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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및 실물경기 회복

을 위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

은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

션과 소득분위 간 소득 차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준금리를 통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가계소득과 기준금리 

간 관계를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고 매 분기 발

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충격 발생 시 분위

별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이자율충격은 실질소

득 및 물가의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이자율의 상승 및 하락이 소득에 미

치는 영향으로 정의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에 따른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상위소

득에 비해 하위소득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양

(+)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

(+)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근로소득은 하위소득분위에서 음(-)의 충격효과를, 사

업소득은 상위소득분위에서 음(-)의 충격효과를 주는 것을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

었다. 전체 소득의 일부만을 차지하는 재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별 다른 영향을 주

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로부터, 소득·물가 등 실물경기 부분을 통제한 이자율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화정책이‘평균적인’소득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서 나아가, 소득분위별로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것이며,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까지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최초로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충격 등으

로 기준금리를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 등의 경제변수들에 더해 소득불평등

의 흐름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통화정책, 이자율충격, 재분배, 소득, 분위회귀

학  번 : 2014-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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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기준금리를 통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소득과 기준금리 간 관계를 분위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려 한다. 이는 통화정책이‘평균적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데에서 나아가, 소득분위별로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까지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부의 불평등 및 재분배는 경제학자와 재정·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에게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 실업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더 나

아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자산 및 부채 이자상환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Bullard, 2014 ; Yellen, 2014).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과 

소득분위 간 소득 차이 등의 경로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uclert, 2016).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 및 

연금이 감소하여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면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중 이자율 또한 인상되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변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크기가 소득분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역시 통화정책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소득불균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

화정책이 소득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

금리를 통한 한국의 통화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소득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의 따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5

분위배율1)은 2006년 6.65에서 2015년 8.24로 상승하였다. 소득재분배의 이러한 

1)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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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통화정책에 따른 이자율충격(Interest rate shock)이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

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여기서 이자율충격은 실질소득 및 물가의 변화를 통

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이자율의 상승 및 하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한다. 

또한 통화정책이 가계소득의 재분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가계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소득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2016년 12월 현재, 한국은행의 경우 명시적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한 경

우는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통화정책을 가장 잘 대표하는 지표인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이 가계소득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장기시계열을 살피고

자 무담보콜금리(Overnight call rate)를 기준금리의 대체변수로 준용하고자 한다. 한

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매월 무담보콜금리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콜금

리 목표 운용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7일물 환매조

건부채권(REPO : Repurchase paper) 금리를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2) 노력하고 있다(한국은행, 

2012, p.209).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Fisher의 교환방정식(MV = PT)에 이론

적 근거를 두고 M2 및 MCT3)를 중심으로 한 통화량목표제를 통화정책으로 활용

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불안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콜금리를 대

폭 인상하였다(한국은행, 2012, p.207).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통화정

책 이전에도 콜금리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

에서는 1995년 ~ 2016년까지의 무담보콜금리를 통화정책을 대변하는 변수로 활

용하였다. 

  또한 기본이 되는 연구 모형으로는 Buchinsky(1994)의 방법을 준용하여 분위회

귀(Quantile regression)모형을 선택했다. 분위회귀분석은 일반회귀분석(OLS : Ordinary 

2) 2008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무담보콜금리 간 상관계수는 0.9977로, 사
실상 1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M2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을 합친 지표로, 과거 시계열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MCT
는 중심통화지표로서 필요한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한국은행. (2012). 한국의 
통화정책.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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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Square)과 달리 종속변수의 분위별로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효과

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일반회귀분석에 비해 이상치(outlier)에 보다 강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Buchinsky는 분위회귀방법을 토대로 교육수준·근무경력·근무

지역 등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여 고소득층에서는 

교육수준이, 저소득층에서는 근무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

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 내용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소득불균형에 관한 국내 및 국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 활용한 자료선택배경 및 자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분위회귀를 중심으로 분석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4장에서는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득분위별로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친 영

향에 대해 확인한다.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를 제안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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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국내연구와 해외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우선 국내연구에서는 국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요소가 소

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박상우와 김성환4)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노동패널(1997~2005년 

가계 및 개인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지니분해 및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을 밝혔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

구소득 및 환산소득(=가구소득/가구원수 )의 불평등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

며, 특히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총 가처

분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증

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소득분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천을 근로소득

으로 보았다. 제3장 및 4장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본인의 연구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내 소득 자료는 크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

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에 

따른 이자율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소득 전체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강종구, 박창귀, 조윤제5)는 세계 108개국 및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수준변수 

간 함수식을 사용하는 System GMM 모형을 통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요소를 분

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및 교육수준의 상승(인적자본의 확대)은 소득불

균형을 완화하며, 자영업 및 비상근직 비중의 상승은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수들 간 내생성문제를 해소하고, 각 국가가 갖고 있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System GMM 모형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신관호와 신동균6)은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소를 각국의 지니계수, 

EHII(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7), 상위 1% 소득분배율을 통해 파악하였

4) 박상우, ＆ 김성환. (2013). 소득불평등 추이와 요인분해. 경제연구, 31(3), pp.77-100.
5) 강종구, 박창귀, ＆ 조윤제. (2012).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한국은

행 경제분석, 18(1), pp.85-116. 
6) 신관호, ＆ 신동균. (2013). 소득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24(2), pp.125-162.
7) Deininger와 Squire가 만든 데이터와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의 산업통계를 결합한 자료로, 국가마다 계산방식이 다소 상이한 지니계수와 
달리 국가 간 소득불평등 비교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신관호, ＆ 신동균. (2013). 소득불
평등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24(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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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금융개방도의 증가와 기술진보가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분배 양상이 악화되

는 모습은 지니계수보다 상위 1% 소득분배율을 통해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런 점을 분석에 활용하여 최근 선진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양상을 분석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에서 더 나아가 상위 10%부

터 하위 10%까지 소득을 분위별로 나누었을 때, 통화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양

상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제3장에서 언급할 

분석방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위회귀모형으로 발전시켰다.   

  국내연구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해외연구는 통

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Redistribution Channel)을 실증적인 부분 뿐만 아

니라 이론적인 부분에서까지 고찰하였다.

  Dopeke와 Schneider8) 는 인플레이션이 명목 기준에서의 부(nominal wealth)의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정이자율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이자율보다 인

플레이션율이 높을 경우 빌려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바탕으

로 인플레이션을 갑작스런 인플레이션(Full surprise)과 미리 예견된 인플레이션

(Indexing ASAP)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인플레이션이 부9)의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

을 주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은 고정금리 저당 대출(fixed-rate 

mortgage debt)을 가지고 있는 젊은 하위층 및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

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생산가능연령 기간 동안 모은 부를 바탕으로, 주로 

채권자의 위치에 있는 고연령 부유층(rich and old households)에는 인플레이션이 부정

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산의 가격이 인플레이션 발생과 동시에 바

로 조정되는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과 달리, 예견된 인플레이션에서는 부채(liability)

의 만기에 따라 부의 재분배가 다르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부채를 가지

고 있는 하위층에 비해 중산층에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기간별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등의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물가

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 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위의 선행연구는 통화정책

이 부의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관해 시사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Auclert10) 는 통화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

8) Dopeke, M. , ＆ Schnieder, M. (2006). Inflation and redistribution of nominal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6), pp.1069-1097.

9) 여기서부터 본 선행연구 설명에서 언급하는 부는 모두 ‘명목 기준에서의 부(nominal wealt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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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는 소득 이질성 경로(earnings heterogeneity 

channel)이다. 통화량 조절을 통해 노동소득 및 사업소득의 손익이 계층별로 차이를 

보일 경우, 통화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로는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셔 경로(Fisher channel)이다. 앞의 선행연구

에서 언급하였듯,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creditor)에게는 손실로, 채무

자(debtor)에게는 이득으로 다가오며,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는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이자율 노출 경로(interest rate exposure channel)이

다.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가격이 변할 경우, 계층별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크기 및 만기에 따라 간접적으로 부의 재분배

가 나타날 수 있다. 통화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자산·부채의 만기 

및 개별 한계소비성향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소득 이질성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방

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0) Auclert, A. (2016). Monetary policy and the redistribution channel. (Unpublished) Ph. D's 
Dissertation,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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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료 및 분석 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

  본 논문에서 주목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노동패널, 통계청과 한국은행

이 공동조사하고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총 세 가지이다. 이 중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를 최종적으로 분

석에 활용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연간으로만 발표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로 발표되어 통화정책의 흐름에 따른 가계소득을 더 세밀히 포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제1장에서도 언급하였듯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를 발표11)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월별 또는 짧은 주기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노동패널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시계열 범위가 비교적 장기라는 장점이 있다. 가계금융복

지조사는 2010년부터, 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조사 및 공표된 반면, 가계동향조사

는 1942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 데이터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소득재분배 간 보다 안정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hlig(2005)의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을 적용한 벡터자기회귀(VAR : Vector 

AutoRegression)모형을 활용하였을 때 한층 안정적인 이자율충격 산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2 분석방법에서 서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패널

의 경우 2008년까지는 전국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개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을 대표하는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고에서는 최종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

태 파악을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te 

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942년 일제말기부터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9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류체계 개편12)에 맞추어 

11) 2017년부터 기준금리 발표를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할 예정이다.
12)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소득의 신분류체계는 

Canberra 그룹의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지출은 OECD, UN, IMF등이 권고하는 COICOP 분류를 적
용하였다(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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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데이터는 1990년부터 존재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별 마이크로데이

터 역시 1990년부터 매 분기별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총 86분기 가구별 소득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분기당 평균 7,173가구의 소득을 분석하였다. 자료에 제시된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상소득은 가구주를 포

함한 가구원이 노동(근로소득)·사업(사업소득)·재산(재산소득)을 제공한 대가로

써 받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며, 정부·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이전되는 이전소득까지 포함한다. 반면 경상소득 은 자산의 처분 등으로 전입되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구성된다. 상세분류 및 포함범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소득분류 포함범위
코드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및『이전소득』으로 구성

B4 　 근로소득
사업장에  고용되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유가증권
(상품권 등),상품 및 서비스

B420 　 가구주급여소득 가구주의 급여소득
B430 　 가구주상여금 가구주가 수령한 금액 중 평소에 없던 보너스 성격의 보수
B450 　 배우자급여소득 배우자의 급여소득
B460 　 배우자상여금 배우자가 수령한 금액 중 평소에 없던 보너스 성격의 보수
B480 　 기타가구원급여소득 기타가구원의 급여소득
B490 　 기타가구원상여금 기타가구원이 수령한 금액 중 평소에 없던 보너스 성격의 보수

B5 사업소득
목적이 특정된 사업장 유보 분을 제외한 사업장으로부터 인출하여 가구에 
전입되는 전입소득

B510 　 가구주사업소득 가구주의 사업소득
B520 　 배우자사업소득 배우자의 사업소득
B530 　 기타가구원사업소득 기타가구원의 사업소득
B540 　 주택 등 임대소득 토지 이외의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 및 기계장비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

B6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

B610 　 이자소득 채권(국공채), 저금(예금, 적금), 사채 등의 이자소득
B620 　 배당소득 보험, 신탁, 주식 등의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B690 　 기타재산소득 위의 재산소득 이외에 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

B7 이전소득
근로의 제공이나 자산의 임대 등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닌 것으로써, 공적
연금, 정부, 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포함됨

B710 　 공적연금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B720 　 기초노령연금
기여금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받는 수혜금

B730 　 사회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의 현금
수혜

B740 　 사회적현물이전
정부 및 비영리단체 등이 특정지출 목적을 지정하거나, 직접 현물을 구입
하는 등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B750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세액환급액
B760 　 가구간이전 타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이전

B770 　 할인혜택
카드 및 무료쿠폰 이용 등은 이용 시에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가
로 처리

B790 　 기타이전소득 위에 분류되지 않는 이전소득
B8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등 일시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

B810 　 경조소득 타가구로부터 축의, 조의 표시로 애경사에 제공받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B820 　 퇴직수당 퇴직수당 등(명예퇴직수당 포함)
B890 　 기타비경상소득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비경상적인 수입

[표 1]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소득분류 및 포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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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논문의 분석에서 1인가구의 소득은 제외했다. 통계청은 2005년까지 가

구원수 2인 이상인 가구만 조사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조사하여 가

계동향조사에 반영하고 있다. 1인 가구는 가구원수가 적어 불가피하게 타 가구에 

비해 가계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95~2005년 데이터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소득분포에 있어 시계열 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계소득의 분포를 파

악한 후13) 모형의 종속변수에 대입하였다.

제 2 절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Buchinsky(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통화정책에 따른 이자율충

격이 가계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위회귀모

형은 최소자승법(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설명한

다는 점에서는 일반회귀분석과 같다. 그러나 회귀 시 종속변수의 조건부평균(E(Y

｜X)) 하나만을 고려하는 일반회귀분석과 달리, 분위회귀모형은 종속변수를 분위별

로 나누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별로 각각 다르게 본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모형 내 종속변수 Y의 누적분포함수를 FY(y) = P(Y≤y)라 한

다면, Y의 τth quantile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QY(τ) = FY
-1(τ) = inf{y:FY(y) ≥ τ}, where τ∈[0,1]

  이에 입각하여, 종속변수인 전체소득을 분위별로 나누어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분기별로 각각 구한 후, 물가14)(GDP 디플레이터) 및 소득(실질 GD

P15))을 통해 실물 부분을 통제하고 나서 이자율충격이 각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식 (1)과 같이 분배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을 설정하

였다. 

13)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박상우, & 김성환. (2013).의 환산소득(=가구소득/가구원수 )을 
고려하였으나, 본 환산소득 식을 사용하여도 소득분포에 있어 시계열 간 정합성이 맞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1인 가구 데이터를 전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4)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 및 공급물가 등 모든 물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지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물경제 내 물가를 설명하는 지표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5) 명목 GDP는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함께 대입할 경우 물가와 관련한 부분을 이중으로 대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므
로 식 (1)에는 실질 GDP를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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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 
        

∙∙∙                                               (1)

  동 모형에서 Xi,t는 전체소득을 크기순으로 1부터 100까지 나열할 경우 t기에서

의 상위 10×i(1≤i≤9)번째 소득(i분위 소득)이며, Yt는 t기에서의 실질 GDP, 

GDPdeft는 t기에서의 GDP 디플레이터, ishockt은 t기에서의 이자율충격이다. 또한 

IMF 위기 당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급격한 금리조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 기간이었던 1998년 1분기부터 2001년 3분기까지의 기간을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아래의 [그림 1]에서 황갈색으로 표기한 기간을 1로, 그렇

지 않은 기간을 0으로 두었다.  

[그림 1] 1991년 1분기~2016년 2분기 무담보콜금리

  또한 통상적으로는 종속변수를 Y, 독립변수를 X로 표기하나, 거시경제학에서 일

반적으로 GDP를 Y로 약식표기하기 때문에 식 (1)에서는 종속변수를 X로, 독립변

수의 실질 GDP를 Y로 표기하였다. 식 (1)의 δ계수를 통해, t기에서의 이자율충격

이 t기의 소득에 곧바로 미치는 영향(impact effect)뿐만 아니라 t-1기부터 t-p기까

지의 이자율충격이 t기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

이 경제성장률,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시차에 따라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기반을 둔다. 

  또한 이자율충격은 Uhlig(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에 부호제약(Sign restriction)을 두어 산출하였다. 거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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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 등을 통해 통화량이 줄어들면 시차에 따라 누적적으로 물가는 낮아

지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기준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물가

가 높아지거나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이를 price puzzle 및 output 

composition puzzle이라 한다. Uhlig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격반응함수(IRF, 

Impulse-Response Function) 내 특정 기간에 물가·비차입지불준비금(nonborrowed 

reserves)·연방기금금리의 부호를 제약하였다. 그리하여 price puzzle을 해결하면

서, 통화정책에 따른 충격(monetary policy shock)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

하지 않다고 결론16)지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이자율충격을 구하기 위해 VAR 모형 내 변수 및 변수순서, 1기부터 4기까지의 부

호제약을 다음 [표 2]와 같이 부여하였다. VAR 모형 내 시차(lag)는 4기간으로 하

였으며, 1994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를 사전적 믿음(prior belief)으로 하여,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MCMC, 

Markov Chain Monte Carlo)을 활용하여 199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이

자율충격을 10,000번 추출한 후, 매 분기별 이자율충격의 중앙값을 ishockt 변수로

써 식 (1)에 대입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구한 충격반응함수 및 이자율

충격은 아래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16) Uhlig, H. (2005). What are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output? Results from an 
agnostic identification procedur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2), 404-406.

변수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실질환율 이자율
부호 · - · +

[표 2] VAR 모형에서의 변수순서 및 부호제약

[그림 2] 부호제약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그림 3] 이자율충격 및 GDP 전기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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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식 (1)로 돌아가, t기의 I분위 소득 증가율에 t기부터 t-p기까지의 이자율

충격이 미치는 영향의 합은 ∙∙∙가 된다. 여기서 ∙∙∙을 p기간 

누적동학승수(p-period cumulative dynamic multiplier)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p

기간에서의 누적동학승수 간 크기 비교를 통해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율충격이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차항 ut는 Newey & West(1987)가 제안한 

HAC 표준오차항(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standard error)을 적

용하였다. 일반회귀모형(OLS standard error) 표준오차항은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17)

(serial correlation)이 없어야 하나, 분석결과 오차항 간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HAC 표준오차항을 적용하여 식 (1)에 적합시켰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있어서 시차 p값의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다. 모형 내

에서 이자율충격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p기간 누적동학승수로 측정하므로, 

시차 p값의 설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이 경

제성장 및 물가, 소득과 같은 실물변수에까지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

다. 일차적으로 금융·외환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

지나, 소비와 투자 등과 같은 실물경제활동은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기 때문에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하다(한국은행, 2012, p.155). 실제로 1980~1998년 Euro 지역

의 자료를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예기치 못한 단기이자율 상승은 실물생

산에는 3~5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며, 물가에 미치는 파급시차는 이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eersman & Smets, 2001b). 또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의하면 통화정책이 실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최소 1분기가 소요되며 6

분기에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물가에는 최소 2분기가 소요되며 8분기에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iano, Eichenbaum & 

Evans, 2005). 이를 고려하여, 중위소득(5분위 소득 / i=5)을 기준으로 하여 식 

(1)의 시차 p를 0부터 12까지 부여하였을 때 구한 조정된 R 제곱결정계수18)

(Adjusted R-square)는 다음 [표 3]과 같았다.

17) Cov() = 0 for t≠s

18) R 제곱결정계수 및 조정된 R 제곱결정계수의 경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있을 경우 
모델의 적합성(Goodness-of-fit)을 위한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누락변수편의를 최대한 줄이고
자 종속변수의 lagged term을 독립변수에 대입하였다. lagged term을 제외하고 조정된 R 제곱결정
계수 또한 산출하였으며, 다른 값에 비해 p=5, 6일 때 높게(0.1594/0.1828) 나오는 결과는 변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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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차 p의 변화에 따른 조정된 R 제곱결정계수

  위의 [표 3]을 보았을 때, 시차가 비교적 짧은 0~2를 제외하면 시차가 5와 6일 

때 조정된 R 제곱결정계수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급시차 p를 5와 6 두 가지로 두고 각각 분석19)하였다.

19) Newey & West (1987)에 따르면, HAC 표준오차 사용 시 최적의 p는 0.75×(데이터 시계열 수)1/3이
다. 본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 시계열 수(86분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3.31이 나오며, 이를 반영하여 
p=3, 4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부록 1(p.25)에 제시하였다.   

p 0 1 2 3 4 5
Adjusted R2 0.3717 0.3876 0.3842 0.3488 0.3425 0.3525

p 6 7 8 9 10 11 12
Adjusted R2 0.3620 0.2999 0.3048 0.3088 0.3403 0.3050 0.3008



- 14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전체소득

  식 (1)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전체소득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 파급시

차 p=5와 6 모두 양(+)의 이자율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

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5인 경우 2분위(하위 

20%)~6분위(상위 40%) 및 8분위(상위 20%) 소득에서, p=6일 때는 2분위~6분위 소

득에서 음(-)의 충격효과의 유의성20)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이자율충격에 따른 전체소득의 누적동학승수

[표 4] 이자율충격에 따른 전체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20) Kiefer, Vogelsang & Bunzel(2000)에 따르면, 유한한 데이터(finite samples)로부터 구한 HAC 추
정분산치의 경우 상향왜곡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검정에 활용할 경우 유의수준을 5%가 
아닌 10% 또는 20%로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본 연구에서는 20%까지 고려하였다.

lag = 5 lag = 6

lag = 5 lag = 6
분위 coefficients(%p) p-value 분위 coefficients(%p) p-value

1 -1.569 0.488 1 -1.599 0.485
2 -1.962 0.077 2 -1.724 0.196
3 -1.274 0.139 3 -1.533 0.098
4 -1.495 0.039 4 -2.052 0.023
5 -1.234 0.097 5 -1.397 0.078
6 -1.213 0.088 6 -1.136 0.158
7 -0.947 0.233 7 -0.934 0.334
8 -1.184 0.189 8 -0.882 0.442
9 -0.914 0.480 9 -0.3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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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x축을 시차로 두고 2분위(하위 20%) 소득과 8분위(상위 20%) 소득을 기준으

로 시차별 누적동학승수(∙∙∙)를 비교할 경우, 파급시차 p=5, 6 모두 전 

시차에 걸쳐 2분위 소득에서의 승수가 8분위 소득의 승수에 비해 음(-)의 충격효

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분위 소득의 경우 4분기 이후부터 유의하

게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이자율충격에 따른 전체소득의 2분위, 8분위 소득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비고 : 파란 실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황색 실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파란 점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황색 점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제 2 절 전체소득 분류 : 재산·사업·근로소득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자율충격 발생 시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에서 음(-)

의 충격이 큰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식 (1)의 종속변수에 전체소득 대신 재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21)을 대입하였다. 199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자료

를 기준으로, 전체소득에서 재산소득은 0.77%, 사업소득은 24%, 근로소득은 62%

를 차지한다. 재산소득에 이자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충격 발생 시 재산소득의 변화가 소득분위별로 차

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우선 예측하였다. 우선 전체소득을 기준으

로 10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 재산·사업·근로소득의 평균을 추출하여 이를 종

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6]과 같다.

21) 연금·사회적 현물이전 등이 주가 되는 이전소득과 경조금·퇴직금 등이 주가 되는 비경상소득은 이자
율충격과 큰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lag = 5 la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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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종속변수로써의 재산·사업·근로소득 추출 방법

  이를 토대로 하여 이자율충격 발생 시 ①재산소득, ②사업소득, ③근로소득에 미

치는 영향을 전체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식 (2)에 적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①재산소득

  재산소득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의 예상과 다르

게, 이자율충격이 소득분위별로 미치는 영향에 뚜렷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파급시차와 무관하였다. 

[그림 7] 이자율충격에 따른 재산소득의 누적동학승수

lag = 5 la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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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자율충격에 따른 재산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②사업소득

  사업소득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 파급시차 p=5와 6 모두 양(+)의 이

자율충격이 발생할 경우, 전체소득의 방향과는 반대로 하위소득에 비해 상위소득에

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5인 경우 3분위(전체소득 하위 

20~30%의 평균 사업소득) 및 8분위(전체소득 상위 20~30%의 평균 사업소득) 소득에서, 

p=6일 때는 3분위 및 7분위(전체소득 상위 30~40%의 평균 사업소득) 소득에서 강한 유

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소득의 누적동학승수

lag = 5 lag = 6
분위 coefficients(%p) p-value 분위 coefficients(%p) p-value

1 -9.239 0.516 1 -7.565 0.629
2 1.162 0.882 2 2.740 0.755
3 -1.099 0.933 3 5.560 0.583
4 10.277 0.437 4 0.396 0.979
5 3.511 0.823 5 -6.166 0.619
6 0.581 0.968 6 -1.181 0.927
7 -16.718 0.269 7 -11.458 0.519
8 25.971 0.020 8 17.543 0.008
9 -2.106 0.866 9 -5.487 0.497

lag = 5 la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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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또한 x축을 시차로 두고 2분위22)(전체소득 하위 10~20%의 평균 사업소득) 소득과 8

분위(전체소득 상위 20~30%의 평균 사업소득) 소득을 기준으로 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를 비교할 경우, 5분기 이후부터 8분위 소득에서의 승수가 2분위 

소득의 승수에 비해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8분위 

소득의 경우, 3분기 이후부터는 누적된 이자율충격이 사업소득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소득의 2분위, 8분위 소득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비고 : 파란 실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황색 실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파란 점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황색 점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22) 1분위 소득의 경우 p-value가 0.8 이상으로 유의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하
위소득을 대표하는 계층으로 2분위 소득층을 선택하였다. 1분위 계층에서는 사업소득이 0이거나 미
미한 표본이 많기 때문에, 같은 분위 내에서도 사업소득 차이가 커서 표준오차 또한 다른 분위에 비
해 커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lag = 5 lag = 6
분위 coefficients(%p) p-value 분위 coefficients(%p) p-value

1 -1.567 0.811 1 1.153 0.853
2 -1.392 0.616 2 -1.527 0.622
3 2.674 0.000 3 2.581 0.002
4 -0.332 0.888 4 0.600 0.826
5 -0.819 0.774 5 1.448 0.652
6 -1.781 0.545 6 -1.347 0.692
7 -2.703 0.323 7 -7.339 0.004
8 -5.291 0.009 8 -2.072 0.188
9 -2.326 0.414 9 -3.416 0.249

lag = 5 la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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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근로소득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파급시차 p=5와 6 모두 양(+)의 이자율충

격이 발생할 경우,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5, 6 모두 2분위 및 3분위 소득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유의

미하게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근로소득이 전체소득의 60% 이

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율충격에 따른 분위별 전체소득의 흐름을 결정

하는 요소는 근로소득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0] 이자율충격에 따른 근로소득의 누적동학승수

[표 7] 이자율충격에 따른 근로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lag = 5 lag = 6

lag = 5 lag = 6
분위 coefficients(%p) p-value 분위 coefficients(%p) p-value

1 -2.796 0.516 1 -4.053 0.370
2 -3.723 0.171 2 -4.971 0.095
3 -4.221 0.015 3 -3.701 0.090
4 -1.686 0.344 4 -2.604 0.194
5 -0.702 0.736 5 -2.040 0.239
6 -1.053 0.420 6 -0.920 0.502
7 -0.940 0.548 7 1.209 0.465
8 -0.377 0.728 8 -0.787 0.565
9 -1.138 0.454 9 1.2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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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x축을 시차로 두고 2분위23)(전체소득 하위 10%~20% 이내의 평균 근로소득) 소득

과 8분위(전체소득 상위 20%~30%의 평균 근로소득) 소득을 기준으로 시차별 누적동학승

수(∙∙∙)를 비교할 경우, 파급시차 p=5, 6 모두 전 시차에 걸쳐 2분위 

소득에서의 승수가 8분위 소득의 승수에 비해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소득에서 비교한 소득의 흐름과 유사하다. 또한 2분위 소득의 

경우, 3분기 이후부터 누적된 이자율충격이 근로소득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

을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이자율충격에 따른 근로소득의 2분위, 8분위 소득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비고 : 파란 실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황색 실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파란 점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황색 점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23) 여기에서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1분위 소득의 경우 유의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
이하게 하위소득을 대표하는 계층으로 2분위 소득층을 선택하였다. 1분위 소득의 경우 임시일용직 
및 경기변동과 연관이 적은 직종(환경복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아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lag = 5 la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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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정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 실업 및 인플

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더 나아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

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

충격 발생 시 분위별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가계의 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사업·근로소

득 각각에 대하여도 이자율충격이 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였

다.

  분석결과 통화정책에 따른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

득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근로소득은 하위소득분위에서 음(-)의 충격효과를, 사업소득은 상위소득분위에

서 음(-)의 충격효과를 주는 것을 유의하게(weakly significant) 확인할 수 있었다.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부채가 높은 기업이 구조조정 및 규모 축소 등을 집

행한다면, 전체 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하위소득층이 근로소득에 타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양(+)의 

이자율충격에 따라 부동산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한 임대수요가 줄어든다면, 임대소

득이 비교적 많은 상위소득분위에서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율충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전체 소득의 0.77%만을 차지하는 재산

소득은 소득분위별 흐름을 보았을 때 소득불평등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로부터, 소득·물가 등 실물경기 부분을 통제한 이자율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

위원회를 최초로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기금금리 및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 등으로 기준금리를 상승

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 등의 경제변수들에 더해 소득불평등의 흐름 또한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기여(contribution)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중요성 및 논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집행 시 소득재분배에 대한 부분 또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율충격에 따른 소득별 경향은 파악하였으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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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이자율충격이 전체 가계소득의 재분배 및 불평등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지

의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로 실질 GDP 및 물가(GDP 디플레이터)만을 반영하였으나,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등을 통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가로 확인한 후 이를 

분위회귀모형에 대입하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논

문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주어져 있고,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한 이자

율변동은 월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의 세밀함 또한 다소 위축되는 부분이 존

재한다. 향후 경제통계의 정도(精度)가 제고되어 월별 가계동향조사, 월 GDP, 월 

PCEPI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통화정책이 가계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VAR 모형을 통한 이

자율충격 산출 시 가계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분위의 소득을 한 번에 

반영할 경우 VAR 모형이 과다하게 커지며, 분위별 소득을 모형에 반영 후 각각 산

출할 경우 이자율충격이 분위별로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질 GDP 및 GDP 디플레이터에 가계소득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자율충격 산출에서는 가계소득을 VAR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정

확한 이자율충격 산출에는 가계소득을 반영이 필요하다. 이자율충격에 따라 실질 

GDP 및 GDP 디플레이터가 변하면, 분위소득 또한 움직이는 부분이 통제되어야 통

화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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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파급시차 p=3, 4에서의 이자율충격에 따른 분위별 소득의 

파급효과

  본 논문의 13페이지 각주를 통해 언급하였듯, Newey & West (1987)에 따르

면 경험법칙에 의해(rule of thumb) HAC 표준오차 사용 시 최적의 p는 0.75×(데이

터 시계열 수)1/3로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 시계열 수(1995년 1분

기 ~ 2016년 2분기, 총 86분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대략 3.31이 나오며, 이를 

반영하여 p=3, 4에 대해서도 식 (1)에 적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파급시차 p=4의 경우 p=5, 6과 마찬가지로 양(+)의 이자율충격이 발

생할 경우,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p=3에서는 이자율충격과 소득분위별 충격효과 간 뚜렷한 경향을 확인하

지 못 하였으며, 충격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누적동학승수) 또한 작은 것으로 파악

하였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이자율충격 발생 시 소득분위별로 충격효과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4분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2] p=3, 4에서 이자율충격에 따른 전체소득의 누적동학승수

lag = 3 lag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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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3, 4에서 이자율충격에 따른 전체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그림 13] p=4에서 이자율충격에 따른 전체소득의 2분위, 8분위 

소득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비고 : 파란 실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황색 실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파란 점선 – 2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황색 점선 – 8분위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lag = 3 lag = 4
분위 coefficients(%p) p-value 분위 coefficients(%p) p-value

1 0.029 0.984 1 -0.704 0.682
2 -0.195 0.848 2 -0.472 0.673
3 -0.259 0.708 3 -0.103 0.879
4 -0.437 0.542 4 -0.478 0.550
5 0.061 0.929 5 0.028 0.970
6 -0.012 0.987 6 0.245 0.736
7 0.104 0.889 7 0.585 0.493
8 -0.042 0.967 8 0.847 0.410
9 0.271 0.845 9 1.941 0.133

lag = 4



- 27 -

부록 2.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근로소득의 파급효과 – 분위수 

조정

  본문에서는 16페이지의 [그림 6]과 같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 재산·사업·근로소득의 평균을 추출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여기에 전체소득을 5구간으로도 나누고, 구간별 사업·근로소득의 평균을 구하여 

이자율충격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식 (1)에 적합시켜 추가로 분

석하였다. 이 경우 하위 20%(1분위 및 2분위) 소득의 평균이 1구간 소득이 되며, 상

위 20%(9분위 및 10분위) 소득의 평균이 5구간 소득이 된다. 

  분석결과, 사업소득의 경우 p=6에서 양(+)의 이자율충격이 상위소득(4구간 및 5

구간)에 미치는 음(-)의 충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5에서는 양

(+)의 이자율충격이 5구간 소득에 미치는 음(-)의 충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p=5, 6 모두에서 양(+)의 이자율충격이 

하위소득(1구간 및 2구간)에 미치는 음(-)의 충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1구간 소득의 경우, 3분기 이후부터 누적된 이자율충격이 근로소득에 음(-)

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 5구간 기준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소득의 누적동학승수

[표 9] 5구간 기준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lag = 5 lag = 6

lag = 5 lag = 6
구간 coefficients(%p) p-value 구간 coefficients(%p) p-value

1 -1.952 0.567 1 -1.283 0.711
2 1.060 0.587 2 1.415 0.500
3 -1.360 0.512 3 -0.067 0.979
4 -4.113 0.013 4 -4.660 0.014
5 -0.632 0.769 5 -3.233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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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5구간 기준 이자율충격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비고 : 파란 실선 – 1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황색 실선 – 5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파란 점선 – 1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황색 점선 – 5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그림 16] 5구간 기준 이자율충격에 따른 근로소득의 누적동학승수

[표 10] 5구간 기준 이자율충격에 따른 근로소득의 누적동학승수 및 p-value

lag = 5 lag = 6

lag = 5 lag = 6

lag = 5 lag = 6
구간 coefficients(%p) p-value 구간 coefficients(%p) p-value

1 -3.680 0.208 1 -4.981 0.136
2 -2.788 0.058 2 -3.130 0.101
3 -0.898 0.488 3 -1.429 0.270
4 -0.650 0.573 4 0.104 0.937
5 -0.247 0.894 5 1.952 0.457



- 29 -

[그림 17] 5구간 기준 이자율충격에 따른 근로소득의 소득시차별 누적동학승수

 비고 : 파란 실선 – 1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황색 실선 – 5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파란 점선 – 1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황색 점선 – 5구간 소득 누적동학승수 ± 1표준오차

lag = 5 la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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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entral banks of each country including 

South Korea, have used sizeable monetary stimulus to recover from both 

financial and real economic slump. A monetary stimulus can influence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via various channels, such as asset revaluation due to 

real interest rate change, unexpected inflation, and heterogeneity in earning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redistribution of the South 

Korean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o Korean household income, by using 

the quantile regression model. By utilizing the quarterly Korean household 

income data and the Bank of Korea base rate, we focused on the empirical 

impact of quantile of household income due to the interest rate shock.

  The main result i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household income due to 

positive interest rate shock is larger in the lower income class, rather than 

the upper income class. Thus,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would  

deteriorate, if positive interest rate shock occurs. Furthermore, if positive 

interest rate shock occurs, work income in the lower income class is 

significantly affected negatively, and business income in the higher income 

class is significantly affected negatively. Property income, which accounts 

for lower than 1% of the Korean household income, has no effect on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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