리 조정에 제약이 없었던 2012년 이전에는 은행들이

08.2~09.2월) 각각 0.01%p 및 0.11%p 확대되었으

경기상승(하락)기에 수익성이 개선(악화)됨에 따라

나, 규제도입 이후에는 경기상승시(13.6~14.3월) 월

정책금리가 인상(인하)되더라도 가산금리를 인하(인

평균 0.01%p 축소에 그치고 경기하락시(11.9~13.5

상)함으로써 실제 대출금리는 소폭 조정되는 경향이

월) 0.02%p 축소로 전환되었다.

뚜렸하였으나, 대출가산금리 규제가 적용된 이후에

아울러 Reint Gropp 등(2007)8)은 직접금융시장

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실제 <표

발전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2>를 보면 전체대출의 가산금리가 규제도입 이전에

내 경쟁 심화는 시장금리의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영

는 경기상승시(05.4~08.1월, 09.3~11.8월) 각각 월

향력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경기 국면별 대출가산금리1) 변동

<표 2>

(월평균 증감, %p)

경기하락국면

경기상승국면

(03.1~05.3)

(08.2~09.2)

(11.9~13.52))

(05.4~08.1)

(09.3~11.83))

(13.6~14.3)

■ 전체대출

0.01

0.11

-0.02

-0.02

-0.02

-0.01

■ 가계대출

-0.01

0.13

-0.02

-0.02

-0.03

-0.01

0.00

0.11

-0.02

-0.02

-0.04

0.00

■ 대기업대출

0.02

0.15

-0.01

-0.02

-0.04

-0.01

■ 중소기업대출

0.02

0.09

-0.02

-0.02

-0.01

0.00

(주택담보대출)

주 : 1)「대출금리－CD(91일)금리」기준
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상 11.8월 이후 최저치
3)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상 10순환 경기저점(09.2월) 이후 최고치

8)“The dynamics of bank spreads and financial structure”
(Reint Gropp, Christoffer Kok SØrensen & Jung-Duk Lichtenberger, 2007)

대출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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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기업

로 정책금리 인하시에는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및 가계의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 약화 등으로 은

위해 가급적 신규 대출금리를 소폭만 인하하였다.

행부문과 비은행부문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책

그러나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책금

금리 변동시 은행대출금리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조

리 상승(하락)에 따른 은행 수익성 개선(악화) 효과가

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작아져12) 정책금리 변경시 신규 대출금리의 조정폭
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고정금리 가계

3.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표 3>에서와 같이 국내은행
의 3개월 이내 원화 금리감응자산13)이 크게 줄어듦에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대부분

따라 금리감응자산에서 금리감응부채를 차감한 금

CD(91일)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 위주였으나

리감응갭14)이 2008년말 플러스(+) 358조원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

2013년말 플러스(+) 191조원으로 상당폭 축소되어

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9)(11.6월)한 이

정책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수익 변동폭이 이전에 비

후에는 고정금리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빠르게 확대

해 줄어든 상황이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에

반면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는 다음의 이유로 인

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중

해 파급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 고정금리 가계대

12.9%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29.5%까지 높

출의 경우 대부분 대출 기준금리로 만기 3~5년의 은

아졌다.10)

행채 또는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정책금리 변

이러한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는 논리적으로 신
규취급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파급효과

동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장기시장금리 움직
임에 따라 결정된다.

를 확대 또는 축소시킬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는 다음과 같은 경로

<표 3>

국내은행의 3개월 이내
원화 금리감응자산1)·부채2) 현황
(기말기준, 조원)

를 통해 정책금리 변동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
다. 기존 변동금리대출 중심의 구조하에서는 정책금
리가 인상될 경우「시장금리 상승 → 은행 수익성 개
선11)」효과가 커 은행들은 신규대출 취급시 대출금리
를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

■ 금리감응자산(A)
■ 금리감응부채(B)
■ 금리감응갭(A-B)

2008년

2013년

817.2
459.0
+358.2

674.0
482.6
+191.4

주 : 1) 지준예치금, 고정자산, 현금, 주식, 은행간조정자금, 자산 차감항목 등을
제외한 금리부원화자산
2) 자본총계, 부채성충당금, 은행간조정자금, 요구불예금 등을 제외한 금리부
원화부채
자료 : 은행업무보고서

9) 정부는 2011.6월「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을 통해 2016년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이상으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2014.2월에는 2017년말까지 동 비중을 4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중(감독기준, %) : 14년말 20.0 → 15년말 25.0 → 16년말 30.0
→ 17년말 40.0)
10) 반면 기업대출은 고정금리대출 비중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동 대출의 대부분은 계약만기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이다.(기업고정금리대출 비중 (신규취급액, %) : 06년
46.2 → 08년 31.5 → 10년 34.2 → 12년 38.1 → 13년 35.3)
11) 변동금리대출 중심의 구조하에서는 은행자산(기 실행 대출 포함)의 금리조정 주기가 부채보다 짧아 시장금리 상승(하락)시 단기적으로는 은행 이자수지가 개선(악화)되
는 효과가 있다.
12) 고정금리대출은 대출기간중 이자수익이 고정되므로 동 대출비중 확대는 시장금리 상승(하락)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수익 개선(악화) 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3)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와 새로운 수익률로 재투자되거나 변동금리대출 등 운용수익률이 재조정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14) 금리감응갭이“플러스(+)”
일 경우 금리상승(하락)시 이자수익 증가(감소)분이 이자비용 증가(감소)분을 초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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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콜금리(익일물)와 장·단기 시장금리간 시차상관계수1)
t (월)

t+1

t+2

t+3

■ CD(91일)금리

0.97

0.97

0.96

0.92

0.87

■ 국고채(3년)

0.74

0.72

0.68

0.65

0.62

■ 국고채(5년)

0.59

0.56

0.54

0.51

0.50

는 정책금리 변동의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파급효과
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t+4

4. COFIX연동 가계대출 비중 확대

주 : 1) 2003.1~2013.12월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D(91일)금리연동 대출에
일반적으로 장기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이외에도

편중된 가계대출의 금리변동위험 축소 필요성이 높

미래의 단기시장금리 기대, 기간프리미엄(term

아진15) 가운데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에 따른 CD발행

premium)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정

급감16)으로 CD(91일)금리가 실제 시장상황을 제대로

책금리와의 연계성이 단기시장금리에 비해 대체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

낮은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시장

부와 은행권은 2010.2월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CD

금리인 국고채(3년)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인 CD(91일)

금리를 대체할 COFIX17)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금리와 달리 정책금리 변동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

COFIX연동 가계대출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표 4>와 같이

<표 5>에서 보듯이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2003.1~2013.12월중 콜금리와 CD(91일) 및 국고채

중 CD금리연동 대출 비중은 2008년중 46.1%에서

(3년, 5년) 금리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CD(91일)금

2014.1~4월중 5.7%로 크게 축소된 반면 COFIX연

리와의 상관계수는 0.97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동 대출 비중은 도입 첫 해인 2010년 49.8%를 차

국고채(3년)금리 및 국고채(5년)금리와의 상관계수

지하였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4.1~4월중에

는 각각 0.74, 0.59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

는 74.7%를 기록하였다.

대출비중 확대에 따른 장기시장금리의 영향력 확대

<표 5>

이러한 COFIX연동 가계대출 비중 확대는 주택담

예금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별 비중
(기간중 신규취급액 기준, %)

■ 시장금리
(CD, 91일)
(금융채)
3)

(내부이전금리 등)
■ COFIX
■ 기타

2008

2009

20101)

2011

2012

2013

2014 2)

93.4

94.6

42.5

26.8

45.1

28.2

16.7

46.1

51.8

27.9

17.0

17.0

8.5

5.7

2.5

4.3

9.4

5.1

22.3

15.6

6.7

41.0

32.7

1.3

1.8

3.2

1.2

1.2

-

-

49.8

63.8

40.9

62.1

74.7

6.6

5.4

7.6

9.4

14.0

9.7

8.6

주 : 1) 2010.2~12월 기준,
2) 2014.1~4월 기준
3) FTP(Fund Transfer Price), 은행 내부에서 자금 조달·운용 부서간 자금이전시 적용되는 금리(자금원가)로 만기에 따라 CD, 은행채 등을 기초로 산출
자료 : 한국은행

15)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CD금리(91일)연동 변동금리대출 취급으로 인한 은행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변동위험 축소를 위해「변동금리부대출 → 고정금리부대출」변경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적용(08.10월),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및 CD금리연동 대출 축소 지도(09.7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16) CD시장 거래규모(발행 포함, 시장성CD 기준, 월평균) : 05년 12.6조원 → 06년 16.6조원 → 07년 16.4조원 → 08년 18.7조원 → 09년 12.6조원 → 10년 6.3조원
→ 11년 4.5조원
17) 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잔액기준 COFIX’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및‘단기 COFIX’
로 구분되며, 지수산출대상 자금조달 상품에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
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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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

금리간 3변수 VAR모형을 설정하여 추정19)해 본 결

의 단기 파급효과를 약화시키고 파급시차는 더욱 길

과, <그림 7>에서와 같이 COFIX 도입 이전에는 단

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시장금리(CD금리)만이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유

이는 COFIX의 경우 정책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COFIX 도입 이후에는 장기

CD(91일)금리보다 낮은 데다 COFIX 산출 및 대출금

시장금리(은행채 금리)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

리 적용시까지 시차1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6>

의해지고 반응시차도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0)

을 보면 콜금리와의 상관계수가 CD(91일)금리 보다
COFIX가 작은 가운데 COFIX의 경우 콜금리(t기)와
의 상관계수 값이 t기 보다 t+1기 및 t+2기에 더 큰

콜금리(익일물)와의 시차상관계수1)

<표 6>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FIX 도입에 따른 장·단기시
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CD(91일)금리, 은행채(5년)금리, 주택담보대출

<그림 7>

■ CD(91일)금리
■ COFIX

2)

t (월)

t+1

t+2

t+3

t+4

0.92

0.90

0.86

0.78

0.68

0.62

0.67

0.66

0.59

0.49

주 : 1) 2010.2~2014.3월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장·단기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간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03.1~08.12월>

<10.3~13.10월>

주 : 1) DCD(CD금리), DDEB(은행채금리), DR(주택담보대출금리)
2) 실선 : DCD, DDEB의 1%p 구조충격에 대한 DR의 반응
3) 점선 : DR반응의 ±2SD

18) COFIX의 경우 당월(t)에 신규취급된 수신금리 평균을 익월(t+1) 15일에 발표하고 은행들은 동 값을 익월(t+1) 16일부터 익익월(t+2) 15일까지 신규대출금리 산정에 적
용하고 있다.
19) 모형 설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장·단기 시장금리 변동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간 VAR모형 추정”
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그림 7>에서 보듯이 COFIX 도입 이후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당기보다는 1기 시차 이후에 강해지고, 장기금리
충격에 대해서는 1~2기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금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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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5. 종 합

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어떻게 변동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유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금융위

지역의 경우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

기 이후 은행 대출시장의 여건변화는 대체로 정책금

별로 금리파급효과가 차이를 보여 그 원인을 밝히기

리 변경에 따른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확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대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책금리 변동이 은행대출금

계대출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오히려 축소시켰을

리에 미치는 파급효과(pass-through)는 단기적으

가능성도 있다.

로 크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확대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ECB(2009)의 1997년~2007년

<표 7>

까지의 은행 여수신금리와 유사 만기 시장금리를 대

각 대출시장 여건변화가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미친 영향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장금리 변동이 은행 대출금

파급효과

파급시차

리에 미치는 단기적 파급효과는 시장금리 변동분의

■ 원화예대율 규제 및
은행 자금운용 보수화

확대

-

30% 내외에 그치나 장기 파급효과는 대체로 100%

■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권 약화

확대

-

축소 또는 확대

-

축소

장기화

여건 변화

■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nt Gropp,
Christoffer Kok SØrensen and Jung-Duk
Lichtenberger(2007)는 1994년~2004년중 EU지
역내 9개 국가의 분기별「은행대출금리-시장금리」

■ COFIX연동 가계대출
비중 확대

간 스프레드와 정책금리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
석에서 정책금리 변동이 스프레드 변동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해당 분기에는 62%, 2분기 이내에는 86%

Ⅲ.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분석

까지 확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Stelios karagiannis,
Yannis Panagopoulos and Prodromos

1. 선행연구 검토

Vlamis(2010)는 미국의 1994년~2007년중 월별 은
행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 변동의 파급효과를 분

정책금리 변동시 은행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반응

석하였는데,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시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은행대출금리로의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정책금리

진행되어 왔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 차입주체별

변동의 35%이며 장기적으로는 49%까지 확대되는

로 금리파급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단기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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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을 구분한 분석의 경우

정책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단기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그 크기가 상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다. 김석원(2007)은

이하여 어느 한쪽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

1999년~2006년까지의 월별 콜금리와 예금은행의

기는 어려우나 장기파급효과의 경우 둘 다 충분히 파

가중평균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대상으로

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be J. de Bondt(2005)

콜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금리의 반응을 분석한

의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결과 해당월의 대출금리 조정폭은 콜금리 변동폭의

분석에서 Mojon(2000)는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변

31%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는 55%까지 높아짐을

동에 따른 모기지대출금리의 조정폭이 기업대출금

보여줬다. 아울러 통화정책 국면별 금리파급효과를

리보다 작다고 분석한 반면 Heinemann and

분석한 결과 EU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금리 인상기

Schueller(2002)는 반대로 기업대출금리의 조정폭

의 은행대출금리 상승폭보다 인하기의 은행대출금

이 모기지대출금리보다 작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22)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

두 연구 모두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 변동에 대해 기

호(2011)도 1999년~2008년중 콜금리 및 은행의 예

업대출 및 모기지대출 금리가 100% 조정되는 것으

대금리를 활용하여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콜금리 변

로 분석하고 있다21).

동의 대출금리 전가율(대출금리 누적변동분/콜금리

통화정책 국면별로 금리파급효과에 어떠한 차이

누적변동분)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콜금리 상승시

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앞서 살

보다는 인하시에 전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

펴본 Reint Gropp et al. (2007) 및 Stelios et

다. 두 연구 결과 모두 은행대출금리의 상방경직성23)

al.(2010)는 정책금리 인상기와 인하기로 나누어 각

을 보여주면서 그 주요 원인을 대출시장 점유율을 중

국면별 정책금리 변경에 따른 은행대출금리의 조정

시하는 은행의 영업행태에서 찾고 있다.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EU지역에서는 통

서정의·권효성(2007)은 2000년~2007년까지의

화정책 완화기보다는 긴축기에 정책금리 변동에 대

CD, 회사채 등 시장금리와 은행 예대금리를 이용하

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큰 폭 반응하는 것으로 나

여 두 금리간 연계성을 유로지역 국가와 비교·분석

타나 통화정책 국면별 금리파급효과의 비대칭성이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금리와

관찰되었다.

은행예대금리간 연계성이 유로지역 국가들에 비해

21) 모기지대출 및 기업대출의 금리파급효과* 비교(자료 : Gabe J. de Bondt, 2005, 재인용)

■ Mojon(2000)
■ Heinemann and Schueller(2002)

단기파급효과
(모기지대출)
(단기기업대출)
35
61
83
75

장기파급효과
(모기지대출)
(단기기업대출)
100
100
100
100

분석기간
1992년~1998년
1995년~1999년

* 시장금리 100bp 변동시 해당 은행대출금리의 변동폭(bp)

22) 다만 동 보고서에서는 Wald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정책금리의 상승 및 하락시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영향이 다르지 않다”
는 귀무
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는 못하였다.
23) 예대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고객반응(negative customer reactions)’
가설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부정적 반응을 감안하여 금리를 조정하므로 예금금리는 상승
보다 하락시에 더 경직적이며, 대출금리는 하락보다 상승시에 더 경직적인 경향이 있다.
24) 보고서에는 특히 기업대출금리의 경우 국내 회사채시장 미성숙 등으로 직접금융이 간접금융과 원활하게 경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들이 시장금리를 크게 의식하지 않
은 채 대출금리를 비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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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직·간접금융시장
의 불균형 발전24)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1)

한편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변

단,

: 은행 의 시점에서의 대출금리

화된 국내 대출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 시점에서의 정책금리

고 있다.

: 은행별 효과(individual effect)

2. 실증분석 결과

여기에서 과
며,

는 모형의 최적시차수25)를 나타내

은 당기의 정책금리 변동이 은행대출금리에

이하에서는 정책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금리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충격승수(impact

의 조정폭(adjustment size), 조정속도(adjustment

multiplier)로 동 값이 1보다 작으면 은행의 대출금

speed), 통화정책 기조별 파급효과의 비대칭성

리 조정이 경직적(sluggish)임을 의미한다. 한편 추

(asymmetric adjustment),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정계수를 이용하여 정책금리 변동이 장기적으로 은

파급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행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장기승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long-run multiplier)를 식 (2)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만약

가. 분석 개요

1이면 장기적으로 정책금리의 변동이

은행대출금리에 완전하게 파급됨을 의미한다.

(모형 설정)

(2)

Sander and Kleimeier(2002, 2006), Grave,
Jonghe and Vennet(2004) 등이 이용한 자기회귀

종속변수로는 산업은행을 제외26)한 16개 국내예금

시차분포(ARDL) 모형을 활용하여 식 (1)과 같은 동

은행의 월별 전체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

태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설정하였다.

대출금리, 기업대출금리, 대기업대출금리, 중소기업
대출금리 패널자료(신규취급액 기준)를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시차종속변수인 은행별 대출금리의
과거값과 정책금리의 대용변수인 익일물 콜금리의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25) 모형의 최적시차수는 general-to-specific 방법에 따라 최대 3개의 시차변수를 가정하고 유의하지 않는 시차변수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26) 산업은행은 가계대출금리 자료가 2010.11월부터 확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 은행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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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태패널모형 추정을 위해 각 금리자료를 1

추정결과에 따르면 콜금리 1%p 변동시 당월의 전

차 차분한 후 오차항과 시차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체 대출금리 변동폭(

)은 0.31%p에 그쳐 전체 대출

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 해소를 위해 시

금리에 대한 콜금리 변동의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은

차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시차종속변수의 도구변수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θ
)으로는 0.89%p

사용하는 시스템GMM27)(System Generalized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콜금리 변동의 대부분이

Method of Moment)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금
리 및 기업대출금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

(분석 기간)

다. 두 금리 모두 콜금리 변동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
이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2003~2013년까지로

으며, 특히 가계대출금리는 완전하게 조정되는 것으

하되 정책금리 및 은행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있

로 추정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

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08.9~10.2월)은 분석의

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의 단기 조정폭은 서로

강건성(robustness) 확보28)를 위해 분석대상 기간에

비슷하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대출금리의 조정폭

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이 더 크며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대한 단기 파급효과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의 변화를 살펴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 위해 전체 분석기간을 2003.1~2008.8월과
2010.3~2013.12월로 구분하였다. 이는 2010.3월부

<표 8>

터 COFIX연동 대출 도입으로 가계대출에서 COFIX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콜금리 변동의
단기 및 장기 파급효과 추정
(2003.1~2008.8월중)

연동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급격히 늘고 CD금리연동
단기승수
(β0)

장기승수
(θ)

Allerano-Bond
검정통계량1)

■ 전체 대출

0.314***

0.893

0.003/0.101

■ 가계대출

0.393***

1.172

0.007/0.914

0.531***

0.888

0.026/0.153

대출비중은 크게 축소되는 등 은행대출금리 결정구
조에 큰 변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 대출금리 파급효과 추정결과

① 조정폭

<주택담보대출>
■ 기업대출

0.361***

0.794

0.003/0.247

<대기업대출>

0.377***

0.491

0.048/0.348

<중소기업대출>

0.363***

0.844

0.004/0.142

주 : 1) 귀무가설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이며, 각각 1계 및 2계 자기상관에 대
한 p-value
2) ***, **, * 는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금융위기 이전 : 2003.1~2008.8월)

27) 1차차분 2SLS, Arellano&Bond의 차분GMM 등을 통해서도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나 시스템GMM이 동 추정 방법보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데이터가 안정적 계열일 경우 더욱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시스템GMM을 이용하였다.(Arellano and Bover,
1995/Blundell and Bond, 1998 등)
28) 본 분석의 목적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비교인데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금융위기 기간을 분석대상 기간에 포함할 경우 정
상적인 대출시장 여건하에서의 양 기간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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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 2010.3~2013.12월)

금융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콜금리 1%p 변
동시 당월의 전체 대출금리 변동폭은 0.74%p로 추정
되어 대출금리에 대한 콜금리 변동의 단기 영향이 금
융위기 이전(0.31%p)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9).
장기 조정폭(0.85%p)은 이전(0.89%p)과 비슷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콜금리 변동에 따른 단기 파급효과가 기업대출
금리(0.69%p)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가계대출금리
(0.10%p)는 상당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두 대출금리 모두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콜금리 변동
의 대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중
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금리 모두 단기 파급효과(각각
0.67%p, 0.81%p)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커진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0.10%p)의 경우는 크게 낮아졌다.

<표 9>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콜금리 변동의
단기 및 장기 파급효과 추정
(2010.3~2013.12월중)

단기승수
(β0)

장기승수
(θ)

■ 전체 대출

0.743***

0.848

0.013/0.101

■ 가계대출

0.100***

1.613

0.015/0.774

0.103***

0.886

0.009/0.644

<주택담보대출>
■ 기업대출

Allerano-Bond
검정통계량1)

0.686***

0.810

0.004/0.589

<대기업대출>

0.813*

0.447

0.089/0.492

<중소기업대출>

0.678***

0.739

0.003/0.607

주 : 1) 귀무가설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이며, 각각 1계 및 2계 자기상관에 대
한 p-value
2) ***, **, * 는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29) 2003~2013년(금융위기 기간 제외)을 대상기간으로 금융위기 이후(10.3~13.12)를 나타내는 기울기 더미변수(D*PRt)를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한 결과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p-value 0.025)한 양(+) 값을 가져 금융위기 전후 단기승수 값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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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속도30)

(금융위기 이전 : 2003.1~2008.8월)

(금융위기 이후 : 2010.3~2013.12월)

전체 대출금리의 경우 약 11개월(콜금리 변동월 포

콜금리 변동에 따른 전체 대출금리의 조정속도는

함, 이하 동일)에 걸쳐 콜금리 변동의 효과가 파급되

약 4개월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빨라진 것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기업대출

로 나타났다31). 기업대출의 경우 콜금리 변동 이후 약

이 약 8개월로 전체 평균에 비해 빠르게 조정되는 반

2개월 이내에 대부분 반영되어 조정속도가 빨라진

면 가계대출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반면 가계대출(15개월)은 이전에 비해 조정속도가 더

추정되었다.

욱 느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금융위기 전후 콜금리 변동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1) 비교
<전체 대출>

<기업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주 : 1) 콜금리 변동(1%p) 이후 은행대출금리의 누적 변동폭

30) 대출금리 변동폭이 장기승수의 90%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승수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콜금리 변동분의 90%에 도달하는 기간으로 한다.
31) 대출금리 조정속도의 단기화는 본고에서 언급한 대출시장 여건변화 이외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비중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실제 금융위기 전후 두 대출간 비
중변화(신규취급 기업대출 비중 : 03.1~08.8월 75.5% → 10.3~13.12월 76.8%, 기간중 월평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비중 변화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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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화정책 기조별 파급효과의 비대칭성

게 정책금리 인상기(전체대출 0.34%p)보다는 인하
기(0.35%p)의 단기 조정폭이 다소 큰 것으로 추정되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콜금리의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파급효과의 비대칭성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
해 정책금리 인상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33)으로 나타
났다.

(인상기

=1, 인하기=0)32)를 이용하여 기존 추정모형인 식 (1)

(금융위기 이후 : 2010.3~2013.12월)

을 식 (3)과 같이 수정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정책금리 인하기(전체대출 0.53%p)보다 인상기
(3)

(0.56%p)에 콜금리 변동의 대출금리 단기 파급효과
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
리 통화정책 국면별 파급효과의 유의한34) 비대칭성

(금융위기 이전 : 2003.1~2008.8월)

이 관찰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35)됨에 따라 은행들이 정책

금융위기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수정 모형을 추정
한 결과 앞서 살펴본 일부 국내 선행연구와 유사하

<표 10>

금리 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정책 기조별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콜금리 변동의 파급효과1)
(2003.1~2008.8월중)

(2010.3~2013.12월중)

금리
인상기
(β0up)

금리
인하기
(β0dn)

Wald
Test 2)
(p-값)

금리
인상기
(β0up)

금리
인하기
(β0dn)

Wald
Test2)
(p-값)

■ 전체대출

0.343***

0.346***

0.464

0.562***

0.531***

0.000

■ 가계대출

0.460***

0.469***

0.435

0.179***

0.130***

0.000

0.702***

0.724***

0.000

0.165***

0.123***

0.000

0.371***

0.372***

0.811

0.626***

0.611***

0.017

<대기업대출>

0.517***

0.613***

0.000

0.316

0.254

0.182

<중소기업대출>

0.351***

0.350***

0.755

0.632***

0.621***

0.004

<주택담보대출>
■ 기업대출

주 : 1) 콜금리 변동이 당월중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기준
2) 정책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계수값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Ho:βup=βdn)에 대한 p-value
3) ***, **, * 는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32) 정책금리 인상기와 인하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인상기 : 05.4~08.8월, 10.3~11.11월 / 인하기:03.1~05.3월, 11.12~13.12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08.9~10.2월)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3) Wald Test 결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대기업대출금리를 제외하고는 정책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파급효과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34) Wald Test 결과 정책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계수 값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대기업대출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다.
35)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 05~08년(평균) 2.54 → 12년 2.10 → 13년 1.87 → 14.1/4분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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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대출금리 파급효과

식(4)의 모형을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은행별 특성이 통화정책의 대출금리 파급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콜금리와

(대출시장 점유율)

은행별 특성변수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기존 추정모
형인 식 (1)을 식 (4)와 같이 수정하였다. 은행별 특성

은행의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대출시장 점유율36)

변수로는 개별 은행의 대출시장 점유율, 시장성수신

의 교차항(ρ0)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콜금리 변동에

조달비중, 신용대출잔액 증가율을 고려하였다.

따른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에 유의하게 음(-)의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시장 점유율
이 높은 은행일수록 정책금리 변경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
(4)

출금리를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37)하였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 교차항이 통계적

단,

: 은행 의 시점에서의 대출시장 점유율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시장 점유

: 은행 의 시점에서의시장성수신조달비중

율이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 은행 의 시점에서의신용대출잔액증가율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Ⅱ장에서 언급한 은

<표 11>

은행별 특성이 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추정
전체대출
단기승수(β0)

0.305***

대출시장점유율 교차항(ρ0)
금융위기 이전
(2003.1~2008.8월중)

금융위기 이후
(2010.3~2013.12월중)

시장성수신조달비중 교차항(λ0)

-0.122*

가계대출

기업대출

0.405***

0.349***

-0.412**

-0.236*

0.029

0.020

0.030

신용대출 증가율 교차항(τ
0)

-0.126***

-0.038

-0.154***

Allerano-Bond검정통계량2)

0.003/0.100

0.007/0.945

0.003/0.241

단기승수(β0)

0.700***

0.084***

0.612***

대출시장점유율 교차항(ρ0)

-0.308

0.007

0.178

시장성수신조달비중 교차항(λ0)

0.208**

0.281*

0.184*

신용대출 증가율 교차항(τ
0)

-0.069

-0.020

-0.145*

0.012/0.102

0.015/0.501

0.004/0.791

2)

Allerano-Bond검정통계량

주 : 1) ***, **, * 는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귀무가설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이며, 각각 1계 및 2계 자기상관에 대한 p-value

36) 개별 은행의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전체 은행대출잔액에서 개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였다.(다만 가계대출은 가계대출 비중, 기업대출은
기업대출 비중 기준)
37) Hannan and Berger(1991)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리조정 경직성의 정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연구(양동욱·
홍승제, 2004/김석원, 2007)에서도 은행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콜금리 변동에 대해 은행 여·수신금리가 조정되는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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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행의 대출금리 결정권 약화에 따른 예상효과와 부합

와 같이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보증 대출에 비해

되는 것으로 이전과 달리 대출가산금리 규제 등으로

경기상승(하락)기 신용위험 감소(증가)가 정책금리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이 어

인상(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인하) 압력을 상대

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적으로 크게 상쇄시킬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고 볼 수 있겠다.

(시장성수신 조달비중)

시장성수신 조달비중38) 교차항(λ
0)이 금융위기 이

Ⅳ. 평가 및 시사점

전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데 반해 금융위
기 이후에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1. 평 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화예대율 규제의 영향으로 시
장성수신 조달비중이 높고 예금수신 기반이 취약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들의 경우 대출공급의 한계비용이 더욱 크게 증

이후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파급효과가

가하여 정책금리 변경시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큰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 정책금리

폭 조정할 필요가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에 따른 전체 은행대출금리의 조정폭이 금융위
기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장기적으는 조정

(신용대출 증가율)

폭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조정속도는 더욱 빨라진 모
습이다.

39)

신용대출 증가율 의 교차항(τ0)이 금융위기 이전

다만 단기적인 파급효과를 대출형태별로 살펴보면

에는 대출금리 파급효과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금리에의 파급효과는 크게

을 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약화된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금리에의 파급효과는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금리에 대한 파급효과 확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는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대는 전체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

은행일수록 정책금리 변경에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로 기여하였는데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대출가산금

소폭 조정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담보대출

리 규제 강화 등이 기업대출금리 파급경로에 긍정적

취급비중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증가율이 은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계대출금리

40)

대출금리 조정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데 따른 것

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및 COFIX 도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Ⅱ장에서 살펴본 바

입으로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장기시장금리의 영향력

38) 시장성수신 조달비중(%) = (CD+RP+표지어음+은행채)/(원화예수금+CD+RP+표지어음+은행채)
39) 개별은행 전체 신용대출잔액의 전월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였다.(다만 가계대출은 가계신용대출 잔액, 기업대출은 기업신용대출 잔액 기준), 한편 2007.6월 이전 자료는
반기별로 편제되어 있어 이를 선형보간법에 의해 월별 조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40) 다만 기업대출금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용대출 증가율의 교차항 값(τ
0)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기업차주의 신용위험은 여전히 대출금리 결정의 중
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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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지면서 금리파급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써 금융시스템의 안정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은행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상기보다 인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

하기에 은행대출금리가 덜 조정되는 통화정책 기조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금융안정 및 통화

별 금리파급효과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대출시장 점유율, 신용대출 증가율, 시장성수신

및 관행 등에 대한 개선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조달비중 등 개별은행의 특성이 대출금리 변동에 미

위한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치는 영향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나타났

긴요하다고 본다.

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출시장 점유율 및 신용대

한편 COFIX 도입,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

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정책금리 변경에 따른

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정책들이 가계대출금리에 대

대출금리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모습을

한 정책금리의 단기적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

보였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 이상 대출금리

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파급효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

타났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성수신 조달

후 정부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더욱 확대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정책금리 변경에 대해 대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과의 소통, 정보공유 확

금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금리 파급경로상 그 중요성이

한편 본고에서는 각각의 대출시장 여건변화가 은

커진 장기시장금리를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방

행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비

향으로 잘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

교·평가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단된다.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자금운용 보수화 및 신용차
별화 심화는 통화정책의 금리파급효과를 높이는 요

2. 시사점

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실제 신용공급 측면에서는 통
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관련 정책과 통화정책간 상

하여야겠다. 특히 신용위험 기피성향이 커진 상황에

충 가능성이 제기41)되기도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우

서 원화예대율 등에 대한 규제는 취약부문에 대한 은

리나라 대출시장에 도입된 규제 및 제도는 통화정책

행들의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금리파급경로의 유효성 제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화예대율 및 대출가산금리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 규제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함으로

41)“Monetary Policy after the fall”
(FRB of Kansas City Annual conference, 2010),“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Bank of Italy,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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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 행태
□
【결정 방식】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스프레드 방식을 주로 사용

o 대출 기준금리는 대출만기(고정금리대출) 또는 금리조정 주기(변동금리대출)에 상응하는 시장금리 또
는 COFIX 등을 사용
o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기간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및 목표이익률 이외에 은행간 경쟁 등 영업환경을 고려한 전결금리로 구성
※ 가산금리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별첨> 우리나라의 은행대출금리 구성요소”참조

대출만기별 주요 대출 기준금리
대출만기
(금리조정주기)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이상

가산금리 체계

주요 기준금리

가산금리 구성요소

은행채(3개월) 및 CD(91일) 금리
은행채(6개월) 금리 및 COFIX
은행채(1년) 금리 및 COFIX
동일만기의 은행채 금리 등

①리스크프리미엄
②유동성프리미엄
③신용프리미엄
④자본비용

⑤업무원가
⑥법적비용
⑦목표이익률
⑧전결금리

□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조정 시차 및 주기】은행들의 신규취급 대출금리 조정은 대출 기준금리 조
정과 대출가산금리 조정의 합으로 구성

o 대출 기준금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시장금리 변동분을 1~1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1일 또는 1주 단위
로 조정*
* 시장금리에 연동된 대출 기준금리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 시차상관계수를 보면 기업대출금리는 당월과 익월 시장금리에 주로 영향을
받는 모습

— 다만 COFIX의 경우 월 1회 발표되어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
* 당월(t)에 신규취급된 수신금리 평균이 익월(t+1) 15일에 발표되고 은행들은 동 값을 익월(t+1) 16일부터 익익월(t+2월) 15일까지 적용

o 가산금리는 대체로 반기 또는 연 1회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예금 및 대출시장의 여건, 은행별
자금조달·운용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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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우리나라의 은행대출금리 구성요소
□ 과거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은 은행별로 다양하게 운용되어 왔으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행연합
회, 12.11월)이 제정되면서 8개 항목으로 일원화*
* 다만 개별은행 내부적으로는 구성항목 및 분류체계가 다소 상이

구성항목

내

용

기준금리

-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
- 대출만기 등에 따라 COFIX, CD, 은행채, 코리보 등을 자금원가의 기준으로 사용

①리스크프리미엄

-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지표금리와 은행 자금조달원가와의 차이 등을 조정하는 스프레드

②유동성프리미엄

- 대출만기가 자금조달만기보다 장기인 경우 대출기간 동안 필요자금을 재조달하는 데 따
르는 유동성 관리비용

③신용프리미엄

-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예상손실 규모(Expected Loss)를 반영
- 신용등급, 담보유무, 담보비율, 대출기간, 업종 등에 따라 상이

④자본비용

- 예상치 못한 손실(Unexpected Loss)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회비용
- 신용등급, 담보유무, 대출기간 등에 따라 상이

⑤업무원가

- 인건비 및 물건비 등 대출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
- 일반적으로 대출규모에 따라 상이

⑥법적비용

- 교육세, 각종 출연료(신용보증기금출연료,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출연료) 등

⑦목표이익률

- 은행의 적정이익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수익률

⑧전결금리(±)

- 타 은행과의 경쟁, 고객관리 등을 위해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독자적으로 대출금리를
할인·가산할 수 있는 스프레드

가
산
금
리

자료 : 은행연합회「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2012.11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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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장·단기 시장금리 변동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간 VAR모형 추정
1. 모형 설정
□ COFIX 도입에 따른 장·단기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간 관계 변화 점검을 위해 CD(91일)금리
(CDt), 은행채(5년)금리(DEB5yrt ), 주택담보대출금리(Rmort t )간 3변수 VAR모형을 설정
o 분석 대상기간 : 03.1~13.10월(COFIX 도입 이전 : 03.1~08.12*, 이후 : 10.3~13.10월)
* 09.1~10.2월의 경우 정책금리 대폭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변동, COFIX 도입 직전 감독당국의 CD연동대출 비중 축소 지도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 관계가 급격하게 변한 점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기간에서 제외

o 세 변수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고 Johansen 공정분 검정 결과 명확한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모형 설정
o 모형의시차는정보변수(Lag length criteria)와잔차항의시계열상관존재여부등을감안하여2차로설정
o 충격반응함수는 축차적 형태(Cholesky ordering)로 추정*
* 변수의 배열순서는 정책금리 파급경로, 주택담보대출금리 결정 방식 등을 감안하여 CD(91일)금리(CDt ), 은행채(5년)금리(DEB5 y r t ),
주택담보대출금리(Rmort t ) 순으로 설정

2. 추정 결과
□ COFIX 도입 이전에는 단기시장금리(DCD)만이 주택담보대출금리(DRmort t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COFIX 도입 이후에는 장기시장금리(DDEB5yrt )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지고 반응시차도 장
기화되는 것으로 추정
o COFIX 도입 이후 단기금리 구조충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반응이 당기보다는 1기 시차 이후
에 강해지고, 장기금리 구조충격은 COFIX 도입 이전과 달리 1~2기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금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장·단기시장금리 변동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간 충격반응함수1) 추정 결과
<03.1~08.12월>

주 : 1) 실선 : DCD, DDEB의 1%p 구조충격에 대한 DRmort 의 반응
2) 점선 : DRmort 반응의 ±2SD

<10.3~13.10월>

주 : 1) 실선 : DCD, DDEB의 1%p 구조충격에 대한 DRmort 의 반응
2) 점선 : DRmort 반응의 ±2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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