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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하여 미국 통화정책의 충격이 한국 내 

위험추구경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위험추구경로 이론에 

의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실물 부문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때 정책금리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 대외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한국 내 경제 주체들의 위험 인식 수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추구행위를 주식 시장과 은행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은행의 경우 여러 위험지표를 선택하여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회피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미국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될 경우에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은행 부문의 경우,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영향이 

유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리 충격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들에 대해 위험추구경로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통화정책 충격, 위험추구경로, SVAR,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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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된 미국 

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저금리로 대표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을 떠안고 투자를 감행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미 연준(FRB)은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금리의 인하는 경제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수요를 

진작시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낮춘다. 경제 내의 변동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변화하게 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이 생겨나게 된다.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통화정책이 경제 주체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실물 부문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미 연준은 실물 경기의 급격한 수축과 금융 

불안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활용하였다.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양적 완화라 불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로금리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금융기관들의 위험 인식 수준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위험추구경로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추구 변화를 

분석한다. 한국은 자본 유출입이 빈번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대국(Large Economy)이 주는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과거 기간동안 한국-미국간 금융통합 정도가 심화되고 국내 

금융시장과 미국의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현저해졌다는 사실은 미국의 



 

- 2 - 

 

통화정책이 한국 금융시장에 이전보다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구조적 VAR(SVAR)모형을 통해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를 위험추구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과 은행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부문의 위험추구 성향을 측정하는 변수로 주식시장은 

위험회피수준과 불확실성을 나타내주는 VKOSPI라는 단일 지표를 사용한데 반해, 

은행 부문의 위험도는 다양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험추구경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개관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쓰인 자료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모형 

및 추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5장은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을 논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는 Borio and Zhu(2008)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Borio and Zhu(2008)는 통화정책과 경제주체의 위험 인식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정책금리의 변화가 시장참여자의 위험 수용 정도에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 내 위험추구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더 많은 위험을 수용하도록 하며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 증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Bekaert et al(2013)은 위험추구경로의 작동 여부를 미국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S&P 500 지수옵션 가격을 토대로 미래 기대 변동성을 

산출한 VIX지수를 순수한 불확실성과 위험회피도의 두 요소로 분해하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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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위험 추구 정도를 추정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조적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음의 금리 충격 발생 시 중기적으로 위험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의 금리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 부문에 주목하여 위험추구경로를 분석한 논문으로 Gambacorta(2009), 

Altunbas et al(2010), Bruno and Shin(2014) 그리고 Angeloni et al(2015)이 

있다. 

 

 Gambacorta(2009)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 정책금리의 

추이와 미국 은행들의 여러 위험지표들을 살펴보고, 은행 위험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도예측확률(EDF)을 은행의 위험지표로 설정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Gambacorta(2009)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중립적이지 않으며 

통화당국이 시장참여자들의 위험추구 유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ltunbas el al(2010)은 통화정책에 의해 유발된 과도한 유동성이 2가지 경로를 

통해 은행들의 위험 포지션을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먼저, 낮은 금리는 은행의 

재무상태 상으로부터 측정된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낮은 금리는 수익성과 

자금조달비용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은행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화정책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이 

은행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Bruno and Shin(2014)에 따르면 은행 레버리지는 통화정책에 따른 은행 부문의 

위험추구행위에 의해 조정되며 이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의 핵심이 된다고 말한다. 

축차형 VAR 분석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은 VIX지수로 대변되는 변동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의 레버리지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Bruno 

and Shin(2014)은 은행 간의 국제적 자본 흐름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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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는 것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했다. 미 연준의 연방기금금리에 양(+)의 

충격이 가해지면 은행의 레버리지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된 레버리지로 인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자본흐름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은행 레버리지 

효과는 환율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분석의 요지이다.  

 

 Angeloni et al(2015)은 통화정책이 은행 위험에 미치는 효과로 위험추구경로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화정책의 충격이 은행의 자금조달 위험과 대출 

위험 그리고 은행 주가지수로 대변되는 총 위험을 VAR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이론적 모형에 자금조달 측면에 위험추구성향이 구체화된 

은행 부문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확장적 통화정책이 일관되게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 

 

 위험추구경로를 분석한 국내 논문으로 윤재호(2012), Kim(2014), 최민지(2016), 

유인영(2016)이 있다.  

 먼저, 윤재호(2012)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비전통적 파급경로인 신고전학파 

파급경로와 신용경로 그리고 위험추구경로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화정책 파급경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그 유효성이 변동하게 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현 경제 상황 하에서는 신용경로와 위험추구경로와 같은 비전통적 

파급경로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Kim(2014)은 은행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통화정책과 위험추구행위 간의 

상호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내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의 

CDS 프리미엄을 은행의 위험추구 대리변수로 사용한 이 논문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CDS 프리미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했다. 

 

 유인영(2016) 역시 은행 부문을 대상으로 국내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위험추구경로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은행의 위험추구 대리변수로 

고정이하여신비율(Non-Performing Loan; NPL)과 Z-score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인 은행의 범위도 국내 은행으로 넓혀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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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위험 대리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Z-score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지(2016)은 VKOSPI지수를 이용하여 위험추구행위를 분석하였다. Bekaert 

el al(2013)의 경우와 유사하게 VKOSPI지수를 순수한 불확실성과 위험회피도의 

두 변수로 분해한 뒤, 국내 시장금리와 위험추구행위와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국내 금리의 변화는 Bekaert el al(2013)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중기적으로 위험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모형 설명 

 

 

3.1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 모형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대외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적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Sims(1980)에 의해 계량분석 수단으로 소개된 VAR 모형은 다변량 시계열 

모형으로 각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과거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 VAR 모형은 

시계열 분석과 회귀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충격 반응 분석과 분산 분해와 같은 

유용한 분석 체계를 제공한다. 구조적 VAR 모형은 이러한 VAR 모형의 장점을 

포함하면서 변수들 간의 동시적 관계(Contemporaneous relationship)를 고려할 

수 있고 충격반응함수의 직접적인 경제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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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VAR 모형은 그 자체로 추정될 수 없기에 축약형(Reduced Form) VAR 

모형으로 추정한 후 특정한 제약을 부과하여 구조적 VAR 모형을 복원하고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는 과정을 거쳐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해 낼 수 있게 된다.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을 위해서 다양한 제약이 부과되는 데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촐레스키 분할(Cholesky Decomposition)에 의한 축차적 구조의 제약이다. 본 

논문에서도 이 축차적 구조를 갖는 단기 무영향 제약을 사용하여 통화정책을 

식별해내었다.  

 구조적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B L yt =  εt, 

 E εtεt
′  = Ω 

 

 여기서 yt는 모형에서 고려하는 변수 벡터, L은 시차연산자(Lag Operator)로 

B L 은 L에 대한 시차다항식에 해당하며 B(0)은 당기 계수행렬 B0이다. εt는 

구조충격 벡터에 해당한다.  

 한편, 축약형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yt = A L yt−1 + et 

 E etet
′  =  Σ 

  

 A L 은 축약형 VAR 모형의 시차변수 계수행렬이며 et는 축약형 모형의 오차 

벡터이다. 축약형 VAR 모형과 구조적 VAR 모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 L =  −B0
−1B0(L) 

 εt = B0et 

 Σ = B0
−1ΩB0

−1 

 

이 축약형 모형을 추정하여 얻는 A(L) 과 Σ 의 추정되는 계수의 수는 각각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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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와 
n× (n+1)

2
개이다. 반면, 구조적 VAR 모형의 모수는 B L , Ω 에서 각각 n2, 

(n × n × p), n개로 축약형에서 추정되는 계수보다 
n× (n+1)

2
개 많다. 따라서 구조적 

VAR 모형의 복원을 위해서는 
n× (n+1)

2
개의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하게 되며, 당기 

계수행렬인 B0의 대각원소를 1로 정규화하게 되면 
n× (n−1)

2
개의 제약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축약형 VAR 모형에서 구조적 VAR 모형을 복원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촐레스키 

분할을 활용하여 당기 계수 행렬 B0에 축차적 단기 무영향 제약을 주었다.  이처럼 

축차적 영(零)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변수 간 인과사슬(Casaul Chain)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의 변수 배열은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1996, 1999, 이하 CEE)와 Kim(2001)의 VAR 모형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변수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𝑦𝑡  = [ 𝐼𝑃∗  𝐶𝑃𝐼∗  𝑃𝑃𝐼∗  𝐹𝐹𝑅∗  𝑁𝐵𝑅∗  𝐼𝑃  𝐶𝑃𝐼  𝐶𝑅  𝑅𝑖𝑠𝑘 ]  

 

 모형에 포함한 변수는 미국과 국내 산업생산지수( 𝐼𝑃 )와 소비자 물가지수(𝐶𝑃𝐼 )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𝑃𝑃𝐼), 미국 비차입지불준비금(𝑁𝐵𝑅), 미국 연방기금 

금리(𝐹𝐹𝑅), 한국의 콜 금리(𝐶𝑅)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추구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𝑅𝑖𝑠𝑘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첨자 ∗ 가 포함된 변수는 미국 변수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변수는 국내 변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변수 배열은 외생성이 높은 순서로 변수 벡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축차적 제약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변수 벡터 중 가장 먼저 위치하는 변수는 그 

다음에 위치하는 다른 변수들에 당기에 동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즉, 모형 내에서 내생적인 변수일수록 변수 

벡터 yt 의 하단에 위치하게 되며, 상단에 위치한 변수들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본 VAR 모형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 변수는 미국 연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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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FFR)로 통화정책의 변화는 실물 변수인 산업생산지수 및 2가지의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이들 변수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또 통화정책의 변화가 저속변수에 해당하는 산업생산지수와 물가지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국 변수를 국내 변수에 대해 선행하도록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VAR 모형에서는 미국 산업생산지수가 

가장 외생적이라고 보고 산업생산지수가 가장 먼저 위치하게 되고 다음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가 위치하며 미국 기준금리가 그 다음으로 

위치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는 미국 내 비차입지불준비금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의 변수 다음에 배치되는 국내 변수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생산지수가 선행한 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위치하며 그 다음으로 한국 

통화정책 변수인 콜 금리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VAR 모형의 시차는 월별 자료를 사용한 모형과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모형 

모두 2시차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통상적으로 VAR 모형의 최적 시차를 

결정함에 있어 AIC, SBIC, HQIC 등의 다양한 정보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모형의 변수들을 가지고 최적시차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정보기준 간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분기 자료를 사용하는 모형의 경우 너무 많은 시차를 

포함시킬 경우 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월별 및 분기 자료의 모형 모두 2시차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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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료 

 

 

 본 논문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 수용에 대한 

동태적 상관관계의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모형의 설정을 위해 미국 산업생산지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연방기금 금리, 미국 비차입지불준비금, 한국 

산업생산지수,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한국 콜 금리, 국내 금융시장 위험추구 

대리변수의 총 9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중 연방기금 금리와 국내 금융시장 

위험추구 대리변수는 본 논문이 목적으로 하는 실증분석의 주요 변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미국 통화정책 변수 외에도 국내 통화정책 대리 변수, 국내 및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각 국의 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월별 자료와 분기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기간은 VKOSPI가 

산출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3년 1월(1분기)부터 2015년 6월(2분기)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1. Shadow Rate 

 

 기존 연구에서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 Rate; FFR)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기초적이고 직관적인 지표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미 연준의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은 

연방기금 금리를 0%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하시켰으며, 제로금리에 다다른 

이후에도 미 연준은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은 금융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갖는 제로금리 제약(Zero Lower Bound) 하에서 기존의 통화정책 지표인 연방기금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Shadow 

Rate은 제로금리의 제약없이 마이너스(-) 값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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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상황 하에서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Fed Fund Rate와 Shadow Rate 추이

 

 자료 : Atlanta FRB 

 

 [그림 1]은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Shadow Rate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연방기금금리는 제로 수준에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Shadow Rate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미 연준이 지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Shadow Rate은 Black(1995)1)가 처음 제안하였으며, 본고에서는 Wu and 

Xia(2014)에서 고안된 방법으로 추정된 Shadow Rate를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2)  

 

4.2 VKOSPI 

 

 변동성지수는 옵션가격에 내재된 미래 기초자산(주가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로, 옵션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주가 변동 가능성을 측정한 시장의 

                                           

1) Black(1995). Interest Rates as Options. 

2) Wu and Xia(2014)의 논문 'Measuring the Macroeconomics Impact of Monetary Policy at the 

Zero Lower Bound'에서 short-term shadow rate 추정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Shadow Rate의 

데이터는 논문 저자 Wu의 사이트 또는 Atlanta FR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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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값이라 할 수 있다. 즉, 미래 시장 상황의 변동 위험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3)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CBOE)에서 처음으로 

산출되기 시작한 변동성 지수인 VIX지수는 이른바 공포지수4)라고 불린다. VIX 

지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여 금융시장 내 위험 회피 정도와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불안정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한국 주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변동성 지수 VKOSPI를 개발하여 2009년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그림2] KOSPI200과 VKOSPI

 
 자료 : KRX 

 

 [그림2]는 분석기간동안 KOSPI200 지수와 VKOSPI의 일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KOSPI200 옵션시장에 상장된 옵션 가격을 토대로 산출되는 VKOSPI는 

기초자산인 KOSPI200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후, VKOSPI가 가장 높은 지수인 89.3으로 치솟았고 

이후 위기 관리기간동안 VKOSPI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점에서 

VKOSPI가 한국 주식시장의 불안정 정도를 잘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 VKOSPI는 주식시장의 위험추구행위를 

                                           

3) 최훈철,한석호(2009). 변동성지수(VKOSPI) 해설 및 실증분석. 

4) Whaley(2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3-01 2006-01 2009-01 2012-01 2015-01

KOSPI200

VKOSPI



 

- 12 -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4.3 은행 위험추구 대리변수 

 

 은행의 위험추구 변수의 경우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를 다수 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을 측정하는 변수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논문들에 다양한 변수가 채택되어 연구되었다는 점과 

은행의 위험추구 정도가 은행 내외부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위험추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자산위험도, Z-score의 4개 변수를 활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1] 은행 위험추구 대리변수 요약 

변수 정의 비고 

고정이하여신비율 

(Non-Performing 

Loan) 

고정이하여신비율/총여신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을 나타내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예대율 

(Loan-Debt Ratio)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은행의 오버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 

위험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산위험도 

(Asset Risk) 
위험가중자산/총자산 

국제결제은행에 기준에 의거하여 은행 자산의 위

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Z-score Z ≡  
CAR +  μROA

σROA
 

은행의 재무정보로부터 은행의 지급불가능 위험을 

측정한다. 낮은 값일수록 은행의 도산 확률이 

커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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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이 고정이하여신에 해당하며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NPL)이라고도 한다. 고정이하여신이 많은 은행일수록 자산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논문에서 은행의 위험추구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이 

이전보다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분석 변수로 

포함시켰다. 

 
[그림3]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자료 : KOSIS 

 

4.3.2 예대율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지표임에도 은행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자주 

활용된다. 은행의 자산 구성에 대한 단서로 평가되며 은행의 환금성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예대율은 예금 수신 외 은행의 자금조달 재원인 

시장성수신의 비중과도 관련된다. 예대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금융시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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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을 증가시켜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4] 예대율 추이 

 
 자료 : KOSIS 

 

 위험추구경로의 관점에서 볼 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지속되면 은행은 보유한 예금잔액 대비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 

또는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완화되고 예금수신과 시장성 수신과의 자금조달비용 

차이가 줄어들어 시장성 수신을 활용하여 대출을 늘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성 수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을 가져온 원인이기도 

하며(강종구(2010)) 적정 수준을 넘어선 예대율은 은행 경영의 불안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대율을 은행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선택하였다. 

 

4.3.3 자산위험도 

 

 성지민, 박창균(2016)은 기존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여신증가율과 

같은 변수들이 은행의 위험도를 측정하기에는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위험추구지표인 자산위험도(Asset Risk, AR)을 제안하였다. 

자산위험도는 은행의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 RWA)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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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RWAt

Total Assett
 

 

 위험가중자산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공통된 기준에 의거하여 개별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합산한 자산으로,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은행의 위험추구 의도를 사전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성지윤,박창균(2016))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험가중자산을 활용한 

자산위험도가 은행의 위험추구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위험추구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4.3.4 Z-score 

 

 또 다른 변수 Z-score는 개별은행의 재무정보로부터 은행의 부도위험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앞서 언급한 은행 자산위험도가 은행의 자산 위험을 

반영한다면, Z-score는 은행의 지급불능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Z-score는 

Roy(1952)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은행의 위험도에 관한 많은 

논문들에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Z-scor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roa ≤ −car  ≤ Z−2  , where  Z ≡  
car + μroa

σroa
 > 0  

 

여기서 car 은 자기자본비율  =
Equity

Asset
 이며 μroa ,σroa 는 각각 총자산수익률  ROA =

Return

Asset
 의 평균, 표준편차에 해당한다. Z-score는 은행의 도산 확률을 순손실이 

자본금보다 클 확률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Z-score가 커질수록 은행의 

도산 위험은 낮아지고 반대로 작아질수록 은행의 도산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총자산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함에 있어 논문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Yeyati and Micco(2007)의 방법을 사용하여 당기 

이전 3년(12분기) 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총자산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자기자본비율은 당기의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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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자산위험도(AR)와 Z-score의 추이 

 자료 : KRX, FISIS 

 

 은행별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상의 은행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에는 국내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외환)과 지방 

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그리고 특수은행 중 중소기업은행5)으로 

총 14개의 은행이 포함되었다. 

 

4.4 무담보 콜금리 

 

 국내 통화정책의 변수로는 무담보 콜금리를 사용하였다. 콜금리는 시장금리의 

기초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에 수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파악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통화정책과 위험추구행위간의 분명한 

상관성이 드러나는 바, 본고에서는 콜금리를 국내 통화정책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의 전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5)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특수은행이지만 예금수신이 가능하고 업무도 다른 일반은행과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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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콜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4.5 기타 변수 

 

 미국과 국내 산업생산지수(실질GDP)는 분석 기간동안의 미국과 국내의 경기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Bekeart et al(2013)은 미국 내 위험추구경로를 

실증분석하면서 통화정책과 경제주체들의 위험 태도가 경기 변동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경기 변동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누락 변수의 

문제(Omitted Variable Bias)를 해결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고의 실증분석에도 

경기 변동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실질GDP)를 모형 내 설명 변수로 포함하였다. 

미국 및 국내 산업생산지수는 GDP의 대리변수로써 월별로 발표되므로 단기적인 

경제 동향을 살피는데 유용한 변수이다. 따라서 월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계절조정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하였다. 반면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원래대로 실질GDP를 사용하였으며 역시 계절조정된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 내에 포함된 미국과 국내의 물가지수와 미국 비차입지불준비금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 통화정책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앞 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이와 같은 변수가 포함된 것은 CEE(1996, 1999)와 

Kim(2001)의 변수 구조를 참고한 것인데, 김소영(2007)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조는 통화 당국이 기준 금리를 정할 때 과거의 실질소득, 물가, 생산자 가격, 

지불준비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CEE(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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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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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에는 7개의 변수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식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Kim(2001)의 기본 식별 구조를 따라 좀 더 축소된 형태의 변수 구조를 

사용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절조정이 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방기금 금리와 콜 금리의 이자율 변수와 미국 비차입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한 뒤 분석하였다. 

 

 

 

 

제 5 장 실증분석 
 

 

5.1 충격 반응 분석 (Impulse Response Analysis)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구조적 VAR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충격 반응 

결과를 분석한다. 각 절에 위치한 충격 반응 함수는 충격 후 일정한 기간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며, 90% 신뢰 구간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500회 

반복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통화정책 충격이 제대로 식별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추구 대리변수를 제외하고 통화정책 식별을 위한 

변수들로만 변수 벡터를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6).  

 

  1     yt =   IP∗  CPI∗  PPI∗  FFR  NBR  IP CPI CR  

  

                                           

6)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 월별 자료를 사용한 충격 반응과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충격 

반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월별 자료만 사용한 분석만 본문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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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기본 모형의 충격 반응 

(1) 미국 기준금리 충격에 따른 미국 내 충격 반응 

 
 

(2) 콜 금리 충격에 따른 국내 충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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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의 (1)은 미국 기준금리 충격에 따른 미국 내 충격반응을 보여준다. 

[그림7]의 (2)는 콜 금리 충격에 따른 국내 변수의 충격반응이다.  

 (1)에서 나타난 충격반응으로 볼 때, 미국 기준금리의 1표준편차 충격에 따라 

초기에 산업생산지수( IP∗ )가 상승한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가 초기에 

상승하는 물가 퍼즐(Price Puzzle) 현상을 볼 수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보다 직관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물가 퍼즐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1차상품가격과 같은 가격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이와 같은 물가 퍼즐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물가 퍼즐 현상이 확실하게 완화되진 못하였지만 그 확률 구간이 상당히 넓다는 

점과 통화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 비차입지불준비금의 충격반응이 충격 

직후부터 음(-)의 값이 지속된다는 점으로 보아 본 모형에서 미국 기준금리 

충격을 어느 정도 외생적인 통화정책 충격으로 잘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면, (2)에서 나타난 국내 충격반응에서는 산업생산지수( IP )와 소비자 

물가지수(CPI)만으로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식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콜 금리가 증가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지수는 충격 직후 

단기간의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충격 이후 

지속적으로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여 국내의 통화정책 충격은 물가 퍼즐 

현상없이 잘 식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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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VKOSPI의 충격 반응 

 

 VKOSPI가 포함된 모형의 경우,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KOSPI는 

일별로 발표되기에 일별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아래의 충격반응함수는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확률구간은 90%이며 15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도출되었다. 

 

 2      yt =   IP∗  CPI∗  PPI∗   FFR   NBR∗   IP   CPI   CR   VKOSPI   

 

[그림 8] VKOSPI 가 포함된 모형의 미국 기준금리 충격반응 

 
 

 [그림8]는 미국 기준금리 충격에 따른 미국 내 변수 및 VKOSPI 변수의 

50기까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에 양(+)의 1표준편차 충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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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질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충격 직후 

VKOSPI는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며 충격 이후 2개월에 가장 큰 값인 

0.01877을 기록한다. 이 증가세는 충격 후 3개월부터 반전되어 이후 8개월까지 

감소하나 9개월째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충격반응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 통화정책의 충격이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유의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본 실증분석의 

목적인 위험추구경로에 따라 해석해보자면, 미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중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대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9] VKOSPI가 포함된 모형의 콜 금리 충격반응 

 
 

 [그림9]는 국내 콜 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콜 금리에 

양(+) 1표준편차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충격반응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충격반응함수으로 볼 때, 

국내 통화정책의 위험추구경로를 분석한 최민지(2016)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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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해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2 은행 위험추구 대리변수의 충격 반응 

 

 본 절에서는 은행 부문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은행의 재무정보는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은행 변수들을 제외한 여타 변수들을 

분기 주기의 값으로 변환하였다. VKOSPI가 포함된 분석에서는 월별로 산출되는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하였으나, 은행 부문의 분석에서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실질GDP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1.2.1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포함된 모형의 경우 

 

 3     yt =   RGDP∗  CPI∗  PPI∗   FFR   NBR∗   RGDP   CPI   CR   NPL   

 

[그림10]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포함된 모형의 미국 기준금리 충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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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0]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이 포함된 구조적 VAR 모형의 결과로 

도출된 충격반응함수이다. 미국 기준금리에 양(+)의 1표준편차 충격이 주어질 때,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감소세는 충격 후 

4분기까지 이어진다. 10분기에 가까워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충격 반응과 그 

확률 구간이 0의 주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10분기에 다다라서는 충격에 따른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이 단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11]은 국내 콜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콜금리 

충격에 대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반응은 그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충격 직후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 값을 가지나 그 확률 

구간이 넓은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분기 이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반응이 충격 후 20기까지 0의 값 주변에서 선회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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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포함된 모형의 콜금리 충격반응 

 
 

5.2.3.2 예대율이 포함된 모형의 경우 

 

 은행의 예대율이 포함된 모형을 가지고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분석을 

진행해보았다. 

 

 4     yt =   RGDP∗  CPI∗  PPI∗   FFR   NBR∗   RGDP   CPI   CR   LDR   

 

[그림 12] 예대율이 포함된 모형의 미국 기준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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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대율을 포함한 충격반응분석에서 미국의 긴축적 금리 충격이 장기간 예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에 따르면 예대율은 충격 후 5분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대율이 은행의 위험지표라는 점에서 이는 위험추구경로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의 

예대율은 감소해야 위험추구경로의 관점에서 보다 직관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에 양(+)의 1표준편차 충격 반응에서 국내 은행의 예대율의 

증가하며 10분기가 지나서야 음(-)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국내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보다는 다른 파급효과가 더 지배적이어서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국내 콜 금리의 충격에 대해 예대율의 반응은 [그림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 금리에 양(+)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예대율은 즉각적으로 양(+)의 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 미국 기준금리 충격과 달리 콜 금리에 충격에 가해지면 

위험추구경로 가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은행이 위험을 기피하게 되면서 예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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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예대율이 포함된 모형의 콜 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 

 
 

4.2.3.1 자산위험도(AR)이 포함된 모형의 경우 

 

 본문의 모형에 은행의 자산위험도를 포함하여 충격 반응 분석을 진행하였다. 

 

 5      yt =   RGDP∗  CPI∗  PPI∗   FFR   NBR∗   RGDP   CPI   CR   AR   

 

 [그림14] 자산위험도가 포함된 모형의 기준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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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은 미국 기준금리 충격에 대한 은행의 자산위험도(AR)의 반응에 

해당한다. 은행의 자산위험도는 미국 기준금리에 양(+)의 충격이 가해진 직후에는 

음(-)의 값을 갖지만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9분기까지 0보다 큰 값을 

지속한다. 위험추구경로에 따르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경제 주체의 위험 

회피수준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은행의 자산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하므로 은행의 자산위험도는 통화정책의 충격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충격반응은 위험추구경로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증가하면 은행들의 자산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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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자산위험도가 포함된 모형의 콜 금리 충격반응 

 

 
 

 [그림15]은 양(+)의 콜금리 충격에 대한 은행 자산위험도의 반응을 포함한 

충격반응이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충격 후 5분기 이전에 나타나는 자산위험도 

반응은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하는 등 충격에 따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은행의 자산위험도가 충격 후 20기까지의 기간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의 자산위험도로 미루어 볼 때, 국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국내 은행이 위험 추구성향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2.2 Z-score가 포함된 모형의 경우 

 

 6      yt =   RGDP∗  CPI∗  PPI∗   FFR   NBR∗   RGDP   CPI   CR   ZS   

 

은행 위험추구 대리변수로 Z-score가 포함된 구조적 VAR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충격반응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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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Z-score가 포함된 모형의 미국 기준금리 충격반응 

 

 
 

 Z-score가 낮을수록 은행의 부도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은행 부문을 

통해서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한다면 기준금리의 충격에 대해 Z-score의 반응이 

정의 관계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그림16]에서는 기준금리에 양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Z-score의 반응이 충격 직후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확률 구간이 상당히 넓다. 반응 값 역시 0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어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Z-score가 위험추구성향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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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Z-score가 포함된 모형의 콜 금리 충격반응 

 

 
 

 콜 금리 충격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금리 충격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림17]에 

따르면 콜 금리에 양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Z-score는 충격 후 긴 기간을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충격 직후 Z-score은 즉각적으로 증가하며 

5분기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 반응을 보인다. Z-score의 지표로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을 추적하는 경우 국내 콜 금리에 음(-) 충격이 가해진다면 은행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주식시장 투자자의 위험회피수준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VKOSPI 지수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추구경로의 관점에서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위험추구행위가 강화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은행 부문의 여러 위험추구 지표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모든 위험추구 지표에서 뚜렷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인 콜 금리 충격에서도 국내 은행의 위험추구 지표는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는 서지용(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서지용(2012)은 저금리의 지속이 은행의 고위험 부담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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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국내 은행 부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분석의 결과와 

방향을 같이 한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VAR모형을 활용하여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추구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국내 

금융시장의 주식시장과 은행을 대상으로 각 부문의 위험추구성향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주식시장 내에서는 

변동성이 유의하게 하락하며 20개월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수준에 영향을 주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은행 부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위험추구경로 가설에 입각한 뚜렷한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체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충격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위험추구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콜 

금리 충격에 대해서는 변수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위험추구 행위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당국의 규제나 은행 내부의 정책, 그리고 은행의 리스크에 

대한 성향 등 많은 요인들이 은행의 행위에 제한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이 보다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 보완이 필요한 점이라 하겠다. 

 부분적이나마 국내의 통화정책은 물론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수준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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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 수준의 변화 역시 본 연구를 통해 예고되는 바, 

해외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국내 금융감독의 강화, 건전성 정책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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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U.S. Monetary Policy Shock  

on Financial Market in Korea 

: Focused on Risk-taking Channel 

 

Min, Hae Kyung 

Departmen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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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for financial market in Korea, focusing on Risk-taking channel which is a one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the Structural VAR(SVAR) model to identify U.S. monetary policy shocks and 

employs monthly and quaterly time series data from 2003 to 2015.  The main 

findings from SVA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crease in the 

Federal Fund Rate(FFR) results in higher risk-taking behavior in stock 

market in Korea. It means that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tance affects 

the economic agents to take more risks by influencing those risk aversion. In 

the analysis of the banking sector in Korea, however, impact of FFR is not 

large. In the other words, risk-taking behavior of banking sector in Korea 

limitedly responds to U.S. monetary policy shock to in terms of Risk-tak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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