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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머 리 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 등으로 크게 달라진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1년 12월「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을 처음 발간한 바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일반적인 목적과 실제 운영에
대해 이론적 논의보다는 통화정책 실무자들이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한 책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된 것입니다.
책자 발간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기본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4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정책운영의 독립성이 일층 강화되었고 중기 물가
목표가 도입되었습니다.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시장친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정책운영 경험이 보다 축적
되었으며 정책수단도 여러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책자의 기본골격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금번 수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앞으로도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필을 담당한 정책협력팀 직원들과 자료 제공 및 보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2월

정책기획국장 이 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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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목표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금본위제도(gold standard)1)하에서 통화정책의 주된 역할은 금의 유출
입에 따라 발생하는 대외불균형, 다시 말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
다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 통화의 방만
한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직접 경
험하고부터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과정과 1960년대의 세계적인 호황, 그리고 1970년대의 극
심한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은 완전고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의 달성으로 규정한 1977년의 개정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과 연방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목적을 나열한 1978년의 Humphrey-Hawkins법2)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
지고 실제 여러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최근에는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주요 관
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결국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두
가지를 통화정책의 목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금본위제도는 화폐가치의 기준을 '金'에 연동시키고, 금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며 화폐(예금 포함) 소지자
는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중앙은행에서 金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제도이다. 17세기 유럽에서 도입되기 시작
한 이 제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절정기를 맞았다. 금본위제도에서는 화폐 공급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통화를 과도히 발행하는 것이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2)「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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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목표

물 가 안 정

경제의

제1절

금 융 안 정

안정적

성장

물가안정

화폐의 발행이 금이나 다른 실물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관리통화제도하에서는 화
폐의 독점적 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 다시 말해 물가를 안정시키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소비, 저축, 투자, 생산 등 경제 전반
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통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오직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1. 물가안정의 중요성
물가가 안정된다고 자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하려면 반드시 물가안정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3) 이러한 논의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3) 다시 말해 물가안정은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제1절 물가안정

5

인플레이션의 비용
인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 비용은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상했느냐,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어느 경우든 모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에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은 크
게 줄어든다. 앞으로 1년 동안 5%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어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자금
을 貸借할 때, 그리고 소비나 투자를 할 때 이를 반영했는데 이후 1년간 실제 인플레이션이
5%이었다면 그 의사결정은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4)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사람들은 가능한 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만큼 현금의 가치가 낮아져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짐에 따라 현금보다는 인
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금리 상승으로 더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의 비중을 크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현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더 자주 은행
에서 현금을 찾아야 하며, 끊임없이 현금과 예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절해야 한다. 은
행을 자주 방문하거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것도 일종의 비용인데 이를 흔히 신발이
닳아서 생기는 비용(shoe leather cost)이라 한다.
둘째,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경제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세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실행하는 행정적∙사무적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비용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목기준으로 결정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때마다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무척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기업과 상인들은 물가상승에 맞추어 가격표를 자주 바꾸어야 한다. 가격변화에 대
한 정보수집과 가격표를 교체하는 데서도 비용(menu cost)이 발생하는 것이다.
4)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은 명목개념이 아닌 실질개념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예상할 수 있다면 물가변
동에 따른 실질변수의 변화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실질변수만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여러 정황을 보아 실질임금이 3% 상승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예상 물가상승률 5%를 더해 명목임금을
8% 인상할 것인데, 사후적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5%가 되면 실질임금도 3% 상승한 것이 되므로 당초의 의사결정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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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비용 )
이 경우의 폐해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린다. 오늘의 1,000원이 1년 후에 불과
100원의 가치밖에 없다면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유리해져 경제가 과도한 채무의존형으로
바뀌고 기업들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행태를 보이게 된다. 1997년말 외환위기의 한 원인
이 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은 1960년대 이후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해 왔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매우 불리해져 재산
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가장 큰 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커진다. 불확실성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을 단기적
관점(short-termism)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 자신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
르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기 어려우며, 자산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불투명하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장기보다는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된다. 또한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 미
래의 불확실성을 보상받기 위해 과도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면 차입자의 실질적인 자
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이며 사람들은 금융상품보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부동산투기가 만연될 가능성도 커진다.
셋째, 시장경제에서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모
든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예측할 경우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으나 경제주체들
이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 기대를 가지게 되면 상대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원배
분의 효율성도 저하된다. 예를 들어 A財와 B財의 가격이 각각 10원, 100원이라고 하자.
모든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똑 같이 10%라고 예상하면 A財와 B財의 절대가격은
각각 11원 및 110원으로 상승하겠지만 상대가격은 여전히 1:10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
나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A財를 생산하는 사람의 기대인플레이션
은 5%이고 B財를 생산하는 사람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5%라고 한다면 A財의 절대가격은
10.5원, B財의 절대가격은 115원이 되어 B財의 상대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시장
에서는 A財가 과소 생산되고 B財가 과대 생산된다.5) 이러한 현상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
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5) 물론 A財를 생산하는 사람은 A財의 절대가격 상승(5%)을 상대가격 변화로 잘못 인식하여 A財의 생산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 때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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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비용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 실질잔고 유지비용
(shoe leather cost)

◇ 채권∙채무가치의
자의적 재배분

◇ 세제, 임금 등의
조정비용

◇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

◇ 가격표 교체비용
(menu cost)

◇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

�
경제의 효율성 저하

┃ 참고 1-1┃┃

인플레이션의 폐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소득이 넉넉하지
못한 서민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은 실질 생활수준을 낮추는 위협요인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개별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체로도 적지 않은 폐해를 가져온다. 프리드만(M. Friedman)
은 그의 저서‘Money Mischief(1994)’
에서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제때에 치유하지 못하면 심
할 경우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케인즈(J. Keynes)도“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
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인플레이션의 해악
을 역설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독일에서 발생한 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은 러시
아에서는 공산주의가,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장개석의 국민
당이 지배한 지역의 물가가 1947~49년의 2년 동안 폭등하여 중국공산당의 권력장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산화 이후 모택동은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인플레이션 퇴치에 성공함으로써 신생정권의 기반을 굳히는
데 성공하였다. 브라질도 1954년 인플레이션율이 연 100%에 이르렀을 때 군사정권이 등장하였고 19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과 1976년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 정권이 군부에 의해 전복된 것도 극심
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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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의 비용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디플
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그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990년대초 이후 일본
의 장기불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못지 않게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폐해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인플레이
션은 그것이 예상된 것일 경우 명목금리와 1:1의 대응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6) 수준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명목금리가 제로(0) 수
준 가까이 떨어지게 되며 이 경우 명목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질
금리가 높아지고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된다.7) 디플레이션으로 명
목금리가 제로에 접근할 경우 사람들은 구태여 현금을 은행에 저축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시중에는 자금이 잘 돌지 않게 된다. 또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향후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는 소비지출을 뒤로 미루고 이로 인해 디플레
이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둘째,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고용주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목임금을 삭감해야
만 실질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는 것은 근
로자의 반발 때문에 매우 어렵다.8)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고용 및 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디플레이션은 명목금액으로 표시된 채무의 실질가치를 높인다. 이 경우 외부차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로 신용경색을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또

6) 명목금리(in) = 실질금리(ir) + 기대인플레이션율(πe)
7) 경제내 자본생산성 및 현금선호도 등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2% 수준이고 초기 인플레이션율이 3%라고 하면 이때의
명목금리는 5%가 된다. 단기적으로 실질금리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2%까지 변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명목금리도 5%에서 0%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명목금리가 0%까지 하락한 수준에서 디플
레이션이 계속되면 실질금리는 상승한다.
(%)
실질금리(A)

2

2

2

2

-2

인플레이션율(B)

3

2

1

0

-1

-2

-3

-4

-5

명목금리(C=A+B)

5

4

3

2

-1

-0

-0

-0

-0

8) 이를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of nominal wage)이라 한다.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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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채무의 실질상환부담 증대는 채무자의 富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
는 부작용도 가져온다.
넷째,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금리가 제로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2. 물가안정의 의미 - 적정 인플레이션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과연 무엇을 물가안정9)으
로 간주할 것인지, 다시 말해 적정 인플레이션10)은 얼마인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
다. 1980년대 남미경제권에서 흔히 나타났던 것과 같이 연간 상승률이 1,000%를 넘는 超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100%, 혹은 10% 이내로 억제한다면 이는 분명 물가안정
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했던 것처럼 연간 상승
률이 10% 이내에서 억제되는 저물가 환경에서는 몇 %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에 있다. 개발연대였던 1965~70년대중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
승률은 14%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강력한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물가상승
률은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1990년대에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물가가 큰 폭으
로 상승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러한 기조가 이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11) 과거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비교
할 경우 4~5%와 2~3%의 물가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매
년 2% 포인트 정도의 물가상승률 차이가 수십년동안 누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그 경제의
체질은 취약해질 것이다. 물가문제는 1~2년의 짧은 시계(time horizon)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제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陽(+)의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

9) Greenspan(1994)은“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시 인플레이션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물가가 안정된 상태이
다(We will be at price stability when households and businesses need not factor expectations of changes
in the average level of prices into their decisions)”
라고 하였다.
10) Selody(1990)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유발되는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이익을 모두 감안
하여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해 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
11) 이종건(1999)은 GDP 성장률이 6~7%대로서 당시의 잠재성장률에 가까웠던 1995~96년중의 근원인플레이션율
평균값을 적정 인플레이션의 근사치로 해석한다면 1990년대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4% 내외에 달하는 것으
로 추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나 물가수준이 점차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여건하에
서 적정 인플레이션율을 2~3%대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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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추이

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12) 먼저 물가안정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임금의 하방경직성과 같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13) 물가상승률을 과도하
게 낮추려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등 높은 비용을 치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부
분의 물가지수는 기술진보에 따라 상품의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라든가 가격 변화에 따라 수
요가 다른 대체상품으로 이동하는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14) 이 경우 제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면 실제
로는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제로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플레이션은 그 수준에 관계없이 경
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제로 인플레이션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은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Feldstein(1997)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인플레이션
을 2%에서 제로로 낮출 경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후생의 손실은 GDP의 약 5~6% 정도인 반면 물
가안정으로 GDP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익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약 35%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13) Tobin(1972)과 Akerlof, Dickens, Perry(1996)의 분석에 따르면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림으로
써 노동시장의 균형을 촉진한다.
14) 이를 물가지수의 상향편의(upward bias)라고 부르는데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상의 상향편의 수준(즉 과대평
가된 수준)은 아래표와 같다.
(%p)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총편의

0.50

0.75

0.90

-

1.10

범 위

-

0.50~1.50

0.35~2.00

0.35~0.80

0.80~1.6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1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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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의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가 적정한가의 문제가 있
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2% 이내 그러나 이에 근접한 수준(below but close
to 2%), 영국은 2%,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1~3%를 물가안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국을 보면 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
구조,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 사회정치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1┃┃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목표1)
선진국

신흥시장국

ECB

2% 이내 그러나
이에 근접한 수준

폴란드

1.5~3.5%

영 국

2%

칠 레

2~4%

캐나다

1~3%

체 코

2~4%

뉴질랜드

1~3%

한 국

2.5~3.5%

스웨덴

1~3%

이스라엘

3~4%

호 주

2~3%

남아공화국

3~6%

노르웨이

2.5%

브라질

4.5%(±2.5%)

주 : 1) 2005년 현재

┃ 참고 1-2┃┃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 물가안정 요인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물가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현상(global disinflation)을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9%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80년대에는 5%대로 크게 낮아진 데 이어 1990년대 전반에는 3% 수준, 후반 이후에는 2% 내외로 둔
화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0년대의 약 20%에서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에
40%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9%대로 크게 하락하고 2001년 이후에는 5%대 수준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다. 첫째, 경제의 세계화 진전으로 중국이 값싼 물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데다, 국내외 기업간 경
쟁*이 격화됨에 따라 제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둘째, 1990년대의 설비투자 확대,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의 공급능력이 확충되고 대형 할인점의 확산 등 유통혁명으로 중간
마진이 축소되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시간제(part-time)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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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다. 넷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의 확산 등 물가안정을 중시
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5.9) 등

��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간 경쟁심화는 기업의 가격결정능력(pricing power)을 약화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1970~80년대에는 기업이 원가상승부담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가 용이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전가가 어려워졌다. 기업의 가격결정능력 약
화는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의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안정을 달성하였기 때
문에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3.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1958년 필립스(A. Phillips)는 1861~1957년중 영국의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자료
를 분석하여 이 둘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관계는 유
명한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으로 정형화되었는데 이후 립시(R. Lipsey)를 비롯한 경
제학자들이 필립스곡선에 이론적 토대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한다
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을 전후하여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는 인플레이
션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는 단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예를 들
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떨어지고(5%→2%) 명목임금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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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단기)

하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다(0%→4%). 이 경우에는 필립스곡선의 상충관계가 성립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올랐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고용감소
로 이어져 실업률이 다시 상승한다(2%→5%). 결국 실업률은 종전과 같이 5%가 되었지만
확장정책 결과 물가만 상승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가 또 다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면 물
가는 높아지고(4%→8%)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2%로 낮아지겠지만 근로자들의 행태 변화
로 다시 5%까지 상승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확장적 통화정책은 실업률을 5%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서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15)
15) 이 경우 실업률 5%를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명목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질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소위 화폐환상(money illusion)을 갖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 근
로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실업과 물가상승률간에 장기적인 상충관계가 없다면 낮은 물가상승률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는 없으
며 중앙은행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출량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
다. Don Brash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The Economist, 1999.9.25)
∙ 직선은 장기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잠재산출량을, 곡선은 실제 산
출량을 나타냄
∙ 경제가 잠재산출량을 하회하는 점 A에 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산
출량 갭(output gap)이 없어질 때까지 낮아짐
∙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을 상회하는 점 B에 있을 때 물가상승률은 초
과수요가 존재하는 한 높아짐
∙ 만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점 A)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
하여 산출량과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을 때
는(점 B)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에
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맞춘다면 산출량 갭이 줄어들어 고용과
성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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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장기)

더욱이 루카스(R. Lucas)로 대표되는 합리적기대론자들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주체
들의 기대형성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는 물론 단기에서조차 실업률, 생산, 성장 등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16)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량,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성장 사이에는 비교적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1에 근접하고 있으며
통화증가율 또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생산 증가율과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깝다. 다만 미미
한 수준이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생산증가율은 正의 상관관계를,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산증가율과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들 변
수들간의 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통화정책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실물경제활동을 부추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그 효과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폐해만 남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16) 이를 정책무력성 가설(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이라고 한다. 물론 합리적기대론자들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전격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17) Wals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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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1. 금융안정의 중요성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
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금융의 발전과 안정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
수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발달된 금융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
만, 그렇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경제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도 있다. 금융중개기능이 마비
된다면 대외교역 및 자본거래가 위축되고 대외적인 국가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국통화의 가
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파탄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금융불안은 국민경제를 크게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금융불안은 급속한 신용경색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중앙은행은 이에 대처하여 독점
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한다. 이를 중앙은행의 최
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특정 금융기관
에 중앙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 금융기관의 파산이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도
산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부문을 통해 생산활동과 물가로까지 파급되기 때문이다. 금
융부문이 불안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 of monetary policy)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만큼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운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정하더라도 운전
대와 바퀴를 연결하는 조향장치(steering mechanism)에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차가 엉뚱
한 방향으로 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넷째,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결정에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앙은행이 통화정
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
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융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 등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
한 시장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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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3┃┃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견해
국제결제은행(BIS)가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모든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보유하고 있
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안정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 법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
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감독이 금융안정 책임의 핵심인 반면 감독권한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
융안정에 대한 책임이 국가별로 상이하다.

감독책임
일부 보유국

감독책임 보유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영국

B,C

B,T

C

C,B

B

C

C

C,T

C

C

T

○
○

○
○

○
○

○
○

○
○

○
○

○
○

○
○

○
○

○
□

△
○

지급결제
시스템안정

○

○

○

○

○

○

○

○

○

○

○

은행시스템
안정

○

○

○

□

○

○

○

○

○

○

○

신용기관 및
투자회사안정

○

○

○

□

□

□

□

□

○

△

△

전반적 금융
시스템안정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대부자
기능

○

○

□

○

×

○

○

○

○

□

○

통화정책

□

○

□

○

○

○

○

□

○

×

○

지급결제
시스템

□

○

○

○

○

○

○

○

○

○

○

시장감시

○

□

△

○

△

□

□

□

○

△

□

법적근거1)
목 적2)
통화가치안정
시스템안정

정책수단2)
금융감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감독책임 미보유국

주 : 1) C : 중앙은행법, B : 은행법, T : 기타 법규
2) ○ : 중요도 높음, □ : 중요도 보통, △ : 중요도 낮음, × : 중요도 없음

또한 Sander Oosterloo & Jakob de Hann(2004)이 OECD 가입 28개국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에서
도 조사대상국 중앙은행 모두가 금융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BI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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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만약 금융시장이 불안하여 여기에서 형성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화정책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설령 법제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이를 중시하고
있다.

2. 금융안정의 의미
BIS 前 사무총장 크로켓(A. Crockett)은 금융안정을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금융
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
과‘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
으로 구분하였
다.18)
‘금융기관의 안정’
이란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 능력으로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일부 금융기관이 유동
성 부족에 처하거나 손실을 입고 도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대차거래규모가 크고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때에는
불안심리에 의한 예금인출사태(bank run) 또는 실제적인 대차거래관계 때문에 금융기관
의 연쇄부도 등 금융시스템 전체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
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예컨대 금리, 주가, 환율 등이 그 나라 경제
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기초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변
동이 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종 금융변수에 거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
다.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 거품
이 형성되었다가 꺼지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흔들리고, 이는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하락과
부실채권 양산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금융기관의 안정을 해친다. 반
대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불안하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 자산운용 행태가 확산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
에 자금순환의 경색현상이 초래되어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이 불안해지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이 저해된다.

18) Crockett(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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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

▼

▼

▼

금융기관 안정

금융시장 안정

금융시장 불안이 금융기관 불안으로 이어진 예는 1990년대초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촉
발된 자산가치의 급락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후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일본경제에서,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된
예는 1997년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로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그 과정
에서 금리, 주가, 환율 등이 큰 폭으로 등락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은 금융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뿐 아니라 금융불안이 실제 나타
났을 때 이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물가안정기조의 유지
물가안정(price stability)과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 상호 배타적인 정책목표라
는 주장19)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즉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져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변수뿐 아니라 주가 및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의 변동폭도 축소되는데 이에 따라 금
융시장 불안의 발생확률도 낮아진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노벨
19)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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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만(M. Friedman)과 공저로‘미국 화폐사(A Monetary
History of the US)’
를 집필한 쉬워츠(A. Schwartz)는 물가불안이 금융불안을 야기한다
20)
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통상‘쉬워츠 가설’
이라고 한다. 그녀의 가설은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르도∙뒤커∙휠록(Bordo, Dueker,
Wheelock)21)이 1790년부터 1997년 사이의 미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기업 및 은행의 도산율과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쉬킨(F. Mishkin)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플
레이션이라고 주장하였다.22) 그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체질화되어 있는 경제에서는 금융
계약이 장기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채구조가 단기화되며 국내통화가치에 대한 불신으로
외국통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만기별로는 단기부채가, 통화별로는 외국통
화표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국내통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고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국내금리도 상승하면 기업 및 가계의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23)

금융자산 가격의 안정성 유지
금융안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
(economic fundamentals)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기초여건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금융자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금융자산 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때 금융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응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는 때때로 수급상의 애로나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 심리, 거품
20) Schwartz(1995)
21) Bordo, Dueker and Wheelock(2000)
22) Mishkin(1997)
23) 한편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인 자산가격의 거품 발생과 붕괴는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자체가 금융시장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The Economist, 1999.9.25). 실제 자산가격
의 거품 형성과 붕괴가 일어났던 1920년대 미국과 1980년대말 일본의 경우를 보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 중앙은행 총재인 McFarlane도 저물가기조는 금융시장 안정을 자동적
으로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며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배경을 보면, 물가가 안정
되어 있으면 화폐환상(money illusion) 때문에 금리가 낮은 듯이 느껴져 차입수요가 늘어나고 위험자산에의 투자
가 성행하여 자산가격 거품이 초래된다. 또한 물가안정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
으며 현재의 호경기 국면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economic euphoria)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자산가격까지 포함
하는 더 넓은 개념의 물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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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정상적 요인들이 개재되어 조그마한 충격에도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금융불안을 초
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거나 교정하는 것도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라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이 관심을 갖는 금융자산의 가격으로는 특히 기대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
기금리와 환율을 들 수 있다. 장기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면 장기채권을 보유하거나 거래하
는 금융기관은 물론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재무위험이 높아져 금융안
정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정책수단의 활용, 공개발언정책
(open mouth operation)의 구사24)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통화정책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장기금리와 마찬가지로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일방
향적 기대에 의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참고 1-4┃┃

자산가격의 변동과 통화정책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asset prices)은 변동성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도 거
품의 형성과 붕괴의 과정(boom-bust cycle)을 겪어 왔다.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에서 벗어나
거품을 형성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시장규율의 미비와 투자자들의 비합리적 행동을 들 수 있다. 먼
저 시장규율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개인과 기업들
의 고위험 자산 선호 및 투기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는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나타난
자산가격 거품현상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자유화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자산
가격의 거품과 붕괴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자자들의 군집행동(herd
behavior),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 또는 비관(excess optimism or pessimism), 짧은 시계
(short-termism)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도 거품형성에 일조를 한다. 또한 자산가격의 거품은 경
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으로 총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대 투자수익률과 담보가치가
높아져 자산수요와 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가격 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먼저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24)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이다. 그러나 경
제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단기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투기적 요인 등으로 시장에서 비합리적 기대
가 형성되고 있다면 적절한 발언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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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차입에 의한 과도한 자산투자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
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대공황,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1990년대 후반 신경제 버블 붕괴로 인한 주가급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가격 거품은 붕괴과정에
서 극심한 금융시스템의 불안 및 실물경기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신용확대가 수반되
는 부동산가격 거품의 경우 그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한 논거로는 먼저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에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비합리적 투기 등에 기인한 거품
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자산가격이 거품이
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주된 정책수단
은 금리인데 이를 변경할 경우 자산가격뿐 아니라 여타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산가격
거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경우와 같이 가격 형성에 있어 경
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금리와 자산가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
기 때문에 섣부른 정책대응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품
과 서비스 가격 등 일반 물가의 상승은 해롭다고 보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과 같은 보유자산 가격상승
은 자신들의 富를 늘린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
앙은행이 금리인상 등에 의해 자산가격을 하락시키고 가계 및 기업 소유의 자산가치를 낮춘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심한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역할을 제
약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산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해지면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거품현상 초기에 선제적
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거품 발생 및 붕괴에 따른 부
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버블발생 가능성 자체를 조기에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앙은행들은 2001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정책금리
인상, 시장에 대한 시그널링 등을 통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산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해지면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거품현상 초기에 선제적
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거품 발생 및 붕괴에 따른 부
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버블발생 가능성 자체를 조기에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앙은행들은 2001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정책금리
인상, 시장에 대한 시그널링 등을 통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일본은 1990년대초 주가 및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1,000조엔의 자산손실(2년간 GDP 수준)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제규모 대비 자산손실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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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유지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주체간 모든 채권∙채무의 결제가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별 경제주체간 채권∙채무의 결제는 거래은행을 통
해서, 그리고 은행간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은
행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
른 은행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해질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의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진 예로는 1974년 6월 독일의 헤어쉬타트(Herstatt) 은행의
파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25)과 1985년 11월 뉴욕증권결제은행(New York
securities clearing bank)의 전산설비 고장으로 인한 금융불안26)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금융의 자유화∙개방화로 금융거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중앙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27)
우리나라도 2003년 9월 개정된 한국은행법(2004년 1월 1일 시행)에서 지급결제제도 전
반에 대한 운영 및 감시 기능을 한국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이 지급
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기본인식
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정 한국은행법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시행을 한
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본 업무로 명시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거래를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건별로 즉시 지급결제
하는 총액결제시스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28)인 한은금융망(BOK-

25) 1974년 6월 독일의 금융감독당국은 Herstatt 은행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Herstatt 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미국소재 은행들은 Herstatt 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통
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
26) 당시 뉴욕증권결제은행의 전산설비 고장으로 인해 해당 은행에 대한 일중대월이 마감시간에 해소되지 않아 미 연준
은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230억달러의 긴급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27) 국제결제은행(BIS)은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도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
28) 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총액결제시스템은 시스템에 참여
하고 있는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차감하지 않고 거래 총액을 건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차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차감하여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총액결제시스템은 소량거액
거래에, 차액결제시스템은 대량소액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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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PC∙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의 전자화
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공동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또한 어음교환, 타행환 등 다자간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참가기관에 대해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등을 담보증권으로 징
구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시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는 증권ㆍ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s. Payment) 제도29)를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9월부터는 하루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기
관의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일정한도내에서 실시각으로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
입∙운영하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자금결제가 은행공동망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
스템을 도입하였으며 9월에는 수표실물의 이동 없이도 거래내역의 전송만으로 교환절차가
종료되는 자기앞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아울러 2004년
12월부터는 외환을 매매할 때 국가간의 시차 때문에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동시결제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종대부자 역할 수행
금융안정은 사전적 위기 방지(crisis prevention)와 사후적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
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후자에 해당한다. 최종대부자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때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
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권력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수취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유 자산
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의 예금 인출요구에는 즉각 부응해야 하지만
대출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유사시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

29) 증권거래계약 체결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분리결제
(free of payment) 방식은 증권인도자 또는 대금지급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를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동시결제(DVP) 방식의 증권결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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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은행은 지급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이라도 동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유동성 위기란 단기적 측면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채
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
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유동화가 어려운 적격증권을 담보로 하여 유동성을
공급해 주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준다.30) 중앙은행은 필요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직
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여
유 있게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은 유사시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된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Black
Monday)31)로 지칭되는 주가 폭락시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이 금융불안의 확산을 막고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순기능
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시장규율기능
의 약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지원해
주고 나아가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 금융기관들은
고수익-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예금자들도 자신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없이 고금리를 제시하는 기관에 자금을 맡기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영국의 배
그호트(W. Bagehot, 1873)가 제시한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에 있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종대부자는 자금지원시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금리
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최종대부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은행(solvent but illiquid
banks)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건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만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원칙은 위기

30) 예금보험제도가 일부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예금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규모가 전체 보호대상 예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그 역할
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대상 은행예금잔액 대비 예금보험기금 적립비율이 2004년말 현재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예금보호제도의 예금보호 한도도 일정 금액으로 제한(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되고 있어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갈 경우 언제
든지 예금인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31) 당시 뉴욕의 다우존스 평균주가지수는 하루에 508포인트(전일대비 22.6%) 폭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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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위기발생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도덕
적 해이를 줄이려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원이 이루
어지더라도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2)

┃ 참고 1-5┃┃

주요국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사례
미국은 1982년초 경쟁격화로 인한 수지 악화 및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던 21
개 저축대부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1984년에는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가 예
금인출사태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연준은 동 은행에 76억달러를 대출하였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
이 때에는 연준이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공
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증권회사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는 부실경영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Bank of New England에 예
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23억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
일본은행은 1965년 거액의 평가손 발생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 山一證券, 大井證券에 은행을
통하여 특별융자를 실시(335억엔)한 바 있다. 한편 1995년 이후 신용조합 및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지
면서 일본은행 特融의 빈도(95~99.8월중 총 14건)와 지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란은행은 1984년 런던 금시장의 주요 金時勢 결정자로 활동하던 Johnson Matty은행이 수지악
화로 도산위기에 직면했을 때 동 은행을 1파운드에 매입하고 7,500만파운드를 지원하였다. 당시 영란
은행은 동 은행의 모회사인 Johnson Matty Group이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고 할인상사 및 금시장
참가자들이 7,500만파운드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한편 영란은행은 1985
년 Johnson Matty은행을 매각하여 지원금액을 회수하였다. 1991년에는 BCCI은행 폐쇄로 인한 금
융시장 불안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중소은행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영란은행이 상업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은 1974년 Herstatt은행 파산 이후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LIKO은행을 설
립하고 동 은행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건전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연계대출(short-term
bridge loan)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32) Corrigan(1990)은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지원함에 있어 자금지원의 시기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
하는 것보다 건설적 모호함(constructive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바
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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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

통화정책 운영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는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제
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
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이다.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은 여러 목표를 가
질 수 있으나 물가안정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이다.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이 최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로서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등이 그 예이다. 대
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명목기준지표에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재량적으로 행동하는 것(discretion)보다는 명목
기준지표의 목표치라는 준칙(rule)을 따를 때 정책의 비일관적 행태(time inconsistency)1)
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제도적 측면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인지, 중앙은행은 어
느 정도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제도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넷째,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모든 중앙은행들은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
책 등 정통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나 분석수단 등을 활용한다.
1)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한 이슈인 준칙 對 재량(rule vs. discretion)의 논쟁으로 귀결된다. 재량보다 준칙을 옹호하
는 논자들은 재량에 의한 정책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일관적(time inconsistency)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다. 예를 들어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1주일후 시험을 보겠다고 공표했다고 하자. 이 시점에서의 최적결정은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 하루전 수학교사의 최적결정은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학
교사는 시험공고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공부를 하도록 했으므로 구태여 시험감독과 채점으로 인한 수고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학교사의 최적결정은 시험을 보는 것에서 보
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비일관성).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이 합리적이라고 할 때, 수학교사의 이런 유인
(incentive)을 알 수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시험공고가 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아이들
을 공부시키려는 수학교사의 의도(정책의도)가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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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
종목표면에서는 물가안정, 명목기준지표면에서는 인플레이션율, 제도적 측면에서는 향상된
독립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의 강조, 정책수단면에서는 보다 선진화되고 시장기능에 초점을
맞춘 수단의 활용 및 분석기법의 채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첫째 요소인 최종목표나 셋째, 넷째 요소인 중앙은
행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과 정책수단의 발달정도 등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며 나
라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개는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인 명
목기준지표의 선택은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명목기준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특정 통화량지표를 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을 목표로 하는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특정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등
으로 분류된다. 한편 현재 미 연준 등에서는 명시적인 명목기준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
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
이하에서는 세 가지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특징 및 실제 운영사례, 그리고 현행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표 2-1┃┃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최 종 목 표

물가안정(경제의 안정적 성장)

명목기준지표
제

도

정 책 수 단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2) 영란은행이 1998년말을 기준으로 93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조사한 자료(Mahadeva and Sterne, 2000)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39개국), 환율(49개국), 인플레이션율(55개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명목기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5개국은 명시적인 명목기준지표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 자료는 1990년
대 들어 통화정책의 명목기준지표와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명목기준지표를 설정ㆍ공표하는 중앙은행의 비중이 1990년의 37%에서 1998년에는 54%로 높아지는 등 명목기준
지표의 사용이 확산되었다. 둘째,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중에서 복수의 명목기준지표를 사용하는 중앙은행의
수가 늘어 절반 가량에 달했다. 셋째, 통화량목표제 또는 환율목표제는 줄어든 반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중앙은
행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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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량목표제
통화량목표제의 의의
통화량목표제는 통화지표(M1, M2, M3 등)의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
는 방식으로, 1970년대 후반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M. Friedman) 교수가
이끄는 통화론자(monetarist)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프리드먼은“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라고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물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통화량이므로 이를 적절히 제어해야만 통화정책의 최종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화론자들의 주장과 이론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중에 1, 2차 석유파동이 발생
함으로써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 각국은 이를 제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일환
으로 인플레이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선택하였다.
통화량목표제는 통화량과 물가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통화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량목표제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프리드만이 생각했던 것은 경제의 상황변화와 관계
없이 매년 통화량을 일정한 비율만큼 늘려 가는‘k% 준칙(k% rule)’
이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를 채택한 나라는 없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의 급
속한 진전 등으로 통화량이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통화량과 최종목표인 물가와의 관
계도 크게 약화됨에 따라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던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포
기하였다.

통화량목표제의 운영사례
( 미국 )
미국은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부터 M1, M2, M3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목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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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3) 그렇지만 운용목표로 활용하는 페더럴펀드금리를 중시하여 사실상 중간목표
로서 통화량의 중요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6주마다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차기 회의시까지 적용될 각 통화지
표의 목표치와 이에 상응하는 페더럴펀드금리를 결정했는데, 통화지표 증가율은 비교적 넓
은 범위(예를 들면 M1은 3%~6%, M2는 4%~7%)로 정한 반면 페더럴펀드금리는 좁은
범위(예를 들면 7.5%~8.25%)로 정하였다. 또한 실제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뉴욕연
준은 통화량과 페더럴펀드금리가 상충될 때 금리를 중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4)
그 결과 통화량은 항상 목표수준에서 벗어나 있어 이 때까지는 미국이 사실상 통화량목표
제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이 변한 것은 볼커(P. Volcker)의 연준 의장 취임 직후인 1979년 10월이었
다. 당시는 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상승률이 두 자리를 기록한 때였는데 볼커는 통화론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제대로 된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였
다. 연준은 페더럴펀드금리 대신 비차입지준(non-borrowed reserve)5)을 운용목표로 선택
하였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론적으로 볼 때 이 방식은 통화량이 목표치를 벗어났을 때 이를 목표치 이내로 회귀시키는
자동조절기능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통화량이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하자. 이 때 은행들
은 늘어난 통화에 해당되는 만큼 중앙은행에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비차입지준의 공급액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치를 위한 자금확보
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6) 이는 은행간 단기자금이 거래되는 페더럴펀드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져 통화수요는 감소
하고 따라서 통화량은 목표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화량을 목표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변동을 용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실제로 이 조치 이후 페더럴펀드금리는 10% 이하에서 20% 가까이
3) Mishkin(2000)에 따르면 1970년 연준의장으로 취임한 Arthur Burns가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
표하였다고 한다.
4) Mishkin(2000), 469쪽 참조
5)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중앙은행의 대출창구로부터 직접 빌리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대
출을 받는 것과 같다. 둘째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인데 은행시스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
할 때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다. 첫째 경우를 차입지준(borrowed
reserves)이라 하고, 둘째 경우를 비차입지준(non-borrowed reserves)이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차입지준은
그 비중이 매우 낮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공급받는 비차입지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차입지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전체 자금, 즉 지준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6) 중앙은행 대출창구로부터 빌리는 차입지준에 의존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은행이 자신의 자금운용능력이 떨어
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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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은 당연하
였지만 통화량은 목표에서 유지되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즉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연준이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했던 M1은 한번도 목표치내에서 유지되지 못하
였다.7)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관한 여러 설명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기간 중 금리자유화의 실시, NOW 계정8)의 도입 등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통
화수요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준이 통화공급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자 했더라도 수요의 변동이 컸기 때문에 실제 나타난 통화량은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
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애초부터 연준은 통화량의 목표범위 준수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설
명이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고금리 정책에는
많은 반대가 뒤따를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통화량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9)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 1982년 10월에 연준은 운용목표를 비차입지준에서 차입
지준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사실상 통화량보다는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하였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차입지준은 그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설정한
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비차입지준을 탄력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페더럴펀드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금리를 안정시키는
대가로 통화량의 변동폭 확대가 불가피했다. 실제 1982년 10월 이후 페더럴펀드금리는 크
게 안정되었으나 통화량은 이전보다 변동폭이 더 커졌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 운영방식이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던 데
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금융혁신으로 통화가 매우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고 통화와 최종
목표인 물가간의 관계도 불안정해짐에 따라 연준은 1987년 2월 중심통화지표를 M1에서
17)

M1 증가율 목표와 실제 증가율
연 도
1980
1981
1982

목표범위
4.5~7.0
6.0~8.5
2.5~5.5

(%)
실제증가율
7.5
5.1
8.8

18) 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계정은 당좌예금식 저축예금계좌로 고객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미리 통
지하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당좌예금 특성) 동시에 이자도 받을 수 있다(저축예금 특성).
19) Mishkin(2000), 471쪽 참조. 한편 고금리로 인해 볼커가 이끄는 연준은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일례
로 1982년 테네시 건축저널(Tennessee Construction Journal)의 표지에는 볼커와 6명의 연준 이사의 사진과
‘현상수배 - 7인의 악당(Wanted, The Maleficent Seven)’
이라는 제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0) 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선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차입비
용이 낮은 연준의 대출창구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연준은 이러한 유인을 없애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
리를 낮춘다. 결국 차입지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금리변동폭을 줄인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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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화량의 움직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리위주
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연준은 1993년 7월 더 이상 통화량목표제를 운영하
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미국이 형식상 통화량목표제를 실시한 기간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20여년에 이르지
만 실제로는 1979년 10월부터 1982년 10월까지의 3년에 불과11)했으며 나머지는 금리를
중시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독일 )
독일은 스위스와 더불어 통화량목표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나라로 평가받고 있
다. 독일은 1975년 협의의 통화인 중앙은행통화(CBM: Central Bank Money)12)를 대상
으로 통화량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8년 중심통화지표를 CBM에서 M3로
변경하였으며 통화정책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관되기 이전인 1998년까지 이 체제
를 유지하였다.
한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량 목표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는 등 탄
력적이고 실용적인(flexible and pragmatic) 자세를 견지하였는데 이는 독일연방은행이
대표적인 보수적 통화주의론자일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다. 실제 이 체제가 시
작된 1975년부터 78년까지 4년 동안 통화증가율이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1980~81년중
에는 목표를 하회하다가 1986~88년중에는 다시 넘어섰다. 이처럼 독일연방은행이 목표
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마르크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즉 1977~78년과 1986~87년에는 마르크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하여 통화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1980~81년에는 반대로 마르크화의 약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화

┃ 표 2-2┃┃

마르크화 환율과 통화 증가율
1977
마르크화의 對달러화 절상률
통화증가율

1978

1980

(%)
1981

1986

1987

13.5

8.8

0.9

-24.3

26.2

17.3

목표치

8.0

8.0

5.0~8.0

4.0~7.0

3.5~5.5

3.0~6.0

실적치

9.0

11.4

4.8

7.8

8.1

3.5

11)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간을“통화주의자의 실험기간(monetarist’
s experiment)”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현금통화 + 필요지준(1974년 1월의 지준율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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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독일의 M3 증가율 목표치 對 실적치 1)
(%)
1988

목표치

실적치 3)

목표달성여부

3~6

7

×

89

5

5

○

90

4~6

6

○

91

3~5 2)

5

○

92

3½~5½

9

×

93

4½~6½

7

×

94

4~6

6

○

95

4~6

2

×

96

4~7

8

×

97

3½~6½

5

○

98

3~6

6

○

주 : 1) 1991년도부터는 통일독일 기준
2) 수정전 목표치 : 4~6%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 Deutsche Bundesbank, Annual Report 각호

공급을 줄였던 결과 통화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독일은 1990년 6월 통일 이후에도 이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통독비용 지출이 늘어
남에 따라 1991년 하반기부터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992~93
년중에는 통화증가율이 목표를 상회하였다. 한편 독일연방은행은 1999년부터 출범하는 유
럽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7년 및 1998년
의 연간 목표 중심치를 이전에 비해 다소 낮은 5% 내외로 설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독일연방은행은 이 체제를 운영한 전체 기간 가운데 약 50% 가량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독일의 통화량목표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는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독일연방은행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超인플레
이션(hyperinflation)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신설된 독일연방은행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
하였으며13) 독일연방은행은 이러한 법적 위상을 바탕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국민
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목표수준에서 벗어나더라
13) 전후 제정된 1949년의 신헌법은 악성 인플레이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중앙은행제도를 명문화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1957년 7월 독일연방은행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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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플레이션 퇴치자인 독일연방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이에 힘
입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안정될 수 있었다.
둘째는 통화량목표와 더불어 물가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은
1974년 통화량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중기물가목표(medium term inflation goal)를 4%
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4%는‘불가피한 물가상승률(unavoidable rate of price
increase)’
로서 독일연방은행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장기적 물가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
실을 명백히 하였다. 1984년 이 물가수준이 달성되자‘불가피한 물가상승률’
을‘규범적인
물가상승률(normative rate of price increase)’
로 개칭하면서 그 수준을 2%로 낮추었으
며, 1998년에는 다시 1.5%~2%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처럼 독일연방은행은 매년 통화량
목표를 설정∙발표하였지만 수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물가수준을 함께 제시하
였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통화목표에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이를 독일연방은행이 제시하는
물가수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독일연방은행도 통화량목표를 반드
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설정했다기보다는 일반의 성급한 긴축완화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방패로서,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정치경제적 장치로서, 그리고 일반
의 관심을 물가안정이라는 장기적 목적에 두게 하는 일종의 절차로서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독일에서는 금융혁신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
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통화량의 불규칙한 변동이나 최종목표와의 관계 불안정화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다.

( 영국 )
영국은 1976년부터 민간화폐보유액과 거주자의 파운드화 예금으로 구성된 스털링M3를
대상으로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화량목표제가 실시된
것은 대처(M. Thatcher)의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수당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1980년부터 중기재정계획(Medium Term Financial Strategy)를 수
립하였는데 여기에서 스털링M3의 향후 4년간 목표치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통화정
책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스털링M3는 계획이 시작된 직후부터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던 데다 보완적 특별예치금제도
(Supplementary Special Deposit Scheme: 일명 corset)14)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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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영란은행이 스털링M3 수요의 증가를 수용하여 목표치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한
배경을 보면, 1980년초 영국 파운드화는 북해유전의 발견과 고금리 등으로 강세를 나타내
고 있었는데 이는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지만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후퇴의 요인이 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줄일 경우 금리상승이 유발되어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될 위험이 있었다. 결국 영란은행은 통화량목표에 집착하기보다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
하여 스털링M3의 목표범위 이탈을 허용한 셈이다.
이후에도 가속되는 금융혁신 등으로 스털링M3의 불안정이 계속되자 영란은행은 1984년
부터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금의 합인 협의의 M0도 중심지표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다. 그러나 M0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통화지표 증가율이 큰 차이를 나
타내는 등 통화지표간 괴리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통화량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
하기 어려워지자 영란은행은 1980년대말부터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
았다.15) 1990년 10월 환율조정메커니즘(ERM: Exchange Rate Mechanism)에 가입하
면서는 사실상 환율목표제를 운영하였다가 ERM을 탈퇴한 직후인 1992년 10월 물가안정
목표제로 이행하였다.

( 캐나다 )
캐나다는 1975년 가을에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M1을 중심지표로 통화공
급 목표를 설정∙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화량목표제 도입 첫해인 1976년 증가율 목표
치를 10~15%로 설정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으나 1978년부터는 통화량목표
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현금관리계정(CMA:
cash management account)의 확산, 매일이자지급부 저축계정(daily interest savings
accounts) 도입, 저축계정과 개인당좌계정을 통합한 종합계좌(all-in-one account) 등 결
제성과 저축성을 겸비한 상품의 대거 등장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요구불예금의 수요가
줄어 M1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둘째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캐나다 경제의 특성
상 통화량보다는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의 움직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인데 캐
나다에서는 1977년 이후 미달러화에 대한 캐나다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이 상당한 인
14) 일정 기간동안 금융기관의 要附利適格負債(interest-bearing eligible liabilities) 증가율이 영란은행의 가이드라인
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무이자로 영란은행에 예치토록 한 일종의 한계지급준비제도이다.
15) 1980년대 들어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의 발달로 거래 목적의 자금은 과거보다 적게 보유해도 되었던 반면 광의의 통
화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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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
자 M1 증가율이 목표범위를 하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16)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던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를 중심통화지표 변경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1982년 동 제도 자체를 포기하였다. 당시 중앙은행 총재였던
보위(G. Bouey)는“우리가 통화지표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렸다.(We
didn’
t abandon monetary aggregates, they abandoned us.)”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
도 하였다.17)

( 개발도상국 )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 각국은 1970년대 후반기에 통화량목표제를 도입하였으나 금융
혁신의 진전 등으로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이를 포기하고 다
른 체제를 모색하였다. 선진국 가운데 아직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에 비해 동구의 체제전환국이나 개도국중 일부는 아직도 통화량목표제를 활용하고 있
다. 영란은행이 1998년말을 기준으로 93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개의 체제전환국, 그리고 18개의 개도국이 아직도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폐기되다시피 한 이 제도가 아직도 개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개도국의 경우 통화수요함수를 교란시킬 만큼 금융혁신이 광범위하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대출을 직접 통제하면 통화목표 달성이 비교적 쉽다는 점, 통화량 조절이 만연해
있는 일반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정책
대안을 활용할 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이다.

16) Thiessen(1982)
17) 이후 1991년 2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할 때까지 10년 동안 캐나다는 별다른 명목기준지표 없이 상황에 따라 명
목소득, 생산량, 물가, 환율 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Thiessen, 2000)
18) Mahadava and Stern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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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1┃┃

통화의 이해

일반적으로 통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통화적 특성(moneyness)을 갖는 금융자산군으로 정의된다
(IMF,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2000.10월).
첫째,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물물교환에 의존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둘째,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부
(wealth)의 소유를 가능케 한다. 셋째, 회계단위(unit of account)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금
융 및 실물 자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가치의 비교가 가능하고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다. 넷째, 이연지급의 기준(standard of deferred payments)으로서 금융계약에 있어 현재가치의
미래가치로의 이연과 관련된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통화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금융자산의 포괄범위를 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금융혁신의 진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이 새롭게 개발∙도입되고 이들이 기
존의 통화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화에 속하는 금융자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도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어 가고 있다. 나라별로 금융제도나 금융환경의 발전단계에 따라 통화에
속하는 금융자산의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IMF의 통화 구분)
IMF는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구조변화, 금융수단의
다기화, 금융거래 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통화금융통계에 관한 지침」
(1984)을 개편한 통화금융
통계 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을 확정∙발표(2000.10월)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통화를 새롭게 구분∙정의하였다.
먼저 俠義의 통화(Narrow Money)는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통화개념으로 현금
통화와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廣義의 통화(Broad Money)는 협의의 통화에다 이와 대체관계가 높은 예금취급기관의 통화성
부채#를 포함한다. 광의의 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명목산출액(nominal output) 등 거시경
제변수와의 관계, 중앙은행의 통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 것으로 IMF는 이를 대표적인 통화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最廣義의 통화로 유동성(Liquidity)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광의의 통화에다 이와 유사한 유
동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회사, 연금 및 투자기금 등 비예금취급금융기관의 통화성 부채##와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CP, TB 등 유동성부채중 민간보유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통화 구분)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부터 통화(구M1) 및 총통화(구M2) 지표를 공식 편제하기 시작한 이래 본원통화,
M3, MCT 등의 지표를 추가로 편제해 왔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2000.10
월) 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통화지표로 협의통화(M1) 및 광의통화(M2)를 편제∙공표하였는데, 이들 지표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형태보다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 정도를 기준으로 그 포괄범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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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2003년부터는 이들 지표중 구M1, 구M2, MCT지표의 공식 편제를 중단하였다. 현재 편제중인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M3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화지표별 구성내역(2005년 9월말 현재)
(조원)
M3
(1,352.4)

M2(광의통화)
(990.1)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타 예수금 등
(362.3)

준결제성예금
(648.7)
<정기예적금 및 부금: 412.7>

(좌 동)

<실적배당형금융상품: 95.8>
<시장형금융상품: 73.1>
M1(협의통화)
(341.4)

<기타 예금∙금융채: 67.2>

결제성예금
(321.8)
<요구불예금: 66.5>
현금통화
(19.6)
민간의
화폐보유액
(19.6)

(좌 동)

(좌 동)

<수시입출식예금: 255.3>

(좌 동)

(좌 동)

(좌 동)

첫째, 협의통화(M1)는 ① 민간보유 현금 ②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 ③ 저축예
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단기금융펀드(MMF: Money
Market Fund)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구성되며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이
다. 둘째,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M1)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예금뿐만 아니라 ① 예금취급기관의 정기
예금, 정기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②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
품 ③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④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셋째, M3는 광의통화(M2)에 ① 예금취급
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만기 2년 이상 장기금전신탁 등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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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보험계약준비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장단기 금융채, 고객
예탁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편제되고 있는 지표중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이다. 그러나 정부, 기업 등
(M3대상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M3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고로 한
국은행은 현재 이들 상품까지 포괄하는 最廣義의 유동성지표(L)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 IMF는 종전에 금융기관을 통화창출기능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 예금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왔
으나 2000년 10월의 개편 매뉴얼에서 이를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기타 금융중개기
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금융기관의 영업유형이나 금융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을 세분화하였다.
** 요구 즉시 인출 가능하거나 수표, 지시서 또는 기타 이체수단에 의해 즉시 이전이 가능한 예금(transferable
deposit)으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NOW계정, ATS(Automatic Transfer Service) 계정 등이 포함된다.
# 저축성예금, CD, RP 등 단기금융시장 상품, 금융채(financial debentures) 등을 포함하되 생명보험회사의 보
험계약준비금은 제외된다.
## 보험계약준비금, 비예금취급금융기관 발행 장단기 채권 등이 포함된다.

2. 환율목표제
환율목표제의 의의
환율목표제는 자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
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는 예외 없이 환율목표제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고정환율제도는 유럽통화동맹(EMU) 또는 뒤에서 살펴볼 통화위원회제도
(currency board system), 미달러화 통용제도(dollarization)를 들 수 있지만 중심환율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동만을 허용하는 크롤링 페그(crawling peg)와 같은 중간단계의 환율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환율목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조절, 외환시장 개입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예컨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국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
어질 때는 국내금리를 인상하여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달러화를 팔고 자국통화를 매입함으로써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든가 한다.
고정환율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환율목표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30년대 대
공황시까지 유지되었던 금본위제(gold standard)가 대표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금본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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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금과 각 국가의 통화간에 일정한 교환비율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을 매개
로 여러 통화간의 환율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다.19) 1차 대전 이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때문에 대공황이 촉발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20)
2차 대전 이후 새로이 구축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도 금본위제도의 정신을
이어 받은 고정환율제였다. 즉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된 金平價(gold parity)를
유지하고 각국은 자국 통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설정한 후, 이의 상하 1% 범위 안에서 환
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가 중심환율 기준 ±1%를 벗어날
경우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원래 수준으로 복구시킬 의무가 있었다.
1973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조치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사정
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멕시코, 아시
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종전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
했다. 그러나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던 제도는 엄격한 의미의 고정환율제
(hard peg)는 아니었다. 중심환율에 일정폭의 변동을 허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를 완전한 고정환율제와 완전한 변동환율제의 중간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외환위기
는 이러한 중간형태의 환율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며 그래
서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든지, 아니면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든지 두 가지 가
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양극단의 견해(bipolar view 또는 two-corner solution
view)’
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21) 실제로 1991~2004년 사이의 환율제도 변화를 보면
엄격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25개국에서 48개국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
가가 36개국에서 88개국으로 각각 늘어난 반면 중간형태의 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98
개국에서 51개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 금 1온스가 20달러 또는 4파운드와 교환된다면 미달러화 對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은 5:1로 고정되는 셈이다.
20) Brunnerend and Meltzer(1968), Wicker(1969), Wheelock(1992) 등은 미 연준이 금본위제에 집착했던 것이 대공
황을 더욱 가속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한 후 미국도 조만간 금본위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과 예금이 대거 유출되자 미 연준은 금본위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재할인율을 인
상하고 국채매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금리상승을 적극 유도했는데 이것이 침체된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21) 영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Economist는 양 극단 중에서 변동환율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10월 28일자 기사에서 동남아국가들은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자 시장개입으로 대처하려고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였다.“파블로브의 개도 이보다는 빨리 배울 것이다...... 다시 한번 통화가치가 하락하자 그들
은 아주 친숙한 버튼 - 우려감의 표명과 잘못된 시장개입 -을 누르려 한다......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완전한 학
습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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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 선택 국가수 변화
(국가수, %)
환율제도

IMF 분류

1991

2004

고정환율제도

통화동맹,

25 (15.7)

48 (25.7)

98 (61.6)

51 (27.3)

36 (22.6)

88 (47.1)

159 (100.0)

187(100.0)

통화위원회제도
Crawling Band,
중간단계제도

Crawling Peg,
Peg 및 Band 제도

변동환율제도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합계

주 : ( )내는 구성비(%)
자료 :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05)

환율목표제의 장점
환율목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한 나라, 특히 물가가 안정된 나라
(anchor country)의 통화에 자국 통화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는 점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수입물가 안정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남미 국가가 미달러화에 대해 일정 환율을 유지한다고
하자. 수입물가는 미국의 국내가격과 환율변동에 의존하는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환
율변동도 없기 때문에 수입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또 다른 경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불식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통상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나라들
은 국민들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실제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과 같이 강한 기초경제여건을 가진 나라에 통화가치를 연동시킨다는
방침이 발표되면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단시일내에 낮아질 수 있다. 극적인 디
스인플레이션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은 예외 없이 환율목표제를 채택했던 국가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22)
또 다른 장점은 환리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면서 외국인들이 국
내에 투자하거나 국내 금융회사 또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
22) Mahadeva and Stern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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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인플레이션을 극복한 아르헨티나의 경험
제2차 페론 정권 말기인 1975년과 1976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00%, 417%였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한 것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데다 정부의 방만한 재
정운용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권력으로 보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76년 집권한 비엔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종래의 국가주도형 경제를 자유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입자유화, 가격통제 철
폐, 금리자유화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정적자 축소와 임금상승 억제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은 비교적 주효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80~1981년중 100% 수준까지
점차 낮아졌다.
한편 1982년 포클랜드전쟁 중에는 전비 염출을 위해 물품세율을 인상하고 공공요금 및 국영기업 제품
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종전 후에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수입격감, 페소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속에서도 물가오름세는 더욱 확대되어 198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4%를 기록하였다.
1983년 말에 집권한 알폰신 민간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물가통제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인플
레이션의 주된 원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러나 1984~85년에도 소비자물가
는 매년 600% 이상씩 상승하였으며 1989년과 1990년에는 3,083%, 2,370%의 超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1991년 4월 통화발행의 주권을 포기하면서 통화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물가는 급속히 안정되어 1992~99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5.4% 상승
하는 데 그쳤다.

때 환율이 불안하다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A사가 1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하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경우 A사는 환전한 1,000
억원을 주식에 투자하였고 20%의 수익을 올렸다면 총액은 1,2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만약 환율이 원래 수준을 유지한다면 달러기준으로 1억 2천만달러가 되겠지만, 환율이 절
하되어 달러당 1,200원이 되었다면 달러기준으로는 1억달러가 된다. 원화 기준으로는 수
익을 냈지만 환율변동 때문에 달러기준으로는 수익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따라서 환율변
동이 심할 경우 외국인들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외국자본
을 유치해야 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줄어들
어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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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목표제의 단점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목표제는 단점도 있다. 먼저 환율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자
국의 사정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환율은 외환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
하는데 이를 일정수준에서 묶어두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을 사고 파
는 시장개입을 실시하든지, 금리를 조절하여 외국통화와 자국통화간의 상대수익률을 조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격이 상승했다면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달러가격을 다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달러를 시장에 팔고
받은 국내통화는 중앙은행 계정에 흡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를 긴축 운영한 셈이
된다.
또 다른 정책은 금리를 대폭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통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내 금융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달러를 팔고 국내통
화를 사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달러가격은 다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이 되어 버린다. 만약 당시 경제상
황이 긴축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경기부
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썼다면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
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국내 경제사정에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통화정책은 주권(autonomy)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3원 체제의 불가능성(impossible trinity)’
이
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① 고정환율제도 ② 자본자유화
③ 국내상황을 고려하는 독자적 통화정책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으며 이 중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이전의 금본위제도는 자본의 자유
로운 이동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극단적 고정환율제도였다(①,②).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독
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였지만 재
정∙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독자성을 인정받았다(①,
③). 따라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자원과 기술의 이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원동
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자본이동을 통제한다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고정환율제도와 독자적인 통화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면서 환율목표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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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와‘Impossible Trinity’
의 관계
고정환율제도

자본이동 자유화

통화정책의 자주성

금본위제도

○

○

×

브레튼우즈 체제

○

×

○

변동환율제 채택

×

○

○

고정환율제 고수

○

○

×

하는 나라들은 통화정책 주권의 포기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나라
들은 어느 정도 통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단점은‘투기적 공격(speculative attack)’
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환율을 일
정 수준에서 고정시키다 보면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통화의 상대
가치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이나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이를
고정시킬 경우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과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국의 경제
가 물가상승, 성장둔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건실
한 B국의 통화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해 환율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나라 통화가치는 분명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투기의
소지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투기세력은 과대평가된 통화가 언젠가는 절하될 수밖에 없다는
기대하에 해당 통화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투기공격을 더 이상 방어하지
못하면 통화가치는 일시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투기세력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1992년 유럽에서 있었던 환투기와 이로 인한 환율제도의 혼란은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
고 있다.23) 유럽국가들은 1979년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인 환율조정메카니즘(ERM:
Exchange Rate Mechanism)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통화 상호간에 중
심환율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2.25% 내에서 환율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환율이 여기에서
벗어날 경우 시장개입 등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회원국 통화간 환율의 과도

23)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도 이러한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동 체제하에서 영국 파운드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1:2.8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1967년 들어 파운드화
의 고평가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파운드화를 매각하고 미달러화를 매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영란
은행은 환율 유지를 위해 파운드화를 꾸준히 사들였으나 대외 준비자산이 거의 고갈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간파한
투기세력은 11월 17일 하루 동안 10억달러를 매입하였다. 결국 영란은행은 11월 18일 파운드화를 14% 평가절하
하였는데 이로써 투기세력은 단 하루만에 1억 4천만달러의 이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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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동을 막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1992년
9월에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은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로 물가상승률이 1990년의 3%에서
5%로 상승하는 등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연방은행은
1991년초부터 재할인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고금리정책을 실시하였
다. 독일의 금리가 높아지자 마르크화는 영국 파운드화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
대폭 절상되었는데 ERM을 유지하려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시장에 개입하든가
금리를 인상해야만 되었다. 그런데 영국은 당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금
리인상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간파한 투기세력은 영국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는 시
간문제라고 예상하여 파운드화를 대량 매각하고 마르크화를 매입하였다.
ERM 유지를 위해 마르크화를 팔고 자국 통화를 매입하던 영란은행은 파운드화의 투매
가 계속되자 9월 16일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 대출금리(minimum lending
rate)를 10%에서 15%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파운드화의 투매는 계속되어 ERM내
의 환율 하한폭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영국은 같은 날 ERM 탈퇴를 선언하
고 파운드화의 對마르크화 환율을 10% 평가절하하였다. 평가절하 직전 파운드화를 팔고
마르크화를 산 투기자들은 불과 며칠만에 10%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탈리아도 영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ERM에서 탈퇴하고 환율을 15% 절하하였다. ERM 사태로 인하
여 중앙은행들은 40억~60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았으며, 투기자들은 그만큼 이익을
보았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유명해진 소로스(G. Soros)의 헤지펀드는 1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티은행도 2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1994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멕시코는 만성적인 高인
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하여 1987년 페소화를 미달러화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도
입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는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으나 페소화가 고평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은 낮아졌다. 그 결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는데 1994년
에는 정치불안까지 겹쳐 경제가 불안해졌다. 멕시코 정부가 환율방어를 천명했음에도 불구
하고 시장은 이를 회의적으로 보았으며 곧 페소화 투매가 시작되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대출금리를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3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량을
환율방어에 투입하였지만 투기적 공격을 진정시킬 수 없어 1994년 12월 20일 페소화를 평
가절하였다. 페소화 가치는 단기간내에 50% 가량 폭락하였으며 평가절하 이전에 페소화를
미달러화로 바꾸어 둔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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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발생한 태국 바트화 사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에 힘
입어 고도성장을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이를 태국 국내에 묶어두기 위해
서는 환율안정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1984년부터 미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
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대략 1달러당 25바트
가량의 환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고평가된 환율에 의해 경상
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5월 이후 부실화된 금융시스템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면서 태국정
부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바트화의
투매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태국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였지만 두
달 후인 7월 2일 결국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바트화는 일시에 미달러화에 대해
16%나 절하되었다. 이러한 투기적 공격과 환율절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
로 빠르게 전염되어 급기야 동남아 외환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과 괴리되어 있을 경우 환율목표제는 투기적 공
격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융시
스템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의 경우 고정환율제는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을 유동화시키는 변동환
율제로 이행하였다.
한편 미쉬킨(F. Mishkin)은 환율목표제의 단점 가운데 하나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신
호(signal)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특히 개도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 나라에는 채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의 경우 통
화정책이 과도히 팽창적이라는 조짐이 있으면 채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
문에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 매우 민감히 반응한다. 그런데 개도국에는 효율적인 채권시장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팽창적이 되더라도 채권시장이 이를 경고하
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환율이 유동적이라면 환율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 과도한 팽창정책을 추구
할 때 그 나라 통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데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면 이를 탐지하여 경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제1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

┃ 참고 2-3┃┃

통화위원회제도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는 엄격한 고정환율제도의 한 형태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환율에 의해 자국통화를 외국통화(주로 미달러화)와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통화를 늘리지 못하며 외환보유액 규모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된다. 이 제도는 통
화공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환율목표제의 단점들, 즉 통화정책의 주권 상실, 투기적 공격에의 취약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화위원회제도의 대표적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중 연 1,000%를
넘는 超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물가폭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1991년 4월‘통화태환법(Convertibility
Law)’
을 제정, 1페소‐1달러의 교환을 보장하는 통화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
르헨티나 경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다. 1990년 800%를 넘던 물가상승률이 1994년에는 5% 이하로
떨어졌으며 대외 신인도 회복에 힘입어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1990년 1%에도 못 미쳤던
외국인투자의 명목GDP에 대한 비율이 1993년에는 11%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4년말 발생한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를 계기로 동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외환위기 전염
가능성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미달러화로 교환함에 따라 통화량이 크게 줄었으
나, 외환보유액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늘릴 수 없어 극심한 경기침체가 초래되었다. 1995년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15%를 넘어섰다.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차츰 회복
되었으나 1999년초에 발생한 브라질 금융위기로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브라질이 1994년부터
유지해 왔던 크롤링 페그를 포기하고 1999년 1월 18일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브라질 헤알화는 1
월 12일~25일중 32% 가량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1달러 1페소의 환율을 유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비해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
폭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과연 통화위원회제도
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아르헨티나는 1999년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
지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더욱 커짐에 따라 2002년 1월 기존의 통화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으며 이후 페소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께 각종 경제개혁조치에 힘입어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물
가와 페소화가치도 안정되었다.
통화위원회제도는 아직도 에스토니아(도입연도 1992년), 리투아니아(1994년), 불가리아(1997년), 보스니
아(1998년)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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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4┃┃

미달러화 통용제도
미달러화 통용제도(dollarization)는 환율목표제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서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미 달러
화를 法貨로 사용하는 것이다. 파나마는 이미 1904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에쿠
아도르가, 2001년 1월 엘살바도르가 이를 도입하였다.
미달러화 통용제도 역시 고정환율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정환율제가 갖는 장점, 즉 물가안정, 대외신인
도 상승 등을 향유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통화주권의 포기로 인해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장 중요한 단점으로 지적
되는 것이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의 상실이다.** 화폐주조차익 또는 시뇨리지란 생산비용이 거의 들
지 않는 화폐를 높은 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중앙은행과 정부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달러화를 법
화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이익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를 세금인상으로 충당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에쿠아도르는 1999년 들어 경기침체, 초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및 일부 대외부채에 대한 지
급불능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자밀 마후아드(Jamil Mahuad) 대통령은 환율안정과 인플
레이션 억제 그리고 대외신인도 회복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9일 경제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미달러화 통용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달러화 통용제도에 찬성하였으나 노조
와 농업에 종사하는 인디언 원주민들은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격렬히 반대하였다. 급기야는
수천명의 인디언들이 군인들의 도움으로 국회건물을 점거하고 1월 21일 국민해방군사정부(junta national
salvation)를 수립하여 마후아드 대통령을 축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통화제도 변화가 정변으로 발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1월 22일 부통령이었던 구스타보 노보아(Gustavo Noboa)가 대통
령으로 취임하면서 군사정부는 해체되었다. 신임 노보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을 계
속 추진하였는데 국회는 2월 29일 미달러화 통용제도 실시를 포함한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
쿠아도르 통화의 달러전환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에 모든 통화가 달러로 대체되었다.
미달러화 통용제도를 실시한 2000년 에쿠아도르 경제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2001년 이후
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성과는 유가 상승 및 기술적 반등에도 기인하였지만 미달러화
통용제도 실시에 따른 국민의 신뢰 회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미국은 1988년 노리에가 장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서 파나마에 대하여 달러화 공급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 미달러화 통용제도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이 얻는 시뇨리지 수입의 일부를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배분하자는 논의가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9년 4월 12일과 7월
15일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의 청문회에
서 W. Angell, G. Calvo, M. Gavin 등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주조비용이 10밖에 들지 않는 화폐의 유통가치가 100이라면 나머지 90이 시뇨리지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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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의 의의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게팅)란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일정기간 동
안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
영하는 방식으로서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다. 즉 중
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
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
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이 제도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과 한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그리고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으로 확산되어 현
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 표 2-6┃┃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국가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
호주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체코

폴란드
브라질
태국
콜롬비아 남아공
멕시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필리핀,페루
노르웨이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중간목표 관리방식에서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게 된 배경은 다
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동안의 통화량 및 환율목표제 등의 중간목표제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통화량목표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및 금융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통화수요의 불안
정성이 증대되고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그 유용성이 크게 저하
되었다. 또한 환율목표제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외환위기(1992년 ERM, 1994년 멕시코,
1997년 동남아)를 거치면서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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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도 확대됨에 따라 환율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24)
다음으로, 물가안정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긴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1960~70년대에 정책당국자들은 필립스
곡선을 전제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중장기적으로는 필립스곡선이 성립하지 않거나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성
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로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설정ㆍ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explicit commitment)하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주목받게 되었다. 중
앙은행이 물가목표 제시를 통해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물가안정의 바탕이 되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 2-5┃┃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배경
뉴질랜드(1990)는 1984년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힘입어 1985년 17%
대이던 인플레이션율을 1990년 5%대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경기침체 등
에 대응하여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선회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재
연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1989년 뉴질랜드 준비은행법을 개정하여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규정하고 1990년 4월 준비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간에 정책목표협약(PTA:
Policy Targets Agreements)을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공표함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 도입하였다.
캐나다(1991)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유가급등, 1991년의 세제개편(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퀘백주 독립논의에 따른 정치불안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
션 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였으며 1991년 2월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24) IMF(2000)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국가 13개국중 9개국(칠레,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 핀
란드, 스페인, 체코, 폴란드, 브라질)이 환율목표제로부터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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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1992)은 1992년 9월 파운드화의 대폭적인 절하 및 ERM 탈퇴로 인해 실추된 통화정책에 대한 신
뢰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ERM 탈퇴로 그동안 채
택하였던 환율목표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환율을 대신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명목기
준지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해 10월에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의 도
입을 전격 선언하였다.
스웨덴(1993)의 경우에도 1992년 11월 ERM 탈퇴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
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크로나화의 대폭 절하로 높아진 물가상승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할 필요
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3년 1월에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한국ㆍ체코(1998), 멕시코ㆍ브라질ㆍ콜롬비아(1999), 남아프리카공화국ㆍ태국(2000) 등 신흥시장
국들은 통화량이나 환율을 명목기준지표로 하는 기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물가안
정목표제를 먼저 채택한 주요 선진국들이 동 제도 도입 이후 물가안정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였다.

� ( )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연도를 나타냄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 대외적 측면의 중시 : 신뢰성 확보가 핵심 관건 )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면에서 보면 물가안정목표제는 다른 통화정책 운영체
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운용목표(주로 단기금리)를 정하고 다양한 정보변수
와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목표제가 다른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통화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안정목표
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일반국민들이 이 목표를 준거로 하여 각종 경제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의사소통과 피드백 관계(communication and feedback)’
를중
시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물가목표는 노사간 임금협상이나 공공
요금 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값이나 전세값과 같은 서비스 요금의 결정시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와 같이 대외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통화정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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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은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credibility)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25) 즉 물
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의‘약속’
에 대한‘믿음’
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만약 일반국민
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약속, 즉 물가목표도 믿지
않게 되어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뢰성이 약
한 중앙은행이 금년 물가를 3%에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임금협상에서 10%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서비스업자들도 요금을
10%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
다고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처음부터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
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신뢰성 보강장치(credibility-supportive scheme)’
를
모색하게 되었다.
신뢰성 보강을 위한 장치는 ①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
②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정책수행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부여, ③ 대중과의 커
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세 가지를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준비은행, 영란은행 등이 법제 개편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책임성을 높
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26)하거나 정책수행 내용을 정
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금리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의 결정 내용을 즉각 공표하고 정책결정 과정이 수록된 중앙은행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을 공개하며, 총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수시로 정책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 보강장치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신뢰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결
국 중앙은행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목표를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성과와 실적
(track record)을 쌓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5) Svensson(2000)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더 적은 비용(예: 인플레이션 및 GDP갭의 변동성이 상당
폭 축소)으로도 동일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법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뉴질랜드 준비은행 총재의 해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통
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만 국한된다. 통상 목표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와 조치
내용을 정책 성명서(Policy Statements)를 통해 설명한다(뉴질랜드 중앙은행법 제15조). 그러나 설사 해임 등의
실질적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목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앙은행에게는 정책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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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보강장치

물가안정 실적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성 보장
∙물가목표 준수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 강화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對국회 보고
∙정책결정 내용의 즉시 공표
∙정책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연구, 대외홍보

▼

▶

신뢰성 향상

▶

제도의 성공

┃ 참고 2-6┃┃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미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블라인더(A. Blinder)는 84명의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53명의 경제학자를 대
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대외에 약속한 대로 행동해 온 역사(a history of doing what it says it
will do)를 확립하는 것이 신뢰성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직성이
신뢰확보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역사, 정책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으로 지
적되었다. 또한 대규모 재정적자가 있을 경우 이를 화폐발행으로 보전(monetization)할 우려가 크기 때문
에 재정의 건전성(fiscal discipline)도 통화정책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준칙(rule)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
을 때 총재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계약을 맺는 방안은 신뢰성 확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 결정요인
결정요인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자

평점

표준편차

순위

평점

표준편차

순위

정직의 전통

4.58

0.52

1

4.30

0.80

1

중앙은행 독립성

4.51

0.63

2

3.99

0.86

2

인플레와의 투쟁역사

4.15

0.67

3

3.83

0.86

3

투명성

4.13

0.71

4

3.44

1.18

4

건전재정

3.92

0.93

5

3.27

1.14

5

준칙 설정

2.89

1.01

6

2.32

1.06

6

책임부과 계약

2.15

1.10

7

1.95

0.96

7

주 :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1~5의 점수(1=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 3=다소 중요, 4=상당
히 중요, 5=매우 중요)를 부여하고 동 점수를 합산∙평균한 점수를 각 항목의 평점으로 하고 평점이 높은
항목에 대해 높은 순위를 부여
자료 : Blind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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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하고 선진적인 통화정책의 하부구조 필요 )
물가안정목표제는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방식이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아니면 정책을 변경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경로를 따
라 움직일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우수한 인플레이션 예측능력
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은 인플레이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파악
하기 위한 물가 서베이, 장단기 금리격차, 일반채권과 물가연동채권의 수익률 격차 등 향후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각종 정보변수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안정목표제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므로27) 발달된 금융시
장이 필요하다. 동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이 수행
되므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금리경로에 의한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금융시장이 필요하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중
앙은행은 금리조정을 통해 이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조정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시스템이 건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족한 것들로서 이들 나라가 이 제도의 도입
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인
플레이션 타게팅이란 일종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이 역으로
금융시장 발달 및 통화정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주요 논점
( 누가 목표를 정하나?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정책목표협약
(PTA: Policy Targets Agreements)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캐나다도 재무부장관
과 중앙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물가목표를 설정∙발표한다. 다만 영국은 재무부장관이 주도

27)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물가안정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단순명료한 정책논리로 일반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
대심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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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설정∙공
표한 목표를 정부가 사후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 산업정책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목표를 달
성하려면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28)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부와 아무
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의 물가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때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다면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공공요
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한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하다면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발표하는 물가목표에 대한 국
민들의 신뢰도가 낮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물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떤 지표를 목표로 할 것인가?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속보성이 있는 물가지표로서 많
은 나라들이 이를 목표지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요인뿐 아니라 간접
세 등의 세율, 국제원자재가격 변동, 기상변화에 따른 농수산물가격 변동 등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쉽다. 이를 감안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
자물가에서 일부 불규칙한 변동을 보이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 또는 core inflation)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29)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 제외되어 기조적
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다. 국
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은 농수산물 가격, 석유류 가격, 공공요금 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28)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목표독립성(goal
independence)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정부의 간섭 없이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수단독립성
(instrumental independence)은 중앙은행이 통화량, 금리 등 정책수단 및 그 수준을 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
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중앙은행이 목표독립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는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국가의 경우 구체적 목표를 정부
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수단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
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통화정책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9) 근원인플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Roger(1995)는 통화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플레이
션, 즉 공급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변동을 제거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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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이를 모두 제외할 경우 물가목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품목을 소비자물가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충격이 상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1회성
이 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목표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구체적으로 몇 %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할 것인지는 나라마다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
다. 이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에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의 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제1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가격이나 임금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물가지수에 어느 정도 상향편의가 존재30)하므로
‘�’
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상의 물가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1~3% 정도를 목표수준으로 하고 있
다. 즉 뉴질랜드 및 캐나다는 1~3%, 영국은 2%, 호주는 2~3%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 목표달성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길고 가변적인 경로를 거쳐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
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기간은 중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경험이 있어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단기간내에 낮출 필요
가 있는 나라들은 단계적(예 : 1년 단위)으로 낮은 목표를 적용하여 실제 물가를 낮추어 가
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하
고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1991년말 2.5~4.5%, 1992년말 1.5~3.5%, 1993~96년
0~2%로 물가목표를 낮추었다.31) 이후 1997~2001년중에는 상한을 3%로 높였으며
(0~3%) 2002년부터는 1~3%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도 1991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30) 1996년 12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산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위원회는 2년에 걸쳐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을 연
구한 결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 1.1%p 상향편의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상향편의가 발생하는 이유
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품질변동 오차(quality change bias)이다. 이는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었거나 새로운 기능을 갖춘 상품으로
대체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0.6%p).
둘째는 제품대체 오차(substitution bias)로서 낮은 가격의 상품이 새로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수요패턴이 바뀌었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0.4%p).
셋째는 구매점 대체오차(outlet substitution bias)로서 할인점 이용 증대 등 소비자의 판매점 이용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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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가목표를 1992년말까지 2~4%, 1994년 6월말까지 1.5~3.5%, 1995년 이후에는
1~3%로 점차 낮추어 운영하고 있다.

(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만을 추구하는가? )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표된 물가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 예를 들면 경기변동폭 완화나 금융시장 안정을 소홀
히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거의 대부분이
물가안정 이외에 다른 정책목표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초기에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 표 2-7┃┃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의 목적 및 주요기능
국 가

목 적
- 물가안정의 유지
- 다만 수상은 필요시 물가안정 이외에

뉴질랜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주요기능
‐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최
종대부자 기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
전성 감독기능을 수행

수립∙집행토록 지시할 수 있음
-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와 신용의 조절
캐 나 다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 통화의 대외가치 조절 및 안정

위한 지급결제수단 제공, 최종대부자기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무역, 물가 및

능 수행 등

고용 수준 변동폭을 완화
- 물가안정의 유지
영

국

- 위의 전제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

- 재무부, 영란은행 및 금융감독청(FSA)
간의 양해각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공동 목표로 규정

- 물가안정의 유지
스 웨 덴

-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 발전

-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이의 안전성 감독 필요시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의 청구 가능

31)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0.3월 작성된 정책목표협약(PTA)에서 1992.12월까지 인플레이션을 0~2%의 목표범위
에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급속히 낮추는 것이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야기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0.4월 통화정책성명서를 통해 1990년말까지 3~5%, 1991년말까지 1.5~3.5%를 달성한
다는 잠정목표(interim indicative range)를 설정하였다. 한편 1990.12월 정책목표협약에서 0~2%의 중기 인플
레이션목표 달성시점을 1993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1.2월에 잠정목표를
1991년말 2.5~4.5%, 1992년말 1.5~3.5%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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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물가안정만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엄격한 물가안정목표제(Strict Inflation
Targeting)’
를 추구한 적이 있으나 이후 모든 국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유의하는‘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
를 활용하고 있다.32) 또한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안정이 중앙
은행의 고유한 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국가의 중앙은행법은
금융시장 안정, 지급결제제도 발전 등을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
듯‘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
에서의 물가목표는 국내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해진 단기적인 정책대응이 장기적인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policy
anchor)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나? )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면서 제
도운영의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의 물가상승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등 동 제도가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
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실증분석 결
과33)에서도 동 제도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물가가 안정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상
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동 제
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4)

32) Bernanke(2003)는 진정한 의미의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목표라는 준칙(rule)에 의거하여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인 물가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단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을 적극 도모(constrained discretion)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며 실제로 이 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을 주요 정책목표로 고려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하였다.
33) Clifton(2001)은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분석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이 인플레이
션과 실업률간의 상충관계를 약화시켜 디스인플레이션 비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 제
도 도입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점차 높아진 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Neuman & von Hagen(2002)은 물가안
정목표제 채택국(6개국)과 비채택국(3개국)의 물가, 산출갭, 금리 등의 변동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동 제도 도입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변동성을 낮추는 등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 St.Louis 연준
(2004)도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국(16개국)과 비채택국(7개국)을 비교해 본 결과 전자의 경우 후자와 달리 기대인플
레이션이 현재의 물가상승률보다 물가안정목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물가불안 여지가 축소되었고 유가상승과 같
은 외부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국가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소멸되었다고 분석하였다.
34) Ball and Sheridan(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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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현황
국가

도입
시기

대상
지표

뉴질랜드

90.3월

CPI1)

∙1990년말 3~5%
∙1991년말 2.5~4.5%
∙1992년말 1.5~3.5%
∙1993~96년 0~2%
∙1997~2001년 0~3%
∙2002년 이후 1~3%

근원인플레이션율
산정시 제외 항목

‐

간접세,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등

91.2월

근원
CPI

∙1991년말 3~5%
∙1992년말 2~4%
∙1994.6월말 1.5~3.5%
∙1995년 이후 1~3%

국 92.10월

CPI2)

∙1992~94년 1~4%
∙1995~96년 2.5% 미만
∙1997~2002년 2.5%
∙2003년 이후 2.0%

‐

캐 나 다

영

목표범위

스 웨 덴

93.1월

CPI

∙1995년 이후 2±1%

-

호

주

93.3월

CPI3)

∙2~3%

-

이스라엘

92.1월

CPI

∙1992년 14~15%
∙1993년 10%
∙1994년 8%
∙1995년 8~11%
∙1996년 8~10%
∙1997년 7~10%
∙1998년 7~10%
∙1999년 4%
∙2000년 3~4%
∙2001년 2.5~3.5%
∙2002년 2~3%
∙2003년 이후 1~3%

-

주 : 1) 1998년까지 주택저당금리, 교역재 가격, 간접세, 정부정책 변화, 자연재해 등의 1차적 영향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였으나 통계청이 1999년 주택저당금리를 제외한 CPI를 작성
하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목표대상지수를 CPI로 변경
2) 영국은 2003년 12월 목표대상지수를 주택저당금리를 제외한 소매물가지수(RPIX)에서 CPI로
변경
3) 호주는 통계청이 1998년 소비자물가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하도록 포괄범위를 바꾼 이후 목표
대상지수를 근원CPI에서 CPI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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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미연준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등의 명목 기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 연준은 명시적인 기준지표(explicit nominal anchor) 없이 이용가능한 모
든 정보를 활용하여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쉬킨(F. Mishkin)은 이를‘just-do-it’방식이라고 명명하였는데35) 이 방식은 다양한 정
보변수를 활용하여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통화정책방향
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와 유사하나 명시적인 기준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근
본적인 차이점이 있다.36) 또한 미 연준의 경우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과 함께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차
이가 있다.
일반적으로‘just-do-it’방식은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는 반면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즉, 중앙은
행의 정책목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
지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책임감이 낮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연준은
그동안 물가안정목표제 국가에 못지 않게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해 왔고37)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도 높은 수준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이‘just-do-it’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연준 내외부에서 꾸준히
35) Mishkin(2001)
36) Bernanke(2003)는 그동안 미 연준은 명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가
안정목표제에서와 별다른 차이 없이 통화정책을 운영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Goodfriend(2003)는 1987년
Greenspan 의장 취임 이후 미연준은 암묵적(implicit)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37) 1990년대 이후 미연준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해온 비밀유지 전통을 파기하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2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변경시 FOMC회의 후 발표문을 공표
∙1997년 8월, 발표문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수치값(numeric value)을 명시
∙1999년 5월, FOMC회의에서 정책편의(bias)가 변할 때에는 이를 언급하여 시장참가자들이 향후 정책방향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조치
∙2000년 1월, 종전 정책편의(bias)를 리스크(risk) 평가로 변경함과 아울러 금리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FOMC회
의 후 발표문을 공표
∙2002년 3월, 찬성 및 반대 위원들의 명단을 발표문에 게재
∙2004년 12월, FOMC 의사록 공개시기를 회의개최 후 45일에서 3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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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7┃┃

미 연준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논의
미 연준에서는 1994년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이었던 Alfred Broaddus가 물가안정목
표제 도입 문제를 제기한 후 수차에 걸친 논의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도 연준이사 및 지역연준 총재들이
강연, 세미나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Bernanke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 Lacker 리치먼드연준 총재 등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명시적으
로 설정ㆍ공표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는 통화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고용증대 또는 성장을 위한 연준의 단기적인 정책수행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
다. 둘째,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
다. 셋째, 물가안정 및 합리적 기대인플레이션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경제주체간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하며 물가안정목표제는 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장
기적으로 통화정책은 성장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 이외에 성장 또는 고
용을 장기목표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섯째, 연준이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下限을 명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일본과 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으
며, 上限의 설정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고한 방어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반면 Greenspan 연준의장, Ferguson 부의장 등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을 반대하고 있다. 첫째,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은 고용증대라는 연준의 책무와 상충될 수 있다. 인플레이
션 목표치만을 제시할 경우 경제주체들로부터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 또는 성장 목표가 희생될 수 있다. 둘째, 물가안정목표제가 반드시 낮은 인플
레이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 연준의 성공적인 정책운영에 기여해 온 통화정책의 탄력
성만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연준은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해 오고 있으며 기대인플레
이션이 낮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에 따른 실익이 작다. 넷째,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 물가안정
및 중앙은행의 신뢰도 제고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시기상조이다.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2006년 2월 동 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버냉키(B. Bernanke)가 차기
연준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
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은 1999년 1월 1일 EU 회원국으로부터 통화정책 주권을 이양받아
유로지역의 단일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으면서 소위‘안정지향적 통화정책전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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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oriented monetary policy strategy)’
이라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물가안정의 유지를 통화정책의 최우선목표로 규정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틀로서‘이원체제(two pillar system)’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유로지역의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상승률이 연간 2% 이내, 그러나 이에 근접한 수준(below
but close to 2%)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8) 이와 같이 물가안정을 구체적인 수
치로 정의하여 공표한 목적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데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에게 유럽중앙은행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중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ECB의 통화정책이 미래지향적
(forward-looking)이라는 점, 통화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의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
다는 점 그리고 중기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우선목표인 물가안정에 부합되는 정책결정을 위해 필
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경제분석(economic analysis)’
과
‘통화분석(monetary analysis)’
이라는 이원체제를 활용하고 있다.‘경제분석’
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실물ㆍ금융지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
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생산, 수요 및 노동시장 상황과 함께 물가 및
비용지표, 재정정책 및 국제수지 동향, 거시경제 전망, 금융변수 및 자산가격 동향 등을 점
검한다.‘통화분석’
은 중기 물가안정에 부합되는 M3의 기준증가율(reference value)을 설
정하고 M3의 동향 및 구성요소 변화 점검 등 통화량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39) 이는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 통화적 현상이라
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지표중 M3에 초점을 두는 것은 유로지역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M3와 물가 및 여타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M3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행지표적 특성을 보여 왔기 때문이

38) 이와 같은 ECB의 물가안정 정의는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디플레이션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상
의 상향편의(upward bias) 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39) ECB는 1998년 12월 M3 기준 증가율을 4.5%로 설정ㆍ공표하고 2002년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실제 M3 증가율
과 기준증가율과의 괴리에 대해 평가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책이‘특정 연도’
의 통화량 관리 목표로 오인되는 문제
가 있어 2003년부터는 공표 및 평가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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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M3 기준증가율 자체가 통화량 목표(target)가 아니며 특정 시점의 M3 증가율
을 기준증가율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M3 증가율이 기준증가율에서 이탈하더라도 기계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다른 경제지표들과의 관계하에 면
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
이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은 단기적인 경제분석과 장기적인 통화분석을 통해 향후 인플
레이션 위험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교ㆍ검토(cross-check)하는 체제를 채택∙운영하
고 있다.

┃ 그림 2-1┃┃

유럽중앙은행의 안정지향적 통화정책전략

최우선 목표 : 물가안정

정책이사회는 물가안정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화정책을 결정

경제 분석
경제동향
분석

통화 분석
cross-checking

모든 금융ㆍ경제 정보

통화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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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변천과정
1957~96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체계적인 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7년「재정안정
계획(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
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
기별로 통화(M1)의 공급 한도를 정하고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 민간, 해외, 기타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
는 통화정책에 중점이 두어진 것이지만 결국 재정, 외환부문을 포괄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이 경제의 단기안정이라는 기본목표하에서 상호조정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재정안정계획은 5.16의 발생으로 1961~62년간 일시 중단되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개발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외환준비자산이 고갈되어 경제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미국의 경제원조와 관련하여 1963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협정을 1965년 3월에 체결하게 되었는데 협정체결에 따른 조건의 하나로 통화지
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규제대상지표는 종전의 M1에서 중앙
은행의 순국내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
(1970~19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재정안정계획은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수립, 집행되었다.40)
한편 국제수지의 개선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6년부터는 IMF와의 협정과는 별도로
M1의 증가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M1의 움직임
이 매우 불규칙하여 실적치와 목표치간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1979년부터는 중심통화지표

40) IMF의 대기성차관은 국제수지가 개선된 1978~79년중 일시 중단된 후 1980년부터 재개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1988년 대기성차관잔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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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M2로 변경하였으며 통화정책 운영체계도 본격적인 통화량목표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던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에 들어 통화지표와 최종목표인 물가
와의 관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를 포기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금리자유화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데다가
새로운 금리자유화 환경에 금융기관이나 민간경제주체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 제도
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금융혁신이 비교적 늦은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M2는 여
전히 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은행은 적절한 통화관리를 통해 대
체로 M2를 목표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41)

┃ 표 2-9┃┃

우리나라의 M2 증가율 목표치 對 실적치
(%)
1979
80

목표치

실적치

산정기준

25

24.6

연도말 기준

20 (25)

27.0

〃

81

25

25.2

〃

82

20~22 (25)

27.0

〃

83

18~20 (15)

14.7

12월 평잔기준

84

11~13

8.9

〃

85

9.5

13.9

〃

86

12~14 (16~18)

17.4

〃

87

15~18

22.5

〃

88

15~18

18.8

연평잔 기준

89

15~18

18.4

〃

90

15~19

21.2

〃

91

17~19

18.3

12월 평잔기준

92

18.5

18.6

〃

93

13~17

17.3

〃

94

14~17

17.6

〃

95

12~16

13.7

〃

96

11.5~15.5

17.8

〃

주 : ( )내는 수정 목표치

41) 1980년대 초반에는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80년대 후반에는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현상에
힘입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
나 1991년 이후에는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 통화증가율은 대체로 목표치에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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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목표 설정은 대체로 EC(European Community)방식을 이용하였다.42) 이 방식
은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MV=PT)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통화유통속도의 변화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통화공급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증가율목표의 산정기준은 M2를 중심지표로 채택하면서 연도말잔액 기준으로 하였
는데 이후 12월말일 잔액을 맞추기 위한 他入貸 관행의 성행 등으로 통화지표 왜곡현상이
발생하자 1983년부터는 12월 평잔으로 목표관리 기준을 변경하였다. 1988년에는 통화관
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연평잔 기준으로 목표증가율을 설정하였다가 1991년부터는
이를 다시 완화하여 12월평잔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996~97년
중심통화지표인 M2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4월에 신탁제도를
개편하면서부터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전신탁은 원래 장기∙실적배당형 상품이어야 하는
데도 만기가 짧고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낮을 뿐 아니라 고정금리상품같이 운용되어 신탁으
로서의 성격이 약했다. 여기에 지준예치의무가 없어 수익률이 은행의 다른 예금상품보다
높았기 때문에 금전신탁이 일반은행계정 상품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43) 이
에 정부는 금전신탁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단만기를 연장하고 중도해지 수수
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높은 증가세를 보여오던 일반불특정신탁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신탁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44)
이에 따라 그동안 호조를 보여 오던 금전신탁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반면 여기서 이탈
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는
M2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95년 5월부터 제도개편
직전인 1996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금전신탁은 38조 8,51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제도개
편 이후인 1996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증가액은 19조원으로
서 증가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다. 반면 은행의 저축성 예금은 같은 기간동안 14조
42) 1972년 EC 각료이사회가 전 회원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EC방식이라 부른다.
43) 1986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일반은행의 금전신탁은 33배 증가하였던 반면 은행계정은 6배 증가에 그쳤다.
44) - 최단만기 연장(1년 → 1년 6개월)
- 중도해지 수수료율 인상(0.5~1.75% → 2.0~3.0%)
- 개발신탁의 순증한도를 1996년중 5조 6,000억원, 1997년은 전년말 수준으로 동결
- 신탁원본보전 적용대상 축소
- 일반불특정신탁의 취급 금지(1996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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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신탁제도개편 전후의 금전신탁 및 저축성예금
(억원)
1995.5~96.3 (A)

1996.5~97.3 (B)

금전신탁

388,512

190,822

-197,712

B-A

저축성예금

143,477

255,110

111,633

3,477억원에서 25조 5,11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저축성예금의 증가세 확대로 M2 증가율은 1996년 5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
다. 즉 1/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4%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M2 증가율은 5월 15.3%, 6월
16.2%로 높아졌으며 4/4분기에는 18.3%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했던
1996년 목표범위 11.5~15.5%의 상한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통화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 개편의 영향때문에 통화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한국
은행이 과도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자산간의 이동효과가 상쇄되는 새로운 통화지표를 중시하기 시작하
였다. 새로운 지표는 기존의 M2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을 합한 MCT이었다.
금전신탁에서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M2는 상승하지만 MCT내에서는 그 효과
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MCT의 과거 시계열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MCT는
중심통화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요건45)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7년부터 M2와 MCT 두 지표를 타겟으로 하는 복수통화목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M2의 증가율 목표(12월 평잔기준)를 14~19%, MCT의 증가율 목표
를 15~20%로 설정하였다. 두 개의 통화지표를 타겟으로 하였지만 사실상 M2보다는
MCT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MCT의 유용성 역시 또 다른 제도개편에 의해 떨어지게 되
었다. 1997년 2월 전반적인 지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
해서도 2%의 지준을 새로이 부과하였는데 그 결과 CD의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만기가
도래한 CD의 상환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CD에서 이탈한 자금들은 발행한도가 폐지46)

45) ① 실물경제변수(명목GDP 및 물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② 본원통화 조절을 통한 높은 통제가능성
③ 외생성
46) 이전에는 전월중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실적에서 일반매출을 차감한 금액의 50%가 한도였으나 1997년 2월
17일부터 이를 폐지하여 은행이 보유어음잔액 해당액 만큼 표지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70

제2장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 표 2-11┃┃

CD 지준부과 전후의 CD 및 표지어음 증가규모
(억원)

1996.2~96.4 (A)

1997.2~97.4 (B)

B-A

CD

19,845

-20,539

-40,384

표지어음

2,360

55,078

52,718

되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상된 표지어음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MCT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1996년 2월~4월까지 불과 2,360억원 증가에 그쳤던 표지어음은 CD에
지준이 부과된 1997년 2월~4월 사이에 5조 5천억원이 늘어났고, CD는 같은 기간중 약 2
조원 증가에서 2조원 감소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996년 12월중 19%에 달했던 MCT 증
가율은 1997년 3월 17.7%, 5월 15.6%로 계속 낮아져 증가율목표의 하한에 근접하게 되
었다. 통화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심통화지표가 과도히 하
락하여 한국은행이 긴축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이처럼 제도개편이나 금융혁신 등에 따라 중심통화지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나아
가 최종목표와의 관계도 모호해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었다.

┃ 그림 2-2┃┃

M2 및 MCT 증가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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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M2에서 좀 더 넓은 부문을 포괄하는 MCT로 중심지
표를 변경하였으나 그 유효성이 계속 의문시됨에 따라 통화 타게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IMF
의 대기성 차관 도입에 따른 정책협의 과정에서 통화량목표제가 혼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1998년 이후
통화지표의 유효성 저하에 따라 90년대 중반경부터 통화량목표제의 대안으로서 물가안
정목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다가 한은법 개정으로 물가안
정목표제가 공식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에 적용할 물가
목표를 소비자물가 기준 9±1%로 설정∙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IMF 자금도입에
따른 조건의 일환으로 제시된 통화운용방식을 따랐다.
이 방식은 가장 광의의 지표인 M3의 적정증가율에 상응하는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예시
한도(indicative limit)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통화량목표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먼저 EC방식을 원용하여 경제성장률, 타겟으로 제시한 물가상승률 및 유통속도를 감안,
M3의 적정증가율을 구하고 M3의 통화승수에 근거하여 본원통화규모를 정한다. 본원통화의
공급경로를 순대외준비자산(NIR: Net International Reserves)47)과 순국내자산(NDA:
Net Domestic Assets)48)으로 구분하고 NIR 목표의 하한을 설정한 후 본원통화 목표치로
부터 NIR을 차감한 NDA를 목표상한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NIR을 하한으로 관리한 것은
대외지급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NDA 상한을 관리한 것
은 국내에 공급되는 통화의 양을 제한하여 안정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룩하려는 의도에 따
른 것이다. 이는 통상 IMF가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적용하는 통화관리 방식이다.
IMF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분기별로 협의, 확정하고 이를 계속 검토하였는데 경
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NIR은 IMF가 제시한 하한을 웃돌았으
며 국내신용도 고금리 등으로 목표범위에서 머물렀다. 한편 본원통화 예시한도는 1998년
10월 IMF와의 4/4분기 협의시 삭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9년 이후 2000년 9월 IMF
47) 한국은행의 가용외환보유액(총외환보유액－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외화예치금) － 대외부채
48) 본원통화 － 순대외준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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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IMF 통화프로그램 운용현황

1998년 12월말
199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2000년 9월말

합
실
합
실
합
실
합
실
합
실
합
실

의
적
의
적
의
적
의
적
의
적
의
적

NIR 하한
(억달러)
237
312
318
392
403
484
552
585
624
670
840
865

NDA 상한
(10억원)
-5,170
-19,857
-17,341
-28,548
-25,787
-36,646
-42,540
-45,361
-47,917
-51,913
-71,794
-77,111

와의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NIR과 NDA 기준만이 제시되었다.
한편 1999년부터 IMF와 M3의 적정수준에 관해 협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한국은행은
당해연도 물가목표와 함께 M3의 평잔 기준 증가율 목표를 13~14%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체제(two pillar system)와 유사한 것이었다. 통화정
책 운영체계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M3 목표를 함께 발표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실시해
온 통화량목표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일반의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가 통화지표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한 통화증가율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양자를 혼용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2000년에도 물가목표와 함께 M3 증가율 목표를 7~10%로 제시하였으나 2001년부터
는 M3 증가율을 중간목표가 아닌 감시지표(monitoring indicator)로 전환하면서 감시범
위를 6~9%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통화량이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중간목표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대응하지는 않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순수한 물
가안정목표제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03년부터는 M3 증가율의 감
시범위도 설정하지 않고 이를 내부 정보변수로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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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8┃┃

M3 감시범위 설정 및 공표에 따른 문제점
한국은행은 2003년부터 M3증가율의 감시범위를 설정∙공표하는 것을 중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의 운
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은행이 M3의 위상을 낮추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M3 감시범위를 여전히 중간목표 성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979년 이후 2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통화 타게팅의 운용경험, IMF와
의 협의하에 M3를 중간목표로 관리해 온 경험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실제 M3 증가율이 감시범
위 상한을 넘어서면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방만하다고 인식하고 하한을 밑돌게 되면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이라고 인식하면서 한국은행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명
시적인 물가안정목표가 있음에도 M3 감시범위를 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하나의 목표로 인식할 경우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혼선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가령 물가가 목표범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M3 증가율이 감시범위 상한을 넘어설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를 감안하여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나 금융시장은 통화증가율을 감시범위 내로 떨어뜨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긴
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할 소지가 있었다.
둘째, 통화량과 물가간에는 장기적으로 1:1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금융혁신, 규제 완
화, 개방화 진전 등과 같은 각종 대내외 충격이 급격한 통화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과 물가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적정 통화량 산출에 자주 이용되는 EC방식도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적 유
의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연간 물가목표와 함께 이에 부합하는 당해년의 M3 증가율 수준을 설정하
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셋째,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통화를 수렴시킬 수 있으나 단기적으
로는 감시범위내로 통화증가율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통화정책적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도 통화증가율은
불규칙한 요인에 따라 감시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범위를 공표하여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실질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조치와 무관한 통화의 움직임이 자주 관찰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조절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

� MV=PT에서 의미있는 적정 통화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P는 중장기 물가목표, T는 단기에 변하지 않는 잠재
성장률, V는 통화유통속도의 장기 추세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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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
운영체계 - 물가안정목표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영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49) 이를
목표대상 물가지수, 목표수준, 목표달성기간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목표대상 물가지수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초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전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는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PI가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지표라는 점
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지만 이밖에도 당시 IMF와의 정책협의시 CPI 상승률을 예상치로
공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지표를 목표로 사용하게 되면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는 점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근원인플레이션50) 작성방법에 관한 심층연구를 거쳐 2000년부터는 근원인플
레이션을 목표대상지표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CPI에서 어떤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였다. 제외대상으로는 다른 품목들과 괴리되어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가능
성이 큰 품목이 선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기, 작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곡물 이외
의 농산물51)’
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석유류52)’
가 제외되었다. 이 품목들은 모두
49개로서 CPI 전체 품목수 516개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1.65%이다. 이들 품목을 제외
한 근원인플레이션은 단기적 급등락 없이 물가의 추세적 변동을 잘 나타낼 뿐 아니라 중앙은
행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통화정책 운영의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근원인플레이션 활용에 있어서의 애로는 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이
다. 일반국민들은 매일같이 소비하는 농산물가격이나 자동차, 난방에 소요되는 석유류 가
49) 현행(2004.1.1. 시행)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0) 근원인플레이션이란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외부충격(석유파동, 기상이변 등)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 후의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데 Underlying inflation 또는 Core
inflation이라고도 한다.
51) 무, 열무, 배추 등 채소류 23개 품목(가중치 16.4), 사과, 배 등 과실류 12개 품목(가중치 16.6), 그리고 고추, 마
늘 등 기타 농산물 7개 품목(가중치 7.0)
52) 등유, 경유, 휘발유 등 석유류제품 7개 품목(가중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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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근원인플레이션 산정시 제외품목(음영부분)의 가중치
품
목
농 축 수 산 물
곡 물
채 소
과 실
기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 업 제 품
가공식품
섬유제품
가구내구재
출판물
석유류3)
의약∙화장품
기타공업제품

가중치1)
107.4
26.0
16.4
16.6
7.0
23.8
17.6
361.52)
65.7
52.6
73.9
19.5
76.5
28.3
45.0

주 : 1) 소비자물가지수=1,000.0
2) 공공서비스로 분류되는 도시가스(18.6) 포함
3) 등유, 경유, 휘발유, 프로판가스, 도시가스, LPG 취사용 및 자동차용 가스

격 변화에 민감히 반응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이를 제외한 물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다고 인식할 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한 물가안정목표제의 근본 취지가 물가안정목표의 명시적인 설정ㆍ공표를 통해 일반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체감물가와 괴리될 수 있는 근원인플레이션
을 목표대상지수로 할 경우 이러한 취지가 약화될 소지도 있다.

( 목표수준 )
목표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규범적인(normative) 방식과 실증적인(positive) 방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달성해야 하는 수준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연방은행은 198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1.5~2.5%에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고정시킨 바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가

76

제2장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
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첫해인 1998년에는 외환
위기 이후의 환율급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안정목표를 9±1%로 비교적 높게 설정
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향 조정하였다. 1999년에는 3±1%, 2000년에는 2.5±1%, 2001
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3±1%로 설정하였으며 중기목표체제로 전환된 2004년부터는
2.5~3.5%(2004~2006년중 연평균 기준)로 목표치를 더욱 낮추었다.53)
실제 물가상승률을 보면 1998년과 199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7.5%, 0.8%로
서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환율, 임금 등 주요 생산비용 요인
이 목표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된 데 힘입은 것이었다. 이후 근원인플레이션
율이 목표범위내에서 안정되었으며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체로 목표범위의 중
심선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2005년 들어서는 미약한 수요압력과 원화절상 등으
로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6월 이후에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의 하한인
2.5%를 하회하기도 하였다.

┃ 그림 2-3┃┃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 추이

53) 2004~2006년중 물가안정목표를 2.5~3.5% 범위로 설정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율, 향후 2~3년간의 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감안함과 아울러 한국은행이 경기변동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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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기간 )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물가안정목표를 매년 설정하였다. 이는 1998년
4월 시행된 한국은행법54)에서 한국은행은 매년 다음해에 적용될 물가목표를 정부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이듬해 초에 연중 통화정책방향 발표시 함께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년제 물가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중앙
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했을 때 그 최종 효과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이 되어서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책효과의 시차가 12개월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목표달성기간을
시차와 똑같은 1년으로 한다면 이론상 해당연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아무런 정책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의 정책선택이 내년에나 되어서야 효과를 나타낼 것이므로 금년 목표달
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표달성 시계
(time horizon)를 좀더 장기화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나라들
을 보면 대부분 향후 수년간에 걸쳐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이 될 물가목표만을 제시하고 있
을 뿐이다.
둘째는 물가여건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의 물가는 환율 및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변화와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매번 고려하여 매년 다른 수준의 물가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년간에 걸쳐 중앙은행이
달성해야 할 목표만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물가가 변동하더라도 중앙은행
으로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단년제 물가안정목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연간 물가목표와 더불어 근원인플레이션을 2.5%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중기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목표수준을 2.5%로 제시한 것은 1970~80년대 고성장기중 물가가 안정
되었던 기간의 물가상승률이 3% 내외에 그쳤기 때문에 중기적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물가목표가 대체로

54) 1998년 시행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
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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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4┃┃

1970~80년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연평균, %)
1970~79년

1980~89년

전 기 간

15.1

8.1

물가안정기

3.31)

2.82)

주 : 1) 1973년
2) 1983~87년 평균

2~2.5%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2003년에는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목표를 2.5%에서 2.5~3.5%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제시는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것으로서 단년제 물
가목표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가목표 달성여부를 중기
목표보다는 법에 규정된 연간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일반국민, 언
론 등의 관심도 연간목표의 달성 여부에 집중되었다. 또한 물가목표를 연간목표와 중기목
표의 두 가지로 달리 제시하면 물가목표별로 상이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혼
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후 2003년에는 중기목표를 2.5%에서 2.5~3.5%로 조정하였지
만 단년제 물가목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중기목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3년 8월 한국은행법 개정시 연간 물가목표 대신 중기 물가목표
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55)를 마련하고 2004년부터 단년제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였다. 이때 목표달성기간은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외국의 사례,
중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2004~2006년의 3년으로 정하였다.56)

55) 2003년 개정전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이‘매년’물가안정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한국은
행법에서는‘매년’
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 목표달성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물가목표가 자주 변경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데다 1차 연도에 물가상승률이 목
표범위(상한)를 이탈할 경우 다음연도에 과도하게 물가상승률을 급격히 낮추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4년 이상으로 할 경우 장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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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그러면 설정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운용목표 : 콜금리 )
1997년 이전의 통화 타게팅하에서 중간목표는 M2, MCT 등이었으며 중간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는 지준총액(reserve)이었다. 통화량과 지준간에 안
정적인 승수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목표로 설정한 통화량을 지준으로 환산하고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이 수준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이 운영되었다. 예컨대 금년말까지
달성해야 할 M2의 잔액이 300조원이고 M2의 통화승수가 15라고 한다면 금년말 지준이
20조원이 될 수 있도록 지준을 조절하면 되었다. 중간목표인 통화가 물가와 어떤 관계를 가
지고 있는가와는 별도로 일단 정해진 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준 규모를 산출하고 이
를 맞추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의 유효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운용목표로서 지
준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제도 변경을 통해 운용목표를 콜금리로 바꾼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금리중시 통화정책, 다시 말해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
책57)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아직은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금리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상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였다.
1997년 12월초 IMF의 구제금융 수혜 이후 한국은행은 불안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의 역할에 주목하고 IMF와의 협의하에 콜금리의 대폭 상승을 유도하
였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시 적용되는 금리를 인상하여 콜금리를 이자제한법58)상의
상한인 25%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이자 상한이 40%로 상향조정되자 콜금리는 곧 30%를

57)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통화량 대신 금리를 중간목표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중간목표
와 운용목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금리를 중간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도 중간목
표가 될 수는 있으나 ①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실질 중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를 중간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질금리 계산에 필요한 기대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금리중시 통화정
책의 장점은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미조정할 수 있다는 데 있으나 금리를 중간목표로 설정하면 6
개월 또는 1년간 목표수준이 고정되어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58)「이자제한법」
은 이자율 상한을 40%로 정하고 동 법 시행령은 동 이자율 상한이하에서 법정금리 최고한도를 규정하
고 있었다. 외환위기이후 1997년 12월 22일부터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이 이전의 25%에서 40%로 인상되었으나
이후 법 자체가 폐지(1998.1.13)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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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섰다.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은행의 예대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超고금리 시
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에 집중되었다.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한
국은행은 금리를 실질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조금씩 완화하였고 그
결과 콜금리와 다른 금리들도 일제히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한 첫 사례는 1998년 9월 30일의 금리인하 조치이다. 한국은행은 위축된
실물경기를 되살리고 극심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종전의 8.1%에서 7%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
하였는데 목표금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조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콜금리가 공개시장조작금리를 거의 추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치는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2-4┃┃

외환위기 이후 시장금리 추이

1999년 들어 콜금리는 운용목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갔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금통위에서 의결하는 통화정책 방향은 콜금리를 중심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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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999년 5월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목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콜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5월 금통위 회의에
서는“콜금리는 현 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고 표현하였다. 당시 콜금리가
4.7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4.75%를 목표로 본 것이었다. 이후 콜
금리 목표를 조정할 때는 그 폭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콜금리는 명실상부하게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 운영과정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물가목표59)와 월 단위로 적용
되는 콜금리 목표의 두 가지를 결정한다. 이때 결정의 주체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이다.
대부분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
고 있다.60)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 일본은행의 정책위원
회,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이러한 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하에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들의 임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크게 의
존한다. 1998년 4월 이전 한국은행의 의사결정기구는‘금융통화운영위원회’
였다. 동 위원
회의 의장은 재경부장관이 맡았으며 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각계에서 추천된 7
명의 인사를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중앙은행의 독자적 정
책운용을 어렵게 하였다. 먼저 재경부장관이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재경부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임명직 위원 7명 가운데 정
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다섯명61)이나 되었던 것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위원회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먼저 위원회 명칭에서 수동적인 인상을 주는‘운영’
이라는 자구가 삭제되어‘금융통화위원

59) 물가목표는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60) 통화정책은 어느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미시정책과는 달리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
책이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위원회제도가 정책결정의 오류를 줄
이고 정책효과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다.
61)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인, 농림부장관 추천 2인, 상공부장관 추천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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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

1999년 이후 콜금리 목표 조정내용

1999. 1~4월
5월
2000.
2001.

정책방향

변동폭

콜금리 목표수준

하향안정화

－

－

현 수준 유지

－

4.75%

2월

인 상

+0.25%p

5.00%

10월

인 상

+0.25%p

5.25%

2월

인 하

△0.25%p

5.00%

7월

인 하

△0.25%p

4.75%

8월

인 하

△0.25%p

4.50%

9월

인 하

△0.50%p

4.00%

2002.

5월

인 상

+0.25%p

4.25%

2003.

5월

인 하

△0.25%p

4.00%

7월

인 하

△0.25%p

3.75%

2004.

8월

인 하

△0.25%p

3.50%

11월

인 하

△0.25%p

3.25%

2005.

10월

인 상

+0.25%p

3.50%

12월

인 상

+0.25%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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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로 변경되었으며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되었다. 또한 추천위원수를 6인으로
줄이고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추천은 2인으로 제한하였다.62)그리고 통
화정책 심의와 결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추천위원 6인은 전원 상근토록 하였다. 이
러한 법적 변화 이후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통
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8월 개정(2004.1월 시행)된 현행 한국은행법
에서는 금통위의 구성에 있어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63)
금통위가 처음부터 운용목표인 콜금리를 월별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1998년초
까지만 하더라도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매분기초마다
분기별 공개시장조작의 기본방향을 의결,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분기별 공개시장조작의 규
모와 조작금리의 대체적인 운용방향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64)
그러다가 1998년 3/4분기부터는 그 명칭을‘분기별 통화신용정책 방향’
으로 변경하고
이전의 공개시장조작방향을 포함시켜 의결하도록 하였다.‘통화신용정책 방향’
에는 이전과
는 달리 금리의 운용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콜금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65) 이와는 별도로 금통위는 분기별 계획 범위내에서 짜여진 월중 통화신용정책 방
향을 단순히 보고받았는데 1998년 9월부터는 이것도 금통위에서 의결하여 운영키로 하
62) 한은총재 추천 1인, 재경부장관 추천 1인, 금감위원장 추천 1인, 상공회의소 추천 1인, 증권업협회 추천 1인, 은행
연합회 추천 1인
63) 증권업협회 추천 1인을 제외하여 금융통화위원 수는 종전과 같은 7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
고 의사결정기구에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부총재 등 2~5인의 중앙은행 집행간부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64) 1998년 1∙4분기중 공개시장조작의 기본방향
1. 조작규모
o 1998년 1∙4분기중 공개시장조작은 IMF와 합의한 본원통화목표(1998년 3월말 기준 23조 5,230억원)를 달
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일시적인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기동성 있게 대처
o 은행권에 대한 통안증권 발행 및 국공채매매조작은 본원통화 추이, 은행지준사정, 통화, 금리, 환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o 제2금융권대상 통안증권 발행규모는 기발행 통안증권의 만기도래액(1조 7,888억원)과 통화긴축기조 유지 필
요성 등을 감안하여 5조원 범위내로 책정
2. 조작금리
o 통안증권 발행 및 국공채매매조작금리는 시장금리 수준 및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내정수익
률 범위내에서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IMF와의 정책협의에 의거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내정수익률
을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운용
65) 1998년 3∙4분기 통화신용정책 방향(1998년 7월 12일)
o 3∙4분기중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추진
o 공개시장조작금리 및 유동성조절 규모는 월중 부문별 본원통화 전망을 토대로 콜금리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정
o 다만 현행 IMF 협약하에서 통화정책은 외환시장 안정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금리수준은 환율
동향을 보아가며 적정수준으로 결정
o 아울러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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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66)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분기별 정책방향을 폐지함으로써 금통위는 매월 통화정
책 방향을 결정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 금통위는 구체적으로 콜금리 목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물
가목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콜금리를 결정할 때는 콜금리의 변경여부와 그 폭에 따라
물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
적인 경로를 거쳐 물가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금리 이외
에도 국제유가, 환율, 공공요금 등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해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요소들이 경제활동과 물가 변동에 어떤 의
미를 갖는지 잘 판별한 후 이에 대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세 가지를 판
단해야 한다.
첫째, 각종 여건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는 일이다. 이를 위
해서 1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계량경제모델이다. 다수의 변수와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델
을 이용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쉽게 계산된다. 그러나 문제는 모델의 신뢰성에
있다. 모델의 추정이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제구
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
는 현실세계에서 반드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어 모델에서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향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알려주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미래의 인플레
이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1차 통계 및 이러한 통계를 가공한 다수의 지표
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67)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지표를 참고로 하여 인플레이션 압력
을 측정하는 방식을‘총체적 접근방식(look-at-everything approach)’
이라고 부른다.
둘째,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물경기나
66) 1998년 9월 통화신용정책 방향(1998년 9월 3일)
o 최근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물경제는 계속 크게 위
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9월중에도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 정책기조를 견지
o 이를 위해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인하하여 콜금리 하락을 유도하되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이 극히 불투명
한 상황이므로 내외금리차, 자본유출입 등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신중하게 추진
o 본원통화는 콜금리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하되 추석 등 계절적 자금수요, 거액의 국공채
발행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규칙한 자금이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67) GDP갭률, 안정실업률(NAIRU), P*비율, 기업자금사정지표, 장단기금리격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서베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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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연 물가안정만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
야 한다. 중앙은행의 기본임무가 물가안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경제정
책의 목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목표범위에 머문다
면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을 우선시하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가 목
표범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하강, 금융시장 불안이 겹쳤다면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은 금리조정의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결
국 다수의 목표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처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를‘절충적 접근방식
(eclectic approach)’
이라고 부르는데 정책선택은 경제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에 전
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셋째, 금리조정을 결정하였다면 그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계량경제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정방향이 아니라 구체적 수치를 계산
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의 업적에 의해 이 문제는 어느 정
도 정형화되어 있다. 미 연준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리를 0.25% 포인트 단위로 미
조정하는 소위‘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Greenspan’
s babystep)’방식을 활용해 왔다. 조
정을 해야 하나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을 때에는 0.25% 포인트, 필요성이 클 때는 0.5% 포
인트씩 조정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모든 중앙은행에 전파되어 이
제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았다. 참고로 미 연준은 1990년 이후 2005년 12월까지 총 64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였는데 그중 0.25% 포인트를 조정한 것이 46번으로 가
장 많고, 0.5% 포인트 조정이 17번이었으며 이례적으로 1994년 11월 15일 1차례 0.75%
포인트를 인상하였다.

┃ 표 2-16┃┃

미 연준의 금리 조정폭
조정패턴
인

상

조

회수
정

27

0 . 2 5 % 포인트

22

0 . 5 0 % 포인트

4

0 . 7 5 % 포인트
인

하

조

1

정

37

0 . 2 5 % 포인트

24

0 . 5 0 % 포인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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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2005년 12월까지 총 13차례 콜

금리목표를 조정하였는데 이중 12차례는 그 폭이 0.25% 포인트였고 한 차례만 0.5% 포
인트였다. 2001년 9월 19일 콜금리목표를 0.5% 포인트 인하한 것은 2001년 들어 세계경
제의 동반둔화 현상이 뚜렷해진 과정에서 미국 테러사건의 발생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
해지고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대응적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 통화정책의 투명성 )
이전에는 통화정책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투명성
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 등으로 금융시장이 비약적
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금융시장
과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라는 구도 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 환경
변화 때문이다. 동반자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상호간에 신뢰를 쌓아
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시장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경제주체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핵심요소인 물가안
정목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명성이 강조
되고 있기도 하다.
미 연준의 예를 들어보면, 정책결정 내용이 즉시 공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1년에 여덟 번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철통같은 보안속에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6주 정도의 간격으로 열리는 차기 FOMC 회의때나
되서야 밖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준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시장에서는 추
측할 수밖에 없어 통화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서야 그 방향을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연
준 관찰자(Fed-Watcher)’
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패턴이 바뀐 것은 1994년이다. 이때부터
연준은 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결정이 있을 때 FOMC 회의 직후 발표문(statement)을 통
해 이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68)
한국은행도 새로운 한은법 체계하에서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 회의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한 후 이를 즉시 공표69)하는데 특히 의장인 한은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
68) 2000년부터 미 연준은 금리 인상 또는 인하 등 정책 변화가 없을 때에도, 다시 말해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
로 결정했을 때에도 FOMC 회의 직후 발표문을 내고 있다.
69) 대부분의 국가들은 회의개최 직후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 1월을 제외한 매월 첫 번째 화요
일에 이사회(Borad metting)를 개최하지만 회의결과는 그 다음날인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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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목표금리 수준을 변경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현
수준에서 동결했을 때에도 결과를 공표하고 자세한 배경설명을 하는데 이는 동결조치가 강
력한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70) 아울러 정책심의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은 의사
록에 충실히 기록하여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한 화요일(휴무일인 경
우 익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71)
또한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및 집행간부들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사항이나 향후 정책방향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
한 책임의무(accountability)를 다하기 위해 국회에 1년에 두 차례72)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을 기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물가안
정목표의 달성여부는 물론 목표달성 또는 미달의 이유를 기록하고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행
내용 및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2005년 9월까지 모두 열 다섯 차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한은총재는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통화정책 운영방향과 경제전망 등에 관하여 증언한다.73)
통화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 범
위와 정도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도 있다. 시장친화적 통화정책이란 금융시장을 상대로
한 일종의 게임인데 중앙은행이 자신의 의도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마치 카드를 보여주고
포커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70) 이러한 예로 2001년 10월 11일의 금리동결조치를 들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의 미 테러사건이후 한국은행은 9
월 19일 임시금통위를 개최하여 콜금리 목표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등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0월 들어 정기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고채금리 등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금통위는 연초 이래 네 차례
에 걸쳐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해 왔고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내외 경제이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나옴에 따라 장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금융시장이 인식하기에 한국은행의 동결(inaction)은 긴축으로 해석되었으
며 따라서 진정한 정책의도를 알리기 위해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71) 이와 같은 의사록 공개방식은 2005년 4월 1일 이후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일이 속한 월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월에 발간되는 조사통계월보에 의사록을 게재하여 공개하였는데 동 조치
로 의사록 공개시기가 회의일로부터 약 3.5개월 후에서 6주 후로 대폭 단축되었다.
72) 2004년 1월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 중앙은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통화
신용정책 수행상황 보고 횟수가 종전의 매년 1회 이상에서 매년 2회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73) 영란은행은 1999년 6월 세계 77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한국은행은 조사대상 중앙은행 가운데 네 번째로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란은행이 적용한
투명성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결정에 대한 대국민 설명의 투명성 : 통화정책회의 이후 정책결정의 공개시기(시의성), 공개횟수, 공개정도
② 중앙은행 경제전망의 공표여부 및 공표방법 : 예측치에 대한 신뢰도 공표, 과거 예측의 평가 등
③ 정책평가 및 경제분석의 발표여부(정기간행물, 연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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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9┃┃

유럽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투명성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수의 중앙은행이 구성원이 되고 단일 통화정책으로 회원국 경제 전체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국 금융시장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ECB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CB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매월 첫번째 정책이사회 직후 정책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설
명하기 위해 총재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이 있다. 또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를 통하여 정책배경
을 좀더 심층분석하고 1년에 두 차례 경제전망치를 발표한다.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유럽의
회에 제출하는데 총재가 직접 출석하여 보고한다. 이밖에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총재와 정책이사
회 이사들의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ECB의 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ECB는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외부의 비판적 시각도 만만
치 않다.
핵심쟁점은 정책이사회 의사록의 공개 문제이다. 의사록은 30년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표결결
과는 발표하지 않는데 이 점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ECB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사록 비
공개를 옹호하고 있다. 정책이사회 구성원에는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ECB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자국의 입장보다는 유로지역 전체의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록
이나 투표결과가 공개될 경우 구성원들은 자국의 이해에 상충되는 발언이나 표결을 하기 어렵고 외부
로부터 압력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총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분한 배경설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구태여 의사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다른 비판의 논지는 정책결정자와 금융시장간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자주 초래된다는 것이다.
초기에 ECB 정책이사회는 정책방향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one voice),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의 신호체계도 모호하게 만드는 등 문
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CB는‘한 목소리의 원칙(principle of one voice)’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9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2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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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10┃┃

통화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찬반 논리
영란은행 중앙은행연구센터(CCBS: Center for Central Banking Studies) 前 소장인 싱클레어
는 통화정책 투명성에 대한 찬반 논리를 각각 11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지하는 11가지 논리>
①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어야
하는데 통화당국이 저인플레이션을 추구하고 있다고 일반국민을 확신시키려면 통화정책이 투명하
게 이루어져야 함
②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토록 하여야 함
③ 적은 정보에 바탕을 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은 많은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에 비해 오류를 범
할 가능성이 높음
④ 중앙은행의 목표(objective)와 정책반응함수(reaction function)에 대한 혼란은 리스크 프리미엄
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과 해외자금 유입을 저해하며 정부의 채무상환부담도 가중시킴
⑤ 비밀스러운 중앙은행은 시장동요를 진정시키거나 거품을 제거하거나 또는 민간부문의 행동을 변화
시키고자 할 때 결코 신뢰받을 수 없음
⑥ 비밀스러운 중앙은행은 재정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대립에서 정치적 동지를 얻을 수 없음
⑦ 점차 투명성이 강화되는 세계에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감추어야할 곤란한 비
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⑧ 중앙은행이 일반국민에게 주요한 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경우 공급충격이 발생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금리는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임
⑨ 중앙은행이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목표를 마치 가진 것처
럼 행동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⑩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이 투명해질 때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은 빠르게 작동되며 강력해질 수
있음
⑪ 현재 투명성이 가치가 있다는 많은 실증적 증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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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11가지 논리>

① 통화정책은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임(game)
의 특성을 가짐
② 중앙은행이 어려움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룰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여 금융불안을 야기할 위험을 높임
③ 모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은행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면 예금인출사태(bank run)
와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④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앙은행 자신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
출됨
⑤ 미래의 균형환율이 어떠리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공개하면 현재의 환율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됨
⑥ 개별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해당은행과 고객들의 경쟁자들에게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일 수 있음
⑦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 방향에 관한 중앙은행 내부 토론내용이 특정 개인에 누설될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⑧ 중앙은행 직원이 개별적으로 언론 및 외부인과 접촉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약화될 수 있음
⑨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이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음
⑩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제공될 때 시장의 성과는 정보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쁠 수
있음
⑪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앙은행과 같이 큰 기관은 정보를 모두 제공
하는 것보다는 걸러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Sinclai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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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수단

중앙은행이 구사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크게 간접조절수단과 직접조절수단으로 구
분된다. 간접조절수단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부합하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정책수단
으로서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및 공개시장조작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조절
수단은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regulatory power)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당시부터 법적인 면에서는 간접조절수단을 갖추고 있었지만 현
실적으로는 직접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던
데다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 때문에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통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직접규제방식은 당시 여건상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시장메커니
즘에 의존한 정책운용이 보편적 틀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리의 단계
적 자유화1),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통화정책도 간접조절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의 흑자 반전으로 해외부문을 통
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자 이를 중화하기 위하여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 정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더 많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1998년 4월에 발효된 개정 한
국은행법은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수행을 한국은행의 기본임무로 규정2)하였다. 현재 한국
은행은 일상적 통화정책 수행을 모두 간접조절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1) 1980년대 중반부터 금리규제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1988년 12월에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저축성예
금의 금리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동 조치 이후 물가 및 시장금리 상승,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 제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1989년 하반기부터는 창구지도 등을 통해 금리를 다시 규제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8월
에「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시작으로 1993
년 11월 제2단계,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제4단계 계획중 일부가
시행되고 2003년 12월에 그 나머지 부분인 은행 요구불예금금리가 자유화(2004년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금리자
유화가 완결되었다.
2) 현행 한국은행법 제4조 제2항은‘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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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은행 대출정책

1. 중앙은행 대출정책의 의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금
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 준다. 중앙은행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중앙은행은 상업은
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
앙은행 대출제도를 통상 재할인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발
전시킨 영란은행은 20세기 초까지 주로 어음을 재할인하여 통화를 공급하되 그 어음의 적
격(eligibility) 여부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물거래의 결과 발생한 진성어음(real bills)만을 재할인하면 자금의 공급량
이 전체 경제활동 수준에 맞게 조절3)될 뿐만 아니라 적격요건의 변경을 통하여 상업은행의
대출종류도 통제할 수 있다는 진성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4)에 입각한 것이다. 이후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어음재할인 방식뿐만 아니라 증권을 담보로 해서도 금융기관에 대출
을 해 주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대출시 징구하는 담보는 국채를 비롯하여 안전
성이 높은 적격증권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중앙은행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안전장치이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도입초기 상당기간 동안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상적인 영업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
로의 힘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창구로서의 성격이 강
해졌다. 선진국의 경우 대출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들
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금조달 및 운용 능력의 부족을 스스로 인
정하는 것으로서 신용과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금융기관들은 가급적 중앙은행 차입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대출금리의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시

3) 경기상승기에는 금융기관 어음할인 증가 → 중앙은행 재할인 증가 → 통화량 증가의 경로가, 경기하락기에는 금융기
관 어음할인 감소 → 중앙은행 재할인 감소 → 통화량 감소의 경로가 작동하여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통화공급
규모가 자동조절된다는 것이다.
4) 그러나 고전학파의 경제철학에 바탕을 둔 진성어음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성어음주의에
입각한 통화공급은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을 제약
한다. 아울러 진성어음주의는 재할인을 통한 본원통화의 증감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에 의해 통화승수배만큼 통화공
급량을 변동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확대공급된 통화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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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알리는 공시기능과 금융위기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5)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과거 미 연준의 경우 공시기능을 잘 활용하였는데 1999년까지 미 연준은 금리를 조정할
때 정책기조 변경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와 중앙은행 대출금리인 재할인금리(discount rate)를 동시에 조정하고 그 정도가 약할 시
에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만 조정하였다. 1990년 이후 1999년 12월까지 총 35회의 금리
조정 가운데 재할인금리까지 함께 변경하여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준 경우는 모두 16회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조정시 재할인금리도 동일한 폭으로 함께
조정하고 있다.6)
한편 개도국의 경우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공급 창구로
┃ 그림 3-1┃┃

미국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및 재할인금리 추이

5)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래 금융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점을 들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자원배분
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대출정책보다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Kaufman, 1991). 또한 대출정책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이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금융위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라도 중앙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보다는 전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최종대부자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한다(Schwartz, 1992).
6) 미 연준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데 대응하여 2003년 1월부터 재할
인금리를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롬바
르트 방식으로 대출제도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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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특정산업에 대해 금리 또는 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등 산업정책을 위
한 선별금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7) 그러나 이로 인해 통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 나라에서는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정책
금융적인 성격을 없애 나가고 있다.8) 금융시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어 중앙은행 대출정책
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과 독일에서도 금융시장의 고도화 진전으로 중앙은행의 시장조
절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2.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대출정책
변천 개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통화조절 수단으로
서보다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창구로 주로 활용되었다. 즉 만성적
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은
그 중 일부(30~60%)를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통화
가 과도히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장기
간 고정되고 대출규모도 한국은행의 정책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능동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대출창구를 통해 공급된 과다한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함으로써 통화안정증권이 크게 누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이 과도하게 발행되면 이자지급액이 늘어나고 이를 다시 통화안정증권 발행으
로 보전할 경우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7) 과거 대만 중앙은행은 일반적인 대출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선별금융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만도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979년 1월 공개
시장을 통하여 단기어음조작을 시작한 이래 주로 연말, 세금납부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월초 등에 단기어음 및 재
정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해 왔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흑자로 발생한 해외부문의 통화증
발을 수속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8) 중소기업 지원자금, 농업자금 등 중앙은행의 대출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성
격의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은행 대출활동을 준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y)이라 부른다. 개도국에서 정
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준재정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
니라 재정자금의 배분을 둘러싼 국민경제 각 부문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준재정활동은 의
회의 승인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부문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작다는 데서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은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통화공급경로의 왜
곡, 금융시장 교란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정책금융은 한번 지원되면 쉽게 회수되기 어렵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자동으로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 1990년대 이후 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개도국 중앙은행들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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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1980~93년)
상업어음
재할인

당해어음 담보대출
무역금융

농수축산

(억원)

일반자금

방위산업

기타

대출

계

1980말

2,974

12,913

1,211

167

2,674

4,510

24,450

1985말

13,208

20,392

1,736

63

679

54,632

90,710

1990말

38,196

8,919

3,482

63

4

59,684

110,348

1993말

51,781

10,549

5,078

58

11

91,702

159,178

간접조절 통화관리 방식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지
나치게 정책금융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한국
은행은 19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
행의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을 총액한도대출로 통폐합하였다. 아울러 대다수의 정책
금융은 정부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
터 차입할 수 있는 전체한도(총액한도)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서 자동재할인제도가 아니
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즉 종전에는 한국은행이 수동적 위치에서 자금을 공급하였으나
총액한도대출제도하에서는 한국은행이 주도적 입장에서 대출규모와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0년 6월 총액한도대출과는 별도로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도입하였
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대하여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
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국과 같이 대출금리의 신축적 조절을 통해 금융
시장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를 알리는 공시효과를 적극 활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 9월에는 하루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일중당좌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오랫동안 폐지여부로 논란이 되어 왔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5월에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2001년 2월에는 전자방식 외
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별 대출취급실
적을 총액대출한도 배정의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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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내용
(1994년 3월 15일)
개편내용

개편전
- 상업어음재할인

새로 도입하는 총액한도대출에 흡수

- 무역금융

-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 소재∙부품 생산자금

생산자금 :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로 운용

- 지방 중소기업자금

- 지방 중소기업자금 : 지역본부별 총액
한도로 운용

- 일시부족자금대출

종전대로 운용

- 농수축산자금

정부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

- 수출산업설비금융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및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등
- 방위산업금융

폐지

- 유동성조절자금
- 산업구조조정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산업합리화자금
등신규취급이 없는 자금
-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

6개월마다 연장지원여부 검토

현행 제도 및 운영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형태는 금
융기관이 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받은 어음을 재할인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
종 증권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담보로 활용 가능한 증권의 자격은 엄격히
규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할인이 가능한 어음 등 신용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
안정증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거나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우발적 사고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에서 열거한 자산 이외에 대

제1절 중앙은행 대출정책

99

해서도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1992년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관련하여 조흥은
행 등 7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시 해당 투신사에 대한 대출의 결과로 은행이 취득한 어
음에 대해 임시적격성을 부여한 바가 있다. 또한 신용경색이 심각하여 연쇄부도가 우려되
는 비상시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1997년말 외환위기시 이루어진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을 들 수 있다.

┃ 표 3-3┃┃

금융시장 안정 대책자금
대출대상
지원방법
지 대출한도
원
조 금 리
건 만 기
대출잔액

한국증권금융(주)

신용관리기금

한국증권금융은 동 한은차입금을

신용관리기금은 동 한은차입금을

산하 증권사에 전대

산하 종금사에 전대

2조원

1조원

(대출규모: 26개 증권사 1조 1,275억원)

(대출규모: 13개 종금사 8,710억원)

콜금리

콜금리

6개월

6개월

—

—

(1998.7.6일 회수 완료)

(1998.7.6일 회수 완료)

한편 한국은행 대출의 기간은 최고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과도한 중앙은행 차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출의 거부 및 벌칙금리 부과 등의 수단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실제 한국은행이 상시 또는 수시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는 총액
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특별대출의 다섯 가지가
있다.

( 총액한도대출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1994년 3월 중앙은행 대출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aggregate
ceiling)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별
은행은 자신에게 배분된 한도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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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현황1)
기
총액한도대출

능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

대출한도

대출금리

만기

9.6조원

연2.0%

1개월

- 통화정책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방향

연3.25%

공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은행이 차입을

(3개월이상
연속 차입시 1개월이내

5조원

는 연4.25%)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써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일시부족자금대출

- 은행의 지급결제(또는 지준) 부족자금
지원

부족자금

콜금리 목표

범위내

+ 2%p

일중당좌대출

-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 한은당좌예금
부족자금 지원
평잔의200%

특별대출

- 최종대부자 대출

무이자

1영업일
당일업무
마감시각

필요시 도입∙운영

주 : 1) 2005년 10월 현재

이 제도는 과거의 정책금융창구에서 순수 유동성 조절기능을 발휘하는 대출제도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체 한도를 한국은행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선진국형 제도
로의 진전이었으며 배분기준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 연계되어 있거나 대출금리
가 시장금리보다 낮다는 점에서 보면 과거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
라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여건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일시에 폐지하
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점차 낮
추고 금리도 현실화하여 중앙은행 대출창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출제도에 관한 한국은
행의 중장기적인 목표였다. 실제 1994년 3월 제도 도입 당시 총액대출한도는 8.8조원이었
으나 1996년 11월과 1997년 2월 예금지급준비율의 인하와 함께 한도를 3조 6천억원까지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
한 수단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적극 활용되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가 4조원 증액되었다. 이어 2001년 1월에 한도가 2조원 증액되
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데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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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경색과 잇따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
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 9월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 발생으
로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도를 다시 2조원
증액하여 11.6조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부터는 주택가격 급등 등에 대
응하여 시중유동성을 부분적으로 환수하고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불식하기 위해 총액
대출한도를 2조원 감축하여 2005년 12월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9조 6,000억원으로 설정
ㆍ운용되고 있다. 한편 대출금리는 제도 도입 이후 연 5.0%를 적용하다가 1998년 9월에
연 3.0%로 인하하였고 이후 2001년 9월에 0.5% 포인트, 2004년 8월 및 11월에 각각
0.25% 포인트씩 추가 인하함으로써 2005년 12월말 현재 연 2.0%를 적용하고 있다.
한도증액, 금리인하와 함께 총액한도대출 자금의 배분기준도 그때 그때의 정책목표 달성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그 결과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정통적인 유동성조절 수단
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 표 3-5┃┃

총액대출한도 및 금리 변경 추이
1994
3월
한도 8.8
금리

1995

1996

1997

1998

(조원, %)

2001

4월 10월 1월 4월 11월 2월 12월 3월 9월 1월
9.3

9.5

9.1 9.2
5.0

6.4

3.6

4.6

5.6 7.6

2002

9월 10월 8월 11월

9.6 11.6
3.0

2004

2.5

9.6
2.25 2.0

총액대출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결정하며 한국
은행총재는 이 범위에서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
로 배분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분하여 월별로 배정∙운용하고 있다.9)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각 은행의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배정되는데 200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5조원중 2.5조원은 결제지원한도로서 각 은행의 기업
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 할인(취급실적의 10%만 인
정) 취급평잔에 비례하여 배정되며 나머지 2.5조원은 일반한도로서 각 은행의 무역금융 및
소재ㆍ부품생산자금대출의 취급평잔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이와 같이 한도를 산정한 다음

9) 2005년 11월 현재 총액한도 9조 6,000억원중 금융기관별 한도는 5조원이고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 4,000억원이며
나머지 2,000억원은 긴급사태 발생시 지원을 위한 배정유보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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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자금운용상황을 5개(A~E)등급으로 평가10)하여 그 결과가 부진한(D, E등급) 은
행으로부터 총액한도의 일정비율(10~20%)을 차감하여 우수은행(A, B등급)에 전액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금융기관별 총액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 제외)과 지역별 경제사
정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본부별로 배정된다. 지역본부별 한도는 기본한도와 지역본부장
별도기준 배분한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관내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실적
을 기준으로 운용되며 후자는 지역특화산업, 유망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 표 3-6┃┃

총액대출한도의 배정구조1)
총액대출한도(100%)
금융기관별 한도(53%)
결제지원한도(26.5%) 일반한도(26.5%)

지역본부별 한도(47%)
기본한도(14%)

지역본부장 별도기준
배분한도(33%)

주 : 1) 2005년 11월 현재

( 유동성조절대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중심인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주로 외환위
기 이후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 대출금리의
중요한 역할인 공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자금운용상황 평가 항목 및 가중치

10)
평

목

가중치(%)

황

30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실적

20

금

가
리

항

운

용

현

중소기업 신용대출비중

20

도1)

30

정

책

호

응

주 : 1) 중소기업 한도대출비중,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비율, 업무협조도 각 10%

제1절 중앙은행 대출정책

103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2000년 6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통화정책 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콜금리 목표수준
의 변경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금융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는 금리공시기능을 수행
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공개시장조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개별은행의 일시적 유
동성 부족상황 발생시 이들 은행의 신청에 의해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함으
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금융불안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
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는 분기별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며 분기한도 범위내에서 대
출신청 은행의 유동성 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상황, 경영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콜금
리목표와 함께 결정하여 고시하며11)은행의 차입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3개월간 연속해서 차입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
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이용한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유
동성 개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유동성조절대출 지원시 수반되는 심사기능을 통해 시
장원리에 입각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시장조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 예컨대 은행의 건전경영이나 유동성 사정 개선 등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
제도도입 당시 2조원이었던 대출한도는 2001년 1월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과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중앙은행
의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3조원으로 확대하였고 2003년 7월부터는 예금인
출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충할 목적으로 5조원으로 증
액하였다. 대출금리는 도입 이후 4.5%를 적용하다가 2001년 8월 콜금리 목표 인하폭에
맞추어 4.25%로 0.25% 포인트 하향조정한 데 이어 9월 19일에는 미국 테러사태 발생에
따른 콜금리 목표 인하와 함께 다시 3.75%로 0.5% 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이후에도 콜
금리 목표 인하시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 포인트씩 하향 조정하였다가 2005년 10월
및 12월에 콜금리 목표 인상에 맞추어 각각 0.25%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연 3.25%를 적용하고 있다.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는 콜금리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동성 개선 등 통화신용정책의 질적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중앙은행이 유동성 조절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최소
한의 차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1) 통화정책기조의 변경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콜금리 목표수준만을 조정하며 정책기조 변경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클 경우에는 콜금리 목표수준과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를 동시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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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조절대출제도 도입 이후 지원실적을 보면 2000년 12월중 2개 은행에 대하여 총
2,7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대출금은 한차례 재대출(roll-over)된 후 2001년 2월 만기도
래시 전액 회수되었다. 대출 당시 적용금리는 연 4.5%, 대출기간은 1개월이었다. 또한 2003
년 6월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을 전후하여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6월 19일
한국은행은 RP 상대매입을 통해 조흥은행에 2조원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한 데 이어 6월 23일
에는 금리 연 3.75%, 만기 1개월의 조건으로 3조원의 유동성조절대출을 실시하였다.12)
┃ 표 3-7┃┃

유동성조절대출 한도 및 금리 변경 추이
(조원, %)

2000.8
한도

2

금리

4.5

2001.1 2001.8 2001.9 2003.7 2004.8 2004.11 2005.10 2005.12
3
4.5

4.25

5
3.75

3.5

3.25

3.0

3.25

3.5

( 일시부족자금대출 )
일시부족자금대출은 예금지급준비금이나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하게 된 은행에 부족자금
을 지원하는 대출이며 1984년 3월 도입되었다. 지준부족자금은 대출신청은행의 3개 반월
전 필요지급준비금 평잔13)의 100%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필요시에는 지준부족규모 범위
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특별승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급결제 부족자금은 대출신청은행의
당일 부족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일(영업일기준)이며 필요시 재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절도있는 유동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
칙금리(콜금리목표 + 2% 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차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유동성 개선대책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1995년 1월 이후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한 은행은 없다.

12)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이 차입을 신청하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제도이
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없거나 적을 경우, 또는 한국은행 차입보다 유리한 자금조달방법이 있을 경우에
는 동 대출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굳이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조달하
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3) 필요지급준비금 규모는 확정치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3개 반월전 지급준비 대상예금(반월평잔)에 금반월의 지급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3개 반월전이라 함은 예컨대 금반월이 10월 하반월(10.16~31)일 경우 9월 상반
월(9.1~15)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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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당좌대출 )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간 대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거래 증대 등으로 금
융기관간 자금결제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지급결제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해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예금 평잔의 2배14)범위에서 일시적
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업무마감시각(17:30)까지 실시각으로 자동 지원해 준다. 이 자금
은 무이자인데 그 이유는 지원된 자금이 업무시간 마감 전까지 전액 회수되기 때문이다.
적격담보는 부도위험이 전혀 없고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각∙회수할 수 있는 국채와 통화
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15)로 한정되어 있다. 담보예치규모는 각 은행이 유동성 사정과 지
급결제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마감시각까지 그 날 차입
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벌칙금리(콜금
리 목표+2% 포인트)가 적용되는 일시부족자금대출로 전환한다.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차
입한 경우에는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제한16)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유동성 개선대책
등을 점검한다.
2005년 10월 현재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4개,
지방은행 3개, 외은지점 15개이며 이용실적은 일중평균잔액기준으로 3,036억원 수준이다.
┃ 표 3-8┃┃

일중당좌대출 이용실적 추이
(일중평균잔액기준, 억원)

2000.12
시중은행

676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0

1,414

1,387

1,011

1,502

1,006

지방은행

20

6

4

1

32

26

특수은행

327

211

136

95

284

389

외은지점
합

계

77

569

1,559

1,422

1,287

1,615

1,100

2,200

3,086

2,529

3,105

3,036

14) 2001년 7월부터 일중당좌대출 한도를 한국은행 당좌예금 평잔의 1배에서 2배로 증액하였다.
15) 2001년 7월부터 기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외에 정부보증채도 적격담보로 인정되고 있다.
16) 일시부족자금대출 차입시 일정기간 동안 일중당좌대출한도를 50% 차감하고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월중 2영업일 이
상 차입하거나 직전 2개월 전월부터 3영업일 이상 차입시에는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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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출 )
특별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지원하는 대출이
다. 동 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별도 의결을 받아 지원하게 되는데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
장 불안기를 제외하고는 2005년 10월 현재까지 취급실적이 전무하다.
한국은행은 1997년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이에 대처하여 총 10조
7,656억원의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이 대출은 대상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에 실시되었던
수지보전적 성격의 저리 특융17)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특별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997년 9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던 제일은행에 대하
여 1조원을 당시 일반은행의 평균자금조달비용 수준(연 8.05%)인 연리 8%로 공급하였으
며18) 그 해 10월에는 부도유예협약 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1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1조원을 연리 8%에 지원하였다. 이어 12월에는
14개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업무정지에 따라 콜시장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금융∙자본시장이 위기 국면에 처함에 따라 은행에 6조 7,671억원을
콜금리 목표-1% 포인트의 금리로,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증권금
융(주)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1조 1,275억원 및 8,710억원을 콜금리로 지원하였다. 그러
나 1998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하여 현
재는 잔액이 없다. 한편 1999년 8월에는「컴퓨터 2000년 문제」
로 인한 은행의 지급결제자
금 부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6개월간 Y2K 특별대
출제도를 시한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려하였던「컴퓨터 2000년 문제」
가 발생하지 않
음에 따라 Y2K 특별대출실적은 없었다.

17) 한국은행은 1985~1987년에 걸쳐 원유가 폭등 및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부실화된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총 1조 7,221억원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987년 3
월에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 의해 영세 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하여 지원한 농수축협에 2,500억원
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다. 또한 1992년 8월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에
2조 9천억원의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8) 동 대출의 만기가 1998년 9월 도래하였으나 제일은행이 해외매각을 앞두고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대출 1조원을 콜금리로 재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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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1994년 이후)
(억원)

대출종류
유동성조절대출
총액한도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1994말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10월말
-

-

-

- 2,700

-

-

-

-

-

88,321 42,664 63,616 75,971 73,601 107,102 75,911 94,549 90,094 93,721
-

-

-

-

-

-

-

-

-

-

4,677

1,155

-

-

-

-

-

-

-

-

잔액관리대출1)

28,554 4,960

2,417

766

258

49

-

-

-

-

투신사
경영정상화 자금

13,000

-

-

-

-

-

-

-

-

제일은행특별대출

- 10,000 10,000 10,000

-

-

-

-

-

-

종금사 특별대출

- 10,000

-

-

-

-

-

-

-

-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 59,389 62,470

-

-

-

-

-

-

농수축산자금

합

계

-

134,552 128,168138,503 86,737 76,559 107,151 75,911 94,549 90,094 93,721

주 : 1) 1994년 3월 재할인제도 개편시 신규취급이 중단된 대출금으로 기대출금의 잔액만을 관리
(만기도래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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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1┃┃

어음대체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간 상거래대금이 대부분 어음에 의해 결제되어 왔다. 어음거래관행은 자금결제
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발행기업이 부도
가 날 경우 연쇄부도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음제도의 폐지
는 필요했지만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어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
여 2000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
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면 구매기업은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자금이 부
족할 경우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시 말해 구매기업은
물품대금을 어음대신 자신이 직접 대출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금융부담
이 발생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유인을 주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저리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우대지원하여 금리를 낮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를 이용하
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어음발행을 많이 하는 1~30대 계열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약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납품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
아 현금화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이 두가지 어음대체제도의 이용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계속 줄어
들고 있어 현금결제가 어음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간 상거래 관련 대출 추이1)
(10억원)
2000.6
기업구매자금대출(A)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9

65

3,359

8,243

11,170

12,489

11,928

13,272

-

-

1,276

3,433

6,245

7,728

7,374

합계(C=A+B)

65

3,359

9,519

14,603

18,734

19,656

20,646

상업어음(D)2)

18,454

19,310

15,153

14,059

13,188

12,739

10,209

0.4

17.4

62.8

103.9

142.1

154.3

202.2

C / D (%)
주 : 1) 말잔기준

2) 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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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준비정책의 의의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한다. 이러한 자산
가운데는 장기채권, 대출 등 짧은 시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으므로 고객이 예금
을 찾으러 왔을 때 이에 순조롭게 응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
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유동
성 자산을 지급준비금(reserve)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과 금융
기관이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은 무제한적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겨 놓은 자금은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가능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유동성자산을 적게 보유
하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금융기관이 받은 예금의 99%를 장기채권이나 대출로 운
용했다고 하자. 이 경우 수익성은 높아지겠으나 예금자의 인출요구가 한번에 집중된다면
1%의 유동자산만으로 고객의 지급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
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자금을 빌리려고 할 것이므로 금리가 뛰고
시장이 불안해진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에 의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지급준비제도는 법에 의해 예금의 일정비율(지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63년 제정된 미국 國法銀行法(National
Bank Act)이 은행권의 유통성 확보19)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국법은행권 및 예금에 대해
법정지준을 부과한 것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 지준율을 변경하
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20)이 밝혀지면서 지

19) 1837년의 경제공황 이후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자기신용에 의해 은행권을 발행하는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
system)가 출현하여 1844~1860년 사이에 은행수가 400개에서 1,560개로 늘어났으며 1860년경에는 유통되는
화폐의 수만 해도 약 1만개에 이르렀다.
20)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통화는 승수(money multiplier)배만큼 늘어난다
는 이론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에 근거한다. 즉 중앙은행이 10만큼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은 이중
1(지준율 10% 가정)을 지준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를 대출한다. 대출받은 사람은 이를 은행에 예치하며 은행은 다
시 이 가운데 0.9를 지준으로 남겨두고 8.1을 대출한다. 이는 다시 은행예금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면 결국 통화는 100만큼 늘어난다. 이때 승수는 10이다. 이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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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1933년 미 의회
가 연준에 대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지준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급준
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정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21)
이후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이 이 제도를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고도성장과
정에서 성장통화 공급이나 외자유입 등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통
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준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강력한 통화량 조절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급준비정책은 이들 나라에 매력적인 정책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법적 강제력보다는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떠오르
고 여러 제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지준율을 인하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
기도 하였다.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이 축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상황에서 강제적∙무차별
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준비정책도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규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둘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의 조작목표로 지준보다 금리를 중시하게 되면서 금
리를 목표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한 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준
율은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전체 유동성 수준이나 금융기관의 수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빈번히 사용할 수는 없었다. 지급준비정책은 일상적인 유동성조
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급준비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정하려
는 시도는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급준비의무는 모든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
며 주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대상인 은행권에 부과된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무수익 자
산이므로 이를 강제로 보유하는 금융기관은 간접적인 세금, 즉 지준세(reserve tax)를 납
M = m × MB, m = 1/r (M : 통화량, m : 통화승수, MB : 본원통화, r : 지준율)
그러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를 모두 예금하는 것은 아니며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 통화량은 덜 늘어나게 된다.
21) 연준은 대공황 이후 유동성 인출사태에 대비하여 은행이 초과지준을 많이 보유하게 되자 급격한 신용팽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936년 8월, 1937년 1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통화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1937~38년 극심한 불황이 발생하자 1938년에는 지준율을 다시 인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겪
고 난 후 연준은 지준율 변경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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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셈이 된다. 이는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일부 국가들
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준부과 대상 금융기관이나 대상채무를 확대22)하기도 하였
으나 금융혁신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립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면
서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의 개방화가 진
전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
라는 차원에서도 지급준비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지급준비정책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지급준비정책은 그 자체보다는 공개시장조작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이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아직도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부
분의 지급준비제도 폐지 논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변천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가변현금준비제도 형태의 지급준비제
도가 도입되었다. 지급준비정책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직접규제수단을 보완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 조치23)를 계기로 통화조절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전
환으로 해외부문 통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유동
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22) 미국은 1980년 통화조절법(Monetary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연준의 지급준비 대상기관을 종전의 연준가맹 상
업은행에서 모든 상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일본은 1972년 금융채, 금
전신탁, 거주자 외화예금 등에 대해서도 지급준비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밖에 지급준비제도 도입 당시 지준부과대
상에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까지 포함시켰던 독일도 1983년에 그 대상기관을 건축대부조합 저당은행까지 확대
하였으며, 프랑스도 저축금고 및 도시신용금고(1985), 예금공탁금고(1986), 프랑스부동산금고, 국립신용회사 및
지역개발회사(1987) 등으로 확대하였다.
23) 저축의 획기적 증대 및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해 1965년 9월 24일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금리의 법정최고한
도를 연 20.0%에서 연 36.5%로 높이는 한편 9월 30일 수신금리를 정기예금은 연 15.0%에서 연 30.0%로, 여신
금리는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연 15.0%에서 연 26.0%로 각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정책이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 증권시장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1968년 4월부터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수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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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및 운영
( 지급준비율 )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외자유입 증대와 수출의 급신장으로 본원통화 증발압력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1966~67년중 지준율을 종전의 10~15%에서 18~35%까지 대폭 인상
하였다가 1971년말에는 12~18%까지 다시 낮추었다. 그 후 유동성 조절은 통화안정증권과
통안계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지준율은 대체로 15~25% 수준에서 조금씩 조정되는 데 그
쳤다. 한편 1980년대에는 높은 지준율이 은행 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지준율은 1984년에 4.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중 해
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8년 지준율이 10%로 인상되었으며 1989년 5
월부터는 예금 증가액에 대해 30%의 지준을 부과하는 한계지급준비제도가 실시되었다.
1990년 2월 한계지준율이 폐지된 대신 지준율이 11.5%로 인상된 이후 이 수준에서 오랫동
안 고정되어 있다가 1996년 4월 이후 금융자유화와 통화정책 수단의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이 인하됨으로써 지금은 평균지준율이 3%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있다.
현행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
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50%이상 100%까지의 한계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
┃ 그림 3-2┃┃

1980년대 이후 지급준비율1)과 통화증가율 추이

주 : 1) 지급준비금/지준대상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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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2005
년 10월말 현재 평균 지준율은 3.0%이다.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
현재 예금지급준비제도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등
이다.「한국은행법」
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한국산업은행은「한국산업은행법」
에 의거「한국은행법」
상의 예금지급준비관련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24) 지준 대상채무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7년
2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발행한도를 철폐하면서 CD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
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 참고 3-2┃┃

지준부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는가?
현재 지준예치의무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은행과 유사한 예금
업무를 하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지준부과 대상 확대는 긍정
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효과로는 은행권에 한정되어 있는 통화정책 대상기관이 확대됨으로써 효과적인 유동성 조절이
가능해질 것이며 지준예치금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줄일 수 있
다. 또한 은행, 비은행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준관리를 통해 중앙
은행은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지준을 결제자금으로 사
용할 수 있어 단기금리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비은행금융기관은 영업자금을 콜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에
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수요와 관계없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단기금
리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준의 형태로 일정한 수준의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가능성
이 줄어들 것임).
반면 부정적 효과를 보면 무수익 자산의 보유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고 은행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도 중앙은행 대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중앙은행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급준비의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24) 비은행금융기관도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규 등에 의거 예수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으
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예금자의 일상적인 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정책 목적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동 자산도 대부분 수익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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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
한국은행은 1977년까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반월간의
필요지급준비금(지급준비대상예금의 평균잔액에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같은 기간에
적립하는 반월평잔 동시적립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은 기간중에
적립해야 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1978년부터는 필요지급준비금 계
산기간과 실제지급준비금 적립기간 사이에 1주일간의 시차를 두는 반월평잔 일주일 이연적
립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들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상반월)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은 달 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중에,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하반
월)의 필요지급준비금은 같은 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의 기간중에 적립하고 있다.

┃ 표 3-10┃┃

우리나라의 지준적립방식(상반월)
1일

지준계산기간

15일

7일

지준적립기간

30,31일

22일

금융기관이 반월중 적립한 실제지급준비금이 필요지급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반월중
부족금액 평잔의 1%를 과태금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개월 반 이상 지준부족
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지급준비금을 1개월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
금중 시재금으로 보유토록 허용한 현금보유인정비율은 35%이다.25)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支準附利). 한국은행은 1986년까지 금융기관

25) 현금보유 인정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의 지준관리 부담이 경감된다. 영업목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을 지급준비금으
로 인정받음으로써 중앙은행에 무수익자산을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며 금융기관이 무수익성 자산비중을 줄
이기 위하여 보유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데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나치게 높은 현금보
유비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앙은행에 유입되는 현금의 양을 축소시켜 손상권이 원활히 교환되지 않는 등의 부작
용을 낳는다.

제2절 지급준비정책

115

의 수지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바 있지만 1987년 이후에는 그
러한 사례가 없다.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자금으로 사용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
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지준부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러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대한 수수료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그만큼 무
이자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데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 지급준비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 )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이 위축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지급준비제도를 폐
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준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든지 지급준비제도를 없애자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급준비제도 폐지가 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과 은행
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커지
면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준율의 대폭 인하로 금융기관의 지준
예치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기관간 지급결제통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규모는 2004년중 일평균 89.4조원으로 지준율이 대폭 인하되기 이전인
1995년에 비해 8.5배 늘어난 반면 금융기관의 지준예치금 규모는 같은 기간중 9.8조원에
서 13.4조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차액
결제 규모도 1995년 일평균 6조원 수준에서 2004년중 11.8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 표 3-11┃┃

지급결제규모 및 지준예치금의 비율 추이1)
(10억원, %)

1995(A)

2000

2001

2002

2003

10,494

48,962

60,047

62,812

70,041

차액결제규모(D)

6,104

12,115

12,456

14,149

지준예치금(E)

9,807

8,310

9,710

11,322

총액결제규모(C)

2004(B) B/A(배)
89,394

8.52

13,890

11,781

1.93

12,540

13,391

1.37

E/C

93.5

17.0

16.2

18.0

17.9

15.0

E/D

160.7

68.6

78.0

80.0

90.3

113.7

주 : 1) 일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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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결제규모에 대한 지준예치금의 비율도 총액결제기준으로 1995
년의 94%에서 2004년에는 15%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차액결제기준으로도 161%에서
114%로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준율을 0% 가까이 인하하거나 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할 경우 개별 은
행의 결제리스크가 높아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일중당좌
대출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기는 하였으
나 금융기관이 결제자금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한 지급준비제도의 유효성은 여
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금리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금융기관들
이 결제자금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준을 유지하게 되면 결제자금수요의 불규칙한 변
화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준비제도가 없는 (a)의 경우 금리는 금융기관의 결제자금수요 변화(DW1→
DW2 또는 DW3)에 따라 r1에서 r2 또는 r3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이 경우 금리변동을 방
지하려면 결제자금의 수요에 따라 중앙은행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거
나 흡수해야 한다. 반면 지급준비제도에 의해 금융기관의 지준수요가 결제자금수요(DW1)
를 초과하는 Dr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제자금수요가 DW2, DW3로 변하더라도 금리
는 r1에서 안정될 수 있다.

┃ 그림 3-3┃┃

필요지준에 의한 금리변동 완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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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고금 수급과 외화자금의 유출입 등으로 본원통화가 불규칙
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준비제도는 이러한 변동을 흡수∙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금리의 불규칙한 변동을 방지해 준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준적립기간중에 금리가
상승하면 지준적립을 뒤로 미루고 자금을 운용하고자 함으로써 금리상승 압력을 완화시키
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지준을 앞당겨 적립하고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금리하락 압
력을 완화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금리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급준비제도의 의의는 그만
큼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준율 인하 또는 지급준비제도 폐지 주장은 이러한 조치가 통화공급 확대로 이
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은행이 통화를 확대공급하려고 해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설득력을
얻는 주장이다.26) 그러나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되어 금융기관이 더 이상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이나 유가증권 매입에 투입함으로써 통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결제자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이 빗나가 급히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직간접비용이 발생하기 때
문에 지준의무가 없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결제준비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된 영국, 캐나다 등은 금융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벌칙
성 금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 결제자금 부족이 자주 발생할
경우 신인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예금평잔의 1~2%를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
하고 있다.27)

26) 우리나라에서도 신용경색이 문제가 되었던 1998년 8~9월경에 통화공급 확대론에 근거하여 지급준비제도 폐지주
장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27) 이를 실효지준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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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3┃┃

지준제도 폐지국가들의 보완대책
지준제도 폐지국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단기금리의 급변동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은 1981년 지준제도 폐지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해 매영업일 마감시 영란은행에 개설한 결제계
정(settlement account) 잔액을 �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였다. 마감때까지 결제자금을 확보하지 못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시대출(Late lending)을 제공하며 1996년 실시각 총액결제제도 도입 이
후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의 일중결제자금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에는 일중RP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초단기금리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들로 하여금 결제관련 자금을 확충토록 하는 자발적 지준(voluntary reserve) 적립제도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뉴질랜드 준비은행은 1985년 지준제도의 폐지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해 영업일 마감시 � 이상의
결제예치금을 유지토록 하였다. 마감시각까지 결제계정잔액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1998년 실시각 총액결제제도 도입 이후 은행의 일중결제자
금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중RP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장금리가 운용목표로 활용하고 있
는 OCR(Official Cash Rate)에 수렴할 수 있도록 초단기여수신제도(금리는 OCR±25bp)를 운용하
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994년 지준제도의 폐지와 함께 동행에 예치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예치금
잔액을 �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단기금리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운용목표±25bp
의 운용목표 밴드(operating band)제를 운용하고 있다. 마감시각에 금융기관의 결제계정잔액이 �
미만일 경우 운용목표＋25bp의 담보부 대출을 공여하되 1개월 단위 기준으로 적수(담보부대출 제외)
가 �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결제예치금이 남는 경우에는 운용목표－25bp의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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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시장조작정책의 의의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이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28)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
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29) 금융기관은 자금운용
을 위해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생겨 채권을 현금화시켜야 한다면 이를 유통시장에 내다 팔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러나 채권을 매입한 상대방의 현금보유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기관 전체로 볼 때
유동성 규모는 변함이 없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사람들이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는 동기
(flight to liquidity)가 커지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모자란다면 금융기
관이 채권을 팔려고 하더라도 이를 사고자 하는 상대가 없을 수 있다. 이 때는 금융권 전체
의 유동성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채권을 매입해 줌으
로써 새로운 유동성(fresh liquidity)을 공급한다. 반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여 채권
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채권물량이 부족하다면 이때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아 과잉유동성을 흡수한다.
이처럼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아 자신의 유
동성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시장전체로는 유동성의 보유주체만 바뀔 뿐 총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매하면 시장전체의 유동
성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금융기관들은 늘어난 유동성을 활용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다
른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승수과정을 거쳐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100 매입했다고 하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28) 공개시장(open market)은 고객시장(customer’
s marke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매의사와 구매력만 있으면 누구
나 참여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고객시장은 구매의사와 구매력뿐만 아니
라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백화점이 공개시장이라면 대학은 전형적인 고객시장
이다. 즉 돈이나 참여의사만 있다고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졸업, 수능시험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등은 자금과 매매의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
문에 공개시장이라고 부른다.
29) 공개시장조작은 동태적 공개시장조작(dynamic open market operations)과 방어적 공개시장조작(defensive
open market operation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으
로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이다. 후자는 일시적 요인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자금사정이 변화할 때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수동적 또는 수용적(accommodative) 공개시장조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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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30)

중앙은행 B/S
채권

+100

A 은행 B/S

지준예치금 +100

채권

-100

지준예치금 +100

A은행은 100의 초과지준이 생겼으므로 이를 모두 대출하는데 대출을 받는 기업의 명의
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 이로써 A은행은 당좌예금 형태로 100의 통
화를 창조하게 된다(당좌예금은 M1의 구성요소).

A 은행 B/S
채권

-100

지준예치금 +100
대출

당좌예금 +100

+100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좌예금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출을 할 것이며 이 사람으
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B 은행에 예금을 한다. B은행은 당좌예금 100에 대한 법정지준
10(지준율 10%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90을 대출한다.

A 은행 B/S

B 은행 B/S

채권

-100

지준예치금

+10

대출

+100

대출

+90

예금

+100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C은행에 이를 입금하였다면 C은행의 당좌계정이 90늘어
난다. 이러한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 통화가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다.
공개시장조작의 기원은 1830년대 영란은행의 콘솔(Consol)공채31) 매각에서 찾을 수 있
다. 당시 영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로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영란은행이 주로 사용하던 재할인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었고 그것도 은행이 요청을 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수동적 성격이
30) Mishkin(2001), p395~405에서 인용
31) 1752년부터 영국정부가 전비조달목적으로 발행한 영구국채(Consolidated Ann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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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영란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콘솔공채를 매각하여 은행의
여유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한 최초의 예이다.
공개시장조작이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
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란은행 및 독일제국은행은 전쟁공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미국은 1913년 연준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
항을 가장 먼저 입법화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을 금지하고 있어 재
정적자를 국채발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국채가 풍부히 발행되어 공개시
장조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와
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시장 발전이 가속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공개시장조작은 재할인정책이나 지급준비제도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신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조절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앙은행 대출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규모를 변경하여 금융기관
들로 하여금 중앙은행 대출창구 이용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둘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섬세한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필요한 조절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만큼만 채권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의 실시시기, 빈도,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어 대단히 신축적이다. 이에 비해 지급준비정책
은 지준율을 소폭 변경하더라도 금융기관 유동성 사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
준율을 수시로 조정하기도 어렵다. 중앙은행 대출금리나 대출규모를 수시로 변경하기 어려
운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공개시장조작은 신속하다. 중앙은행 대출정책이나 지급준비정책은 제도를 변경하
는 것이므로 상당한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하나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
간의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종결된다.
넷째,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교류가 이루어
지므로 정책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시장친화적이면서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작대상이 되는 국공채 물량이 풍부히 존재해야 하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
어야 하며 금융자산의 만기별 금리체계(term structure)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등 갖추어야 할 조건도 많다. 이 때문에 개도국들은 초기에는 주로 중앙은행 대출정책
이나 지급준비정책에 의존하다가 금융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 와서야 공개시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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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채권을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하거나 환매조건부매
매(RP: Repurchase Agreement)32)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순매매는 중앙
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방식이
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기조적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환매조건부매매는 중앙은
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권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형태33)인데 시중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2.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
변천 개요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
다.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이 가능해졌고 1977년에는 매매대상
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
분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에서 증발된 통화를 흡수하기 위
하여 공개시장조작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1993년 3월에
는 그 동안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1997년 2월에
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시 미낙찰분이 발생하더라
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하여 소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을 실질적인 완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97년 8월에는 한은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
자입찰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정책 운용체제를 정착시켰
다. 이후에도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시기를 기일별로 정례화34) 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최소입

32) RP매매는 대상증권(underlying asset)의 만기내에서 RP 만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대상
증권을 매수(매도)한 후 다시 매도(매수)하는 두 개의 단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함으로써 단순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3) 한국은행은 현재 RP매매를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06년 4월 1일자로 이를 채권매매방식으
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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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금액 및 최소낙찰금액 단위를 상향 조정35) 하는 등 공개시장조작 수단을 보다 시장친화
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행 제도 및 운영
( 유동성조절 방식 )
공개시장조작의 과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콜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
행의 지급준비금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콜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초단기(대
부분 1일물)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콜시장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모
두 참가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잉여자금이나 부족자금도 거래은행의 계정을 통해 나타나
므로 결국 은행의 자금 과부족이 중요한 변수이다. 콜시장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행이 새로이 유동성을 공
급하거나 환수하면 이는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변동으로 나타나
며 은행은 남거나 부족한 자금을 콜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에 콜금리가 변동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은행은 상반월(매월 1일~15일) 및 하반월(16일~말일)의 지준을 1주일이 지난 후 반
월간(8일~22일, 23일~7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해야 할 지준, 다시 말해
필요지준 규모는 사전에 정해진다. 이것이 지준의 수요36)가 된다.
그러나 지준의 공급37)은 다양한 부문을 통해 발생하며 매일매일 달라진다.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사람들은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이 줄어든다.38) 반대
로 정부가 시행한 공사대금을 민간업자에게 지불하면 그만큼 새로운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므로 지준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은행에서 달러화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원화를 지급해
34) 2003년 1월에 원칙적으로 2년물은 제1ㆍ3주, 364일물은 제2주, 182물은 제4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정례화하
였고 2004년 3월에는 91일물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제3주로 정례화하였다. 2005년 1월에 기일물별 입찰일정이 재
조정함에 따라 2005년 10월 현재 제1∙3주에는 91물이, 제2주에는 2년물과 182일물이 그리고 제4주에는 2년물
과 364일물이 각각 정례 발행되고 있다.
35) 2002년 6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시 최소입찰금액 및 최소낙찰금액 단위를 각각 종전의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2004년 8월에는 다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36) 지준은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으로 구성된다. 필요지준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되어 있는 지준이
며 초과지준은 지급결제 목적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등의 목적으로 필요지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준이다. 지
준잔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초과지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7) 지준의 공급이란 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정의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한국은행 계정잔액이 100억원이었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계정잔액이 110억원이 되어 지
준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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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지준이 공급된다. 한국은행 대출창구를 통해 은행에 자금이 공급될 때도 마찬가
지로 지준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이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지준공급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지준수
요와 비교한 다음 지준의 과부족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결정
한다. 지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자. 아래 표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에서 실제로 작성한
지준전망표이다. 당일 정부부문에서 5,100억원의 정부지출이 있을 것이나 원천세 등으로
2조 7,000억원이 흡수될 예정이어서 정부부문을 통한 지준공급은 2조 1,900억원(－) 줄
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날 한국은행은 은행들에게 총액한도대출금 100억원(＋)을 추
가로 빌려주고 은행에 팔았던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100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민간의
현금수요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예치한 계정에서 현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지준잔액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날은 민간의 현금수요가 900억원(－) 줄어 현금
이 환수됨으로써 그만큼 금융기관의 예치잔액(지준)이 늘어났다. 한편 통화안정증권 1조원
과 전일 한국은행이 매각했던 RP 3조 5,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그만큼 금융기관들에
게 현금상환해 주어야 했다.
이를 모두 합해보면 당일 은행지준은 2조 4,2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전일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지준잔액이 18조 8,400억원이었으므로 당
일 지준잔액은 21조 2,600억원(18조 8,400억원＋2조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
다. 그런데 필요지준을 계산한 결과 은행들은 이날 17조 8,700억원을 잔액으로 가지고 있
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지준은 3조 3,900억원 남는 셈이 되었다. 만일 한국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잉여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낮은 금리도 감수하고
자 할 것이며 그 결과 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잉여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만
큼의 자금을 흡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해당 반월에 지준잉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는 경우에는 당일 잉여자금인 3조 3,900억원을 흡수하더라도 콜금리는 여전히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
액인 4조원을 RP매각을 통해 흡수하게 된다.

38)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일단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예금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은행의 지준이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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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실제 지준전망표
(2005년 4월 3일 현재)

증감규모(억원)
◇ 정부부문

주요 요인

△21,900

세출

5,100

세입(-)

27,000

◇ 해외부문

원천세 등

-

◇ 대출
◇ 기타
◇ 현금통화(-)

100

총액한도대출

100

통화안정증권 이자

△900

◇ 유동성조절분 만기도래

45,000

통화안정증권

10,000

RP

35,000

금일 예상지준 증감(A)

전일 RP매각분

24,200

전일 지준규모(B)

188,400

금일 예상지준규모(C=A+B)

212,600

필요지준규모(D)

178,700

당일 지준과부족(C-D)

33,900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40,000

통화안정증권

-

RP

40,000

┃ 그림 3-4┃┃

공개시장조작 과정
콜금리 목표 결정

→

필요지준 전망
지준공급규모 전망

- 전망수정
- 콜금리 및 금융
시장 동향 점검

→

→

통화증가율 전망

당일 조작 결정∙실시

단기 유동성 조절
(RP)

장기 유동성 조절
(통안증권 발행 등)

정부부문
민간부문
해외부문
기타부문
현금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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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수단 )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증권매매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
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서 공개시장조작에 필수적인 국공채 물량이 부족했던
시절부터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통화안정증권은 만기가 비교적 긴 데다 일단 발행되
면 원칙적으로 만기전 중도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기조
적인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
의 50/1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기별로는 14일물에서 2년물까지 총 11종39)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를 만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9월말 현재 2년물이 전체의 65.7%
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64일물이 11.1%, 546일물이 8.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표 3-13┃┃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및 만기별 구성1)
(조원)

14일물 28일물

63일물

91일물

140일물 182일물 364일물 546일물

2년물

계

2.0

1.1

2.5

9.3

2.0

6.4

17.9

14.0

105.7

160.8

(1.2)

(0.7)

(1.6)

(5.8)

(1.2)

(4.0)

(11.1)

(8.7)

(65.7)

(100.0)

주 : 1) 2005년 9월말 현재, ( )내는 구성비(%)

다음으로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환수하는 것으로서 그 대
상은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과 대상증권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 표 3-14┃┃

증권매매시 대상증권의 범위
증권 단순매매

RP매매

국채, 정부보증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1)

토지개발채권 2)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 2)

주 : 1) RP매입에 한함
2)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에 한함

39) 통화안정증권의 종류는 할인채로 14일물, 28일물, 63일물, 91일물, 140일물, 182일물, 364일물, 371일물, 392
일물, 546일물 등이 있으며 이표채로는 2년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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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매매와 RP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활용한다. 단
순매매 가운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단순매각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서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어 실적이 없으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순매입도 시중 유동
서이 일반적으로 잉여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하다.
따라서 증권매매는 RP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RP거래의 최장만기는 91일이지만
실제로는 지준적립기간인 15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장기물은 13~15일물, 단기물
은 1~3일물로 운용된다.

┃ 표 3-15┃┃

공개시장조작 운용수단
조작방법

대상증권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장기

증권 단순매각

자금
조절

잔존만기가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RP매각
환수

자금
조절

한은보유 국공채
—

공급
증권 단순매입

단기

—

환수

한은보유 국공채

단기물(14일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RP매입

공급

거래대상기관 보유 국공채

—
거래대상기관 보유 국공채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

2004년중 RP매매조작은 총 94회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매각조작(통화환수)이 52회, 총
131조원으로 매입조작(통화공급) 42회, 총 122조원보다 조금 많았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한 통화공급 증가에 대응하여 과잉 유동성을 적절히 환수해 왔기 때문이다. 만기
별로는 매입 및 매각조작 모두 1일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1, 2, 3, 4일물을 합하면 전체
의 99%에 이른다. 7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RP매매조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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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6┃┃

RP매매 실적1) 및 만기별 구성
(20004년중)
(억원)

1일물
521,540
매입

매각

계

(21)

2일물

3일물

230,000 400,630
(7)

(13)

4일물

5일물

6일물

-

-

(42)

28,550

1,309,430

70,000
(1)

<42.7>

<18.8>

<32.8>

<5.7>

381,010

245,000

484,870

170,000

(17)

(10)

(19)

(5)

<29.1>

<18.7>

<37.0>

<13.0>

902,550

475,000

885,500

240,000

(38)

(17)

(32)

(6)

<35.6>

<18.8>

<35.0>

<9.5>

계
1,222,170
<100.0>

-

-

(1)

(52)

<2.2>

<100.0>

28,550

2,531,600

(1)

(94)

<1.1>

<100.0>

주 : 1)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실적
2) ( )내는 조작횟수, < >내는 구성비(%)

( 매매방식 )
공개시장조작은 대부분 한은금융망(BOK-Wire)40)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이루어
지며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한국은행 본점 및 지역본부 창구를 통해 일정금액을 일정가격
(금리)에 판매하기도 한다.
경쟁입찰시 한국은행은 내정가격(내정금리)을 먼저 정한다. 한국은행이 RP매각을 하거
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통화 환수시)할 때는 채권을 파는 입장이므로 내정가격은 응찰가
격의 하한(floor, 금리는 상한)을 형성한다. 일정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대
로 RP매입시에는 채권을 사는 입장이므로 내정가격은 응찰가격의 상한(ceiling, 금리는 하
한)을 형성한다.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RP매각시에는 내정가격보다 높게(내정금리보다 낮게) 응찰한 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파는데 배정방식은 높은 가격 순서대로 결정하되 동일한 응찰가격으로 경합된 기관의 낙찰
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적용가격은 낙찰자에게 유리하도록 각 낙찰자가 제
시한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최고 금리)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이를 단일가격 방식 또는
Dutch 방식이라고 한다).
40) 입찰공고, 입찰실시, 낙찰결과 통보 및 자금결제 등 일련의 과정이 한국은행과 거래대상 금융기관간에 구축되어 있
는 On-Line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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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P매입시에는 내정가격보다 낮게(내정금리보다 높게) 응찰한 기관을 대상으로 채
권을 사는데 배정방식은 낮은 가격 순서대로 결정하되 동일한 응찰가격으로 경합된 기관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적용가격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가격
(금리)을 따로따로 적용한다(이를 복수가격 방식 또는 conventional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기로 한다. 먼저 RP(91일물) 1,000억원을 매
각하는데 총 응찰금액이 2,100억원이고 한국은행의 내정가격이 98.58(금리 5.75%)이라
고 하자. 10개 기관이 응찰하였는데 내정가격 98.58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중에서 가
격 순서대로 1,000억원의 범위에 드는 7개 기관이 낙찰을 받았다. Dutch 방식에 의해 낙
찰받은 7개 기관은 응찰가격중 최저인 98.75(기관 6과 기관 7의 응찰가격)를 일률적으로
적용 받는다. 물량은 높은 가격을 써 낸 기관 1부터 응찰금액 전부를 배정한다. 순서에 의
하여 기관 5까지 총 9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00억원은 응찰가격이 같은 기관 6과
기관 7에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41)

┃ 표 3-17┃┃

RP 1,000억원 매각시(예시)
(내정가격 98.58)

기관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응찰가격
99.23
99.11
99.02
98.92
98.81
98.75
98.75
97.52
98.33
98.65

응찰금액(억원)
100
300
100
200
200
300
200
200
400
100
2,100

낙찰여부
○
○
○
○
○
○
○
×
×
×

낙찰가격
98.75
98.75
98.75
98.75
98.75
98.75
98.75
－
－
－

낙찰금액(억원)
100( 100)
300( 400)
100( 500)
200( 700)
200( 900)
60( 960)
40(1,000)
－
－
－
1,000

이번에는 RP(91일물) 1,000억원을 매입한다고 가정하자. 내정가격은 98.88이다. 10개
기관이 응찰하였는데 내정가격 98.88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5개 기관이 낙찰을 받았다. 복
41) 내정가격보다 높게 쓴 응찰자 모두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관 1의 응찰금액이 400억원, 기관
2가 500억, 기관 3이 300억원이었다면 이때 기관 1은 400억원, 기관 2는 500억원, 기관 3은 100억원을 낙찰받는
다. 그리고 이 때의 낙찰금액은 기관 3이 제시한 99.0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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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격 방식에 의해 낙찰자들은 모두 자신이 써낸 가격을 따로따로 적용 받는다. 물량은 낮
은 가격을 써 낸 기관 1부터 응찰금액 전부를 배정한다. 순서에 의하여 기관 3까지 총 700
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300억원은 응찰가격이 같은 기관 4와 기관 5에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표 3-18┃┃

RP 1,000억원 매입시(예시)
(내정가격 98.88)

기관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응찰가격
97.52
98.33
98.65
98.75
98.75
99.23
98.92
99.11
98.81
99.02

응찰금액(억원)
200
400
100
300
200
100
200
300
200
100
2,100

낙찰여부
○
○
○
○
○
×
×
×
×
×

낙찰가격
97.52
98.33
98.65
98.75
98.75
－
－
－
－
－

낙찰금액(억원)
200 (200)
400 (600)
100 (700)
180 (880)
120(1,000)
－
－
－
－
－
1,000

( 거래대상 기관 )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매매의 대상기관42)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과 대상기
관의 자산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지정하는
데 2005년 10월 현재 예금은행을 포함한 30개 금융기관43)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42) 거래 대상기관의 범위와 수는 금융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장조성자와의 특수관계
를 유지함으로써 시장발전을 촉진하고 중앙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겠는데 극단적으로 대조가 될 수 있는 예는 소수의 primary dealer들과만
거래하는 미 연준과 지준의무가 부과된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입찰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경
우이다.
43) 통화안정증권 매매 대상기관은 10개 국내은행, 4개 외은지점, 16개 증권회사이며 증권매매 대상기관은 15개 국내
은행, 6개 외은지점, 9개 증권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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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위한 입찰 실행과정

장기 지준사정 전망

일 자

시 간

비 고

D-1일

영업시간중

반월지준전망표, 월∙분
기별 통화전망 등 고려

D-1일

15:30경

통화정책방향, 장기지준
사정 전망 등 고려

〃

16:00경

D일

10:00경

〃

10:10~11:30

〃

11:50

총 낙찰규모 및 낙찰금리
는 언론을 통해 공표

D+1일

16:30~17:00

대부분 증권실물의 교부
없이 BOK-Wire를 통한
등록방식으로 발행

↓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및
만기결정
↓
입찰내역 공고
↓
통화안정증권 입찰내정금리
결정
↓
입찰 실시
↓
낙찰결과 통보 및 공표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CD, CP 등의 유통수익
률과 환율동향 등을 고려
1차 : 10:10~10:30
2차 : 11:10~11:30

↓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자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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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0┃┃

RP매매 실행과정
일 자
차기 반월 지준전망

시 간

비 고

D-1일

영업시간중

정부, 제도금융, 해외부문
등 변동요인 파악

〃

영업마감후

D일

08:30~09:30

〃

09:30~10:10

〃

10:20

〃

10:30~10:40

〃

11:00

전반월
지준마감후

↓
외생적요인에 의한
지준변동요인 파악
↓
익영업일 지준전망
↓
당일 예상 금융시장동향 파악
↓
자금조절수단, 규모 및 횟수
결정, 공고
↓
오전 자금조절
내정금리 결정
↓
오전 자금조절 실시(입찰)
↓
낙찰결과 통보 및 공표

당일 지준전망치와 필
요 지준과의 차이, 콜금
리 목표 등 고려

주로 단기자금 과부족
조정을 위하여 단기물
(1~3일물) RP매매 실시

↓
필요시 영업마감경 긴급
자금조절 실시 결정 및
입찰 실행

〃

16:30경

〃

16:30~17:00

↓
증권 수수 및 자금결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자
금과부족 규모가 확대
되어 콜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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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1. 금리경로
2. 자산가격경로
3. 환율경로
4. 신용경로
5. 기대경로
제2절 통화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 금융불안기

제3절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와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4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길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급경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그
러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블랙박스(black box)1)로 불릴 만큼 복잡하
며 이것조차 개별 국가들의 금융구조나 거시경제환경,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 등에 따라 상
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
러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통화주의(monetarism)를 대표하는 밀
튼 프리드만(M. Friedman)은 통화당국이 단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1절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생산 및 물가 등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 환율경로(exchange rate channel), 신
용경로(credit channel), 기대경로(expectation channel) 등이 있다.2)

1. 금리경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ip)3)를 하향 조정하면 단기시장금리(is↓)와 함께 장기시장금리(il↓),
은행 여수신금리(ib↓)도 하락하여 기업투자(I↑)와 가계소비(C↑)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
1)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하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 체계를
단순화하면 P=α
M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P)은 통화(M)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두 변수는 α
로연
결된다. 따라서 α
의 절대수준이 중요하며 α
의 내용(다시 말해 통화 M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P에 영향을 미
치는지 하는 파급경로 문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쉬킨(F. Mishkin)은 이를‘축약방정식 형태
의 접근 방식(reduced form approach)’
이라 지칭하였다.
2) Mishkin(1996)
3)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실물 및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을 토대로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를 결정ㆍ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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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 변경(콜금리 목표 조정)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기대경로

금융시장

자산시장

외환시장

대출시장

기대형성

시장금리

주식

환율

대출가용량

경기전망

여수신금리

부동산

담보가치

인플레기대

총 수 요
실물생산

인플레이션

산의 증대(Y↑) 및 물가 상승(P↑)으로 이어진다.
ip↓ ⇒ is↓ ⇒ il↓, ib↓ ⇒ I↑, C↑ ⇒ Y↑, P↑
1단계 : 금융시장

2단계 : 실물부문

금리경로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내에서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로 순차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4) 둘째는 전반적인 금
리 변화가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론적으로 이 두 단계가 모두 원활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먼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단기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의 의도에 따라 즉시 반
응한다. 이러한 금리의 예로는 금융기관끼리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만기 1일의 콜시장

4) 금리경로에서는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금리경로의 작동 매개체이다. 이는 통화정책수행에 있어 중요한 함의
를지니고 있다. 즉 명목금리가 제로 수준에 접근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더 이상 명목금리를 낮출 수 없더라도
통화공급 증대를 통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킴으로써 실물경제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제로금리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확장적 통화정책
에 의해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질금리가 떨어짐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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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들 수 있다.5) 통상 콜금리는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며, 양도성예금
증서(CDs: Certificate of Deposits) 금리, 기업어음(CPs: Commercial Papers) 금리와
같이 대체로 90일 이내의 만기인 단기시장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움
직인다.
그러나 장기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는 반드시 단기시장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는 것은 아니다. 국고채,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상 장기채권의 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평균 예측치와 장기간의 채권보유에 따르는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유동성 프리미엄
(liquidity premium)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6)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은 장
기시장금리 결정의 한 부분이며, 금융시장이 앞으로의 경기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리고 유동성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 장단기금리는 서로 다
르게 움직일 수 있다. 예컨대 2001년 7~9월중 한국은행은 국내경기 부진, 9.11 테러 등에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00bp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단기시장금리는 하락세
를 나타냈으나 장기시장금리는 시장참가자들간에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이 형성되
면서 10월 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대체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변동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에는 통화정책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은행금
리가 규제되어 있거나,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졌더라도 창구지도 등에 의해 사실상 금융당국
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그리고 몇몇 대형은행이 여수신의 대부분을 점하는 과점구조를 가
지고 있어 은행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담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7)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상업은행들은 신속히 프라임레이트를
5) 금융기관들은 하루 중 영업결과 자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남는 기관은 부족한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
게 되며 만기는 1일이 보통이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고 환수할 수도 있으
므로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 자금과부족에 즉시 영향을 미쳐 콜금리를 움직인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장을 페더럴
펀드시장이라고 하며 페더럴펀드금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사용되고 있다.
6) 장기금리의 결정이론중 하나인 기대가설(expectations theory)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만기동안 예상되는 단기금리의
평균치이다. 이때 미래의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
한 시장의 기대이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인상하면 이는 앞으로의 금리상승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장기금리를 높
이는 요인이 된다(하지만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단기금리를 인상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아짐으로써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한편 시장참가자들이 경기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면 앞으로 단
기금리가 올라갈 것이므로 장기금리도 상승한다.
6) 유동성프리미엄 이론(liquidity premium theory)은 장기금리는 여기에 더하여 유동성프리미엄(혹은 기간프리미엄,
term premium)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채권을 오랜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다 보면 채권가격의 변동이
필연적인데, 필요에 의해 채권을 현금화시킬 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채권을 보유
토록 하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프리미엄은 항상 陽의 부호를 가지므로 기대가설이 상정하는
것에 비해 금리수준이 더 높다. 유동성프리미엄 이론은 가장 현실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ishkin
(2000), 김시담(2000) 등).
7) BI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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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있다. 개도국은 아직도 은행부문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은
행 여수신금리가 통화정책에 얼마만큼 신속히,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상품 비중이 점차 높
아지면서 정책금리 조정이 은행 여수신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그림 4-2┃┃

미 연준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변경과 프라임레이트 추이

금리경로의 두 번째 단계는 기업의 투자나 개인들의 주택구입, 내구소비재 구입이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데 이때 투자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
린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구입이 할부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의 변화는 개인의 소비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금융비용은 투자나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투자의 경우에는 오히
려 미래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투자자
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를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소
득이나 고용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돈을 빌려 집
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금리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금리의 가격기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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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고됨으로써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1998년 이후 한국
은행이 통화량 대신 콜금리를 정책 운용목표로 활용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
급효과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장단기 금융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
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시장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
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카니즘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4-1┃┃

주요 시장금리간 상관계수
1989~91

1992~94

1995~97

1998~2004

콜-CD

0.73

0.86

0.85

0.97

콜-회사채

0.78

0.78

0.81

0.90

..

..

0.92

0.84

콜-국채
CD-회사채

0.75

0.95

0.84

0.97

CD-국채

..

..

0.90

0.93

회사채-국채

..

..

0.91

0.97

2. 자산가격경로
통화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가격 경로가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가계의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가 늘어
나고 기업도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산가격 경로는 Tobin의
q 이론과 富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토빈의 q 이론
토빈의 q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 of firms)를 기업의 실
물자본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of capital)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8) 금리인하로 주
기업의 시장가치
8) q =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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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원 추이

가가 상승9)하면 기업의 시장가치(분자)가 커져 기계나 공장과 같은 실물자본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분모)을 상회함으로써 q가 상승한다. 이는 기업들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금리(ip)인하 → 주가(Pe)상승 → q 상승 → 투자(I) 확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ip↓ ⇒ Pe↑ ⇒ q↑ ⇒ I↑ ⇒ Y↑, P↑
토빈의 q 이론은 통화정책 완화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져야만 성립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제약요인이 있다. 먼저 주가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수익성, 건전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하는 지표인데 다른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주식에 대한 수요
가 회복되겠느냐는 점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미 연준이 수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였

9) 통화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통화론자(monetarist)와 케인지안
(Keynesian)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통화론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경제주체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케
인지안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채권가격 상승)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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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서는 주가가 국내통화정책의 변화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주가변화, 외국인의 주식투자동향
등에 더 민감히 반응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주가 변동이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에 있어서도,
주가는 단기적 등락이 매우 심한 반면 투자는 투자결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기업이 얼마만큼이나 주가변동을 고려하면서 투자행위를 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10)

富의 효과
토빈의 q 이론이 투자에 대한 주가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면 富의 효과(wealth
effect)는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부가 늘어나 소비(C)를 늘릴 수 있
는 여력이 커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p↓ ⇒ Pe↑ ⇒ 개인의 富↑ ⇒ C↑ ⇒ Y↑, P↑
富의 효과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변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금리 하락과 통화
량 증가는 주식과 비슷하게 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늘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
다.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들은 이전보다 부유해진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지출을 늘릴 개연성이 커진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담보가치
도 높아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이를 소비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자산가격 변화가
소비나 투자행태에 어떻게 파급되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많이 행해졌다. 우리나라
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주가변동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사치재 소비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가상승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민간
소비증가율은 0.6% 포인트 높아지고 그 시차는 1~2분기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1) 한
편 부동산가격에 관해서는 토지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가계의 비내구재 소비를 0.3~
0.5% 정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0) 정운찬(1996)
11) 김병화, 문소상(2001)
12) 이항용(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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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4-1┃┃

주식과 부동산의 富의 효과 차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富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변동 정도와 방향이 서로 상이하여 이들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생기
는 자본이익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富의 효과는 개별자산들의 상대적 富의 효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과정에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경제에 逆 富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를 가져다준 반면 부동산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
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를 상당히 억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자산의 형태별로도 주식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富의 효과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일부 국
민들만 보유하고 있고 그조차 특정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주택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국
민들이 보유하고 있고 금액면에서도 거액이다. 따라서 전체 富의 효과에 있어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
른 효과가 주가변동의 경우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소비행
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富의 효과가 주가상승에 따른 富의 효과보다
두 배나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본이득의 원천과 형태별로도 이것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자본이득
의 원천별로는 아직까지 심층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없지만 미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이 예비조사 결과
를 인용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주택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 중 10~15%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어 주식자본이득에 따른 소비성향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본이득
의 형태가 실현이익이냐 미실현이익이냐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장부상의 상승에 그친 상태에서는 향후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의 상
실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반면 보유자산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져 자본이득이 실현된 경우에는 이
것이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다만,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매매가 뒤따르지 않더라도 주택담보가액 상승에 따른
대출증대를 통해 소비지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투자인구는 2004년말 현재 3,763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이 주식투자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증권선물거래소, 2005년). 물론 연금투자, 뮤츄얼 펀드 등 간접투자까지 감안한
다면 개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Karl Case, John Quigley and Robert, "Comparing wealth effects : the stock market versus the
housing market", NBER, 2001.10. 동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가격의 10% 상승은 소비를 0.6% 증
가시킨 반면 주가의 10% 상승은 소비를 0.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8월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그린스펀은 가계의 富가 1달러 늘어날 경우
약 3~5센트의 소비증가(소비성향 3~5%)가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자본이득의 10~15%가 소비
되고 있다는 것은 주택자본이득에 의한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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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경로
국제화가 진전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율경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경로의 1차 단계는 국내금리(id) 변화가 환율(E)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투자가
들이 국내통화표시 금융자산과 해외통화표시 금융자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
리나라를 예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자.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예: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예:외화예금)을 매입
하고자 할 것인데, 그러자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한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
의 초과수요를 가져와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원화 환율 상승).
원화 환율의 상승은 2차 단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
친다. 첫째, 환율상승은 달러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은 상승시킨다. 이러한 가격 변화에 따라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
가 개선된다. 둘째, 환율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높여 곧바로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국
제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에서 변함이 없더라도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은 30% 오른다. 셋째, 환율변동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외화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변화시켜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 진
전으로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해외자본을 도입하고 이를 해외에서 운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부채가 많은 기업은 상환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된다. 우리나라에
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해외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① 수출품가격↓, 수입품가격↑ ⇒ 경상수지 개선
i p ↓ ⇒ i d ↓⇒ E ↑⇒

② 수입품가격↑ ⇒ 국내물가 상승
③

1단계 : 금융외환시장

외화표시 채권 > 채무 ⇒ 재무상태 개선
외화표시 채권 < 채무 ⇒ 재무상태 악화

2단계 : 실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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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경로의 2차 단계는 비교적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1차 단계, 즉 국내통화정책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13) 특히 소규모 개방경
제국의 환율은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율은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exogeneous condition)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선 국내금리와 해외금리 차이에 영
향을 받는 외국인의 채권투자규모 자체가 작아14) 콜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이것이 환율변화
를 초래할 정도의 외국인 채권투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해외자본 유입은 주로 주식시
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환율경로에서 상정하듯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주가의 상승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 원화에 대한 수요 증

┃ 그림 4-4┃┃

콜금리와 원화 및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 추이

13)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금리평가이론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동 이론이 성립하려면 아래식에서 β
의 값이 1 이어야 한다.
(St+1 － St) / St = α+ β
(rt － rt*) + ε
t
단, St+1는 t+1기의 환율, St는 t기의 환율, rt는 t기의 국내금리, rt*는 t기의 해외금리, ε
t는 교란항. (St+1－St)/St
는 자국통화의 상승률(절하율)이므로 β
의 부호는 陽(+)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Froot∙Thaler(1990)가 금리평가이론의 성립여부를 검증한 75개의 연구결과를 서베이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β
값은 -0.88로 부호가 예상과 반대로 나타났으며 β
의 부호가 陽(+)인 경우에도 절대값이 1과는 통계적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2005년 10월말 현재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 금액은 총 233조 1,989억원인데 이중 채권투자금액은 전체의
1.9%인 4조 4,679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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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원화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엔화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00원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엔화가 달러
당 110엔에서 130엔으로 상승하였다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가 엔화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15)

4. 신용경로
앞서 살펴본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및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영향을 줌으로써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다시 말해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이 변경될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달
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소비 등 총수요와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중앙은
행이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정책기조를 완화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자금 가용량
(availability)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기업의 경우 금리하락
으로 매출과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부채상환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확대 공급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신용경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ip↓ ⇒ 시중자금 가용량 ↑ ⇒ 은행대출 ↑ ⇒ I↑, C↑⇒ Y↑, P↑
기업 대차대조표 개선
1단계 : 금융시장

2단계 : 실물부문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효과는 직접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등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대기업보다 자기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15)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원화 환율이 즉시 상승
하기도 한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기대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해외로부터의 달러화 공급이 줄어들어 달러화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치하락이 확실한 원화를 먼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기대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개월 후에 나타날 원화가치 하락을 즉각 시장에서 반영토
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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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용경로는 금리규제 등으로 금리의 가격변수로서의 기능이 제약되거나 자본시장
이 잘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진전으로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중앙은행의 긴축정
책으로 예금이 감소하더라도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긴축 이전과 별 차이 없이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특
별히 대출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금융국제화의 진전으로 은행들은 국제금
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사정이 긴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얼마
든지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16)를 보면 1980년대에는
은행대출경로의 유효성이 비교적 컸으나 1990년대 들어 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기대경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
비 및 투자 결정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기대경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ip↓)는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고(Ie↑) 이는 임금 등 요소가격
및 재화가격의 상승을 촉발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상승(P↑)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ip↓ ⇒ Ie↑ ⇒ 임금 등 요소가격 및 재화가격↑ ⇒ P↑
종래에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대경로의 효과를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의 작동을 피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
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장기시장금리가 상이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이 물가 및 실물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
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대경로가 원활히 작동되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줄어들고 정책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기대경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기시장금리는 향후 단기시

16) 장동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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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리의 향방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시장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 연준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인식 및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시장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목표
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중시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
으므로 정책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대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
지면서 기대경로에 의한 정책파급효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그림 4-5┃┃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장기시장금리 변동1)

주 : 1) 정책금리 1%p 인상(4%→5%)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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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화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 금융불안기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과열경기를 식히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침체경기를 부양하는 데
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17) 이렇게 긴축시와 완화시 통화정책 효과는 비대칭적인 모습
을 보이는데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이러한 비대칭성은 증폭되어 나타난다.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진척되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전염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충분치 못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어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신흥시장국 경
제가 금융위기를 겪었다.18)
금융불안은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등 통화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불안
이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다수의 기업들이 재무상
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개별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별적
으로 적용하여 대출하기보다는 여신 부실화 발생을 우려하여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대표적인 것이 BIS 자기자본비율의 엄격한 적용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건전성 기준
을 맞추기 위해 비우량 기업대출과 같이 부실발생 위험이 큰 자산의 보유를 줄이려고 할 것
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권내의 신용가용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신용경색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에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은행의
신용가용성이 더욱 줄어들고 차입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긴축효과가 증폭된다.19) 물론 금융
불안이 감지된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다만 외환
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금융불안이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의 정책처방에 따라 일시
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이는 금융불안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신용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20)
한편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17) Karras(1996)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8) 1994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2000년 터키와 아르헨티나
의 금융위기
19) 이는 흔히‘불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
에 비유되기도 한다.
20) Giovanni Ferri, Taesoo Kang(1999), Hyunui Kim(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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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자 하더라도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꺼림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금융기관들은 그 대신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낮추고 BIS 자기자
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위험 자산인 국공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만을 매입하려 한다.
우량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들 채권금리는 떨어지겠지만 신용공급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당초 중앙은행이 의도한 기업대출 확대와 실물경제의 진
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한국
은행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5개월 뒤인 1998년 5월부터 IMF와의 협의하에 통화정책을 이
전의 긴축기조에서 완화기조로 전환하여 콜금리 목표 수준을 낮추고 본원통화를 충분히 공급
하였다. 이러한 금융완화조치에 의해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지만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이후
에도 상당기간 동안 줄어든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금융불안이 존재할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
의 파급효과는 매우 강력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은 정책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반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의 확대
가 요구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더
라도 신용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제약되는 한계에 직면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을 때에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 그림 4-6┃┃

우리나라의 신용경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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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화정책의파급시차와선제적통화정책의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파급되는데 그 효과가 경제성장
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변수에까지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1)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금융∙자본∙외환시장을 통해 총수요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총
생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1단계인 금융∙자본∙외환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금융가격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가격변수는 상당히 빠르게 영향을 주
고받지만 소비와 투자 등과 같은 양적 변수는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

단기금융, 자본, 외환시장

(1단계)

�

총수요, 총생산, 물가

(2단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파급시차 연구에 의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적어도 2분기가 걸리며 4~6분기중에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에 미치는 파급시차는 적어도 3분기가 걸리며 8~9분기중에 그 효과
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처럼 통화정책에 파급시차가 있다는 사실은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는 통화정책이 선제적(preemptive)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제적’
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
비한다는 뜻이다. 이미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경기가 지나치게 침
체되어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정책적 대응을 취해보아야 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책
21) 김현의(2000)
22) 김현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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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실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경기속도를 조절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지금 취하는
정책의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난다면, 즉 시차가 있다면 미래의 경제상황을 잘 예측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미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된다면 미리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선제적 통화정책의 당위성은 크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먼
저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특
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경제예측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
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한 정책대
응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래의 물가나 성장에 대한 전망
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근거한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은 오히려 물가를 더욱 불
안하게 하고 실물경기 변동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선제적 통화정책은 일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가 쉽다. 前 미 연준 부의장이자 프
린스턴 대학교수인 블라인더(A. Blinder)는 중앙은행이 미래를 예측하여 통화정책을 선제
적으로 수행하여 설사 성과를 거둘지라도 이러한 정책수행 방식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중앙은행에 대한 비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긴
축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예방하였더라도 일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중앙은행의 적절한 정책대응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에 이미 물가상승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축
기조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인이 선호하지 않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하려면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각
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징후 등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더 많
은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보다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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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긴축기조의 점진적 완화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하에 환율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공개시장조작금
리를 최고 35%까지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장금리도 30~40%까지 치솟아 우리
나라는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 시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첫
째는 국내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수지 개선을 가져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는 고금리가 기업 구조조정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이다. 이는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1)
1997년 12월 24일 미달러당 1,965원까지 급등했던 원화환율은 1998년 1~2월중에도
1,600~1,7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3월 들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긴급자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데다 1998년 4월에는 금융기관 단
기외채중 217억달러를 1~3년 만기의 중기채로 전환하는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40억달러 규
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성공하는 등 외환공급사정이 개선된 데 힘입은 것이었다.
환율은 3월말 1,300원대로 낮아진 이후 상당기간 그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였다. 환율
이 안정됨에 따라 통화정책면에서도 과도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2)
한편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이 줄어드는 신용경색
1) IMF의 정책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종규(2000)는 IMF의 고금리 처방이 환율안정
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먼저 환율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외화자금의 유출을 억제하려면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30%정도의 금리수준으로는 자금유출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
제 홍콩은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일시적으로 300%까지 인상했던 적이 있다. 또한 고금리 시행 이후 실제로 외화
자금유출이 중단되었거나, 자본유입이 늘어난 구체적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금리가 환율안정을 이루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나타낸 일종의 정보전달효과(signalling effect)를 발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2) 당시 통화정책 방향은 상당부분 외환시장 동향에 종속되어 있었다. IMF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가 환율 안정에 두어
져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고금리 정책기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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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runch) 현상이 발생했다. 신용경색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
(cash flow)이 악화되어 연쇄부도가 발생했는데 부실채권의 추가발생을 우려한 은행이 정
확한 대출심사를 통해 우량 차입자를 선별하기보다는 대출자체를 기피하였다. 둘째는 은행
의 구조조정 추진이다. 외환위기 발생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은행
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100%가 적
용되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퇴출,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
정해진 은행 직원들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초우량 대기업이 아니면 대출을 기피하였
다. 셋째는 여신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현상이다. 1998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
하는 은행수신이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은행권내에서도 기업자금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던 선발 시중은행들의 영업이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경색은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심한 경우 부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높은 리스크 때문에 신용경색
이 다시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은행이 실물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른 부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신용경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 연준 의장인 그린
스펀도 다양하고 중층화된 금융구조는 상호간에 대체시스템(back-up system)으로 작동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부문은 크게 위축된 반면 투자신탁회사의 영업기반은 대
폭 확대되었다. 1998년중 은행 수신은 6조원 가량 줄었지만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
익증권은 115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급증한 것은 대형 투자신탁회
사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데다 5월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투자신탁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투자에
사용했다면 위축된 은행부문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여 신용경색의 충격을 줄일

3) 미국에서는 1980년대말 부동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다수의 저축대부조합(S&L)이 부실화되면서 대출시장
에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했을 때 자본시장이 이들을 대신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빨리 극복
할 수 있었다. 또한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LTCM의 부도위기로 자본시장에 신용경색(capital
market crunch)이 발생했을 때는 은행들이 대출자금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위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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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
자신탁회사들도 부도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5대 재벌그룹 발행 유가증권을
주로 인수하였다.4) 1998년중 회사채는 32조 2,460억원, CP는 17조 6,543억원 순발행되
었는데 이중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회사채가 71.8%, CP가 66.6%에 달하였다.
┃ 표 5-1┃┃

형태별 자금공급
(억원)

1997년중 (A)

1998년중 (B)

B－A

은행대출(신탁포함)

401,971

-146,926

-548,897

회사채 순발행

137,749

322,460

184,711

CP 순발행

98,320

176,543

78,223

금융시스템 내에서 신용경색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
는 은행의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5)
먼저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확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신용경색
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금리인하는 신용경색 완화의 필요조건이 될 뿐 아니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금리를 낮추어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였다. 1998년 1월중 28.0%이었던
공개시장조작금리는 4월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7월중에는 외환위기 발생 이전보다 낮
은 10.7%까지 떨어졌다. 공개시장조작금리와 함께 콜금리, 회사채금리 등 시장금리도 계
속 하락하여 10월경에는 대부분의 금리가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금리인하조치와 함께 은행
이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1998년 3월 총액대출한도를 3.6조원에서 4.6조원으로 1조
원 확대한 데 이어 9월에는 이를 2조원 더 늘렸으며 금리도 연 5%에서 3%로 2% 포인트
인하하였다. 또한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도배
정 방식도 변경하였다.

4) 1998년중 투자신탁회사는 회사채에 52조 3,871억원, CP에 25조 7,071억원, 금융채에 6조 4,771억원, 국채에 3조
5,766억원을 각각 투자(증가액 기준)하였다.
5)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사채발행을 통해 시중자금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즉 1998년 10월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 포함) 보유한도를 전월말 현재 회사채 총보유액
의 일정비율(은행∙보험사 10%, 투자신탁회사 15%)로 제한하는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실시하였다. 동 조치는
2000년 5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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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용경색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함과 아울러 은행의 신용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5개 시중은행을 비
롯하여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
고 금융기관 자본을 보강(recapitalization)하였다. 또한 1998년 상반기중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10억달러와 예산 7,000억원 등 총 2
조 5,5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한 후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보
증토록 함으로써 신용경색 완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응과정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좀더 확장적으로 수행하여 통화량을 획
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본원통화 감소에 있었
다. 1998년 들어 본원통화가 계속 줄어들어 IMF 프로그램상의 한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으므로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표 5-2┃┃

본원통화 추이
(억원)

1997.12말(A)

1998.3말

6말

9말

12말(B)

B－A

IMF 한도

232,700

235,800

235,400

254,300

－

－

실적

225,193

220,35 1

207,989

220,260

207,030

-18,163

본원통화 감소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의 현금통화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
이 원인이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낮더라도 리스크가 없고 BIS 비율 산정시 유리
한 한국은행의 RP나 통화안정증권을 선호함에 따라 공급된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환류
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원통화 감소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라기보다 경기침
체와 신용경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RP나 통화안정증권
만기도래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전액 상환한다면 본원통화가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통화
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1998년 6월말 현재 RP 매각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합계는 44조 3,124억원이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이므로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중 상당부분을 해지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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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6)
또 다른 논란은 통화량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본원통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M2, M3
등 통화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통화지표이면서
외환위기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M3의 증가율은 대체로 12~14%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통화 증가세와 크게 위축된 경제활동 수준을 놓고 볼 때 유동성 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
으며 다만 자금흐름의 왜곡이 문제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화유통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통화량이 훨씬 더 많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환방정식
MV=PT에서 좌항의 V(통화유통속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M(통화)을 더 큰 폭
으로 늘려야만 우항에 표시된 명목국민소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정상
적인 상태에서는 타당한 논리이지만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금융권에서 머무는
신용경색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림 5-1┃┃

외환위기 이후 본원통화 및 M3 증가율

6) 금융기관은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지준을 일시에 대출이나 유가증권 매입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콜론으로 운용
할 것이다. 그러나 콜머니 수요에 비해 콜론 규모가 훨씬 클 것이므로 콜금리는 급락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액
한도대출금리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초과지준을 콜론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총액한도대
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한국은행 차입금을 갚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원통화는 다시 줄어들 것이다. 금융기
관은 잉여자금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이용할 것이지만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결국 신용도가 높은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현금통화의 감소에 따라 통화승수가 크게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
에 본원통화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통화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IMF와 M3의 증가율을 협의해야 하는 상
황에서 이는 어려운 정책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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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1┃┃

신용경색하에서의 통화유통속도
통화의 흐름은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실물적 유통과 생산활동과는 무관한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유통속도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급된 본원통화가 은행의 대출로 연결되어 투자 및 생산활동에 이용될 경우 실물적 유통이라 하며 그
렇지 않고 금융기관간의 거래로 금융권에서만 맴돌 경우 금융적 유통이라 하는데 실물적 유통에 비해 금
융적 유통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신용경색이라 부를 수 있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통화량을 각각 Mr, Mf라 하고 여기에 상승하는 유통속도를 각각 Vr, Vf라 할 때
M∙V = Mr∙Vr ＋ Mf∙Vf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Mf는 실물생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Vf는 0 또는 이에 가까운 작은 수치가 될 것이
다. 케인즈는 통화를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으로 구분하여 요구불예금은 실물경제활동의 결제에 주로 사
용되므로 유통속도가 높은 반면 저축예금은 그렇지 못하여 유통속도가 0이라고 보았는데 이때 저축예금은
금융적 유통의 통화를 나타낸다.
∙Vr ＋ μ
∙Vf
M∙V = Mr∙Vr ＋ Mf∙Vf에서 양변을 M으로 나누면 V = (Mr/M)∙Vr ＋ (Mf/M)∙Vf = μ
r
f
여기서 μ
은 전체통화에서 실물부문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μ
는 금융부문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
r
f
킨다.
가 커질수록, 즉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금융부문의 통
이때 Vf는 0에 가까운 작은 수치로 가정했으므로 μ
f
화량이 늘어날수록 통화량 전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유통속도 V는 떨어지게 된다.
=60%, μ
=40%라면 V = 1.8 + 0.04 = 1.84이다. 그런데 금융부문의 통화
예를 들어 Vr=3, Vf=0.1, μ
r
f
=40%, μf=60%로 바뀌었다면 V = 1.2 + 0.06 = 1.26으로 떨어지게 된다.
량 비중이 대폭 높아져 μ
r
요약하면 신용경색이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는 주로 금융적 유통으로 활용되며 그렇게 될
경우 금융부문 통화비중이 높아져 전체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M이 늘어나더라도 V가 하락하므
로 결과적으로 실물경제활동(PT)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 케인즈는‘A Treatise on Money(1930)’
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였고‘일반이론(1936)’
에서 실물적 유통을 통
화의 거래적 수요로, 금융적 유통을 통화의 투기적 수요로 각각 파악하였다.

한편 이 시기중 국채시장이 발전의 계기를 맞은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정흑자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채의 발행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
장과 같은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급확대 등으로 재
정적자가 발생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기 시
작하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하에서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에 국채
인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은행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정부보증채 8.5조원
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의 발효를 계기로 한국은행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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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채를 실세금리에 의해 시장발행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998년 2/4분기부터 모든 국채와 정부보증채는 시장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채와
정부보증채를 몇몇 기관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
율적 의사에 따른 완전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채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자금수급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
하는 지표금리(benchmark rate)로 자리잡았다.7) 이 사례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
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에 의해 보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의 선도적인 금융자율화 의지가 금융시장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1999년 :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응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1999년
2월 이후 은행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생산, 소비, 수출 등 실물경제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지표의 개선이 본격적
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리하
향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초 6%대였던 콜금리는 4월 중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다가 5월에는 콜금리 목표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유지해 오던
완화기조를 수정하였다. 당시의 경제상황을 보면,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 내외로 급등하고 60%대에 머물던 제조업 가동률도 70% 중반으로 상
승하였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수입이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나타
내어 대외불균형의 발생도 우려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주식시장이었다. 1999년
4월말 종합주가지수는 753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8%나 급등하는 등 단기과열 양상을 보
였다.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자
산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차후의 거시경제운용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제어할 필요는 있었다.8)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콜
7) 1998년 9월 이후 국채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식으로 대량발행되면서 1999년 초에 이르러서는 회사채의 지표채
권으로서의 의미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고채가 이를 대체하는 채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8) 1999. 5. 6 발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문에는 주식시장과 관련하여,“....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
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상증자 등 주식공급 확대로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재무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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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목표를 4.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
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의 이러한 결정을 통화정책 기조의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
였으며 그 결과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다.
콜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경기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주
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 안정세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금리변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균형의 발생가능성에 계속 유의하였다. 금융
시장에서도 콜금리 목표가 곧 인상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장기금리가 8%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큰 영향
을 미쳤던 신용경색 현상이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기, 물가, 국제수지 등 거
시경제지표의 동향과 전망을 토대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와 투신사 수익증권의 대량환매 문제가 표면
화되면서 사태는 달라졌다. 7월 19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고 8월에는 대우
계열 12개사의 워크아웃 방침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해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대규모로 발행한 회사채가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에 상당량 편
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신탁회사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되었다. 투자신탁회사
의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한 예금자들이 수익증권을 대량 환매하였으며 투자신탁회사들은
환매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유 채권을 매각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팽배해진 유동성
우선확보 분위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하려는 금융기관은 많지 않아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공론화되고 대우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 분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회사채의 주된 소화기관이었던 투자신탁회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채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금융시장 불안은 가까스로 시작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대우사태로 야기된 시장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두어졌다.
이는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맞추
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둘째, 채권시장의 수요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시장안정기금9)을 설치한다. 셋째, 공사채형수익증권의 대량환매를 막

9) 대우사태 이후의 시장금리 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30조원을 한도로 운용되었으
며 실제 약 25조원이 조성되었다. 주로 은행, 보험사 등이 출자하였으며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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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부분환매제도10)를 실시한다. 넷째,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
시장 불안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이러한 대응책에 힘입어 장기금리는 대우사태의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되찾았
지만 11월 들어 채권시장안정기금의 매입여력에 대한 회의감, 대우 워크아웃의 부진 등이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은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된 미시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실물경기와 관련된 거시적 요인
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질 GDP성장률은 1999년 1/4분기 5.4%, 2/4분기 10.8%,
3/4분기 12.8%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였으며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인
상,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요인이 겹쳐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형태로 장기금리를 높이는 원
인이 되었다.11)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4.75%에서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
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장단기금리격차는 1999년 상반기의 2~3%에서 6%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 그림 5-2┃┃

대우사태를 전후로 한 장단기금리격차

10) 대우그룹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은 환매를 허용하되 대우그룹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대우채
권 장부가액의 50%를, 18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80%를, 180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95%를 지급보장하는 비
상조치였다.
11) 장기금리 결정요인은‘제4장 제1절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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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금리격차 확대는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통화정책은 단
기금리 → 장기금리 → 실물경제의 경로를 통해 효과가 전달된다. 그런데 장단기금리격차
가 너무 크거나 두 금리가 별다른 연관성 없이 움직이면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통제력이 떨
어지고 통화정책 운용목표로서 콜금리의 기능도 약해진다. 또한 장단기금리격차가 확대된
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이며 신호이다.12) 그런데 이
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시장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다. 통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단기금리격차를 줄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중요 과제가 되었다. 만약 장기금리 상
승이 순수 경기요인 때문이었다면 콜금리의 인상을 통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시장
금리가 과도히 상승(overshooting)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콜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최소화되는 시기에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이 시기에는 통화정책이 구
조조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이슈로 부각되었다.13)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과 금융
기관을 개혁하는 작업이어서 미시적이고 행정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므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제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나 금융기관의 세부적 업무내용을 지도∙감
독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중앙은행은 법령이나 행정수단보다는 시장기능에 바탕을 두
면서 모든 경제주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성격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도 맡겨진 권
한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째,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 이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증시에서 자본금을 조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대량실업이나 금융시장 동요와 같이 큰 충격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과감
12) 이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의 수익률과 만기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우
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의 수익률곡선은 앞으로 경기가 상승
하여 인플레이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내포한다. 장단기금리격차나 수익률곡선은 같은 종류의 채권
(예 : 국채)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채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만기별
수익률 구조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콜－회사채수익률 또는 콜－국채수익률을 대용지표로 활
용하고 있다.
13)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금융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기관들도 평상시의 영업패턴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화정책 효과가 원활히 파급
되지 못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려면 구조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반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금융감독위
원회나 정부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도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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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2┃┃

미국의 장단기금리격차 확대 경험
미국도 1990년대 초에 장단기금리격차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였다. 미 연준은 부실화된 저축대부조합
(S&L)의 대규모 정리에 따라 발생한 신용경색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1990.7월
~92.9월까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8.0%에서 3.0%까지 큰 폭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시장금
리는 하락하였으나 장기금리는 하락폭이 크지 않아 장단기금리격차(30년 만기 TB - 3개월만기 TB)가 확
대되었다.(1990.7월 0.63% 포인트 → 1992.9월 4.37% 포인트)
이와 같이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먼저 부실 저
축대부조합의 정리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데다 이들 기관의 정
리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 수급구조도 악화되었다. 또한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힘입어 침체되었던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특히 1992년 들어서는 경기상승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연준은 1992년 9월 이후 그동안의 금리인하정책을 중단하고 94년 2월까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를 3.0%로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 기간중 장기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장단기금리격차가 축소되었
다.(1992.9월 4.37% 포인트 → 1993.11월 2.85% 포인트)
이는 부실 저축대부조합의 정리가 상당히 진전되어 신용경색이 완화된 데다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물
가가 안정세를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새로 출범
한 클린턴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국채 만기구조의 단기화 조치를 취
함으로써 장기국채의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도 격차 축소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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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정도가 지나쳐 과열상태가 될 경우 경제
주체의 구조조정 유인 자체가 희석될 수도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와 구조조정에 유리한 거시경제환경
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구
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도 구조조정 대상이 스
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환경면에서 적절한 규율을 부여하는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처한다. 구조조정이 진행되
는 동안에는 높은 신용리스크와 시장참가자들간의 신뢰 저하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므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기업의 채무
조정이나 금융기관 정리에 뒤따르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앙은행이 담당한 예가 있다. 영
국에서는 영란은행이 1970년대부터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기업구조조
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14) 미 연준도
1998년 LTCM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당사자간의
협의를 주도하는 등 구조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0년 : 물가압력과 금융불안에 대처
대우채권 편입펀드의 지급비율이 95%로 높아지는 2000년 2월 2일은 향후 금융시장 상
황을 가늠하게 될 중대 고비였다. 대부분의 수익증권 보유자들이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지
급비율이 95%로 높아진 다음 환매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2월 2일 지급비율이 높아
진 이후 환매는 예상대로 늘어났으나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평상 수준을 회복하였
다.15) 이 정도의 환매는 투자신탁회사들이 그동안 확보해 놓은 유동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금융권간 자금흐름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힘입어 장

14) 이렇게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의 중재자로 참여하는 방식을‘London Approach’
라고 한다.
15)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동향

(일평균, 억원)
99.8.13~11.9

11.10~12.31

2000.1월

2.1일

2.2일

2.3일

2.7일

지급액(A)

19,1 1 4

27,017

24,426

37,072

45,586

37,312

28,295

신규판매(B)

13,290

21,066

24,033

16,267

30,852

27,307

23,073

순유출(A-B)

5,824

5,951

393

20,805

14,734

10,005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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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리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대우채권 문제와 관련한 시장불안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그 동
안 확대된 장단기금리격차를 축소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10일 콜금리 목표수준을
0.25% 포인트 인상하여 5% 내외에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콜금리를 실질적인 운
용목표로 활용하기 시작한 1998년이래 첫 번째 금리인상 조치였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장단기금리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언급
하였다. 이에 힘입어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콜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려했던 장기금리의 급등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단기금리격차도 4% 포
인트대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초점은 다시 물가, 성장, 국제수
지 등 거시지표에 맞추어졌다. 실물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GDP 성장률이 1999년
4/4분기 10.9%를 기록한 데 이어 2000년 1/4분기에도 12.6%에 달하였다. 경기상승에
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
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대외 불균형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였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대처
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콜금리 목표를 5%에서 그대로 유지
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물가가 그동안의 안정세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의
정책판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16) 2000년 1~5월중 0.4%(전년말 대비) 상승
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6월 0.5%(전월비, 이하 같음), 7월 0.3%, 8월 0.8%의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9월에는 199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인 1.5%나 상승하였다. 더구
나 2/4분기 GDP 성장률이 9.6%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자 경제의 여유공급능력이 소진
되면서 초과수요 압력이 점차 현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0월 5일 콜금리 목표수준을
5.0%에서 5.25%로 0.25% 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당시의 물가상승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demand-pull inflation)이 아니라 국제유가 급등, 공공요금 상승에서 비롯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16) 상반기중 빠른 경기상승의 부작용으로 한국은행이 주목했던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문제는 5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 10억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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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비용상승형과 수요견인형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과열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을 초래하여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90년대초 건설경기의 과열로 건설업 임금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임
금이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단지 생산비용이 늘거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주체들이‘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
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
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석유류 가격이 오르
고 원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같이 상승한다. 이는 일회성(one-time) 물가상
승이므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는 없겠으나 문제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받는다는 데 있다. 석유와 별다른 관련 없는 제품가격까지 편승 인상되고 물가가 앞으
로 계속 높아질 것이니 임금도 그만큼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난다. 이는 또다른 비
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시작은 일회성 충격이었다 하더라도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라는 확산장치를 거치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콜금리
의 0.25% 포인트 인상은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를 통제하겠다는 정책신호(policy signal)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우채권 환매문제의 해결로 안정되는 듯하던 금융시장이 5월 이후 새한그룹 및 현
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불안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은 다시 통화정책
방향 결정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었다.
대출은 은행들이 우량중소기업 발굴노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가계대출
을 확대하면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채시장에서 발생하였다.
1997년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2000년 하반기에 집중 도래하였는데 대기업의 유동성 위
기에 따른 신용기피 현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려워 대량부도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998년에는 은행권에서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경색(capital market crunch)이 발
생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발표(2000년
6월 19일)하였다. 주된 내용은 회사채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고 신용
도가 낮은 기업발행 회사채를 모아 신용을 보강한 primary CBO를 발행, 소화한다는 것이
었다.17) 한국은행은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기조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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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2000년 9월
25일)하여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 표 5-3┃┃

1998년과 2000년의 기업자금사정 악화 비교
1998

2000

경기상황

∙침체기

∙회복기

금리수준

∙고금리

∙저금리

∙은행대출

∙회사채, CP

진원지

(credit crunch)

(capital market crunch)

신용경색의 대상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도

∙초기단계

∙진척된 단계

촉발요인

∙기업의 일반적인 신용위험

∙일부 대기업의 신용위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필요, 구조조정을 둘러싼

필요,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불확실성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2001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실시 및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방침 확정,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실패,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재발 등
이 겹치면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0년 11월 3일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가 발표되면서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법정관리
대상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정책의 과제는 회사채
의 차환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모아
졌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10월초 물가안정에 대한 신호전달 차원에
서 콜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콜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유
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회사채 등 채권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협
력업체의 자금난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하였다. 즉 구조조정 대상

17) 2000년 8월부터 은행, 보험사 등이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여 신규발행되는 회사채가 편입되는
primary CBO를 매입하게 하고 신용보증기관이 primary CBO에 대하여 부분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2001년 1월
부터는 채권형 펀드를 통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이 직접 primary CBO를 매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2001년 9월말
현재 채권형 펀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된 primary CBO는 총 12.2조원이다. 한편 2001년 1월부터는 일시
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의 회사채 만기 도래분 가운데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수하고 80%는 금융기관
이 인수토록 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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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발행하고 중소협력업체가 보유한 상업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줄 경우 동 실적의
50%를 5천억원 범위에서 총액한도대출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한도대출 5천억원을 지방에 추가 배정하였다. 또한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7.6조
원 → 9.6조원)하는 한편 한도배정방식도 변경하여 중견대기업에 대한 기업대출과 회사채
및 CP의 매입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장기금리는 안정세를 나타내어
1999년에 5% 포인트대까지 벌어졌던 장단기금리격차는 2000년말 1% 포인트대까지 줄
어들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도 우려했던 것만큼 극심하지는 않아 부도율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1년 :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
금리정책을 둘러싼 여건은 2001년 들어 급박하게 변화하였다. 미국 경제는 2000년 후반
부터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1월 3일 미 연준이 전격적으로 페더럴
펀드 목표금리를 0.5% 포인트 낮춘 것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관심사는 경기하락의 심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대응에 집중되었다. 연준의 선제
적 금리인하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호황을 누려
왔던 미국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음을 연준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였
다. 한국은행도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세가 뚜렷이 낮아지고 가동률도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
조짐이 현실화됨에 따라 2001년 2월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낮추어 5%에서 운용하
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는 계속되어 2001년 상반기중에만 여섯 차례, 총
2.75% 포인트의 인하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월 금리를 조정한 이후 6월까
지는 콜금리 목표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
문이었다. 2001년 들어 물가는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원화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여 상반기중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상승하였다. 근원인플
레이션도 4.4% 상승하여 2001년중 목표 2~4%의 상한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물가상
승이 주로 비용측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이 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 또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
운데 실제 소비가 완만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하여 실물경제의 둔화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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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도 금리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001년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이의 여파로 세계적 불황(global recession)의 도래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 더군다나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발발, 생화학테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기대감은 사라졌다. 미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테러사건 이후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도 유동성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의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도 2001년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0.5%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9월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여파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콜금
리 목표를 다시 0.5% 포인트 낮추어 4%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은행의 기업대출 확
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2.5%로
0.5% 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총액대출한도도 2조원 증액하는 등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1년 하반기 들어 한국은행이 과감한 완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물
가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지만 경기둔화로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거의 없었던 데다 국제
유가나 공공요금의 상승요인도 별로 없어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10월에는 콜금리 목표를 4%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콜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를 예상하여 과도히 낮아지던 채권금리가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민감히 반응하였
다.18)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동안의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될지를 더 지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논쟁의 초점은 금리를
18)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전망 확산, 추석연휴중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시장에서는 10월
중에도 콜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10월 9일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채
권시장분석가 10명중 7명이 콜금리의 0.25% 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월말 4.45%이
던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0월 들어 4% 근처까지 낮아지는 등 채권수익률의 과도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10월 11일 콜금리의 현 수준 유지가 결정되자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0월 12일 4.95%(10.9일 대비 +0.57% 포
인트)까지 급등하였다.
18) 이에 앞서 2001년 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풍부한 시중유동성,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융
완화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무위험자산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경향으
로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국채거래가 대폭 늘어나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일시적이었지만 콜금리 수준보다 낮아졌다.
2월 16일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같은 국채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기관들에게 안전자산에
대한 자금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후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과
열되었던 국채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하여 시장에서 일부 비판이 제기되
기도 하였으나 채권시장의 과열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채권투자자들이 막대한 자본손실(capital loss)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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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테러사태 이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현황
(%, %p)

국가명
미 국
ECB
영 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일 본
덴마크
대 만

홍 콩
한 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호 주
필리핀
인 도

변경전
3.50
3.00
2.50
4.25
3.75
5.00
4.75
4.50
3.25
2.75
4.25
3.75
4.00
3.50
0.25
4.25
3.25
2.75
2.50
5.00
4.50
4.00
4.50
5.75
5.50
4.75
9.00
8.75
7.00

변경후
3.00
2.50
2.00
3.75
3.25
4.75
4.50
4.00
2.75
2.25
3.75
3.25
3.50
2.75
0.10
3.75
2.75
2.50
2.25
4.50
4.00
3.50
4.00
5.25
5.00
4.50
8.75
8.25
6.50

인하폭
0.50
0.50
0.50
0.50
0.50
0.25
0.25
0.50
0.50
0.50
0.50
0.50
0.50
0.75
0.15
0.50
0.50
0.25
0.25
0.50
0.50
0.50
0.50
0.50
0.50
0.25
0.25
0.50
0.50

발표일
9. 17
10. 2
11. 7
9. 17
11. 8
9. 18
10. 4
11. 8
9. 17
9.24
9. 17
10. 4
9. 17
10.23
9. 18
9. 18
9. 18
10. 3
11. 7
9. 18
10. 3
11. 6
9. 19
9. 19
9.20
10. 3
10. 4
11. 8
10. 22

큰 폭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사실에 비추어
다소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경기하강의 성격이 종전과 달랐다는 사실로
도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나타난 9번의 경기순환은 모두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경기변
동(demand-based cycle)이었다. 즉 경기가 확장되면 초과수요압력이 누적되어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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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발생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수요가 위축되어 경기가 둔화된
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는 회복된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순환에서는 연준의 금리조정이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며 따라서 통화정
책의 유효성도 아주 높다.19)
그러나 2001년 들어 본격화된 경기하강은 이보다는 경제전체의 과잉상태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경제에 혁신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 등장하면 그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왕성히 일어나고 관련주식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미래소
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확산되면서 소비도 왕성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분야에 기업들
이 과도히 진출하고 미래기술수준에 대한 환상(euphoria)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로 인해 주가 급락, 투자 및 소비 위축,
경기 둔화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경기하강은 경제에 만연해 있는 거품 또는 과잉상
태가 해소되어야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연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과감한 완화정책을 펼쳐 나갔다. 연준이 페더럴
펀드 목표금리를 사상 유례없는 수준인 1%까지 낮추고 2003년에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
처하기 위해‘비전통적인 정책수단(unconventional measure)’
까지 고려했던 것도 이러한
유형의 경기사이클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 가계신용 급증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처
2002년 들어 우리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전년중 3.8%에 그쳤던 GDP 성
장률은 2002년 1/4분기 6.5%, 2/4분기 7.0%, 3/4분기 6.8%, 4/4분기 7.5%로 높아졌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요압력이 커진 데다 국제유가까지 상승함으로써 물가오름세가
빨라질 조짐을 보였다. 또한 가계대출의 큰 폭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상승한 부동산 가
격이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
국은행은 경기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에 미리 대처한다는 차원
에서 5월에 콜금리 목표를 4.0%에서 4.25%로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2002년 들어 국내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것은 전년의 과감한 통화정책기조 완화가
일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요부문별로 볼 때 금리인하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는
19) 이러한 관점에서 폴 사뮤엘슨 교수는 미국의 경기침체는“연준에 의해 만들어진 워싱톤製(Made in Washington
by Federal Reserve)”
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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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리인하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확대
하고 이것이 고용증가, 소득 개선,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패턴을 보였
다.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그다지 큰 폭으
로 늘어나지 않았다.20) 이처럼 근래 들어 설비투자의 금리민감도가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
후 기업의 투자행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보아 사업전망과 투자비용의 두 가지로 나눈다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비용이 더 중시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공격적 경영과 사업 확장이 일반적인 경영패턴이었던 시절에는 사업전망보
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얼마나 저렴하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러므로 낮은 금리와 풍
부한 자금가용성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지렛대가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후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기업들은 부채 의존적 확장경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 주주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결정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아무리 조달금리가 낮고 자금을 쉽게 차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 전망이 불투
명하거나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민간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기상
승을 주도하였다. 당시의 소비증가는 카드사가 개인들의 신용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
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현금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일반의 구매력을 확대시킨 데
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카드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판매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카드 사용을 유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99년
7.3조원 증가했던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은 2000년 23.8조원, 2001년 20.0조원, 2002
년 16.8조원으로 그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금융
기관의 가계대출도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반드시 소비
에 충당되지는 않으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富의 효과가 소비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
로 분석된다. 가계대출은 2000년 23.8조원 늘어났으나 2001년에는 45.0조원, 2002년에
는 61.6조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그 여파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변동
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21)

20) 2002년중 설비투자는 7.5%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경기상승기인 1990~91년 및 1994~95년 설비투
자 증가율(연평균) 16.8% 및 21.4%에 비해 매우 부진한 수준이었다.
21) 주요국의 경우에도 2001년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온 결과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 면에서의 대응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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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2000~2002년중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1)

주 : 1) 증감액 기준, 비은행에는 카드사, 할부금융사, 판매회사 등의 판매신용 포함

먼저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은 통화량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움직여 왔는데 2002년의 주택가격 상승도 저금리로 인한 금융기
관의 대출확대(lending boom)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거품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심각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잉여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2)
반면 자산가격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이 주로 강조한 것으로서, 자산가격 상승이 펀더멘탈에 의한 정상적인 것인지 투기성
거품에 의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신중히 접근해
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산가격 거품 형성과 붕괴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적극적 정
책대응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불투명해졌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점차 가시화되고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
면서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이 고조되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
데 미국의 엔론, 월드컴 등 대기업들이 도산위험에 처하자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
22) BIS(2002)에 따르면 1960년 이후 34개국의 금융위기 가운데 80% 정도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과도한 신용확대가 1년 정도 이어진 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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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총대출 및 가계대출의 GDP 대비 비중 추이

주 : 1) 가계대출 통계는 1992년부터 편제

였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등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당분간 경기부양적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콜금리 목표를 4.25%에서 유지하였다. 다만 통화증발 압력을 완
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일부 감축하였다.23) 한편 가계대출 및 부동산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종 미시적인 대책24)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4/4분
기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현저히 축소되고 주택가격도 다소 안정되었다.
2002년 하반기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경제가 L자 형태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
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지속적인 고용 감소
로 안정적 소득에 바탕을 둔 소비증가가 어려운 데다 정보통신부문을 중심으로 과잉설비상
태가 아직도 많고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설비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에 근거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

23) 2001년 9월 미국 테러사건 발생 직후 11.6조원으로 증액하였던 총액대출한도를 2002년 10월부터 9.6조원으로 2
조원 감축하여 당초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24)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4.23일, 10.11일)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9.9일, 10.11일) 등 가계대출 억제조치를 시행하였고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8.9일, 9.4일,
10.11일 연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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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인상률이 아직도 높은 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
리가 상존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3~2004년 : 경기의 再하강에 대응
2002년 5월 이후 1년 동안 콜금리 목표를 4.25%에서 유지해 오던 한국은행은 2003년
5월을 시작으로 그해 7월, 그리고 2004년 8월과 11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상 최저 수
준인 3.25%까지 콜금리 목표를 낮추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계속 완화해
간 것은 2003년초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실물경제가 장기침체에 들어갈 조짐을 보였기 때
문이다.
전년중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던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민
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의 극심한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다. 민간소비는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 그리고 설비투자는 2004년 1/4분
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을 기록하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
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198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더군
다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여러 분기에 걸쳐 함께 줄어든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 그림 5-5┃┃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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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소비 부진이 심각했던 것은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
가 커지면서 저축유인이 높아진 데도 기인하지만 과다부채의 조정과정에서 민간의 소비여
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2003년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데다 가계대출의 부실
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규모는 2002년 61.6조원을 정점으로 2003년 30.6조원, 2004년 22.5조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아울러 소비에 직접적으로 충당되어 왔던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및 판매신용도 크게 감
소하였는데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은 2003년 32.2조원이 줄어든 데 이어 2004년에도 10
조원이 감소하였다. 가계신용의 거품이 꺼지면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신용불량자가 크
게 늘어났으며25) 그 여파로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대두되었다. 신용카드사는 2002
년 4/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들어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채무상
환능력이 저하되자 수지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사의 카드채가 편입
된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급증하고 그 결과 관련 카드사의 유동성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 혼란은 11월 이후에도 재연되어 일부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
스를 중단하는 등 유동성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가 신속히 대책
을 강구함에 따라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2003~2004년중 내수부진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 있
었던 데는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했던 점도 기여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은 2003년중
3.1%, 2004년중 2.9% 상승하여 물가안정목표(2003년 3±1%, 2004~2006년
2.5~3.5%)의 중심선인 3%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었는데 이는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요압력이 둔화된 데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어 수입물가

25)

연체율 및 개인신용불량자수 추이
(기말기준, %, 만명)
2002
6월

2003
12월

6월

2004
12월

6월

12월

은행가계대출연체율1)

1.3

1.5

2.0

1.8

1.9

1.7

신용카드 연체율2)

3.8

6.6

9.5

14.1

10.8

9.0

개인신용불량자수

226.0

263.6

322.5

372.0

369.4

361.5

주 : 1) 예금은행 기준(신탁계정 포함)
2) 전업카드사의 30일 이상 관리자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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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26)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
하기도 하였다. 우선 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headline
CPI)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을 항상 상회하였는데 이 두 지표간의 격차는 2003년중
0.5% 포인트, 2004년에는 0.7% 포인트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
지수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물가는 일반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행으로서는 소비자물가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안정세를 회복
하는 듯 했던 주택가격이 2003년 2월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정책 환경의 불확실
성을 크게 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2003년 1/4분기중 0.8% 하락하였
으나 2/4분기에는 5.4%, 3/4분기에는 4.4%로 오름세가 크게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은 금융시장에 신속히 파급되었다. 우선 콜금리 목표 인하에 맞
추어 금융기관들은 여신금리뿐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인 수신금리를 즉각적으로 하향 조정하
였다.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반응은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시장금리 연동대출비중이 확대된 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이러한 여수신금리의 정책금리 추수현상은 금리인하시뿐 아니라 2005년의 금리인상시에
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기시장금리도 대체로 콜금리 목표의 인하에 맞추어 하락하였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expectation)28)나 경기 전망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였
다. 즉 2003년 5월, 2004년 8월 및 11월의 콜금리 목표 인하시에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반영하여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격차도 축소되었다. 특히
2004년 8월에는 장기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콜금리를
26) 원/달러 환율은 2003년중 전년대비(연평균기준) 4.9%, 2004년중 4.2% 하락하였는데 한국은행의 BOK04 모형
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1%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한국
은행 조사통계월보 2005.5)
27)
은행대출중 시장금리 연동대출 비중 추이1)
(%)

2002

2003

2004

2005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가

계

50.3

56.7

53.2

53.9

59.8

57.5

52.0

66.0

59.2

상반
70.1

기

업

22.7

31.4

27.1

32.4

27.0

29.5

24.9

31.0

27.8

33.8

주 : 1) 신규취급액 기준

28) 금리의 기간구조에 관한 이론중 기대가설(Expectations Hypothesis)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현재금리 및 장래의 예
상단기금리의 평균치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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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하회하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 7월에는
경기회복 전망과 함께 정책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장기시장금리가 오히
려 상승하였다.

┃ 그림 5-6┃┃

콜금리 목표 인하 전후의 장기시장금리 변동

주 : 1)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기준
2) t는 콜금리 목표 인하일

2005년 : 경기회복에 따른 완화기조의 점진적 축소
2005년 들어 우리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GDP 성장
률은 1/4분기중 2.7%에 머물렀으나 2/4분기중 3.3%로 높아진 데 이어 3/4분기에는
4.4%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함에 따른 부
작용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다보니 시중자금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높은 곳이 있
으면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저금리는 그동안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초
래한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또 시중자금이 만기가 짧은 상품에 집중되는 단기화 현
상도 심해졌는데 이는 자금이 수익성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려면 장기간 묶여 있어서
는 곤란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이 단기로 이루어지면 이의 운용도 단기로 이루어져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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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불일치(mismatch)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안정적, 장기적으
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도 수반되었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완화기조의 정도를 점차 줄여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005년 하반
기 들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데다
경기회복과정에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10월 및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콜
금리 목표를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하여 3.75%에서 운용하도록 하였다.

┃ 그림 5-7┃┃

콜금리 목표 및 장단기 시장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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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3┃┃

2004년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현황
2004년 들어 미 연준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2001년 이래 장기간 지속해온 통화정책 완
화기조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2004년중 27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13개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캐나다, 스웨덴 등 8개국은 인하하였고 나머지 6개국은 전년말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추세는 2005년에도 이어져 미국, 뉴질랜드 등 7
개국은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도 200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였다. 다
만, 영국, 체코 등 4개국은 정책금리를 소폭 인하하였으며 중국 등 3개국은 2004년말 수준에서 유
지하였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현황1)

인 상
인 하
유 지
계

2002

2003

7
15
4
26

2
21
3
26

연중
13
8
6
27

Ⅰ
2
7
18
27

20042)
Ⅱ
4
4
19
27

Ⅲ
11
4
12
27

Ⅳ
11
3
15
27

연중3)
16
8
3
27

Ⅰ
8
4
15
27

20052)
Ⅱ
9
6
12
27

Ⅲ
7
4
16
27

Ⅳ3)
14
3
10
27

주 : 1) JPMorgan의 조사대상 중앙은행 기준
2) 여러 분기에 걸쳐 정책금리를 조정한 경우라도 연중으로는 1회로 집계함에 따라 분기별 수치의 합계가
연중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3) 12.16일까지의 집계임

2004년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내용을 국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 연준은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
여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0%에서 4.25%로 대
폭 인상하였다. 영란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가계차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2004년중 네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3.75%에서 4.75%로 1% 포인트 인상하였다가 2005년 들어 경기상승세가 예상보다 둔
화됨에 따라 8월에 4.5%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은 2005년 12월에 고유가 등으
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여 정책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하였다. 일본은행은 제
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2004년중 당좌예금 목표잔액을 증액하는 등 양적완화정책을 강화하
였으며 2005년에도 대체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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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추이
(%)
미국

영국

ECB

캐나다

호주

2001.12월

1.75

4.00

3.25

2.25

4.25

2002.12월

1.25

4.00

2.75

2.75

4.75

2003.12월

1.00

3.75

2.00

2.75

5.25

2004. 1월

2.50

2월

4.00

3월

2.25

4월

2.00

5월

4.25

6월

1.25

4.50

8월

1.50

4.75

9월

1.75

2.25

10월

2.50

11월

2.00

12월

2.25

2005. 1월
2월

2.50

3월

2.75

5.50

4월
5월

3.00

6월

3.25

8월

3.50

9월

3.75

4.50
2.75

10월

3.00

11월

4.00

12월

4.25

자료 : 각국 중앙은행

2.2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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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앞으로의 과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통화량목표제를
대체하여 물가안정목표제가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다양한
계량경제모형과 인플레이션 예측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책운영의 독립성이 대
폭 강화된 데 상응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투
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이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제도와 운영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해 왔지만 정책 환경
의 불확실성과 정책수단의 유효성 저하라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잘 극복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중
앙은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첫째, 점차 커지고 있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보다 발달된 통화정책 수단과 분석
기법을 꾸준히 개발하는 한편 정책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실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기상황이나 통화정책 변화, 대규
모 투자펀드의 움직임과 같은 외생적 변화가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를 통해 국내에
빠르게 전파된다. 이들 금융변수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물가 등 실물변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요인만을 감안한 통화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제도적인 독립
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라 실제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갖기 어
려운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처한 현실은 아니다. 중소규모의 개방경제 대부분
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는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자율화와 구조변혁이 진행되어 왔다.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변했으
며 개인과 기업의 소비 및 투자결정 패턴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하려면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분석도구들은 과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이
루어진 경제구조의 변화를 과거지향적인(backward looking) 도구들이 제대로 포착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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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정확한 전망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으나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의 분석도구들을 개발∙활용할 필요는 있다. 한
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거시계량모형을 3~5년마다 수정ㆍ보완하고 GDP갭
률, 안정실업률(NAIRU), 동태적 금융상황지수(DFCI) 등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
는 다양한 정보변수를 개발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종 서베이 등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중장기적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니
터링 및 분석능력의 확충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불확실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본 통화정책 운영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
가목표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어느
중앙은행도 이렇게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추
구하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
이라고 부르
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불확실성과 각종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는 중
앙은행이 어떤 단일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다양한 정보와 질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탄력적으
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 금융시장이 발전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주요 경로일
뿐 아니라 그 곳에서 생성되는 변수들은 금융 및 경제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전망을 함
축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시장의 다양성이나 거래 형태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과 견주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꾸준히 발전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사이에 바람직한 피드
백관계(feedback relation)를 형성하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금융시
장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에 전보다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서로가 상대의
행동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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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은 어느 한쪽이 상대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하기보다는
서로의 기대와 반응을 보아가며 공동으로 최적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은행
이 금융시장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기
대에 통화정책이 언제나 순응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옳은 인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
은행은 금융시장의 기대를 수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되 금융시장에 과도한 기대쏠림이나
거품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수 있다.29)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의
바람직한 피드백관계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자신의 의도를 시장에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책임
을 지는 것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이 통화정책과 분리되어 있어 금융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기관
의 미시적 정보에 중앙은행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
여 한국은행은 금융감독 당국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
용하고 있으나 법적 수단이 제약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금융의 자
율화와 개방화 확대로 금융불안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9) 이와 관련하여 미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Blinder(1998)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추수하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좋지 못한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유는 투기적 성격
을 갖는 시장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모든 것에 과잉반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보
다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이 일시적 유행과 투기적 거품에 매우 취약하고
빈번히 경제의 기초여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일시적 유행에서 한 걸음 떨어져 기초
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 특히 장기금융상품의 거래자들조차 종종 단기적 시
야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중앙은행의 본질은 장기적 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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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대출
1950년대에는 전쟁수행에 따른 악성인플레의 수습과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하여 재할인
총액한도제1)를 도입하였으며 국민경제상 긴요한 부문에 자금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
도록 융자순위제, 우대어음제 등 선별금융제도2)를 실시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업어음 재할인제도 및 무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재할인제도가 산업정책 차원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한국은행 창립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일반자금으로 분류되어 유동
성 조절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1968년 2월「상업어음할인 취급규정」
의 제정으로 동일
인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한도 및 할인기간이 완화됨으로써 자동재할인적 성격을 갖는 선별
금융지원 수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이에 따른
지준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을 반영
한 것이다. 1970년 2월에는「우량거래업체에 대한 특별융자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우량기
업이 일정 한도내에서 자동적으로 재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해 4월에는「상업어
음재할인 취급요령」
을 제정하여 재할인 대상업종을 계열화산업, 중요물자 유통산업 및 지
방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 계열화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재할인 한도를 설정하였다.
1971년 9월에는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우대적격업체 관련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재할인 대상기업을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고 우대적격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는 재할인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하였다. 우대적격업체제도가 정착된 1972년 7월에는 업종별 재할인한도가 폐지되었
다. 이후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할인 대상 어음의 범위를 확대하
1) 1951년 9월에 도입하여 무역금융 등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재할인 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 한국은행 예금증가액
범위내로 규제하였는데 1952년 4월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재할인 증가한도를 책정하도록
운용방식이 변경되었다. 동 제도는 당시의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재할인총액한도를 일정기간 동안 동결하거나 한도외
대상자금을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면서 운용되어 오다가 1960년 6월 폐지되었다.
2) 융자순위제는 국민경제상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융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은행의 재할인 취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서 1953년 10월~1960년 6월중 실시되었다. 우대어음제는 석탄, 수산 및 방직업 관련어음 등에
대해서는 다른 어음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할인 및 재할인이 가능
하도록 한 제도로서 1953년 4월~1956년 6월중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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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였다.3)
무역금융은 차별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등 수출주도형 성장
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금융으로 자리잡았다. 무역금융은 1961년 2월「수출금융규정」
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출신용장 수령자 및 수출계약서
소지자에 대하여 수출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취급액 범위내에서 재할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은 무역금융 취급방식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4)
일반자금대출5)은 금융기관의 지준부족 보전자금 등 순수 유동성 조절 목적의 자금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중요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 설비금융, 지방산업 육성자금 등 정책금
융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금융기관 취급실적의 일정비율을 자동재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
용되었다.6) 1950년대에는 전후 산업복구 및 경제재건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중요산업체에
지원한 생산자금과 생필품 생산자금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이 지원되었고 1960년대 이후
에는 각종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 정책설비금융, 지방산업육성자금 등이 일반자금 대출

3) 1975년 10월 한국은행은「상업어음 할인 및 매출 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업종별로 어음발행인과 할인의뢰인으로 구
분하여 설정해 오던 업체별 상업어음할인 한도를 어음발행인 중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업체 또는
적격업체가 물품구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업종제한 없이 재할인을 허용하였다. 1978년 4월 중소적격업
체가 발행한 어음은 모두 재할인대상어음에 포함된 데 이어 1979년 5월에는 외항해상운송대전어음이, 1980년 2월
에는 중화학공업부문 적격업체가 수취한 어음이, 1981년 6월에는 광공업생산설비건설대전어음 및 보세운송대전어
음이, 1984년 11월에는 도로운송대전어음 및 선박수리대전어음이, 1992년 7월에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공급대전어음이 각각 재할인 대상어음에 추가되는 등 재할인 대상어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 1981년 3월에는
어음발행인별∙할인의뢰인별 재할인한도의 설정을 폐지하는 대신 업체별 적정할인규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
라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가 적격업체로 통합되었으며 적격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하였거나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상업어음으로서 업체별 적정할인규모 범위내에서 할인된 재할인대상어음은 모두 재할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4) 1964년 7월 한국은행은 수출소요자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달러표시 수출금액을 기
준으로 무역금융 소요자금을 산정하는 융자단가방식으로 무역금융 취급방식을 변경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D/A
D/P 등 선수출조건의 수출이 무역금융 지원대상수출에 포함되었고 1969년 11월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
내생산업자가 무역금융 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었다. 1985년 7월에는 단순송금방식 수출과 대금교환방식 수출 및 보
세판매장을 통한 수출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추가되었다. 1985년 11월에 제정된「무역금융규정」
은 소규모 수출업
체의 무역금융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등의 자금 용도별 구분이 없
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이나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포괄금융방식을 도입하였다.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취급형태는 상업어음 재할인과 어음대출의 두가지가 있다. 어음대출은 다시 금
융기관이 한국은행에서 미리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대출의 결과로 취득한 어음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당해어음
담보대출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상의 적격담보증권 범위내에서 정한 신용증권을 모두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기타어음 등 증권 담보대출(이를‘일반자금대출’
이라 함)로 구분된다. 그러나 1994년 3월 재할인제도 개편시 총액
한도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당해어음 담보대출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그 후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재할인한
도 범위내에서 상업어음재할인 또는 어음대출방식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다만 1968년 1월 금융기관의 재할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응하여 일반자금에 대한 재할인총액한도제를 재
도입하였는데 총 한도는 자산규모, 자금수급사정 및 지준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배정되고 한도의 90%를
초과하는 차임액에 대해서는 벌칙금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금융기관의 지준부
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1968년 7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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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되었다. 1964년 3월에는 일반자금대출이 갑종, 을종 및 병종자금으로 구분되
었다가 1976년 1월부터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지원자금(A자금)과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유동성조절자금(B자금)로 나누어졌으며 1984년 3월에는 B자금이 다시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과 금융기관의 지급 결제 및 지준 부족자금 보전을 위한 일시부족
자금대출(B2자금)로 세분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되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정
책금융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할인 지원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무역
금융을 축소하고 대기업을 재할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7) 한편 1993년
4월에 제정된「상업어음재할인 취급규정」
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에 관한 사
항만이 규정으로 정해지고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이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금융
기관은 상업어음외에 융통어음도 할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체별 적정할인규모제도도 폐
지되었다.
이와 같은 재할인지원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
었던 중소기업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데다가 산업합리화 관련자금 및 투신사 경영
정상화자금 등 부실부문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정책금융의
축소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반자금대출의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1980년대 들
어 더욱 강화되어 장기 설비금융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었다.8) 이와 함께 경
제력 집중 완화 및 부문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지방금융
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9)
특히 1985년부터 1987년에 걸쳐 원유가 폭등 및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부실화된 해외
건설 및 해운산업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시책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 또는 감면해 주게 되어 대규모 수지 및 자금부담을 안

7) 1988년 2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소지를 줄이고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무역금융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는 한편 1989년 2월부터는 상업어음 재할인규모 급증에 따른 통화관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기업이 할
인의뢰한 상업어음을 재할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한 상업어음만 재할인대상에 포함되었다.
8) 제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0년에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1년에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한 수출산업 설비금융과 중소기업 특별저리 설
비자금이 시한부로 지원되었다. 1984년 11월에는「수출산업 설비금융 취급규정」
의 제정으로 수출산업 설비금융 지
원이 제도화된 데 이어 1986년 9월「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대출 취급규정」
이 제정됨으로
써 일반자금대출 지원대상이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으로 확대되었다.
9) 1983년 4월「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
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소재∙
부품 생산자금 및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을 지원하였다. 1985년 9월에는 한국은행 지점
장 전행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중소제조업체 등에 대한 대출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각 지
점장이 지점별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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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총 1조 7,221억원에 달하는 산업구조조
정자금을 지원하였다.10) 이어 1987년 3월에는 정부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의해 농수축
협이 영세 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
이 떠안게 된 자금 및 수지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2,500억원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지
원하였다.11) 또한 1992년 8월에는 수익증권의 환매 증가와 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동 투신사들의 거래은행을 통해 총 2조
9천억원의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였다.12)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
조절 통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재할인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1994년 3월 한국은행은「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
을 제정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다수 정책자금은 재정으로 이
관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재할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자금은 총액한도대출제도로 흡수하였으며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
요자금융, 방위산업어음담보대출 등의 정책금융과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은 재정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
관의 지급결제 및 지준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은 존속시켰다.
1997년 하반기 이후에는 외환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
하여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먼저 1997년 9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에 1조원을 공급하였으며 10월에는 16개 종합금융회사에 거래
은행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하였다. 이어 12월에는 14개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업무
정지로 콜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이 위기국면에 처함에 따라 은행에 6조
7,671억원을,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각각 1조
1,275억원 및 8,71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이 점차 안
정을 되찾으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하여 현재는 잔액이 없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심각
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액대출제도가 적극 활
용되었다.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

10) 각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및 손실규모를 감안하여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1) 농수축협 취급액의 50%를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2)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연리 3%로 지원하였으며(대출기간 : 1992.8.10~1993.8.10) 동 대출로 인한 유동성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2조 1,463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원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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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금리 인하 및 배정방식 변경13)등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
유인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에 대한 수출
입금융 활성화를 위해 1998년 5월 1일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외화자금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보다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무역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 운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14)하는 한편
기업간 어음거래 감축 등 상거래 결제관행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2000년 5월에는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기업이 은
행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한국은행이 대출취급액의 50%를 저리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하
는 데다 정부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기업의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 2월에는 어음 발행규모가 큰 30대 계열대기업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에
묶여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
권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구매기업이 동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제도로서 모든 거래는 전자방
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대출에 대해서도 저리의 총액한도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동성조절대출제도
와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는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
족에 처할 경우 이를 통해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
13) 1998년 3월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 금융기관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취급잔액과 자금
운용상황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해 오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방식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의 취급잔액과
신규취급실적 및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동년 5월에는 상업어음 만기의 장기화
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90일 이내로 운용해 오던 총액한도 대출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
한을 철폐하였다. 1999년 2월 은행별 자금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차감하여 우수은행에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년 4월에는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할 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일반중소기업 대출실적보다 30% 우대하여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6월부터는 총액대출한도 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시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평가항목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취급을 유도하였다.
14) 2001년 3월부터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1~4대 계열기업 제외)은 물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실적
을 총액대출한도 배정에 반영(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는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우대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가계대출 실적은 더 많이 차감하기로 하였다. 2004년 10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별 총액대출한도 배정시부터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한도 차감폭을 확대하고
준수 은행에 대한 추가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총액한도 배정시 감안하는 자금운용상황 평
가에∙정책호응도∙항목을 신설하여‘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비율’및‘중소기업 한도대출비중’등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인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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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동 대출금리의 조절을 통해 콜금리 목표수준의 변경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금
융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목적으로 2000년 8월에 도입되었다. 또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지
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루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실시각으로 자동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0년 9월에
도입되었다.
한편 대출금리의 조정 추이를 보면 한국은행 대출제도가 전략부문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
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 유동성사정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자금별 금
리체계도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복잡다기한 모습을 보여 왔다.
먼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시까지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오다가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65년 12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 연 24%보다
4% 포인트 높은 연 28%로 인상됨으로써 벌칙금리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금리현실
화조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적극 억제해 나가겠다는 정책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68년 3월에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연 21%로 인하되었고
그 후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인하 추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되었다.
1977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실시된 금융기관 여신금리 인하시에는 상업어음 할인
금리가 연 15~19% 범위내에서 유동화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10~15%(우
대적격업체어음은 연 9~14%)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업어음 할인금리가
밴드의 상한선에서 장기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1978년 6월 상업어음 할인금리의
유동화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연 15%(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14.5%)의 단일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1980년 1월에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
기 위하여 환율과 금리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21%(우대적격업
체어음은 연 20.5%)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그 해 6월부터는 국내외 경기가 크게 부
진함에 따라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금리인하조치는 경기회복 지
연으로 1982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때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80~1981년중 세차
례, 1982년중 두 차례 등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1982년 3월에는 연 5.5%(우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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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업체어음은 연 5.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
기가 상승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금리수준의 조정보다는 금리체계의 개선에 금리정책의
역점이 두어져 1982년 5월 그 동안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
용되었던 재할인금리가 연 5.0%로 단일화되어 1986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1986년 하반기부터는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할인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986년 7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종
전의 연 5.0%에서 연 7.0%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9월에는 다시 연 8.0%로 인상하였
다. 그러나 1989년 11월에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노사분규의 심화 등으로 위축되어 온 기
업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비롯
한 대부분의 재할인금리를 연 7.0%로 인하 조정하였다. 1993년에는 설비투자 부진,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대처하여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대다수
의 재할인금리를 연 7.0%에서 연 5.0%로 인하 조정하였다.
한편 무역금융,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 등 당해어음 담보대출의 금리는 1980년대 초반까
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훨씬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들어 정
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 축소방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가 연 5.0%까지 계속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어음 담보대출금리는 종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상업
어음 재할인금리와 이들 정책금융 재할인금리와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한국
은행 차입의존도가 큰 일반은행의 수지부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하였다. 다만 1965년 12월부터 1972년 1월까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한
국은행 차입 억제를 목적으로 동 금리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용되기도 하였다. 1976년 이후 일반자금대출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지원자금
(A자금)과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유동성조절자금(B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다가 유동성
조절자금이 1984년 3월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과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로
구분되면서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에 대하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수준의 금리가, 일시
부족자금대출에 대하여는 벌칙금리가 각각 적용되었다.
1988년 9월에는 복잡다기한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지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다수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와 동일한 수
준으로 단일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3년 3월에는 일시부족자금대출의 금리를 벌칙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실세금리의 변동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전의 고정금리에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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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평균금리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시장금리연동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2001년 9월부터
는 콜금리 목표에 2% 포인트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1994년 3월 도입된 총액한도 대출금리는 연 5%를 적용하다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
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1998년 9월에 연 3%로 인하하였으며 이어 2001년 9월에는 연
2.5%로, 2004년 8월에는 연 2.25%로, 2004년 11월에는 연 2%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
다. 또한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는 2000년 6월 도입 당시 4.5%에서 일곱 차례 인하하여
2005년 10월 현재 연 3%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도입된 일중당좌대출의 금리는
무이자이다.

2. 지급준비제도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 법정지급준비제도가 채택된 1950년부터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 이전까지는 악성 인플레이션하에서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할인총액한도제
등의 직접규제방식이 통화정책의 주축을 이루었고 지준율 조작은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데 그쳤다. 지급준비정책은 유동성 조절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수지 및 자금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용되었으며 이 기간중 지급준비율은 10~20% 수준에
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금리현실화 조치시 지준율은 저축성예금 10%, 요구불
예금 15%였으나 그 후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1967년말에는 장기저축성예금
18%, 단기저축성예금 25%, 요구불예금 35%로 높아졌다. 특히 1966년 10월부터 1967
년 3월까지는 저축성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45%, 요구불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50%의 한
계지급준비율이 부과되었다.15) 이와 같이 고율의 지준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내외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급격한 외자유입과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해외부문 통화가 크게 늘어남에 따
라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화긴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16) 이
처럼 지준정책이 본격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금리현실화 조

15) 1952년 9~12월중에는 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50%의 한계지준율을 부과함으로써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는데 한
계지준율은 같은 해 10월 45%로 변경되었다. 1953년 1월부터는 1952년 하반기 대비 매반월 예금평균증가액에
대하여 45%의 한계지준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당시의 급속한 통화팽창으로 1953년 2월 15일 통화개혁이 단행됨
에 따라 실시가 중단되었다.
16) 그러나 높은 지준율은 초과지준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능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동시에 만성
적인 지준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준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를
완화하는 한편 지준부족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일반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지준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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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낙후로 마땅한 간접조절수단이 없었던 당시 지
준정책은 유용한 통화관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68년 이후 외자도입이 억제되고 월남특수경기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으로써 1971년말
에는 지준율이 저축성예금 12%, 요구불예금 18%로 낮아졌다. 사채조정과 특별금융 지원
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던 기업들을 구제하였던 1972년 8월의「8∙3 긴급경제조치17)」
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1972년과 1973년에는 소폭의 지준율 인상 조정이 있었다. 그
후 1977년까지 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안정계정18) 등이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
서 지준율은 저축성예금이 15~17%, 요구불예금이 18~24% 수준에서 큰 조정 없이 운용
되었다. 1978년 이후에는 중동건설 붐과 수출증대 등으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지속되
자 이를 흡수하기 위하여 지준율을 세 차례에 걸쳐 1% 포인트씩 총 3% 포인트 인상함으로
써 지준율은 저축성예금 20%, 요구불예금 27%로 높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은행들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여수신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수지부
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1984년 9월에는 4.5%
까지 낮아졌다. 한편 1981년 7월에는 예금종류별로 지급준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
는 신종예금 도입 등으로 예금의 구성비가 변할 경우 금융기관 자금사정이 함께 변동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구분없이 모든 예금에 대해 동일한 지급준비
율이 적용되었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 한
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7.0%로 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
에 다시 10.0%로 인상하였으며 이 때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예금종류별로 다시 차등화하였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등에
17)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에 의거 私債의 조정과 특별금융지원 조치 등을 단행하였는
데 그 주요 내용은 ①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소유 사채를 신고하게 하여 연리 16.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채무로 조정하고 ② 은행이 연리 5.5%에 2,000억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조달한 장기저
리자금으로 기업에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기업체별로 기존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대출, 즉
대환해 주며 ③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고자 단기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비상조치였다.
18) 1967년 3월 4일 단기적인 유동성조절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통화안정계정이 설치되었다. 통
화안정계정은 영국, 이탈리아, 호주, 핀란드 등에서 실시된 특별계정, 특별예금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를 설치하게
된 것은 Stanford大의 J.G. Gurley와 E.S. Shaw, Yale大의 H.T. Patrick 등이“한국의 금융발전에 관한 보고서
(Outline of Report on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에서 통화안정계정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 데다 정
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단기적인 통화조절수단으로서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해외부문을 통하여 급격히 팽창되는 유동성을 흡수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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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급준비율은 3.0%로 1% 포인트 인상하고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은 종전과 같이
7.0%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기타예금은 10.0%로 3% 포인트 인상하였다.
한편 1989년 들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가와 민간신용의 확대로 통화증가율이 계속 높
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5월에는 4월 상반월 평균잔액을 초과하는 예금증가액에 대해 30%
의 한계지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중
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 2월 이를 폐지하는 대신 2년이상 만기
예적금의 지준율을 8.9%로, 기타예금의 지준율은 11.5%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1990년대는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등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통화조절도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 등 공
개시장조작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전반기에는 대출취급방식이 변경된 상호부금에 대하여 1991년 2월부터 3%의 지급준비율
을 부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준비율 조정이 없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는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활용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1996년
4월과 10월, 그리고 1997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이 평균 9.4%에서 3% 수준으로
6% 포인트 이상 인하되었다. 지준율 인하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지준율 인하시에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었고 1996년 10월과 1997년 12월에는 총
액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 아울러 1997년 2월의 지준율 인하시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에 대하여도 새로이 2.0%의 지준율이 부과되었다. 2005년 10월말 현재 구체적인 지급준
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평균지준율은 3.0%이다.
한편 이처럼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유동성조절 규모에서 지준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32%에서 1998년 이후 15% 내외로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에
는 해외부문 등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하는 과정에서 공개시장조작규모가 크게 늘
어나면서 2005년 10월 현재 10.6%로 더욱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이 要지급준비금중 시재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현금보유인정비율의 변경
추이를 보면 1950년 한은법 제정 이후 최초의 지준율 부과시에는 필요지준의 20%를 인정
하였으나 1953년부터는 전시 통화팽창으로 금융기관 보유 시재금이 늘어남에 따라 동 비
율을 25%로 인상하였으며 1965년 7월에는 지준율 인상과 함께 현금보유인정비율을 25%
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였다. 1979년 들어 현금통화비율이 상승하고 시재금 규모도 증가
하자 7월에 15%로 인상하였으며 1980년 1월에는 지준율 인하와 함께 20%로, 9월에는

Ⅰ.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단의 변천과정

199

┃ 표 Ⅰ-1┃┃

공개시장조작 및 지준 규모 추이1)
(억원)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금

합

계

1995.12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0

263,100

657,170

797,633 820,231 1,076,569 1,416,365 1,588,279

(67.6)

(84.6)

(84.9)

(83.8)

(85.8)

(89.0)

(89.4)

126,211

119,492

141,316

158,392

178,358

175,409

188,023

(32.4)

(15.4)

(15.1)

(16.2)

(14.2)

(11.0)

(10.6)

389,311

776,662 938,949 978,623 1,254,927 1,591,774 1,776,3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월평잔 기준, ( )내는 구성비(%)

22%로 각각 인상한 데 이어 지준율을 5.5%로 대폭 인하한 1981년 7월부터는 25%로 다
시 인상하였다.
1996년 이후 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로 금융기관의 실제현금보유비율(시재금/필요지급준
비금)이 현금보유인정비율(25%)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및 수지부담이 늘어남
에 따라 1998년 5월에 현금보유인정비율을 35%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 2000년 문제로 인한 민간의 현금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이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는
시한부로 현금보유인정 비율을 50%로 인상하였다.

┃ 표 Ⅰ-2┃┃

현금보유인정비율 추이
(%)
50~52 53~65.6 65.7~79.6 79.7~12 80.1~8 80.9~81.6 81.7~98.4 98.5~(99.11.23~2000.3.22)
20

25

10

15

20

22

25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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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Ⅰ-3┃┃

1970년대 이후 지준율 변경 추이 및 배경
지준율1)(%)

실시일
1971. 1.

지준율 변경 배경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1

26

16

10. 28

18

12

1972. 12. 16

19

14

1973. 5. 16

22

18

1974. 8.

1

19

15

-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개선 도모

1975. 1.

1

21

17

- 재정부문의 통화증발요인 흡수

3.

1

23

16

-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증대노력 촉진

7.

1

24

17

- 제한적인 통화공급을 통한 총수요관리 강화

27

20

1978. 2. 23
~4. 23

- 금융기관의 수지개선 및 은행의 한국은행 의존도 경감 도모
- 8.3 조치 이후 통화량 증대에 따른 과잉 유동성의 흡수
- 공공부문과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압력에 따른 유동성의
흡수

- 국제수지 호전과 양곡수매자금 방출로 인한 유동성의 흡수
(1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단계적 인상)

1980. 1. 8

20

11

9. 23

14

10

1981. 7. 8

5.5

5.5

11. 23

3.5

3.5

1982. 5. 23

5.5

5.5

1984. 9. 8

4.5

4.5

- 금융기관의 산업합리화자금 지원에 따른 수지부담 완화

1987. 11. 23

7.0

7.0

-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에 대응

1988. 12. 23

10.0

- 시중은행의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 및 여수신금리격차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완화
-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수지개선 도모
- 낮은 지준율로 한은 당좌계정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 해소

7.0~10.0 - 해외부문 통화공급에 대응

1989. 5. 8 10.0[30.02)] 14[30.02)] - 민간신용 확대로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데 대응하여
한계지준 부과
1990. 2. 8

11.5

8.0~11.5 - 한계지준제도 폐지와 함께 기본지준율 인상

1996. 4. 23

9.0

6.0~9.0

-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 및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11. 8

7.0

4.0~7.0

- 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1997. 2. 23

5.0

2.0~5.0
[2.03)]

〃

주 : 1 ) 일반은행에 대한 지준율
2) 1989년 4월 상반월 예금평균잔액에 대비한 매반월 예금평균잔액 증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
계지준율
3)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지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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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시장조작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당시부터 한국은행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개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19) 1961년 11월「한국은
행통화안정증권법」
의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때 34억환20) 규모의 91일 만기 통안
증권을 연 8%의 할인율로 시중은행에 인수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공개시장조작의 효시
이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을 강제로 매매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개시장조
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의 가격과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동 증권의 매매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이를 통해 예금은행의 초과지
준을 규제한다는 의미만 가졌다.21) 이후 1962년부터 수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1965년까지는 통안증권의 발
행이 중단되었다.
한편 1969년 2월부터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증권매매조작이 가능해졌다.22) 한국은행
은 1969년 4월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중은행을 상대로 도로국채와 주택채권을 환매조건부
로 매입하여 약 3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이후 1972년까지 전력채권, 산업금융채권
등을 대상증권으로 환매조건부 매입조작을 실시하였으나 그 규모는 1,121억원에 그쳤다.
공개시장조작여건의 미성숙으로 증권매매를 통한 기동성 있는 통화량 조절이 어려움에
따라 1967년 3월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안정계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통화안정계
정은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으로서 통화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동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하고 통화량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금액을 해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인데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예치케 한다는 점에서 지급준비제도와 유사하나 기능면에서는 신속하고도 탄력

19) 당시 공개시장조작정책의 전제가 되는 조작대상 우량적격 국공채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발행국채도 대부분 금융시
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기 저리채로서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할당방식으로 소화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는 통화량 조절수단이라기 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20) 당초 50억환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응모가 부진하여 발행금액이 34억환에 그쳤다.
21) 통화안정증권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특수유통증권으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공채는 아니다. 이처럼 국공채가 아닌 중앙은행 발행채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국공채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재정
적자의 보전을 국채의 발행보다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공채 발행이 활발하지 못
하였고 발행금리도 시장실세를 반영하지 않은 장기저리조건이어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
정이었다.
22) 한국은행은 1969년 2월 20일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정부발행 또는 정부보증 증권의 매매
조작을 실시키로 하고 동 증권의 매매조작상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1인의 임명직 금통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는「금융회사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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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6년 10월부터 운용되어 왔던 고율의 한계지준율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은행은 과잉유
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4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예치금리 연 5%로 일반은행
에 대하여 6.5억원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케 하였다.23)
이와 같이 1960년대의 공개시장조작은 그 규모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화안정증권
을 은행에 강제매각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공개시장조작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
웠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들어서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확충 및 발행조건의 시장실세
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972년 12월에는 통안증권 발행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매출 이외에 공개시장에서
의 일반매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1973년 8월에는 종래의 고정금리에 의한 모집∙매출 이
외에 시장금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을 다양화하
였다.24) 1977년 12월에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한국은행 통화
안정증권법」
을 개정하여 동 증권의 발행한도25)를 금통위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통위는 1978년부터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종전 통화량(M1)의 1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1980년에는 40%로 확대하였다.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가 총
통화(M2)로 변경됨에 따라 1981년 11월에는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15%로 조정
하였으며 1983년 12월에는 다시 총통화의 25%로 확대하였다.
종전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던 국공채매매조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23) 1967년 3월에 도입된 통화안정계정에 그 해 7월부터 선별금융기능이 부여되어 외화획득용 원자재에 대한 원화대
출분을 통화안정계정에서 인출토록 하였으며 8월부터는 외화대출재원도 통화안정계정 예치액을 해지하여 공급토록
하였다. 1968년에 들어서는 금융회사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대폭적인 통화안정계정 인출이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처하여 통화안정계정 기예치액이 전액 해지되었다.
1975년 4월 통화안정계정이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되어 금융회사와의 스왑거래에 수반되는 원화자금은 을계정
으로 흡수되었으나 1977년 1월 스왑거래가 폐지되면서 을계정 잔액은 그 해 7월 모두 인출되었다. 1977년 5월부
터 연말까지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에 대처하여 한계지준적립방식으로 통화안정계정이 운용되었는데 동 기간
중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0%와 요구불예금 증가액의 70%를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안
정계정 예치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1977년말 3,736억원에 달하였으나 1978년 상반기중 단행된 지준율 인상조치로
금융회사의 지준자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 인출이 이루어졌다.
1979년말까지는 통화안정계정을 통한 유동성조절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준율의 대
폭 인하로 크게 늘어난 금융회사의 여유자금 흡수와 스왑관련 원화자금의 동결을 목적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되
기 시작하였다. 통화안정계정 예치잔액은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8년 12월말 외채감축시책에 따른 대규모 뱅크론 상환 등으로 스왑관련 예치분이 크게 줄어
들어 3조 1,842억원으로 반감하였다.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1989년 5월 유동성조절 목적의 통화
안정계정 예치액 전액이 해지되었다.
24) 그러나 이는 한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7년 들어 해외건설 호조에 따른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그 해 5월 경
쟁입찰방식에 의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통화안정증권이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1980년 들어서는 개인투자가를
대상으로 통안증권이 매출되기 시작하였다.
25)「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은 1968년 4월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통화량(M1)의 10%로 설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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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4월 은행 이외에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총 22개 기관을
국공채 거래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고
단순매매는 다시 상대매매와 경쟁매매로 나누는 등 다양화함으로써 국공채매매조작 활성화
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전반까지의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계
정에 의한 유동성조절과 민간신용(Domestic Credit) 규제의 보완적 수단에 머물렀고 대상
기관도 은행을 위주로 하는 등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국제
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개시장조작정책의 활성화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86년 9월 공개시장조작 전담기구로서 자금부내에 공개시장조작
실을 신설하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7개 단자회사와 10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공
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 발행
방법도 종전의 직접매출방식 위주에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의한 인수매출방식 위주로
개선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규모 확대로 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
률을 상회하여 동 채권의 소화가 어렵게 되자 통화조절용 채권의 주인수기관인 단자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계정 등 5개 그룹으로 인수단을 구성하고 총
발행예정금액을 한국은행과 5개 인수기관 그룹별 실무대표자로 구성되는 인수협의회에서
사전에 합의된 그룹별 인수비율에 의해 인수기관이 자동적으로 전액 인수토록 하는 총액인
수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988년 1월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25%
에서 35%로 늘린 데 이어 8월에는 다시 총통화의 50%로 확대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공개시장조작을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실시하기 위해서 1982년 이
후 중지되어 온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안증권 발행이 재개되었다. 통안증권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증권의 수요촉진을 위한 대책도 추진되었다. 즉 1989년과 1990년에 걸
쳐 371일, 392일, 546일 만기 증권을 추가하여 통안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반
투자가의 수요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 3월 통안증권의 최저발행단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매출창구도 종전의 한국은행 본지점 이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확대하
였고 동년 6월에는 500만원까지의 소액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을 경감시켜 주는 소액채권제
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통안증권의 발행이 확대되어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유
동성조절 부담을 재정부문과 분담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중장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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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1986년 이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활성
화에 필수적인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26)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제도의 지속적 정비에 힘입어 공개시장조작이 더욱 활성화되
었다. 1993년 3월에는 그 동안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
에 경재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4년 3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국공채 매매시의 가격결정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
는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복수금리방식(Conventional
method)과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가격)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
는 단일금리방식(Dutch method)중에서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995년 3월에는 28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이 신규로 추가
되었으며 동년 9월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취급에 맞추어 통화안정증권의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392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개시되었다. 1996년 들어 국
내자본시장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되고 채권유통시장의 활
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년 12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이 신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2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시 미낙찰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해 소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방식이 실질적으로 완전경
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1997년 8월에는 입찰방식이 종전의 서면입찰에서 한은금융망
(BOK-Wire)을 통한 전자 입찰방식으로 바뀜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기동성이 제고되었
다.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이외에 금융통화위
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기업의 금융회사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을 대
상증권에 추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 운영과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공개시장조작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2003년 1월부터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계획의 공표

26) 한국은행은 1986년 10월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으로부터 총 149억원의 국공채를 단순매입하였으며 1987년 4
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계절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인 증권
회사 및 단자회사로부터 179억원 상당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단순매입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양곡증권
6,900억원 및 재정증권 3,700억원을 인수하였으며 1989년 12월에도 양곡증권 8,900억원을 추가 인수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증권 단순매입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도 활용되고 있다. 1997년 11월에는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금리급등에 대응하여 국채 2조원을 매입하였으며 1999
년 11월에는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채 1조원을 매입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
2003년 3월, 2005년 1월에도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를 각각 6,779억원, 5,000억원, 1조원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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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입찰당일에서 직전 영업일로 변경하고 통화안정 증권의 발행시기를 정례화27)하였
다. 이 조치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참가기관들의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통화안정증권 소화가능성 및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통화안
정증권 경쟁입찰시 최소입찰 및 최소낙찰 금액단위를 채권시장 거래관행에 맞추어 상향조
정28)하고 낙찰대금 납부일을 단축29)하였다.
한편 정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유동성 조절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통화안정계정은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
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1989년 5월 유동성 조절 목적
의 예치액 전액이 해지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단기유동성 조절에는 통화안정
계정의 활용을 중단하고 실세금리에 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조작을 이용하고 있다.

27) 정례발행이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1∙3주 2년물(또는 546일물), 2주 364일물, 4주 182일물의 순으로 정례발행하
였으며 2004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3개월 지표금리 형성 등을 위해 91일물을 1∙3주에 추가하여 정례
발행하였다. 한편 2005년 3월부터는 국고채 입찰일정 및 채권 투자자금 흐름 등을 감안, 기일물별 입찰일정을 변경
하여 1∙3주 91일물, 2주 2년물(또는 546일물) 및 182일물, 4주 2년물(또는 546일물) 및 364일물을 정례발행하
기 시작하였다.
28) 2002년 6월 통화안정증권 최소입찰 및 낙찰금액을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2004년 8월에는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최소낙찰금액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였다.
29) 2004년 8월 통화안정증권 낙찰대금납부일을「입찰일+2일」
에서「입찰일+1일」
로 단축하되 대금납부일이 지준마
감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납부토록 변경하였다.

Ⅰ
Ⅰ

주요국의 통화정책 수단

1. 미국
중앙은행대출
미 연준의 대출제도는 지준부족 금융기관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부족자금을 조달
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창구이다. 그러나 연준의 대출창구를 이용하는 금융기
관은 차입빈도에 대한 평가와 감독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자금운용능력에 대한 금융
시장내에서의 평판도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현행 연준의 대출제도는 제1신용(Primary Credit), 제2신용(Secondary Credit), 계절
신용(Seasonal Credit), 일중당좌대출(Daylight Overdraft) 및 긴급신용(Emergency
Credit)으로 구분된다.
제1신용 및 제2신용은 금융기관의 일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한 대출제도이다. 제1신용은 일반적으로 우량 금융기관들이 단기(통상 1영업일)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연준으로부터 차입
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서 연준은 제1신용의 차입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제2신용
은 제1신용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기관들이 제1신용 차입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연준
으로부터 일시 부족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서 제1신용과 달리 차입목적, 차입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계절신용은 계절적 자금수요에 직면해 있고 단기금융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로서 계절신용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
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일중당좌대출은 연준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 결제부족자금
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대출로서 통상 해당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금융기관 재무상태
등에 따라 최고 2.25배) 범위내에서 영업마감시각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부과하지 않으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0.2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긴급신용은 기업도산의 확산 등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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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달수단이 여의치 않은 개인, 단체, 기업 등에 연준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및 만기는 긴급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준이 별도로 정하며 긴급신용 대출금리
는 여타 연준 대출금리의 최고수준을 상회하는 벌칙성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1929년 대
공황 이후 실제로 긴급신용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 표 Ⅱ-1┃┃

미 연준의 대출제도1)
종류

제1신용

제2신용

목
적
∙
기
능

o 금융기관의 일시 부족자금 지원
-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 단기시장금리의 과도한 상승 방지
(금리상한기능)

대
출
대
상

경영상태가 양호한

계절신용

o 비통상적이고

적인 부족자금

긴급한 경우의

지원

자금지원

폐더럴펀드 목표금리 상회
제1신용금리

페더럴펀드금리와

목표금리+100bp

+50bp

CD금리의 평균

수주이내

수개월

(통상 1영업일)

(계절수요기간)

대
출
규
모

연준이 결정
(여타 대출금리의
상한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규정)

시장금리연동

페더럴펀드

만
기

개인, 단체, 기업

소재 예금금융기관

기타 예금금융기관

금
리

o 금융기관의 계절

농촌 및 관광지

기타 예금금융기관

예금금융기관,

긴급신용

연준이 결정

금융기관의 차입신청금액

연준의 결정금액

주 : 1) 2005년 10월 현재

┃ 표 Ⅱ-2┃┃

미 연준의 대출 추이1)
제1 신용

(백만달러)

2003.상반기

2003.하반기

2004.상반기

2004.하반기

2005.하반기

24

45

37

48

37

제2신용

0

3

0

0

0

계절신용

29

97

59

161

76

긴급신용
합

계

0

0

0

0

0

53

145

96

209

113

주 : 1) 기간 평균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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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Ⅱ-1┃┃

중앙은행의 롬바르트형 대출제도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란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요건을 최소
화하되 단기신용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롬바
르트형 대출제도는 전통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운영해 왔는데 1999년 출범한 ECB는 물
론 1996년 캐나다, 2001년 일본이 이러한 유형의 대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 1월에는 미국도
도입하였다.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는 차입은행의 기본적인 건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차입수요에 따라 거의 자
동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부족을 조정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아
울러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는 시장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론적으로 금융기관
은 특별한 제한없이 필요자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므로 롬바르트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없게 된다. 실제로 독일연방은행의 경우 롬바르트 대출한도
폐지후 익일물 시장금리가 동 대출금리를 초과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여유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
제한없이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롬바르트 대출과 함께 시장금리 상ㆍ하한을 모두 제한하는 대기
성 여수신제도(channel system)를 운영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ECB,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등은 단기시장금리가 롬바르트 대출금리(上限)와 중앙은행 예치금리(下限) 범위내에서 유지되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에 의한 금리안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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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3┃┃

주요국 중앙은행의 롬바르트형 대출제도
유럽중앙은행
기 능

일본은행

미 연준

-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 단기시장금리의 과도한 상승 방지(금리상한 기능)

명 칭

한계대출

보완대출

제1신용∙제2신용

대출금액

금융기관 신청금액

(좌 동)

(좌 동)

금리
(05.10월말 현재)

공개시장조작
최저입찰금리 + 1%p

공정할인율(0.1%)
단, 월중 6영업일 이상
차입시 2%p 가산

제1신용: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 1%p
제2신용: 제1신용 금리
+0.5%p

만 기

1영업일(재대출 가능)

1영업일(재대출 가능)

수주일(통상 1영업일)

도입시기

1999. 1. 1

2001. 3. 16

2003. 1. 9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대상 기관은 외은지점을 포함하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에지법인(Edge Act corporations)30) 등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이다. 종전에는 대상기관
이 연준 가입은행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1980년‘예금취급기관 규제철폐 및 통화관리법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
에 의해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지준적
립에 따른 부담으로 가입은행의 상당수가 연준을 탈퇴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준비
대상채무는 거래계정(transaction account)31), 비개인정기예금, 유로채무로 한정되어 있
으며 지급준비자산으로는 연준 예치금 외에 금융기관 보유현금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 출
범 초기 연준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을 지준에 포함시켰으나 1917년 이후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준 가입은행들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1959년 다시 보유현금을 지준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지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을 예치토록
30)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母은행이 소재하는 주와는 다른 주에 설립이 허용된 자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을 말
한다.
31)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가운데 월 일정횟수(종류별로 4회 또는 7회) 이상 제3자에게 자금이체가 가능
한 예금을 포괄한다. 거래계정의 포괄범위가 요구불예금 이상으로 넓어진 것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거래계정에 포
함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결제기능을 보유한 상품(sweep account)이 대거 개발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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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제준비예치금(clearing balance)32)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미 연준은
1998년 8월부터 지준적립방식을 1984년 이래 시행하여 왔던 2주일 평잔 동시적립방식을
2주일 평잔 30일 이연적립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준과부족 금액을 일정한도(필요지
준 및 필요결제준비계정 금액의 4% 또는 5만달러중 큰 금액)내에서 다음 적립기간으로 이
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준이월(carry over)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비개인정기예금 및 유로부채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 0%이며 거래계정에는 예금규모
에 따라 누진형태로 0~10%를 부과하고 있다.

┃ 표 Ⅱ-4┃┃

미국의 지급준비율1)
예금종류

지급준비율(%)

거래계정
0~7백만달러2)

0

7백만달러 초과~47.6백만달러2)

3

47.6백만달러 초과

10

비개인정기예금

0

유로채무

0

주 : 1) 2005년 10월말 현재
2) 0% 및 3%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매년(6월말 기준)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대상채
무 증가율의 80%를 가산하여 조정하되 동 증가율이 감소한 경우는 조정하지 않음

공개시장조작
미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조작
위원회(FOMC)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결정하면 뉴욕 연준이 동 금리를 목표치 수준에
서 유지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규모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에 상응하는 비차입지준(nonborrowed reserve)
규모와 비차입지준의 공급 예측치간 차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에 상
응하는 비차입지준 규모는 뉴욕 연준이 예금추이, 계절요인, 지준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지준
규모를 산정한 다음 초과지준 예측치를 가산하고 연준 대출창구를 통한 차입금을 차감하여
설정한다. 이를 위해 대형은행으로부터는 매일, 그 밖의 금융기관중 표본으로 선정한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주간 단위로 예금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받는다. 비차입지준 공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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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통화동향, 재정수지, 외환거래 등 지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안하여 추산한다.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는 단순매매(outright purchases and sales)방식과 RP매매방식
이 있다. 지준과부족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이 필
요할 때에는 단순매매방식이 사용되는데 이용빈도는 낮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은 대부분
RP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RP거래의 최장만기는 3개월이나 실제는 익일, 20일 및 1개
월 만기 거래가 대부분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는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연방기관
발행증권(federal agency obligations)과 공공기관의 주택저당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이 포함되며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개시장조작시에는 주로 국채가 활용된다.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Primary dealer로 한정되어 있다.
Primary dealer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은행 또는 증권 딜러 가운데서 선정
하는데 2005년 10월 현재 Primary dealer의 수는 22개이다. Primary dealer는 뉴욕 연
준의 공개시장데스크와 거래를 하여야 하며 시장정보 및 분석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 참고 Ⅱ-2┃┃

뉴욕 연준의 실제 공개시장조작 일정
① 정보수집(오전 8시경)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 정부채 거래동향, 딜러 및 대형은행의 금융시장 전망,
금융경제동향 및 분석자료, 각종 뉴스 등 수집
② 미 재무부와의 전화 회의(5분 내외) : 재정수지 예측
③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공개시장데스크에서 그날의 시장개입 계획 수립
④ 연준 본부의 예측 청취 : 연준 본부 통화정책과(Division of Monetary Affairs)의 비차입지준 예측치 입수
⑤ 전화회의(15분 내외) : 공개시장데스크, 연준 본부 통화정책과, 뉴욕연준 총재 및 FOMC 참여 지역
연준 총재중 1인이 참석하여 시장상황 및 각종 정보 등을 점검하고 그날의 실
행계획을 확정
⑥ 보고(전화회의 직후) : 회의 결과 요약보고서를 연준 이사들과 각 지역연준 총재들에게 송부
⑦ 시장개입(오전 9:30분부터 약 10분간) : 실행계획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실시
⑧ 결과보고(오후 5시경) : 그날의 시장개입 결과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각 지역연준 총재 및 워싱턴의
통화정책과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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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중앙은행대출
일본은행은 전통적으로 대출제도를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 채권시장의 발달 등으로 공개시장조작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금은
공개시장조작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완대출제도(롬바르트형
대출), 일중당좌대출, 긴급자금대출(일은특융)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어음 재
할인제도(Rediscounting Commercial Bills)가 있으나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2001년 6
월말부터 이의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상업어음 재할인 잔액은 없다.
보완대출제도(Complementary Lending Facility)는 단기금리의 상승을 방지하고 금융시
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도입한 대출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차입을 신청하면
자금용도 등에 관한 사전심사나 사후관리 없이 담보요건만 확인하여 신청금액만큼 자동 지원
한다.32) 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정부 발행채, 회사채, 할인어음 등 일본은행이 정한 적
격증권이며 대출금리는 공정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지준적립기간중 5일33)을 초과하여 빈번하
게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2% 포인트의 벌칙성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기간
은 1일이지만 5일 동안 연속해서 재대출(roll-over)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 9월 18일부터
는 미국 테러사건의 충격을 감안하여 재대출 가능기간을 10일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공정할인율 0.1%(도입당시는 0.35%)에서 무한정 자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교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익일물 콜금리는 0.1% 이내에서 안정될 수 있다.
긴급자금대출은 신용제도 보호를 규정한「일본은행법」제38조34)를 근거로 금융위기시
문제 금융기관에 대해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특별융자이다. 대출금리는 통상 공정할인율에
0.25% 포인트를 가산한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3개월 단위로 일본은행이 상
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한다. 2005년 10월말 현재 동 대출금의 잔액은 없는 상태이다.
일중당좌대출은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한도제한 없이 당일 영업마감
시각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2001년 1월 도입되었다.
32) 다만 일본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금액한도를 정할 수 있다.
33) 일본은행은 필요시 별도 고시에 의하여 공정할인률이 적용되는 기준일수를 5일에서 최장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34) 일본은행법 제38조(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① 대장상은 금융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과 기타 상황에 비추어 신
용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본은
행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기타 신용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일본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요청에 따라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
는 업무외에 특별한 조건에 의한 자금대출 및 기타 신용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Ⅱ. 주요국의 통화정책 수단

213

┃ 표 Ⅱ-5┃┃

일본은행의 특융 사례
대상기관

자금의 성격

실시기간

금액(억엔)

山一證券

예치유가증권 지급자금 공여

65.6~69.9

大井證券

�
예금지급자금 공여

65.7~69.7

53

95.8~96.3

1,980

코스모信用組合

282

兵庫銀行

영업계속을 위한 유동성 공여

95.8~96.1

6,120

木津信用組合
미도리銀行

예금지급자금 공여
증자 지원

95.8~97.2
96.1~2006.1

9,105
1,100

阪和銀行

예금지급자금 공여

96.11~98.1

2,690

京都共榮銀行

영업계속을 위한 유동성 공여

97.10~98.10

130
26,771

山一證券

�
폐업∙해산의 원활한 처리 지원

97.11~98.11
97.11~

수시실행중

德陽시티銀行

영업계속을 위한 유동성 공여

97.11~98.11

2,283

北海道拓植銀行

미도리銀行

�

98.5~99.4

193

國民銀行

�

99.4~2000.8

665

幸福銀行

�

99.5~2001.2

2,786

東京相和銀行

�

99.6~2001.6

4,876

나미하야銀行

�

99.8~2001.2

1,264

니까타中央銀行

�

99.10~2001.5

1,643

信用組合關西興銀

�

2000.12~

수시실행중

�

2000.12~

�

朝銀近畿信用組合

지급준비제도
일본의 지급준비대상기관은 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35), 농림중앙금고 등이다. 이밖
에 1972년 법개정에 의해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생보사도 대상금융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
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급준비대상채무는 예금, 금융채, 금전신탁(원금)이며 미국과는 달리 금융기관 현금은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은행 예치금만 지준으로 계상된다.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지준적립은 1개월 평잔 반월이연 적립방식을 채택

35) 1963년 지준대상 편입당시에는 예금잔액이 200억엔 초과 상호은행과 신용금고가 모두 대상이었으나 1990~92년
중 상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연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금액이 점차 인상되
어 2001.8월 현재 예금잔액 1,600억엔 초과 금고만 지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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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편 지준적립액이 필요지급준비금에 미달한 경우 동 부족액에 대해 공정할인
율에 연 3.75%p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급준비율은 채무종류별, 금융기관별, 채무규모별로 1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9종류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 표 Ⅱ-6┃┃

일본의 지급준비율 1)
대상기관
은행∙장기신용은행∙

대상채무
정기성예금∙CD

신용금고 등

금액구분

1.2

1조2천억엔초과~2조5천억엔

0.9

5천억엔초과~1조2천억엔

0.05

초과~5천억엔 2)

0.05

500억엔
기타예금

2조5천억엔초과

1.3

1조2천억엔초과~2조5천억엔

1.3

5천억엔초과~1조2천억엔

0.8

500억엔
농림중앙금고
은행∙장기신용은행 등

지급준비율(%)

2조5천억엔초과

초과~5천억엔 2)

0.1

정기성예금∙CD

0.05

기타예금

0.1

금융채

0.1

금전신탁

금전신탁 원금

0.1

은행∙장기신용은행∙

비거주자외화채무

0.15

신용금고 등

거주자외화예금
∙정기성예금

0.2

∙기타예금

0.25

비거주자엔화예금

0.15

특별국제금융거래계정

0.15

주 : 1) 2005년 10월 현재
2) 500억엔까지는 0%

공개시장조작
일본은행은 1980년대 이후 공개시장조작을 주요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1년 3월 19일 제로금리정책으로의 복귀 이후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를 콜금
리(익일물 무담보)에서 시중은행의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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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의 목표수준을 정하며 공개시장조작은
이 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로금리정책으로의 복귀시 당좌예금 잔액목표는 5
조엔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05년 4월 현재 30~35조엔으로 높아졌으
며 4월중의 동 예치금 규모(평잔)는 33조 324억엔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는 단기국채(TB: Treasury Bill), 정부단기증권(FB:
Financing Bill), 장기국채(JGB: Japanese Government Bond), 일본은행 발행 어음,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36), 우량 CP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일본은행 발행 어음은 유동성
흡수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과 우량 CP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작대상기관은 은행,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중에서 일본은행이 선정한다.
조작방법은 RP방식과 단순매매방식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단순매매가 주종을 이
루고 있다. 일본은행은 일중 2~4차례 시장에 개입하는데 공개시장조작 형태는 다음과 같
이 시간별로 고정되어 있다.

┃ 표 Ⅱ-7┃┃

일본은행의 일중 공개시장조작 형태
시간

결제방식1)

공개시장조작 형태
∙ TB/FB RP거래

9:20 a.m.

당일 결제

∙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 단순매입거래
∙ 일본은행 발행어음 단순매도거래

9:30 a.m.

익일이후 결제

∙ JGB RP거래
∙ TB/FB RP거래

10:10 a.m.

익일이후 결제

∙ TB/FB 단순 매입 및 매도거래
∙ CP RP거래
∙ JGB 단순매입거래

12:10 p.m.

당일 및

∙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 단순매입거래

익일이후 결제

∙ 일본은행 발행어음 단순매도거래

주 : 1)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일 기준의 분류로서 당일 결제는 거래일과 자금결제일이 일치하는 데 비해
익일이후 결제는 거래일과 자금결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거래일 익일부터 4일 사이에
자금결제

36) 금융기관이 TB, FB, JGB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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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B
중앙은행대출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출정책은 유로지역의 금융기관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했을
경우 초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ECB의 대출제도에는 한계
대출제도(marginal lending facility)와 일중당좌대출제도가 있다.
한계대출제도는 지준예치대상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초단
기 대출제도로서 지원기간은 1영업일이며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리는 공개시장조
작 최저입찰금리보다 1.0% 포인트 높은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므로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일중당좌대출은 결제부족자금을 영업마감시각까지 한도제한 없이 지원하며
당일중 상환되는 초단기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이자는 받지 않는다.

지급준비제도
ECB의 지급준비대상기관은 모든 신용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37)이며 지급대상채
무는 예금, 금융채,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paper) 등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 보유현금은 지급준비자산에서 제외되며 중앙은행 예치금만 인정된다. 초과지준에 대
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필요지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준 적립기간중 단기자금공
급조작금리 평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지준적립방식은 전월말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필요지준을 당월 24일부터 익월 23
일까지 적립하는 1개월 평잔 24일 이연적립방식이다. 대상채무 및 만기별(2년 만기)로 지
준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 표 Ⅱ-8┃┃

ECB의 지급준비율1)
종류

지급준비율(%)

� 익일물 예금, 만기 2년 이내 예금∙금융채

2

� RP, 만기 2년 초과 예금∙금융채

0

주 : 1) 2005년 10월 현재

37) 민간으로부터 예금 등을 수취하고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
행(savings bank), 신용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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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회원국의 금융시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1일
물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38)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
다. 그러나 ECB 정책이사회가 월 2회 발표하는 정책금리는 후술하는 14일물 단기자금공
급조작(main refinancing operations)의 RP금리이다. 실제 EONIA는 정책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1일물 시장금리의 上下限(일종의 corridor)으로 작
용하는 1일물 대출(앞에서 살펴본 한계대출제도)과 초단기수신제도(deposit facility)를 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제도를 통칭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라고 부
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일물 대출제도의 금리는 ECB의 정책금리에 1.0%
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만약 시장금리가 이보다 높아진다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에서보다는 한계대출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므로 정책금리 +1% 포인트
는 1일물 시장금리의 상한(ceiling)이 된다. 반면 1일물 수신제도의 금리는 정책금리에서
1.0% 포인트를 차감한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만약 시장금리가 이보다 낮아진다면 금융기관
들은 여유자금을 여타 금융기관보다는 ECB에 예치할 것이므로 정책금리 －1.0% 포인트
는 1일물 시장금리의 하한(floor)이 된다.

┃ 그림 Ⅱ-1┃┃

ECB 정책금리 및 EONIA 추이

38) 회원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이 금융기관들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거래규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로서 유럽은행연합회(European Banking Fedration)가 작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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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의 공개시장조작은 유로지역내 금융기관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하에 지준제도
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개방되어 있는데 1999~2000년중 단기자금공급조작에
참여한 금융기관 수는 400~600여개에 이른다.
한편 구체적인 공개시장조작은 각 회원국 중앙은행(NCB: National Central Banks)과
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진다. ECB 정책이사회의 금리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39)가 공개시장조작 규모 등을 결정하면 시장조작 실무는
ECB 공개시장부와 회원국 중앙은행(NCB) 공개시장조작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ECB와 NCB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ECB와 NCB 직원으로 구성된 공개시장조작위
원회(Market Operation Committee)가 운영되는데 NCB 공개시장 담당부서는 매일 아
침 자국의 지준전망과 일일금융시장동향을 ECB 공개시장부에 보고한다. ECB 공개시장부
는 이를 집계∙정리하여 NCB에 통지한 후 매일 오전 11시 NCB와 전화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정기입찰 또는 수시입찰 등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한다.40)
ECB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작대상증권은 유
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Tier 1과 특정국에 한정되는 Tier 2로 이원화되어 있다. Tier
1은 ECB가 정하는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권으로, Tier 2는 NCB가 정하는 적격요건41)
을 충족시키는 증권으로 구성된다.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목적과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단기자금공급조작(main
refinancing operations), 장기자금공급조작(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미조
정 조작(fine-tuning operations) 및 구조적 조작(structural operations)으로 구분된다.
ECB의 주된 공개시장조작수단인 단기자금공급조작은 1주 만기의 RP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주 1회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신용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으로서 ECB
의 최소지급준비금 요건 및 회원국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공개시장조작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주 조작대상증권은 회원국 정부의 국채, 채무증서, 기업발행 유가증권 등이
다. ECB는 매주 목표 금리수준에 부합하는 지준을 산정한 다음 외생적 요인의 변동을 감
안한 지준공급을 전망하여 그 차이만큼의 유동성을 단기자금 공급조작에 의하여 조절한다.
장기자금 공급조작은 3개월 만기의 RP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매월 실시한다. 다만
월별 총자금공급 규모는 ECB 정책이사회가 미리 결정하여 공표하는데 통상 그 규모는 금
39) 집행위원회는 ECB의 임원(총재, 부총재 및 이사 4인) 6인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정책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회원국 중앙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다.
40) ECB 공개시장부가 입찰내역을 NCB에 통지하면 NCB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과의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규모
등은 ECB 공개시장부에서 결정한다.
41) 다만 NCB의 적격요건도 ECB가 정하는 최소한의 적격요건(minimum eligibility criteria)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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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의 전체자금수요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미조정 조작은 예상치 못한
유동성 변동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시키기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이 비정기적으로 수
행하는 조작으로 RP매매, 단순매매, 외환스왑, 중앙은행 정기예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
행된다. 다만 미조정 조작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실시되기 때문
에 RP매매의 경우 경쟁입찰절차가 1시간만에 종료되는 간이입찰(quick tender)42)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구조적 조작은 금융기관의 구조적 자금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작으로 RP매
매, 단순매매, ECB채무증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표 Ⅱ-9┃┃

ECB의 공개시장조작 수단
거래형태
유동성공급

유동성흡수

만기

빈도

거래방식

단기자금공급조작 �RP거래

-

1주

매주(화요일)

표준입찰

장기자금공급조작 �RP거래

-

3개월

매월

표준입찰

(24일이후첫째수요일)
미조정 조작

�RP거래

�RP거래

불특정

수시

�외환스왑 �외환스왑

간이입찰
/상대매매

�정기예금수취
�단순매입 �단순매각
구조적 조작

�RP거래

-

�채무증서발행 특정 및 불특정

�단순매입 �단순매각

-

수시

상대매매

정기/수시

표준입찰

수시

상대매매

4. 영국
중앙은행대출
영란은행 대출은 공개시장조작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일시적 결제부족자금
을 보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3월 공개시장조작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서 영란은행의 대출제도도 어음할인 형식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방식으로 모두 바
42) 미조정 조작 이외의 여타 공개시장조작수단에 이용되는 RP거래에는 절차완료에 총 24시간이 소요되는 표준입찰
(standard tender)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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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었는데 현재 일시대출(Late Lending)과 일중결제부족자금대출(Intraday Repo)의 두
가지를 운용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매일 두 차례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데, 공개시장조작이 종료된 후에도 결
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경우 일시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는 공개시장조작금리(2주만기 RP금리)에 0.25% 포인트를 가산한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
며 거래형태는 1일물 RP(overnight repo) 방식이다. 일중결제부족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을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환매조건부채권매입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
중에 상환되는 초단기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결제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1일물 RP로 자동 전환된다.

┃ 표 Ⅱ-10┃┃

주요국의 일중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
미 연준

일본은행

ECB

영란은행

당좌대출

당좌대출

당좌대출

RP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국공채

국공채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일중지원자금

벌칙금리 부과한

벌칙금리 부과한

벌칙금리 부과한

벌칙금리 부과한

미상환시 조치

대출로 전환

대출로 전환

대출로 전환

RP로 전환

지원형식

통상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
지원한도

(금융기관 재무상태
등에 따라 최고
2.25배) 이내

적격담보

무담보

국공채 등
대출적격담보

연0.27%
금리(수수료)

(자기자본의
10%까지는 면제)

대출(또는 RP)
취급시 사전심사

한편 영란은행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위원회가 매월 결정, 발표하는 14일물
RP금리이다. 영란은행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에 괴리가 크지 않도록 ECB와 마찬가지로
corridor를 운용한다. 15:30분에 이루어지는 RP 형식의 1일물 대출제도(over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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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ing facility) 금리는 정책금리보다 0.25% 포인트 높으며 1일물 시장금리의 상한을 형
성하는 한편 1일물 예금제도(overnight deposit facility) 금리는 정책금리보다 0.25% 포
인트 낮으며 1일물 시장금리의 하한을 형성한다.43)

지급준비제도
영국은 1981년 신통화관리방식(New Monetary Control Arrangements)을 도입하면
서 지준제도를 폐지44)하는 대신 현금예치(cash ratio deposit)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
하에서 은행과 주택대부조합은 대상예금채무의 일정비율(도입 당시 0.5%이었으나 현재는
0.15%)을 영란은행에 6개월간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계산방식을 보면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 대상예금채무 평잔액중 4억파운드 이상 금액의
0.15%를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예치한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은 12월부터 5월까지 예치한다. 이 자금은 은행 등이 지급결제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영란은행이 이를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운영경비의 일부로 충당한다. 이 제도는 발권
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전액을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는 영란은행에 소득을 보조해
주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영란은행은 2주만기 RP거래를 주된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활용한다. ECB가 시장조작
을 주 1회 실시하는 데 비해 영란은행은 매일 2회(09:45 및 14:30) 실시한다. 이처럼 영
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빈도가 높은 것은 영국의 경우 지준제도가 없어 금융기관의 지급결
제자금 부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두 번의 공개시장조작 이후에도 자금
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5:30분에 이루어지는 1일물 RP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
다. 공개시장조작이 종료된 후에도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6:20분에 이
루어지는 일시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액중 90% 이
상이 하루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충족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1일물
43) 당초 초단기 여수신금리는 정책금리에 ±1.0% 포인트를 가감하였으나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수단 개편방안 시행 이
전 준비단계로서 초단기 여수신금리를 정책금리 ±0.25% 포인트로 변경하는 조치를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
였다.
44) 통화정책 운영방식이 통화의 양적 조절에서 금리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급준비금제도는 통화정책수단으로서의 중
요성은 저하된 반면 조세로서의 부담이 강조되어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벨기에, 호주 등은 지급준비제도를 폐
지하였으며 미국, 일본, ECB 등 지급준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도 지준율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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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일일 공개시장조작은 주로 금액입찰(fixed rate)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영란
은행이 미리 정한 RP 금리에 따라 응찰한다. 만일 응찰금액이 영란은행의 지원 총액을 초
과할 경우 참가기관의 신청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다. 공개시장조작 실시 전 영란은행은
당일의 자금과부족 규모를 금융시장에 공표하고 입찰실시 후에는 결과를 즉시 금융시장에
공표한다.45)
지준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인 ECB와는 달리 영란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20개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이전에는 할인상사(discount
house)46)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주택대부조합(building society), 증권회사 등이 추가되었
다. 영란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데 이는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신용상태가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은 재정증권(Treasury Bill), 지방채, 적격은행 인수어음 등이 주
종을 이루어 왔으나 국채(Gilt)47)가 추가된 이후 현재는 국채 RP거래의 비중이 60% 정도
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운영수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시행
할 예정이다.48) 동 개편방안은 여타국과 달리 지준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
하는 초단기 은행간금리인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의 변동성을 축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형태의 지급준비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지준적립대상기관인 은행 및 건축대부조합은 자발적으로 지준적
립 목표(voluntary reserves)를 설정하고 지준적립 기간중 평균적으로(on average over
a maintenance period) 영란은행에 지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둘째, 지준적립대상기관이
지준적립 목표를 달성(목표수준 ±1% 이내)하는 경우 영란은행은 적립된 지준에 대해 통
화정책위원회의 정책금리(RP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와는 반대로 지준적립

45) 영란은행은 Reuters, Telerate, Knight-Ridder, ICV/Topic, Bloomberg 등 통신사를 통해 정보를 금융시장에 전
달한다.
46)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회사의 콜자금 또는 단기예금을 받아 이를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출 또는 할인방식으
로 융통해 주는 등 금융회사간 자금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로 영란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증권의 매도요청, 정보제공,
재정증권 공모미달분 인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긴급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47) 1996년 1월 도입한 환매조건부 국채(Guilt)시장이 만기 다양화 등으로 급속히 성장하자 1997년 3월 공개시장조
작 대상증권에 국채를 추가하였다.
48) 구체적인 내용은‘Reform of the Bank of England’
s Operations in the Sterling Money Markets(2005년 4
월)’참조

Ⅱ. 주요국의 통화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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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칙(무부리 또는 과태료 부과)을 부과한다. 셋째, 초단
기 여수신제도(overnight lending and deposit facilities)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초단기 여수신금리는 지준마감일에는 정책금리의 ±0.25% 포인트,
여타 지준적립기간중에는 정책금리의 ±1% 포인트를 각각 적용한다. 넷째, 영란은행은 매
일 수 차례에 걸쳐 실시해 온 공개시장조작 횟수를 주 1회(통상 목요일)로 축소하고 만기도
현재 14일에서 1주일로 단축한다. 한편 지준마감일에는 오전 10시에 미세조정을 위한 만
기 1일 RP조작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운영수단의 개편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
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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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 5 한국은행법 제정
‐ 설립목적: 통화가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
전화 및 대외 결제준비자금의 관리
‐ 최고의결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 설치
‐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및 외환관리, 은행감
독업무 수행
5.23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정
6. 5 금융통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한국은행 정관, 본점 부서 및 지점 설치, 타은
행과의 환거래계약 체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업무 개시일을 6월 12일로 결정
* 초대 위원: 최순주(재부무장관), 구용서(한
국은행총재), 장봉호∙하상용(금융기관 선
출), 이정재(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윤보선
(농림부장관 추천), 홍성하(기획처 경제위원
회 추천)
6. 6 정부, 한국은행 자본금(15억圓) 및 출자 적립금
(3억圓) 납입
6. 9 한국은행 대출금리 결정
‐
‐
‐
‐
‐
‐

(연 %)
정부보증대출: 6.2
정부보증대출 재할인: 4.9
일반 재할인 : 5.8 이하
일반어음대출: 6.2 이하
연 체 대 출 : 20.0 이하
일반에 대한 기타 대출(무역금융): 금융기관의
해당 이율 준용

6.12 한국은행 창립
‐ 조선은행의 자산∙부채를 승계하며 조선은행
이 발행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
‐ 조선환금은행 업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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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행이 수행하던 일반은행업무는 한국상
공은행에 인계
‐ 7개 국내지점, 1개 해외지점
∙여수, 군산지점은 한국상공은행에 이양
6.14 예금지급준비율 결정(7. 10 시행)
‐ 총예금의 10%
‐ 현금보유 인허율: 20%
‐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해 일변 5厘(연 1.8%)의
이자 지급
6.14 대정부 대출금 금리 결정
‐ 연 2%
6.22 예금지급준비금 사용 제한
‐ 어음교환 결제자금으로 사용 가능
‐ 금융기관간 대차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 불허
6.26 비상시 대출* 실시
‐ 전시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부
족에 대처하여 비상시 支給資�口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자금을 대출
‐ 금리: 연 4%
* 1951. 1월말 290억圓(금융기관에 대한 대
출총액의 74%)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52. 3월말에 전액 회수
7.22 한국은행권 최초 발행
‐ 전시 자금수요 급증과 미발행화폐 보유 부족에
대처하여 일본대장성 인쇄국에 의뢰하여 제조
한 1,000圓券 및 100圓券을 발행
9.15 제1차 통화교환 실시(9.15~9.22)
‐ 워커라인* 이내 지역에서 실시
‐ 무제한 등가 교환(다만 접경지구 피난민에 대
하여는 10만圓까지 교환하고 초과분은 금융기
관에 預入)
‐ 교환마감일 이후 동 지역에서 조선은행 100圓
券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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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실적: 175억圓(총 교환금액의 24%)
* 포항, 영천, 대구, 창녕, 마산, 통영을 연결하
는 당시의 전선
10.25 제2차 통화교환 실시(10. 25~11. 3)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
되 교환금액을 제한
‐ 개인: 2만圓까지 교환하고 초과분은 금융기관
에 예입하며 주 2만圓, 월 5만圓 한도내에서
지급(초과 인출시 재무부장관 승인 필요)
‐ 군, 관, 법인 및 단체: 금융기관에 일괄예입하
고 재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인출
‐ 교환마감일 이후 동 지역에서 조선은행 100圓
券 유통 금지
‐ 교환실적: 216억圓(총 교환금액의 30%)
11.11 제3차 통화교환 실시(11. 11~11. 18)
‐ 잔여 남한 전지역에서 실시
‐ 교환조건은 2차 교환시와 동일
‐ 교환시작일 이후 남한 전역에서 조선은행 100
圓券 유통 금지
‐ 교환실적: 234억圓(총 교환금액의 32%)
11.18 제4차 통화교환 실시(1950. 11. 18~1951. 4.
30)
‐ 치안관계상 교환을 실시하지 못한 지역에서
실시
‐ 교환조건은 2, 3차 교환시와 동일
‐ 교환실적: 91억圓(총 교환금액의 13%)
* 이후 1951. 9. 24~1953. 1. 16 기간중 화
폐교환이 실시되지 못한 일부 군지역에 대한
특별교환이 실시(교환액 2억圓)됨으로써 화
폐교환이 완전히 종료

1951년
2. 1 한국은행 대출담보 임시적격성 부여
‐ 다음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한 어음,
기타 신용증권을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인정
∙육∙해운, 인쇄 출판, 토목건설 하청에 대한
대출(6개월 이내 만기도래분)
∙전기∙수도공사 공장 창고 기타 건물의 건
축∙수리, 정부지정 공공단체 및 기업에 대
한 대출(1년 이내 만기도래분)
* 1952. 6. 28에 임산물 생산에 관한 대출어음
(1년 이내 만기도래분) 추가
3월

통화량 편제 시작
‐ 예금통화의 포괄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편제
‐ 통화공급량 第1義: 민간화폐보유액(현금통화)
+ 한국은행 및 전금융기관의 민간당좌예금
‐ 통화공급량 第2義: 통화공급량 第1義 + 기타
모든예금(특별당좌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및 기타 제예금)

4. 2 UN군 圓貨대여금 금리 결정
‐ 연 4%
4. 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4. 1 시행)
‐ 비상시 대출의 조기회수를 위해 동 금리를 순
차적으로 인상(연 %)
∙4. 1 이후: 4.0 → 4.4
∙5. 1 이후: 4.4 → 4.7
∙6. 1 이후: 4.7 → 5.5
‐ 재할인율 및 일반어음대출금리도 각각 연
5.8% 및 6.2%에서 7.3%로 인상

연표

6. 7 한국은행 대출금리 개정(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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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상: 연 2.6% → 4.4%
(연 %)

‐ 비상시 대출: 5. 5 → 4. 4(7. 1 시행)
‐ 정부대행기관 대출: 6.2 이하 → 8.0 이하
‐ 무역금융: 10.9 이하 → 12.8 이하
6. 7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상(6. 1 시행)
‐ 연 1.8% → 2.6%
7. 5 재할인한도제 실시(1951년도 제2/4분기 금융
부문 자금운용세칙, 7. 1 시행)
‐ 2/4분기(7~9월)중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대출증가한도는 동 기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예수금(지급준비예금 제외) 증가액 이내로
하되 월별 자금수급조절을 위해 95억圓 이내
에서 재할인한도 증액 허용(이후 매분기마다
재할인한도를 설정)
∙ 도입외자 인수자금, L/A∙L/C기준 무역금
융, 정부대행기관 대출 등과 관련된 한국은
행대출은 한도외로 취급
10. 4 비상시 대출금리 인상
‐ 비상시 대출회수 촉진을 위해 금리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인상
∙ 10. 1 이후: 연 4.4% → 6.6%
∙ 12. 1 이후: 연 6.6% → 7.3%(일반 재할인
율과 동일)

1952년
1.31 예금지급준비율 인상(4. 1 시행)
‐ 융자 사전승인제 완화에 따른 은행신용 팽창
억제 도모
‐ 종전 총예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
하던 것을 예금종별로 차등화
∙공금예금: 15%(6. 1 이후 20%)
∙ 정기예금: 10%(6. 1 이후 10%)
∙ 기타예금: 12%(6. 1 이후 15%)

1.31 교환결제자금 및 비상시대출 미상환분에 대하여
고금리 부과
‐ 교환결제자금 및 비상시대출 조기 회수를 위
해 상환계획*에 의한 기일별 상환예정액 미상
환분에 대하여는 금리를 계속 인상
∙2. 6~2.20: 연 10.9%(종전 7.3%)
∙2.21~3. 5: 연 12.8%
∙3. 6 이후 : 연 14.6%
‐ 2. 6 이후 교환결제자금 신규대출액에 대하여
는 연 14.6% 적용
‐ 상환계획에 의해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
전대로 연 7.3% 부과
* 교환결제자금은 2월말까지, 비상시대출금은
3월말까지 전액 상환
3.20 재할인금리 高�制 실시(1952년도 4~6월 고율
제 실시요강)
‐ 금융기관의 과도한 한은차입 의존을 시정하기
위해 전분기말 한은차입 의존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적용
∙ 7~11% 초과: 소정금리에 연 2.6%포인트
가산
∙ 11~13% 초과: 3.3%포인트 가산
∙ 13% 이상 초과: 6.2%포인트 가산
* 한은차입 의존도 = A/(B+2C)
A=한은차입 잔액
B=최근 3개월 예금평균잔액 ‐ 要지준액
C=최근 3개월 한은예치금 + 초과지준액
‐ 비상시 대출 및 교환결제자금, 도입외자 인수
자금, 정부보증대출, L/A 및 L/C 기준 수출품
集荷資金은 高�制 대상에서 제외
* 고율제는 1952. 4~9월중 실시되었으나
1952. 10. 1 한계지준제도 실시와 함께 폐지
3.27 어음대출금리와 재할인율의 차등화(4. 1 시행)
‐ 상업어음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할인율을 어음
대출금리보다 日邊 1~2厘(연0.4~0.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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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대출
∙정부계획 수집자금
∙수출품 집하자금
∙도입물자 인수자금
(원면 등)
∙기타 특수대출

(연 %)
어음대출 재할인
5.5
5.1
6.2
5.8
6.6
6.2
6.6
6.2
(6.2) (5.8)
7.3
6.6

6. 5 재할인금리 高�制 적용방식 변경
‐ 1952년도 2/4분기(7~9월)중 한은차입 의존
도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고
금리 적용
∙ 3.5~7% 초과: 소정금리에 연 1.8%포인트
가산
∙ 7~8.8% 초과: 3.3%포인트 가산
∙ 8.8% 이상 초과: 6.2%포인트 가산
* 한은차입잔액/전분기중 한은예치금(지준포
함) 평잔의 10배
8. 7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0. 1 시행)
‐ 전비지출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 억제 도모
∙ 공금예금: 20% → 25%
∙ 정기예금: 10%(종전과 동일)
∙ 기타예금: 15% → 20%
‐ 동 지급준비율 인상에 의한 지급준비예치금 증
가액에 대하여는 연 5.5%(그 이외는 연
4.7%)의 이자 지급

9.25 한계지급준비제도 실시(1952년도 3/4분기 금
융부문 자금운용세칙)
‐ 통화긴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금지급준비
율 인상과 함께 한계지급준비제도 실시
‐ 1952년도 3/4분기(10~12월)중 예금 평균증
가액의 50%를 예금지급준비금으로, 25%는
정부보증대출 재원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 한계지급준비제도는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된
1953. 2. 15까지 시행

10. 2 한계지급준비제도 개정
‐ 1952년도 3/4분기(10~12월)중 예금 평균증
가액의 45%를 예금지급준비금으로, 25% 및
5%를 각각 정부보증대출 및 국채매입자금으
로 한국은행에 예치
12. 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2. 10 시행)
‐ 도입외자 인수자금: 연 6.6%(원면 6.2%) →
7.3%
12.18 한계지급준비제도 개정(1953. 1. 1 시행)
‐ 1952년 9월 하반월대비 매 반월 예금평균증가
액의 45% 및 5%를 각각 예금지급준비금 및
국채매입자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 한계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25%의 현금보유
인정(기존 지급준비금은 20%)
12.25 예금지급준비금중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1953.
1. 1 시행)
‐ 20% → 25%

1953년
1. 8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특융 지원(1952. 12.
31 시행)
‐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제(1952.
12. 18)로 여신활동 정지가 불가피한 6개 은
행에 대하여 549억圓의 특별융자 지원
‐ 융자조건: 3월말까지 거치후 별도계획에 의해
월별 상환하고 금리는 연 7.3%
* 3. 30에 거치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차 특융 567백만환을 추가 지원
3.19 긴급금융조치에 의한 특별지급준비금 금리 결정
‐ 연 5.1%
3.19 한계지급준비제도 폐지 및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처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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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급준비제도 폐지
‐ 예금지급준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 예금종별로 10~25% → 총예금액(舊券預
金 제외)의 10%
∙ 현금보유 인허율: 20% → 25%
∙ 시행기간: 1953. 2. 16 ~ 3. 31
3.30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 자금경색이 완화됨에 따라 총예금(舊券預金
제외)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 6. 1 이후: 10% → 12%
∙ 8. 1 이후: 12% → 15%
∙10. 1 이후: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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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예금: 30%(1954. 1. 1 이후 40%)*
* 12.30 인상계획 취소(30% 계속 적용)
∙ 정기예금(봉쇄계정 제외): 10%
∙ 기타 예금: 20%
‐ 현금보유 인허율: 총예금의 25% → 기타 예금
의 25%(1954. 1. 1 이후 20%)

1954년
1.21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 예금지급자금 및 교환부결제자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대출 허용

7. 2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특융 상환방법 결정
‐ 1차 특융잔액 516백만환은 1953년말, 2차 특
융 567백만환은 1954년 3월말까지 상환토록
월별 상환계획 작성
‐ 조기상환 촉진을 위해 대출금리를 7월중 연
7.3%에서 매월 0.7~1.1%포인트 인상하여
1954년 3월에는 연 14.6% 적용

1.21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 1 시행)
‐ FOA원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재건 자금의
원활한 공급 도모
‐ 기타 예금: 20% → 15%

10. 1 特別船積金融 취급규정 제정
‐ 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환을 담보로
貨貸出을 제공함으로써 외화획득사업을 장려
하고 외환 집중을 촉진
‐ 담보대상 외환의 종류
∙ 한국은행에 금을 매각하고 취득한 외환
∙ 국내에서 물자판매, 용역제공의 대가로 취
득한 외환
∙ 국내외에서 운임으로 획득한 외환 등
‐ 대출대상은 등록무역업자에 한하며 대출기한
은 60일 이내, 금리는 연 10.9%(선납), 연체
이자는 연 18.3%

2.17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하(4. 1 시행)
‐ 연 4.7% → 3.3%

10. 1 예금지급준비율 변경(10. 16 시행)
‐ 종전 총예금(封鎖計定 제외)의 20%이던 지급
준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1955년

3.17 특별선적금융 금리 인하
‐ 연 10.9% → 10.9% 이하(연체금리: 연
18.3% → 18.3% 이하)
‐ 특별선적금융(1953. 10. 1) 융자대상이 대부
분 정부대행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이며 담보외
환이 특수계정에 무이자로 예치되는 점을 감안
하여 일반 선적금융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6.28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 폐지에 따른 여신확
대 억제 도모
‐ 기타예금: 15% → 20%(8. 1 이후) →
25%(10.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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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재할인한도 초과 대출금에 대한 고금리 부과(7.
1 시행)
‐ 금융기관의 재할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
할인한도를 초과하는 교환결제부족자금 및
예금지급자금에 대하여 연 18.3%(금융기관
의 일반어음 대출금리와 동일) 적용
8. 4 무역금융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결정(8. 1 시행)
‐ 연 6.6%
10. 1 통화량 개념 일원화
‐ 종전 통화공급량 第1義 및 第2義로 구분하던
통화량 통계를 일원화
‐ 통화량: 현금통화 + 예금통화(당좌예금 + 특
별당좌예금 + 별단예금 + 통지예금 ‐ 미청
산 타점권)

1956년
3.29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하(4. 1 시행)
‐ 연 3.3% → 2.6%
5. 3 농업은행에 대한 농사자금 재할인금리 인하
(5. 1 시행)
‐ 연 6.2% → 5.5%
11.15 産金 外貨買上에 관한 건 제정
‐ 산금매입 촉진을 위해 産金圓貨買入制度(1954.
11. 29)를 다시 달러화 매입제도로 변경
‐ 환화매각을 희망하는 경우는 공정환율에 의해
환화로 매입
12.29 지급준비예치금 이자지급제도 폐지
‐ 지급준비예치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폐지
(연 %)
∙1957. 1. 1 이후: 2.6 → 1.8
∙
4. 1 이후: 1.8 → 1.1
∙
7. 1 이후: 폐지

1957년
3.30 예금지급준비율 인하(4. 1 시행)
‐ 지준 적용대상 예금분류를 변경하고 최저지급
준비율을 인하
개정
종전
공금예금 30%
저축성예금 10%
정기예금 10%
요구불예금 20%
기타 예금 25%
‐ 현금보유 인허율: 기타 예금의 25% → 요구불
예금의 25%
3.30 예금지급준비금 사용제한 폐지(7. 1 시행)
‐ 어음교환 결제자금으로만 사용하고 금융기관
간 대차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조치(1950. 6. 22) 폐지
5.18 ICA자금에 의한 민수용물자 구매사무 취급규정
개정
‐ 구매자금배정 신청액이 배정 예정액을 초과하
는 경우 고액의 국채매입을 신청한 자부터 순
차적으로 배정(종전에는 추첨에 의해 배정)
* 달러당 500환의 단일환율제도가 사실상 복
수환률제도로 변경
12.30 한국은행 대출담보 임시적격성 일부 폐지
‐ 1951. 2. 1 및 1952. 6. 28에 임시적격성을
부여하였던 7종의 어음중 다음 2종의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의 담보 적격성 폐지
∙ 육∙해운 및 소운송업에 대한 대출어음(6개
월 이내 만기도래분)
∙ 정부 지정 공공단체에 대한 대출어음(1년
이내 만기도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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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0. 2 ICA자금에 의한 민수용물자 구매사무 취급규정
개정(9. 19 시행)
‐ 임시 외환특별세법 제정에 따라 구매자금 배정
을 위한 입찰방식을 국채 고액매입신청 순서에
의한 배정에서 외환세 고액입찰 순서에 의한
배정으로 변경

∙원조물자 인수자금
‐ 어음대출
∙일반자금
∙교환부 결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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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3
7.3 → 10.2
14.6 → 18.3

1960년
2.18 예금지급준비금 계산방식 개정(2월 하반월 시행)

12.30 재할인한도 초과 대출금에 대한 고금리 부과
제도(1955. 6. 28) 폐지

1959년
7. 2 한국은행 대출금리 개정(7. 15 시행)
‐ 금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실효성 없는 다음 7개
종목 폐지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융자어음 재할인 및
담보대출
∙ 정부계획에 의한 수매자금 융자어음 재할인
및 담보대출
∙ 原綿受配資金 융자어음 재할인 및 도입외자
인수자금 융자어음 담보대출

‐ 요구불예금의 경우 지급준비대상 예금에서 他
店券 제외
‐ 금융기관의 지준부담 완화 도모
6.1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금융기관 대출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금융기관
의 재할인 의존 억제 도모
(연 %)
‐ 어음할인
∙상업어음
7.3 → 10.2
∙수출입금융
7.3 → 10.2
∙원조물자 인수자금
7.3 → 10.2
‐ 어음대출
∙일반자금
10.2 → 13.9
∙교환부 결제자금
18.3 → 폐지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
8. 6 한국은행 대출담보 임시적격성 폐지
‐ 임시적격성이 부여된 7종의 어음중 5종의 적
격성을 1957. 12. 30자로 폐지한 데 이어 남
은 2종의 적격성도 폐지
11.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1. 6 시행)
‐ 금융기관 대출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과도한 재
할인 의존 완화 도모
(연 %)
‐ 어음할인
∙상업어음
6.6 → 7.3
∙L/C기준 수출입금융
6.6 → 7.3

10. 4 1960년도 米穀擔保 대출최고한도 및 금리 결정
‐ 정부의 미곡담보 융자계획에 따라 한국은행 대
출최고한도 및 금리 결정
‐ 대출최고한도: 308억환
‐ 금리: 연 9.5%
11. 3 한국은행 대출방식 일부 변경
‐ 종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여 온 원조물자
인수자금 및 수출입금융(L/C 기준)을 어음대
출방식으로 변경
‐ 금리는 종전 이율(연 10.2%) 적용
12. 1 금융기관에 대한 교환부 결제자금 대출금리 결정
‐ 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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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재일교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요강 제정
‐ 재일교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한국은행 在日
지점에 설치하고 교포신용조합을 통하여 융자
‐ 기금규모: 한국은행 보유 미달러화 200만달러
(72억엔 상당액)
‐ 대출한도: 200만엔 이내
‐ 금리: 연 14.6% 이하
‐ 한국은행의 자금대여: 재할인 또는 어음대출
방식으로 교포신용조합에 대여(금리 연 8%
이하)

1961년
2. 1 외국환 매각집중제 실시(외환계정에 관한 규정
제정, 2. 2 시행)
‐ 거주자는 모든 외환을 은행률로 한국은행에 매
각하도록 의무화
‐ 한국은행은 매입한 외환을 거주자계정에 예치
하고 환화와 함께 換證書를 발급
‐ 유효기간(90일)내 환증서를 제시할 경우 환증
서 발급당시 환율로 외환매입 가능
‐ 민간외환계정에 대한 예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규정(1950.11.16)은 폐지
7. 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7. 1 시행)
‐ 요구불예금: 20% → 14%(저축성예금은 종전
대로 10% 유지)
‐ 저축성예금에 대해 25%까지 현금보유 인허
(종전은 요구불예금에 한하여 25% 인허)
‐ 저축성예금 금리 인상(7. 6)에 따른 금융기관
수지압박 완화 도모

‐ 이자소득세 면제
11. 7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제정
‐ 만기: 91일, 182일의 2종
‐ 최고발행할인율: 91일 만기 연 8%, 182일 만
기 연 10%
‐ 증권발행 관련사항 심의를 위한 특별소위원회*
설치
*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통위 위원 1인
으로 구성
11.16 제1차 통화안정증권 발행
‐ 만기 91일, 할인율 연 8%로 34억환 발행
‐ 본격적인 공개시장조작이라기보다 여신규제로
인한 시중은행의 일시적 여유자금 운용수단으
로 활용
* 이후 시중은행 자금사정 악화로 1966년 3월
까지 발행 중단
11.16 미곡담보 대부자금 및 미곡담보 先貸資金에 대
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연 2.6% → 3.7%
12.31 연말 통화량은 전년말대비 40.4% 증가
‐ 증가액의 94.2%가 5.16 이후 공급
‐ 총통화는 46.0% 증가

1962년

8.1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결정
‐ 상업어음재할인 중소기업자금 일반자금: 연
13.9%

5.24 한국은행법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변경
‐ 외환정책 수립권한을 정부로 이관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신설
‐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 신설

11.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정
‐ 발행한도: 통화량의 10% 이내

6. 1 금융기관의 證券 受渡決濟資金 지원 승인
‐ 증권거래소에 대해 100억환 긴급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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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중 50억환, 5월 30일 230억환, 6월 1일
100억환 등 총 380억환 지원 승인
6.1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6. 1 시행)
‐ 요구불예금: 14% →10%(법정 최저율)
‐ 봉쇄예금에 대한 100% 특별지급준비금 예치
에 따른 금융기관 자금난 완화 도모
6.16 긴급융자 실시요령 제정
‐ 서민, 중소 상공업자, 수출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봉쇄예금액의 1/2 이내에서 긴급
융자
* 7.13 봉쇄예금 해제조치에 따라 7.16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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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회원사업
자금: 연 10.2% → 8.4%
9. 6 외화표시 군납자금 융자취급요강 제정
‐ 융자대상: 외화표시 군납계약 체결업체
‐ 융자금액: 소요자금의 70% 이내
‐ 융자기간: 6개월 이내
‐ 융자금 회수: 당해 군납대전 영수 즉시
10.26 국민은행의 서민금융 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대
출금리 결정
‐ 연 13.9%

6.25 한국은행대출 담보 림시적격성 부여
‐ 운수 창고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어음
에 담보 적격성 부여
* 대한증권거래소에 대한 대출어음에 대해서
도 임시적격성 부여(6. 29)

11.2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12. 1 시행)
(연 %)
‐ 일반자금: 16.4 → 15.7
‐ 무역자금, 외화표시 군납자금: 11.0 → 9.1
‐ 군납품 생산자금: 16.4 → 13.9

6.29 상업어음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제 폐지
‐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 도모

11.2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2. 1 시행)

7. 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연 %)
‐ 무역자금: 13.9 → 11.0
‐ 외화표시 군납자금: 17.5 → 11.0
7. 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연 %)
‐ 무역자금: 10.2 → 8.4
‐ 외화표시 군납자금: 13.9 → 8.4
7.16 예금지급준비율 인상(8. 1 시행)
‐ 요구불예금: 10% → 14%
8. 2 예금지급준비율 인상(9. 1 시행)
‐ 요구불예금: 14% → 20%

(연 %)
‐ 일반자금: 13.9 → 13.1
‐ 무역자금, 외화표시 군납자금: 8.4 → 5.5
‐ 군납품 생산자금: 13.9 → 10.2
11.30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12. 1 시행)
‐ 중소기업자금, 농사자금, 농림자금, 어촌자금,
농업협동조합 회원사업자금: 연 16.4% →
15.7%
11.3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2. 1 시행)
‐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자금: 연 13.9%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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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31 미국 국제개발처(AID) 자금에 의한 원조물자구
매자금 융자취급요강 폐지(2. 1 시행)
1.31 상품담보대출 규제조치 실시(2. 1 시행)
‐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서 지정
한 21개 중요품목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신규
대출 규제
* 10. 4 28개 품목 추가 규제
2. 1 증권금융 취급요령 개정
‐ 증권금융의 자금용도에 증권담보금융 추가
‐ 자금한도: 증권담보금융 4억원, 청산거래대금
가도자금 6억원(총한도 10억원)
4. 4 상업어음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제(1962. 6. 29
폐지) 재도입(4. 1 시행)
* 이에 앞서 2. 1 內示限度 설정 운용
4. 4 적금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한도 규제(4. 1 시행)
‐ 적금 잔액의 80% 이내로 제한
‐ 국민은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이에 앞서 3월중 동 대출잔액을 3월 14일 현
재 잔액(3. 14 라인) 이내로 제한한 바 있음
5.17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 무역자금 및 외화표시 군납자금: 연 9.1% →
8.0%

세칙 폐지
‐ 동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이관(11.30)
12.28 예금지급준비율 한시 인하
‐ 요구불예금: 20% → 15%(1964. 1. 1 이후)
→ 20%(3. 1 이후)
‐ 인하기간중 은행의 신규 유가증권투자, 고정자
산 증가 및 신탁대출 증가 금지
* 재정부문의 통화공급 감소 및 인플레이션 격
화에 따른 예금인출사태로 은행의 지준사정
이 크게 악화된 데 대한 조치

1964년
1. 9 對充資金에 의한 수출진흥기금 융자취급 세칙
폐지
‐ 동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이관
3. 5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상 및 금리표시방법
변경(3. 16 시행)
(연 %)
‐ 군납어음, 상업어음: 13.9 → 14.0
‐ 기타어음: 15.7 → 16.0
‐ 당좌대월: 18.3 → 18.5
‐ 금리표시방법: 일, 월리 및 연리 혼용 → 년리
로 통일
3.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3. 16 시행)
(연 %)

5.17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무역자금 및 외화표시 군납자금: 연 5.5% →
4.4%
6.20 증권금융 취급요령 개정
‐ 총자금한도 축소: 10억원 → 1억 2천만원
‐ 假渡資金과 증권담보자금 한도구분 폐지
12.19 對充資金에 의한 생산기업체 운영자금 융자취급

‐ 상업어음: 10.2 → 10.5 ~ 11.5
‐ 수출어음, 외화표시 군납어음: 4.4 → 4.5
‐ 일반자금 등: 5.5~13.1 → 12. 5~16.0
3. 5 금융기관 융자순위제 재도입(금융부문 자금운용
규정 개정, 3. 16 시행)
‐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갑종 을종 병종 순으로
취급
‐ 갑종: 외화획득, 수입대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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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종: 사치품 생산업, 유흥음식점 등
‐ 을종: 갑종 및 병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 1개월 경과후 일률적으로 연 20%적용
* 1965. 9. 30 금리현실화와 함께 폐지

5. 9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제정
‐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금 적립방법 변경
∙ 일반수입: 원화 → 외환증서
∙ 외화획득용 원자재수입: 외환증서 → 금융
기관 外貨 지급보증서
‐ 은행보유 외환에 의한 수입신용장 개설보증금
에 관한 규정(1963. 8. 13)은 폐지

12. 1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개정(12. 2 시행)
‐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보증금 적
립방법 변경: 전액 외화지급 보증서 → 신용장
금액의 30% 이상은 외환증서, 잔액은 외화지
급 보증서로 징구
12.21 여신거래약정서의 개정 및 통일(1965. 4. 1 시행)

6. 1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 요구불예금: 20% → 12%

1965년
6.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6. 8 시행)
(연 %)
‐ 외화표시 군납어음: 4.5 → 3.5
‐ 원조물자 인수어음 및 군납어음: 10.5 → 9.5
6. 8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110원 이내 → 150원 이내
7. 3 수출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요강 제정
‐ 대상품목 외화가득률 50% 이상인 공산품
‐ 업체당 한도: 5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90~135일
‐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연 14%, 한국은행대
출금리: 연 10.5%
8.10 지급보증업무에 관한 규제조치 실시
‐ 금융기관은 국가 외국기관 한국은행 및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래 외에 단순한 금
융거래 목적의 지급보증 금지

2. 1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2. 5 시행)
‐ 수출어음, 외화표시 군납어음: 연 8% →
6.5%
2. 4 재할인 최고한도제 일시 부활
‐ 일반자금 대출최고한도 초과취급액 축소 도모
‐ 2월중 재할인최고한도 평잔 = 1월 하반월 차
입금 평잔 ‐ (1. 20 현재 일반자금 대출최고
한도 초과액 + 1.20 현재 여신 성격의 가지급
금)/4
* 2월분 재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폐지
2. 8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150원 이내 → 200원 이내
2. 8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개정
‐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보증금 적
립방법 변경: 신용장 금액의 30% 이상 외환증
서 징구 → 전액 외화지급 보증서로 징구

11. 8 수출진흥기금 융자취급세칙 제정
11.19 대출한도초과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
리 고율 적용*(12. 1 시행)
‐ 최초 1개월간: 자금별 금리에 연 4%포인트 가산

4. 1 보증신용장(Stand‐ by L/C) 개설에 관한 규정
제정
‐ 개설대상: 해외지사의 국내 본사를 위한 수입
신용장 개설 보증 및 입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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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社當 개설한도: 10만달러
4.15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도입
‐ 일반은행은 총대출금 잔액의 30% 이상을 중
소기업에 융자하도록 권장
4.23 민간 연지급신용거래 관련 수입신용장 개설 규
정 제정
‐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의 연지급 수입 지원
5. 6 재일교포 중소기업육성기금(1960. 12. 17)
증액
‐ 2백만달러 → 3백만달러
5.19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양적 규제 실시
‐ 종전 한도외로 취급되던 수출지원금융에 대해
2∙4분기부터 內示限度 설정
6.24 예금지급준비율 인상(7. 16 시행)
‐ 요구불예금: 12% → 16%
‐ 현금보유 인허율: 25% → 10%
9.30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금리현실화 조
치 단행)
(연 %)
‐ 민간저축 증대를 위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일부 역금리 체계 발생
‐ 정기예금: 15 → 30
‐ 일반자금대출: 16 → 26
‐ 상업어음할인: 14 → 24
‐ 연체대출: 20.0 → 36.5
‐ 수출지원금융 및 농사자금 금리는 종전과 동일

9.3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대상기간: 1965. 10. 1 ~ 1966. 3. 31
‐ 금리: 연 3.5%
‐ 부리대상: 민간 정기예금잔액 해당액
‐ 예대금리 역마진에 의한 금융기관 수지악화 보
상 도모
9.30 금융부문 대출최고한도제 폐지
‐ 금리현실화와 함께 금융규제방식을 직접규제
에서 간접규제로 전환 도모
10. 5 적금담보대출 및 적금대출 한도 규제(1963. 4.
4) 폐지
11.1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2. 1 시행)
(연 %)
‐ 상업어음 재할인: 21.0 → 28.0
‐ 기타어음: 23.0 → 28.0
‐ 군납어음, 수출산업육성어음, 원조물자인수어
음: 23.0 → 26.0
‐ 금리현실화조치 이후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 대
출 억제 도모
11.16 예금지급준비율 변경(12. 1 시행)
‐ 요구불예금: 16% → 20%
‐ 단기 저축성예금: 10% → 12%
12.30 예금지급준비금 계산방식 변경(1966. 1. 16
시행)
‐ 요구불예금의 경우 실세예금(타점권 제외)
기준(1960. 2. 18)에서 총예금 기준으로 변경

1966년

9.3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1. 16 시행)
(연 %)
‐ 상업어음 재할인: 10.5~16.0 → 21.0
‐ 기타어음: 12.5~16.0 → 23.0
‐ 수출어음 및 외화표시 군납어음은 종전과 동일

1.13 예금지급준비율 인상(2. 1 시행)
‐ 장기저축성 예금: 10% → 15%
‐ 단기저축성 예금: 12% → 20%
‐ 요구불예금: 2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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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상(2. 1 시행)
‐ 당좌대월: 연 26% → 28%
1.25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제정
‐ 동일인 지급보증한도: 10만달러
‐ 보증금 적립: 수입금액 전액을 외환증서로
납부
∙ 다만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의 경우는
금융기관 외화약속어음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가능
‐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1964. 5. 9) 및
보증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1965. 4. 1)은
폐지
1.25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제정
‐ 한국은행 취급대상: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을 위해 외화지급보증서를 받고 개설한 수입신
용장 결제대금
‐ 금리: 연 6%
‐ 기간: 선적서류 내도일로부터 90~135일 이내
3. 3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개정
‐ 동일인 보증한도: 10만달러 → 30만달러
3.11 제2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
‐ 발행한도: 30억원
‐ 만기: 91일
‐ 발행할인율: 연 5%
‐ 제1회 발행과 달리 시중 여유자금 흡수에 의한
유동성 규제 도모
4. 1 수출금융 선택차용제 실시
‐ 수출지원금융 융자기간을 일시융자시 60일,
분할융자시 50%는 120일 나머지 50%는 60
일로 이원화
4.21 제2회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확대
‐ 30억원 → 50억원

239

5. 2 시중은행 여유자금의 농협중앙회 및 중소기업은
행 예치 결정
‐ 연 10%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 시중은행의 예금 급증에 따른 대출증가를 억제
하고 농협중앙회의 재할인의존 완화 도모
9. 1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개정
‐ 동일인 보증한도: 30만달러 → 1백만달러
9.15 한계지급준비제도 실시(10. 1 시행)
‐ 9월 하반월 대비 매반월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5%, 요구불예금 증가액의 50%를 한계지준
으로 예치
* 1967. 3. 29 폐지
9.15 제2회 통화안정증권 발행요령 개정(10. 1 시행)
‐ 발행한도: 50억원 → 60억원
‐ 발행할인율: 연 5% → 10%
10.13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만기 18개월 이상 정기예금 필요지
준 해당액
‐ 금리: 연 3.5%
‐ 대상기간: 1966.4.1~9.30
10.20 선수출금융규정 제정
‐ 인수인도(D/A), 지급인도(D/P), 위탁판매조
건 등 특수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실시
12.23 수출용 원자재 수입인증업무 취급기관 변경
‐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
12.30 제3회(1967년도)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수립
‐ 발행금액: 60억원
‐ 발행할인: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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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 60억원 → 70억원

1. 7 수출금융 선택차용제(1966. 4. 1) 폐지
‐ 수출금융 융자기간: 90 ~ 135일로 환원

3.29 한계지급준비제도(1966. 9. 15) 폐지(4. 1
시행)

1.19 수출산업 시설기재 수입에 따른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제정
‐ 융자기한: 2년 이내
‐ 금리: 연 7.5%

5. 1 시중은행 여유자금의 농협중앙회 및 중소기업은
행 예치제(1966. 5. 2) 폐지

2. 2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5%로 결정(2.
16 시행)
2. 2 수출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원자재 및 수출산업
시설기재 수입어음 결제를 위한 대출(내국수입
유산스)규정 제정(2. 6 시행)
‐ 금리: 원자재는 연 6%, 시설재는 연 7.5%
*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수출산업 시설기
재수입에 따르는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합 정비
3. 4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 설치
‐ 단기적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도입
‐ 연 5%의 이자 지급
‐ 예금지급준비금으로는 불인정
3. 9 수출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원자재 및 수출산업
시설기재 수입어음 결제를 위한 대출(내국수입
유산스) 규정 개정
‐ 시설재 수입자금 금리 인하: 연 7.5% →
6.5%
3.29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18개월 이상 만기 정기예금 필요지
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66. 10. 1 ~ 1967. 3. 31
‐ 금리: 연 3.5%
3.29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증액

6.29 수입금융규정 제정(7. 15 시행)
‐ 주요물자도입 원활화를 위한 원화수입금융제
도 도입
‐ 융자한도: 외화획득용 수입은 달러당 당일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 일반수입은 달러당
140원 이내
‐ 금리: 외화획득용 수입은 연 6%, 일반수입은
연 24%
8. 4 한국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의 스왑거래 최
초 실시
‐ 한도: 재무부장관 결정
‐ 환매율: 한국은행 집중매입률 + 1%
‐ 기간: 90일 이내(150일까지 연장 가능)
9.15 지방은행 여수신업무 최고금리 결정
‐ 수신금리: 시중은행 금리와 동일
‐ 여신금리: 초기 영업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게 책정
‐ 상업어음 연 28%, 기타어음 30%, 당좌대월
32%
9.28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10. 4 시행)
‐ 비업무용 부동산담보 융자비율 인하: 평가액
의 80% → 50%
10. 5 예금지급준비율 적용대상에 주택부금 추가 (11.
1 시행)
10. 6 수출용 원자재 매입을 위한 내국신용장 취급규
정 제정(10.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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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 촉진 도모
11. 2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1. 16 시행)
‐ 단기 저축성예금: 20% → 25%
‐ 장기 저축성예금: 15% → 18%
12.21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확대
‐ 70억원 → 80억원
12.29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968. 1. 1 시행)
‐ 저축성예금: 단기 25%, 장기 18% → 장단기
구분없이 18%
‐ 요구불예금: 35% → 32%

1968년
1.25 재할인한도제 실시(2. 1 시행)
‐ 일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대출 및 재할인 한도
액 설정
‐ 다만 수출어음담보대출 등은 한도외로 인정
‐ 대출한도액의 90% 초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연 31%의 금리 적용
* 1968. 7. 19 폐지
2. 1 외화대출 취급규정 개정(2. 2 시행)
‐ 수입자금 대출한도: 수입금액의 80% 이하 →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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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 한국주택금고의 주택부금이 적금형태에서 부
금형태로 전환된 데 기인
3.3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4. 1 시행)
‐ 금리현실화 조치(1965. 9. 30)에 따른 역금리
체제 완화 도모
‐ 정기예금 : 연 30.0% → 27.6%
‐ 정기적금 : 연 30.0% → 28.0%
* 1968. 9. 30 및 1969. 5. 31 추가 인하
3.30 정기예금증서의 대출금 담보취득 허용(4. 1 시행)
4.16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금융기관의 특수
자금 취급규정 제정
‐ 한국은행에 특수자금 융자대상심의회 설치
4.23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변경
‐ 80억원 →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한도(통화
량의 10%) 내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설정
7.19 재할인한도제(1968. 1. 25) 폐지
7.25 한국은행법 개정
‐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급준
비율 차등적용 허용

2.2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28.0% → 21.0%

9.16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급준
비율 차등 적용
‐ 저축성예금: 18% → 15%
‐ 요구불예금: 32% → 25%

3.1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대상기간: 1967. 10. 1 ~ 1968. 3. 31
‐ 부리대상: 18개월 이상 만기 정기예금 필요지

9.3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10. 1 시행)
‐ 역금리체계 시정 도모
‐ 정기예금: 연 27.6% → 25.2%

준 해당액
‐ 금리: 연 3.5%
3.17 주택부금을 지급준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4.

‐ 정기적금: 연 28.0% → 25.0%
9.3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0. 16 시행)
‐ 상업어음 재할인: 연 21.0%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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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어음: 연 23.0% → 28.0%
9.3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대상기간: 1968. 4. 1 ~ 9. 30
‐ 부리대상: 18개월 만기 정기예금 필요지준 해
당액
‐ 금리: 연 1.6%

4.25 수출용(국산)원자재 생산자금 융자취급규정 제
정(5. 1 시행)
‐ 융자단가: 달러당 220원
‐ 융자기간: 90~135일
‐ 금리: 금융기관대출 연 6.0%, 한국은행 재할
인 연 3.5%
5.3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연 %)

1969년
1.16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200원 → 220원
1.27 기계공업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 제정
‐ 융자기간: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1년 이내
‐ 금리: 연 12%
2.20 금융기관 유동성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설치
‐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통운위 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
‐ 통화안정증권 매매조작, 통화안정계정 이체조
작 등 심의 결정
2.20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국채 및 정부보증
채 매매조작 요령 제정
‐ 은행을 상대로 한 국공채 매매조작 개시
‐ 매매방식: 할인매매(매입의 경우 환매조건부)
‐ 매매 및 매각 할인율: 당해증권 발행이율
‐ 매입증권 보유기간: 최장 91일
4. 7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대상기간: 1968.10.1~1969.3.31
‐ 부리대상: 18개월 이상 만기 정기예금 필요지
준 해당액
‐ 금리: 연 1.6%
4.11 한국은행의 대정부 대출금리 인상
‐ 연 2% → 3.5%

‐ 상업어음 재할인: 23.0 → 22.0
‐ 기타어음: 28.0 → 26.0
5.31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하(6. 1 시행)
(연 %)
‐ 정기예금: 25.2 → 22.8
‐ 정기적금: 25.0 → 23.0
‐ 상업어음 할인: 26.0(30.0) → 24.6(27.6)
‐ 기타어음 대출: 25.2(29.0) → 24.0(27.0)
* ( )내는 지방은행
6.27 본원통화 규제방식 채택(7. 1 시행)
‐ IMF권고에 따라 본원통화 규제에 의한 간접
통화관리방식 채택
‐ 중앙은행 국내순자산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 중심통화지표를 통화량(M1)에서 본원통화로
변경
7. 3 수입금융규정 개정
‐ 일반 수입금융제도 폐지
7.26 조흥∙상업은행에 대해 지급준비율 부족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지급준비금 관리 강화로 금융기관의 만성적인
대출초과 및 한은차입의존 억제
9. 4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규정 제정
‐ 융자대상: 잠견, 해태, 천초, 양송이
‐ 융자기간: 90~180일
‐ 금리: 수집자금 연 12%, 비축자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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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산업육성자금 융자취급요강(1964. 7. 3)
폐지

6.18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 연 5% → 3.5%

11. 6 국내여신 직접규제방식 채택(1970. 1. 1 시행)
‐ 통화관리방식을 본원통화규제에 의한 간접규
제(1969. 6. 27)에서 금융기관 국내여신 직접
규제로 전환

9.28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대상기간: 1970.4.1 ~ 1970.9.31
‐ 부리대상: 저축성 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금리: 연 3.5%

1970년

12. 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21.0% → 19.0%

1. 8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1. 9 시행)
‐ 달러당 220원 → 240원
1.2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 26 시행)
‐ 수입어음: 연 5.0% → 3.5%
2.19 금융기관대출 한도거래제 도입(2. 20 시행)
‐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
한도거래방식의 대출 제공
‐ 업체당 한도: 1천만원
3.31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4. 1 시행)
‐ 상업어음 할인: 연 24.6% → 24.0%(지방은
행 27.6% → 27.0%)
3.3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4. 1 시행)
‐ 상업어음 재할인: 연 22.0% → 21.0%
4. 2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대상기간: 1969.10.1 ~ 1970.3.31
‐ 부리대상: 저축성 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금리: 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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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971. 1. 1 시행)
‐ 요구불예금: 32.0% → 26.0%(농협은 15%
유지)
‐ 저축성예금: 18.0% → 16.0%(농협은 15%
→ 13%
‐ 지준대상예금 계산시 총예금의 2% 범위내에
서 타점권 차감

1971년
1.21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240원 → 260원
2.18 제2차 내국신용장제도 도입
‐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 촉진 도모
‐ 내국신용장(Local L/C) 수혜자가 국내에서 원
자재를 매입하기 위해 개설한 제2차 내국신용
장도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3. 4 수출용 원자재 준비생산자금제 신설
‐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와
의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자금 지원

5. 9 상업어음 재할인대상 선정방식 변경
‐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6.18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 연 12% → 6%

3.18 복지예금제도 신설(4. 1 시행)
‐ 보통예금과 보험을 연결하여 예금이자로 보험
료를 자동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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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0. 10. 1~1971. 3. 31
‐ 금리: 연 3.5%
6.26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하(6. 28 시행)
(연 %)
‐ 정기예금: 22.8 → 21.3
‐ 정기적금: 23.0 → 21.0
‐ 상업어음할인: 24.0 → 22.0
‐ 일반대출: 24.0 → 23.0

‐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 대상기간: 1971.4.1~9.30
‐ 금리: 연 3.5%
10.28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1. 1일 시행)
‐ 요구불예금: 26% → 18%
‐ 저축성예금: 16% → 12%
10.28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개정(11. 1
시행)
‐ 동 규정 적용대상에 운전자금을 추가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특수은행에까지 확대

6.2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연 %)
‐ 상업어음 재할인: 19.0 → 16.0
‐ 기타어음: 26.0 → 24.0
6.26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제정(6. 28 시행)
‐ 분할상환 조건 중장기 대출을 제도화
‐ 융자기간: 5년 이내
‐ 금리: 연 22.5 ~ 23.0%
8. 5 지방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 제정
‐ 지방고유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업종 지원
‐ 어음할인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의 운전자
금 및 단기시설자금 공급
‐ 한국은행의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 지원
9. 2 우대적격업체 관련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
취급규정 제정(9. 7 시행)
‐ 재할인 적격업체제도 도입
‐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여 재
할인한도 및 금리면에서 차등화

11.26 국산원자재 금융규정 제정
‐ 다기화되어 있던 수출용 국산 원자재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통합
12.16 지방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 개정
‐ 융자취급기관 확대: 일반은행 → 전은행

1972년
1.15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하(1. 17 시행)
(연 %)
‐ 정기예금: 21.3 → 17.4
‐ 정기적금: 21.0 → 16.5
‐ 상업어음할인: 22.0 → 19.0
‐ 일반대출: 23.0 → 20.0
1.1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 17 시행)
(연 %)
‐ 상업어음 재할인: 16.0 → 13.0
‐ 기타어음: 24.0 → 19.0

9.16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260원 → 296원

1.20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2. 1 시행)
‐ 달러당 260원 → 295원

9.28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2.25 수출지원금융제도 개편(3.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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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화되어 있던 수출지원금융 규정체계를 수
출금융규정과 외화표시공급 금융규정으로 단
순화
‐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295원 → 350원
‐ 수입금융 적립률 인상: 10% → 100%
‐ 신용장 기준 수입금융 금리 인하: 연 9.0% →
6.0%
3.29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 대상기간: 1971.10.1~1972.3.31
‐ 금리: 연 3.5%
4. 6 수출금융규정 및 외화표시공급금융규정 개정
‐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대상 확대
8. 3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하
(연 %)
‐
‐
‐
‐

정기예금: 17.4 → 12.6
정기적금: 17.0 → 12.0
상업어음할인: 19.0 → 15.5
일반대출: 20.0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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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 대상기간 및 금리
1972. 4. 1 ~ 8. 2: 연 3.5%
1972. 8. 3 ~ 9. 30: 연 12.6%
1972.10.1 ~ 1973.7.31: 연 10.0%
9.20 기업평가제도 도입
‐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4개
등급으로 평가
‐ 신용대출확대 유도
9.30 금융기관 자금운용 관련규정 정비(10. 1 시행)
‐ 자금운용에 관한 제한 완화
‐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 담보 종류별, 소
요자금별 융자비율 폐지
‐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개정: 시설자
금 융자기간 연장, 융자한도 폐지 등
‐ 상업어음할인 취급규정 폐지
11.16 지방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 개정(11. 17
시행)
‐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라 농어촌개발 기여업종
을 융자대상에 추가

8. 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연 %)
‐ 상업어음 재할인: 13.0 → 11.0
‐ 기타어음: 19.0 → 14.0
8.10 특별금융조치에 따른 대출업무취급규정 제정
‐ 8∙3 조치에 의한 代換 실시방법 등 규정
9. 2 8∙3 조치에 의한 특별금융채권 인수 및 특별계
정 설치운용규정 제정
‐ 금융기관이 대환에 의해 회수한 단기대출금은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예치
‐ 특별계정 금리: 연 12.5~15%
‐ 특별금융채권 금리: 연 5.5%

11.30 지급준비율 인상(12. 16 시행)
‐ 저축성예금: 12% → 14%
‐ 요구불예금: 18% → 19%
12. 7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 변경
‐ 종래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매매방식외에 공
개시장에서의 일반공모방식 추가

1973년
1.18 기한부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제정
‐ 선적전 금융 위주로 되어 있던 수출금융 지원
대상을 선적후 금융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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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개정
‐ 대출기간별 차등금리제 폐지
‐ 규정 적용대상에서 운전자금 제외
2. 9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 일반대출: 연 16.5% → 15.5%
2. 9 수출산업 설비금융규정 제정
‐ 융자대상: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 생산
설비자금
‐ 융자기간: 8년 이내
4. 6 가계예금제도 신설
‐ 보통예금과 구별하여 금리면에서 우대
4.27 예금지급준비율 인상(5. 16 시행)
‐ 저축성예금: 14% → 18%
‐ 요구불예금: 19% → 22%
5.12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상
‐ 수출지원금융: 연 6.0% → 7.0%
6.21 특별장기대출금 관리규정 제정
‐ 8∙3 조치에 의한 특별장기대출금의 연체 규
제 및 채권확보 도모
6.26 지급보증업무 취급요령 개정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상에 사채 추가
7. 6 금융기관의 사채보증지침 확정
‐ 보증대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한은우대적
격업체중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 상환기간: 2년 이내
‐ 금리: 연 15% 이하
8.16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개정
‐ 시장금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발행 허용
12. 6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특별융자

‐ 금액 1,728백만원 이내, 금리 연 3.5%, 기간
1년 이내
12. 6 주요 내수용 수입원자재 비축금융 취급지침 제정
‐ 주요 원자재의 조기비축자금 지원
‐ 융자대상: 원유, 원면, 양곡, 프로피렌, 고철 등
‐ 융자취급기간: 1973.12.6 ~ 1974.1.28(동 기
간중 수입신용장 개설)
‐ 융자기간: 6개월 이내
‐ 금리: 연 15.5%

1974년
1.10 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 제정
‐ 설비금융지원시 신규사업은 억제
‐ 생활필수품산업, 에너지개발산업 등 우선지원
부문 설정
‐ 토지매입자금 등 대출금지부문 설정
1.23 지금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4. 1 ~ 9. 30
‐ 금리: 연 3.3%
1.23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시한부 인상(1. 24 시행)
‐ 1.24 ~ 7.31 기간중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고
금리 적용
‐ 정기예금: 연 12.6% → 15.0%
‐ 정기적금: 연 12.0% → 13.2%
‐ 특별정기가계예금: 연 16%(신설)
*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1975. 6. 30까지,
특별정기가계예금은 1978. 6. 12까지 연장
시행
1.2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개정
(연 %)
‐ 수출지원금융: 7.0 → 9.0
‐ 비축용 원자재 수입자금: 10.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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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우대적격업체 선정기준 강화
‐ 재무비율을 국제표준비율로 개정
‐ 영업기간중 중도판정제 실시
5. 1 양도성 정기예금(CD)제도 도입
* 유통시장 �備와 낮은 금리로 발행실적이 저조
하여 1977. 6. 30 폐지
7.18 예금지급준비율 인하(8. 1 시행)
‐ 저축성예금: 18% → 15%(농협은 16% →
13%)
‐ 요구불예금: 22% → 19%(농협은 19% →
16%)
8.16` 특약예금 거치예금 및 국민저축조합예금 폐지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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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2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 대상기간: 10. 1 ~ 12. 31
‐ 금리: 연 3.5%

1975년
1.13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의 운용에 관한 규
정 제정(1. 16 시행)
‐ 수입금융 지원방식 변경: 원화 금융 → 외화
금융

9.13 금융기관의 사채보증지침 개정
‐ 보증사채 상환기간: 2년 이내 → 5년 이내
‐ 금융기관의 조건부 사채인수 허용

2.14 예금지급준비율 변경(3. 1 시행)
‐ 저축성예금: 17% → 16%(농협은 15% →
14%)
‐ 요구불예금: 21% → 23%(농협은 18% →
20%)

9.2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4.4.1~9.30
‐ 금리: 연 3.3%

2.1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5. 1. 1 ~ 3. 31
‐ 금리: 연 8.5%

11.1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350원 → 380원

3.17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4. 1 시행)
‐ 가계예금: 연 2.6% → 6.0%
‐ 통지예금: 연 3.7% → 6.0%

12. 7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380원 → 420원
12. 7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 특별정기가계예금: 연 16.0% → 18.0%
12. 7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975. 1. 1 시행)
‐ 저축성예금: 15% → 17%(농협은 13% →
15%)
‐ 요구불예금: 19% → 21%(농협은 16% →

4. 4 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 개정
‐ 우선지원부문에 수입대체산업, 국내자원 개발
산업자금 등 추가
‐ 대출금지부문에 50평 이상의 주택매입자금 등
추가
4.17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임시조치 실시
‐ 1975년말까지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융 금리
를 한시 인하(연 9.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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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7월말까지 연장 시행
4.17 기한부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개정(4. 1
시행)
‐ 재할인대상에 D/P조건 수출환어음 추가
4.17 납세저축조합예금 폐지(5. 1시행)
6. 5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4. 1 ~ 6. 30
‐ 금리: 연 10.0%
6.16 예금지급준비율 인상(7. 1 시행)
‐ 저축성예금: 16% → 17%(농협은 14% →
15%)
‐ 요구불예금: 23% → 24%(농협은 20% →
21%)

9.25 한국은행, 우대적격업체 선정기준 제정(10. 1
시행)
‐ 금융기관 선정 적격업체중에서 한국은행이
선정
10.16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규정 제정(10. 20
시행)
‐ 종전의 수출환어음 재할인 제도를 담보대출제
도로 전환
‐ 기한부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1973. 1.
18) 폐지
12. 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5. 10. 1 ~ 12. 31
‐ 금리: 연 4.0%

1976년
6.3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7. 1 시행)
(연 %)
‐ 정기예금: 12.6 → 15.0
‐ 정기적금: 12.0 → 13.2
‐ 최고금리 한시인상조치(1974. 1. 23) 폐지
8.29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5. 7. 1 ~ 9. 30
‐ 금리: 연 8.0%
8.29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인상
‐ 우대적격어음: 연 9.0% → 13.0%
‐ 기타어음: 연 11.0% → 14.0%
8.29 상업어음 할인 및 매출규정 제정(10. 1 시행)
‐ 상업어음할인제도 전면 개편
‐ 상업어음할인 적격업체는 금융기관이 자율 선
정하며 할인금리도 자율화
‐ 할인금액의 70% 이내에서 한국은행이 재할인

1.15 수출금융 한도거래제 실시(2. 2 시행)
‐ 개별 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 외에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수
출금융 지원
‐ 융자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천만달러 이
상인 업체
2. 5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에 의한 해외건설
수출 지원자금 융자취급요령 제정
‐ 중동지역 해외건설업체 자금지원 목적
2. 5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대상 확대
‐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은 모두
할인 허용
‐ 다만 적격업체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업체가 아
닌 경우 재할인대상에서 제외
3. 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특별정기가계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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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간: 1976. 1. 1~3. 31
‐ 금리: 연 15%
* 이후 9. 30까지 이자지급기간 연장
3. 4 수출용 완제품 비축금융제도 도입
‐ 종합무역상사의 비축용 완제품 구매자금을 수
출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3.18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강화
‐ 1965. 4. 5 이후 권장사항으로 운용하던 동 제
도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 중소기업 대출비율도 총대출 잔액의 30%에서
총대출 증가액의 3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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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한도초과 운전자금 대출금은 최장 8년
이내의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 이에 따라 188개 기업 1,836억원 전환
9.28 금융기관의 단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담보에 한정
11.10 당좌거래 정화지침 발표
‐ 자본금 또는 자산 2천만원 미만의 영세기업,
최근 2년간 자본잠식업체 등의 당좌거래개설
금지
‐ 당좌거래의 사후관리 강화
12.16 군수산업 지원금융규정 제정

4. 1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로 결정
4.15 농협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 저축성예금: 15.0% → 12.0%
‐ 요구불예금: 21.0% → 17.0%
7. 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기타어음 담보대출: 연 14.0% → 19.0%
7.31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8. 2 시행)
(연 %)
‐ 정기예금: 15.0 → 16.2
‐ 수출금융: 9.0 → 8.0
‐ 일반대출: 15.5 → 19.0
‐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임시조치(1975. 4. 17)
폐지
7.31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융자기간 연장(8. 2 시행)
‐ 8년 이내 → 10년 이내
9.11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
‐ 금융기관 담보취득주식 범위를 상장주식에
한정
9.11 주거래은행제 실시에 따른 특례조치 실시

12.21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 인상
‐ 총대출금 증가액의 30% → 40%
‐ 시중은행은 종전대로 30% 유지
12.29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한도거래제 대상요건
대폭 완화(1977. 1. 4 시행)

1977년
4. 7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상
‐ 연 12% → 15%
5.14 한계지급준비제도 실시
‐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0%, 요구불예금 증가
액의 70%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
* 11. 21 저축성예금, 12. 28 요구불예금에
대한 한계지준제 폐지
6. 2 시설자금으로 전용된 운전자금 대출금에 대한
특례조치 실시
‐ 만기 8년 이내의 중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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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7. 1 시행)
(연 %)
‐ 상업어음할인: 19.0 → 19.0(지방은행 21.0
→ 19.5)
‐ 일반대출: 19.0 → 17.0(지방은행 21.0 →
18.5)
6.30 한국은행 대출금리 개정(7. 1 시행)
‐ 상업어음 재할인(우대적격업체): 연 13.0%
→ 금융기관 평균할인율에서 연 4~6%포인트
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결정*
* 연 9~14%로 결정
‐ 상업어음 재할인(일반적격업체): 연 14.0%
→ 우대적격업체 상업어음 재할인율 + 1.0%
포인트
‐ 기타어음 담보대출: 연 19.0% → 15.0%
6.30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에 대한 특별이자 지급
‐ 대상기간: 7. 1~12. 31
‐ 금리: 연 17.0%
7.21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 지원방식 변경(8.
1 시행)
‐ 외화 금융 → 원화 금융
8. 4 공모주청약 정기예금 최고금리(연 10%) 폐지
(8. 1 시행)
9.30 특별정기가계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인하
‐ 연 18.0% → 15.6%
9.30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최고금리 인하(10. 4 시행)
‐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완화
도모
‐ 정기예금: 연 16.2% → 14.4%
‐ 일반대출: 연 17.0% → 16.0%
10.10 수출금융 융자단가 잠정인하
‐ 10. 11~12. 31 기간중 융자단가 달러당

40원 인하(생산집하자금: 420원 → 380원)
‐ 수출금융 융자규모 억제 도모
10.31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규정 제정(11. 1 시행)
‐ 대상품목: 군수물자 생산용 원자재, 원면 등
‐ 금리: 연 15~16%
‐ 한국은행 재할인: 외국환은행 융자액의 80%
이내
12.29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1978. 1. 4 시행)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380원* → 400원
* 잠정조치(1977. 10. 10)에 의한 융자단가
12.29 지급준비예치금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특별정기가
계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부리기간: 1977.10.1 ~ 12.31
‐ 금리: 연 2.5%
12.29 지급준비금 계산방식 변경
‐ 동시반월 적립방식 → 이연반월 적립방식
‐ 상반월(1~15일) 대상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8일부터 22일까지, 하반월(16
일~월말) 대상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지급준
비금을 23일부터 익월 7일까지 보유
12.30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
‐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증가에 대처하여 통
화안정증권의 신축적 발행 도모
‐ 발행한도: 통화량(M1)의 10% → 금통운위가
결정*
* 1978. 1. 5 통화량의 30% 이내로 결정
12.30 한국은행법 개정(1978. 1. 1 시행)
‐ 지급준비율 하한(10%) 폐지
‐ 지급준비율 차등적용기관에 수협 및 동 중앙회
추가
‐ 지급준비자산제도 도입 근거 규정 마련
‐ 통화안정계정 설치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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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출: 16.0 → 19.0

1978년
1. 5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조정(1. 6 시행)
‐ 저축예금: 연 13.2% → 12.6%
‐ 특별정기가계예금: 연 15.6% → 18.0%
2. 2 예금지급준비율 단계적 인상
‐ 국제수지 호전과 양곡수매자금 방출로 증가된
과잉유동성 흡수 도모
(%)
저축성예금
농협
수협
요구불예금
농협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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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23~3.22 3.23~4.22 4.23이후
17
18
19
20
12
14
16
17
12
13
14
15
24
25
26
27
17
19
21
22
17
18
19
20

3. 2` 양도성 정기예금(CD)제도 재도입
‐ 해외부문의 유동성 팽창으로 늘어난 단기부동
자금 흡수 도모
‐ 무기명 할인 발행
* 유통시장 미형성으로 발행실적이 부진하여
1981. 12. 29 다시 폐지
3.3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공모주 청약 및 주택청
약 정기예금 제외)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및 금리: 1978.1.8~4.7 연 2.0%,
4.8~7.7 연 5.0%
6.12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6. 13 시행)
(연 %)
‐ 정기예금: 14.4 → 18.6
‐ 정기적금: 14.2 → 15.2
‐ 특별정기가계예금: 18.0 → 20.1(임시조치
(1974. 1. 23)를 폐지하여 통상 예금종목화)
‐ 수출금융: 8.0 → 9.0

6.12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6. 13 시행)
(연 %)
‐ 상업어음재할인*: 10.0~15.0 → 15.0(우대
적격업체 9.0~14.0 → 14.5)
‐ 무역금융: 3.5 → 4.0
‐ 기타어음: 15.0 → 23.0
* 상업어음 할인금리의 유동화 폐지에 따라 재
할인 금리도 단일화
6.12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 연 15.0% → 10%
7. 6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제정(7. 7 시행)
‐ 기간: 기한부 수입환어음의 만기일 이내
‐ 금리: 연 19% 이내
‐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제도(1975. 1.
13)는 폐지
7.24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7. 25 시행)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400원 → 420원
8.29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관리규정 제정(9. 1
시행)
‐ 1977. 5 이후 창구지도방식으로 실시하던
금융기관 대민간신용 한도관리를 제도화
‐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한도를 월별∙분기별로
규제
12. 7 콜론 최고금리 인하
‐ 연 22.0% → 19.0%
12.21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특별정기가계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8.7.8 ~ 12.22
‐ 금리: 연 8.2%

252

연표

1979년
2.16 금융기관 상업어음 보증지침 제정(2. 15 시행)
‐ 여신한도 제약으로 적격어음을 할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지급보증하는 제도 신설
‐ 대상어음: 적격업체 발행 상업어음
‐ 보증한도: 3개월(우대적격업체는 4개월) 지급
어음금액에서 재할인한도를 차감한 금액
3.10 일반은행에 대한 장기 경영지도기준 설정
‐ 예대율, 유동성 비율, 배당률 등 10개 지표에
대한 기준 설정
‐ 5개 시중은행 및 10개 지방은행의 경영실적
매년 평가
3.15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보증제도 확대
‐ 대상어음: 적격업체 발행 상업어음 → 적격업
체가 발행 또는 수취한 상업어음 및 이를 담보
로 발행한 약속어음
‐ 보증한도 자율화
3.22 금융기관 선별융자지침 개정
‐ 대출억제부문에 다방업 등 9개 업종 추가
‐ 대출금지부문에 요정업 등 8개 업종 추가
4. 9 금융기관의 대민간여신 한도관리방식 변경(4월
시행)
‐ 월별 한도제 → 분기별 한도제
4.19 수출지원금융제도 개편(4. 23 시행)
‐ 생산집하금융 한도거래제 대상 확대
‐ 수출금융 사후관리 완화: 신용장 건별 관리 →
업체별 관리
‐ 원자재금융 한도거래제 신설(6. 1 시행)
4.19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4. 20 시행)
‐ 정기적금: 연 15.2% → 18.2%
‐ 수출금융: 연 19.0% → 25.0%

5.1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기타어음: 연 23.0% → 21.0%
6.28 지급준비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한도 확대(7. 8
시행)
‐ 지준대상 예금의 2% 이내 → 4% 이내
7. 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420원 → 450원
7.19 지급준비금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7. 23 시행)
‐ 10% → 15%
8.1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필
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9. 1. 8 ~ 7. 7
‐ 금리: 연 3.0%
9. 6 금융기관 대출금리 연동제 도입(9. 7 시행)
‐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폐지
‐ 금융기관 기준금리(우량업체 상업어음 할인금
리): 금융단협정으로 한국은행 우대적격업체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에 일정 이차를 가산하여
결정
‐ 여타대출금리: 기준금리에 별도의 일정 이차
를 가감하여 결정
9. 6 자유적립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최고금리 폐지
‐ 동 예금제도 폐지
9. 6 지방은행 대출최고금리에 대한 잠정조치 폐지
(9. 7 시행)
9. 8 상업은행 제외 4개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융자
실시
‐ 총규모 306억원, 금리 연 15.5%
‐ 포철주 보유에 따른 경영애로 완화 목적

연표

10.18 통화안정증권 최고 발행할인율 인상
‐ 연 20.0% → 일반공모 발행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5.0%)
12.20 통화안정증권의 최고 발행할인율 인상(1980.
1. 1 시행)
‐ 발행방법에 관계없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연 25.0%)로 인상
12.20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저축성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필
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79.7.8 ~ 12.22
‐ 금리: 연 5.0%
12.20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980. 1. 8 시행)
‐ 저축성예금: 20% → 11%(농협 17% → 8%,
수협 15% → 6%)
‐ 요구불예금: 27% → 20%(농협 22% →
15%, 수협 20% → 13%)
12.28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관리방식 변경
(1980. 1. 4 시행)
‐ 분기별 한도제 → 반년별 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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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7.0 적용)*
* 이후 잠정금리 적용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
다가 1982. 1. 14에 폐지
1.12 국공채 매매조작 최고금리 인상
‐ 연 20% → 26%
1.12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상
‐ 연 10.0% → 14.0%
1.1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450원 → 500원
1.12 지급준비금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1. 23 시행)
‐ 15% → 20%
2. 7 한국은행의 대정부대출금 금리 인상(1. 12 시행)
‐ 연 2.0% →5.0%
2.2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기타어음: 연 18.0~27.0% → 21.0~27.0%
2.22 충북은행 및 경기은행에 대한 특별융자 실시
‐ 충북은행 296억원, 경기은행 133억원
‐ 금리 연 7%, 융자기간 1년 이내
‐ 동 자금은 통화안정증권(364일)에 한해 운용

1980년
2.29 금융기관의 대민간여신 관리방식 변경
‐ 반기별 한도제 → 분기별 한도제

1.12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연 %)
‐ 정기예금: 18.6 → 24.0
‐ 정기적금: 18.2 → 25.5
‐ 특별정기 가계예금제도 폐지
1.12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연 %)
‐ 상업어음 재할인: 15.0 → 21.0(우대적격업체
14.5 → 20.5)
‐ 무역금융: 4.0 → 10.0(다만 6. 30까지 잠정

4.17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 저축예금: 연 12.6% → 16.8%
‐ 통지예금: 연 10.0% → 15.0%
6.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21.0% → 20.0%(우대
적격업체 20.5 → 19.5%)
‐ 기타어음: 연 21.0~27.0% → 2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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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7. 1 시행)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500원 → 510원
‐ 평균 융자단가: 달러당 507원 → 525원
7. 3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기간 제한(90일 이내)
철폐
‐ 한국은행의 재할인기간은 종전과 같이 90일
이내로 유지
8. 7 주요원자재 수입금융규정 폐지(8. 8 시행)
‐ 원자재 수입금융제도 단순화 및 정책금융 축소
도모
9. 4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확대
‐ 통화량(M1)의 30% → 40%
9.11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9. 16 시행)
‐ 저축예금: 연 16.8% → 14.8%
‐ 통지예금: 연 15.0% → 13.0%
9.1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20.0% → 18.0%(우대
적격업체 19.5% → 17.5%)
‐ 기타어음: 연 20.0~26.0% → 18.0~24.0%

9.18 수출금융 융자절차 간소화
‐ 완제품 구매자금과 비축용 완제품 구매자금을
완제품 구매자금으로 단일화
‐ 실적기준 가득액금융 수혜대상 확대
10. 2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상
‐ 시중은행: 총대출 증가액의 30% → 35%
‐ 지방은행: 40% → 55%
11. 8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
(연 %)
‐
‐
‐
‐

정기예금: 24.0 → 21.6
정기적금: 25.0 → 22.5
저축예금: 14.8 → 12.3
통지예금: 13.0 → 10.5

11. 8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18.0% → 16.0%(우대
적격업체 17.5% → 15.5%)
‐ 기타어음: 18.0~24.0% → 16.0~22.0%
11. 8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 연 13.0% → 11.0%
11. 8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취급규정 제정

9.16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 연 14.0% → 13.0%
9.1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9. 23 시행)
‐ 저축성예금: 11.0% → 10.0%(농협 8.0% →
7.0%, 수협 6.0% → 5.0%)
‐ 요구불예금: 20.0% → 14.0%(농협 15.0%
→ 10.0%, 수협 13.0% → 8.0%)
‐ 현금보유 인허율: 20% → 22%
9.16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10. 1 시행)
‐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510원 → 530원
‐ 평균 융자단가: 달러당 525원 → 540원

12. 4 토지개발채권 담보 한국은행 대출제도 도입
‐ 토지개발채권으로 대출금을 회수한 금융기관
에 대해 자금 지원
‐ 금리 연 2%, 융자기간 1년 이내

연표

1981년
2.19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 별단예금: 연 1.0% → 1.8%
2.19 상업어음 재할인제도 개편(3. 2 시행)
‐ 일반적격업체와 우대적격업체 구분 폐지
‐ 종전의 지급인한도와 의뢰인한도, 우대적격업
체한도와 일반적격업체한도를 금융기관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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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및 중화학업체 어음: 70% → 60%
‐ 기타 어음: 60% → 50%
11. 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경기활성화
도모
‐ 상업어음 재할인: 연 16.0% → 15.0%(우대
적격업체 15.5% → 14.5%)
‐ 기타어음: 연 16~22% → 12~21%

할인한도로 통합
3. 2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신규 설정
‐ 중소기업 및 중화학업체 어음: 70% 이내
‐ 기타어음: 60% 이내
3.19 지방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1971. 8. 5)
폐지
4. 3 시설자금으로 전용된 금융기관 운전자금 대출금
의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전환(4. 8 시행)
‐ 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 도모
6.23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및 단일화(7. 8 시행)
‐ 예금 종별, 금융기관별 지준율 차등 폐지
‐ 저축성예금 10%(농협 7%, 수협 5%), 요구불
예금 14%(농협 10%, 수협 8%) → 총예금
5.5%
‐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 22% → 25%
6.23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어음 확대
‐ 건설업체가 광공업체로부터 생산설비공사대금
으로 수취한 어음과 운송업체가 보세화물운송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재할인 대상에 추가
6.23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 저축예금: 연 12.3% → 14.4%
‐ 가계종합예금: 연 14.4%(신설)
7. 8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

11. 9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
‐ 정기예금: 연 21.6% → 20.4%
‐ 정기적금: 연 22.5% → 21.5%
‐ 통지예금: 연 10.5% → 9.5%
‐ 저축예금 및 가계종합예금 최고금리는 종전대
로 유지
11. 9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변경
‐ 통화량(M1)의 40% 이내 → 총통화(M2)의
15% 이내
11. 9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 연 11% → 10%
11. 9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1. 23 시행)
‐ 총예금의 5.5% → 3.5%
‐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악화 보전
도모
11.28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1. 30 시행)
‐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15.0% → 13.0%(우대
적격업체 14.5% → 12.5%)
‐ 무역금융 잠정이율: 연 7% → 6%
‐ 기타어음: 연 12~21% → 12~20%
11.28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11. 30 시행)
‐ 정기예금: 연 20.4% → 19.2%
‐ 정기적금: 연 21.5%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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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예금: 연 9.5% → 8.3%
12.17 지급준비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 대상: 저축성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필
요지준 해당액
‐ 대상기간: 1981. 1. 8~12. 22
‐ 금리: 연 10%
12.17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에 의한 해외건설
수출 지원자금 융자취급요령(1976. 2. 5) 폐지
‐ 제도 도입이래 실적 전무
12.2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11월 이후 세 번째 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13.0% → 11.0%(우대
적격업체 12.5% → 10.5%)
‐ 무역금융 잠정이율: 연 6.0% → 5.0%
‐ 기타어음: 연 12~20% → 11~19%
12.29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
‐ 정기예금: 19.2% → 16.2%
‐ 정기적금: 20.3% → 16.2%
‐ 통지예금: 8.3% → 12.0%

1982년
1. 7 통화관리방식 전면 개편
‐ 은행별 여신한도 설정에 의한 직접규제방식에
서 지급준비율 조작,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
작 등에 의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
‐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관리제(1978. 8.
29) 폐지
1.1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11.0% → 7.0%(우대적
격업체 10.5% → 6.5%)
‐ 무역어음: 연 10% → 5.0%(잠정이율 폐지)
‐ 기타어음: 연 11.0~19.0% → 5.0~18.0%

1.14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
‐ 정기예금: 연 16.2% → 15.0%
‐ 정기적금: 연 16.2% → 15.0%
‐ 통지예금: 연 12.0% → 10.8%
2.18 수출지원금융 대응수출 불이행 이자징수제도 폐
지(2. 19 시행)
3. 4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확대
‐ 융자규모: 2천억원 → 3천억원
‐ 융자대상에 신규 설치업체 추가(종전에는 시
설 개체∙보완업체에 한정)
3.27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3. 29 시행)
‐ 상업어음 재할인: 연 7.0% → 5.5%(우대적격
업체 6.5 → 5.0%)
3.27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3. 29 시행)
‐ 정기예금: 연 15.0% → 12.6%
‐ 정기적금: 연 15.0% → 12.6%
‐ 저축예금: 연 14.4% → 12.0%
‐ 통지예금: 연 10.8% → 8.4%
‐ 가계종합예금: 연 14.4% → 12.0%
4. 3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조정
‐ 중소기업 적격업체 어음: 60% → 70%
‐ 기타 어음: 50% → 40%
4.16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관리 강화
‐ 연간 대출액 기준으로 관리하던 것을 월별로
관리
5. 6 예금지급준비율 인상(5. 23 시행)
‐ 총예금의 3.5% → 5.5%
‐ 지준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자금 부
담을 통화안정증권 및 계정 해지로 지원
* 종전 지준율은 낮게 유지하고 통화안정증권
및 계정으로 유동성을 조절함에 따른 교환결
제자금 부족 등 문제점 해소 도모

연표

5. 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동 일자 지준율 인상에 따라 추가
예치될 필요지준 해당액
‐ 부리기간: 1982. 5. 23~1983. 1. 7
‐ 금리: 연 12%
5. 6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하는 타점권 범위 확대
(5. 16 시행)
‐ 예금 타점권 → 총타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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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지급준비예치금 금리(1982. 5. 6) 인하
‐ 연 12% → 7.6%
7.22 수출지원금융제도 개편(8. 2 시행)
‐ 수출지원금융 관련 각종 심의회 폐지 등 융자
절차 간소화
‐ 실적기준 稼得額金融 수혜자격 완화
‐ 한국은행의 사후관리업무를 외국환은행에 전
면 위임

5. 6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단일화(5. 7 시행)
‐ 우대적격업체 어음 연 5.0%, 기타어음 5.5%
→ 5.0%로 단일화

7.22 여신관련 규정 정비(8. 2 시행)

5.2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상
‐ 중소기업 적격업체 어음: 70% → 80%

7.29 중소기업 전도금융 지원제도 개선(8. 2 시행)
‐ 융자기간 연장: 90일 이내 → 6개월 이내
‐ 취급은행 확대: 5개 시중은행 → 10개 지방은
행 추가

5.20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평균 580원 → 600원
5.21 중소기업 전도금융 지원요령 제정(5. 22 시행)
‐ 규모: 1천억원(5개 시중은행 각 2백억원)
‐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업체
‐ 금리: 연 14%
‐ 상환기간: 90일 이내
6.1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상
‐ 중소기업 비적격업체 어음: 40% → 80%
6.27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6. 28 시행)
‐ 기타어음: 연 5.0~18.0% → 5.0~12.5%
6.27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6. 28 시행)
‐ 정기예금 정기적금: 연 12.6% → 8.0%
‐ 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연 12.0% → 8.0%
‐ 통지예금: 연 8.4% → 폐지
6.27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6. 28 시행)
‐ 연 10% → 7%

‐ 수출금융규정 등 20여개 여신관련 제 규정을
7개 규정으로 정비

8.19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일반매출업무 취급 허용
(9. 1 시행)
‐ 취급기관: 6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외환
은행, 국민은행
11.18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평균 600원 → 625원
12.1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중 5.6조치에 의해 이미 이자
를 지급하고 있는 추가예치분을 제외한 금액
‐ 부리기간 및 금리: 1982. 1. 8~ 7. 7 연
12.0%, 7. 8~12. 22 연 7.6%
12.31 한국은행법 제5차 개정(1983. 1. 1 시행)
‐ 한국은행 예산 및 결산을 금통위가 독자 승인
‐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축협중앙회의 신
용사업부문 추가
‐ 농협 및 수협에 대한 차등지준율 적용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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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2.24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
‐ 중소기업 어음: 80% → 70%
‐ 중화학업체 어음: 60% → 40%
2.24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상
‐ 연 7% → 8%
2.24 통화안정증권 발행방법 개정
‐ 공개시장에서의 일반매출방식 적극 활용
‐ 금융기관 인수발행은 스왑자금 동결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
2.2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기타어음 담보대출중 중소기업자금 등(A1자
금): 연 7% → 8%
‐ 유동성부족 지원자금(B자금): 연 12.5% →
전반월중 콜평균금리에 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
3.11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평균 615원 → 640원
3.3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4. 8 시행)
‐ 대기업 어음: 40% → 30%
4.20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제도 신설
‐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구입자금을 대출
‐ 금융기관 취급액의 30%를 한국은행이 지원
4.21 중소기업 대출의무비률 적용대상 확대
‐ 한국외환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비율(35%)
준수 의무화
4.21 상호부금 최고금리 결정 등
‐ 연 8.4%
‐ 상호부금을 지급준비대상 예금에서 제외

8.12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 신설(8. 16
시행)
‐ 융자대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 금리: 연 10%
‐ 융자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금액의 50%를 한국은행이 지원
9.19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한국은행자금
(A1자금) 지원비율 인상
‐ 20% → 30%(여타은행은 종전대로 20%
유지)
10. 7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한국은행 자금
(A1자금) 지원비율 인상(10. 10 시행)
‐ 30% → 40%
11. 3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 달러당 평균 640원 → 655원
12.15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인상
‐ 총통화(M2)의 15% → 25%
12.15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 부리기간: 1983. 1. 8~12. 12
‐ 금리: 연 10%

1984년
1.2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기타어음 담보대출중 중소기업자금(A1자금):
연 8% → 6%
1.21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 연 8% → 6%
1.21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조정(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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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단기예금금리는
인하
‐ 정기 예∙적금: 연 8.0% → 9.0%(지방은행
9.5%)
‐ 상호부금: 연 8.4% → 9.4%
‐ 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연 8.0% → 6.0%
‐ 보통예금 별단예금: 연 1.8% → 1.0%
3. 9 지방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
비율 조정(4. 1 시행)
‐ 기타어음 담보대출중 중소기업자금(A1자금)
대출비율 차등화
‐ 시중은행: 20% → 서울 점포 취급분 10%, 지
방 점포 취급분 30%
‐ 지방은행: 40% → 서울 점포 취급분 20%, 지
방 점포 취급분 40%
3.15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3. 23 시행)
‐ 일상적 유동성조절 자금을 A자금(연 6%)에서
분리하여 B1자금(연 8%) 신설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부족자금 지원수
단인 B자금(콜금리+1%포인트)은 B2자금으
로 명칭 변경
3.15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상(3. 23 시행)
‐ 연 6% → 8%
5.17 양도성예금증서(CD)제도 재도입(6. 1 시행)
‐ 최고발행금리: 연 11.0%
‐ 최저발행단위: 1억원
‐ 만기: 91~180일
‐ 발행방식: 무기명 할인방식으로 중도해지는
불허하되 양도가능
* CD제도는 1974. 5. 1~77. 6. 30 및 1978. 3.
2~81. 12. 29 기간중 실시된 바 있음
5.22 금융기관의 수요자금융 취급 규제
‐ 소비수요 과열 억제를 위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자금융 신규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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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동성 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폐지(7. 23
시행)
7.19 금융단협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7. 23
시행)
‐ 계속적인 규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
행 규정으로 흡수
‐ 콜거래 규약 등 은행간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
한 사항은 어음교환소 규약으로 흡수
‐ 여타 협정은 폐지
8.1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9. 8 시행)
‐ 5.5% → 4.5%(목돈마련저축은 종전대로 2%
유지)
9.1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 개정(10. 1
시행)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계열기업군소
속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중소기업대출
실적에서 제외
11. 3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11. 5 시행)
‐ 정기 예∙적금: 연 9.0% → 10.0%(지방은행
연 9.5% → 10.5%)
‐ 상호부금: 연 9.4% → 10.4%
‐ 상업어음할인, 당좌대월, 일반대출: 연10.5 %
→ 11.5%(지방은행 연 11.5%→12.5)
‐ 콜금리 자유화
* 금융단협정 폐지시(1984. 7. 19) 그동안 동 협
정으로 정해 오던 여수신 실행금리를 한국은행
이 정하는 여수신 최고금리 및 수신기간별 최
고금리 범위내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
도록 변경
11.12 수출산업 설비금융 취급규정 제정(11.13 시행)
‐ 수출산업에 대한 장기 시설자금 지원
12.27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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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준 해당액
‐ 부리기간: 1984. 1. 8~12. 22
‐ 금리: 연 5%

1985년
2.2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의무 부
과(3. 2 시행)
‐ 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25% 이상
* 시중은행 35%, 지방은행 55%
2.2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수출금융 재할인 허
용(3. 1 시행)
3. 2 양도성예금증서(CD)제도 개선(3. 4 시행)
‐ 발행 최고금리 인상: 연 11.0% → 12.0%
‐ 발행액의 90% 이상을 CD대출로 운용토록 하
던 대출 의무비율제도 폐지
‐ 은행별 발행한도 설정
‐ 발행기관에 특수은행 추가
3. 2 저축예금 예치한도 확대(3. 4 시행)
‐ 2천만원 → 3천만원
3. 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3. 4 시행)
‐ 달러당 평균 655원 → 690원
4.18 자유저축예금 및 가계우대 정기적금제도 신설
(4. 19 시행)
‐ 자유저축예금: 수시 입출금을 허용하되 예치
기간에 따라 연 6~12% 금리 적용
‐ 가계우대 정기적금: 3년 만기시까지 적금대출
을 받지 않을 경우 연 3%포인트 특별금리 가
산
4.18 1년 초과 시설자금대출 최고금리 인상(4. 19 시행)
‐ 연 11.5% → 13.5%
‐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 확대 유도

5. 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5. 3 시행)
‐ 달러당 평균690원 → 710원
6.20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도입(7. 1 시행)
‐ 해외건설 해운업 등 불황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의 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금융기관
에 자금 지원
‐ 대출한도: 각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및 손실규
모를 감안하여 결정
‐ 금리: 연 3.0%
6.20 농수산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비율 및 금리
조정(7. 1 시행)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농∙수협의 수지부담 완화 도모
‐ 대출비율: 30% → 40%
‐ 금리: 연 5.0% → 3.0%
6.21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담보대출 명칭 변경
(7. 1 시행)
‐ 종전 A1, A2, A3자금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정책자금 관련 일반대출을 A1자금으로 통합
‐ 신설된 산업구조조정 지원자금을 A2자금으로
분류
7.13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7. 15 시행)
‐ 달러당 평균 710원 → 740원
8.30 상업어음할인 및 수출금융 위규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융통어음 할인, 수출금융 및 내국신용장 관련
서류 허위작성 등에 대한 제재 완화
9. 1 지점장專行 대출한도제 도입
‐ 한국은행 지점장이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자금
(B1자금)을 지역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
10.10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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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연 12.0% →
11.75%
‐ 1년 초과 시설자금 대출금리: 연 13.5% →
13.0%
10.17 무역금융규정 제정(11. 1 시행)
‐ 수출금융규정, 외화표시 공급금융규정, 농수산
물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규정 등 수출금융관
련 규정을 통합 정비
‐ 자사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포
괄수출금융제도 도입: 생산자금, 원자재구매
자금 등 자금용도별 구분없이 소요자금을 일괄
융자
12.19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 부리기간: 1985. 1. 8~12. 22
‐ 금리: 연 2.0%

1986년
2.13 양도성예금증서(CD) 최고금리 인하(2. 14 시행)
‐ CD발행 최고금리: 연 11.75% → 11.5%
‐ CD대출 최고금리: 연 12.75% → 12.5%
2.17 가계수표제도 개선(3. 25 시행)
‐ 가입자격 기준설정 자율화
‐ 장당 발행한도 확대: 10만원 → 30만원
2.28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 개정(3. 3 시행)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은 담보가액의
100%까지 취급
‐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융자기한 폐지
3. 6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및 CD대출금리
자유화(3. 7 시행)
‐ 다만 과도한 금리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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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가 CD대출 최고금리 결정 가능
3. 6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상(4. 1
시행)
‐ 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55% → 80%
3.24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 1년 초과 시설자금: 연 13% → 12%
5. 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부족 지원자금(B2자
금): 콜금리+1%포인트 → 연 15%
6.19 통화안정증권 일반공모제도 개선
‐ 기존의 63일, 91일, 182일 만기 외에 364일
만기 추가
‐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를 시장금리수준에
연동
7.1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상업어음 재할인 및 무역어음: 연 5.0% →
7.0%
‐ 축산어음: 연 5.0%(신설)
7.1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
‐ 중소기업 어음: 70% → 60%
7.10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 허
용(8. 1 시행)
7.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
상(8. 1 시행)
‐ 25% → 35%
‐ 상업어음 재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종전대로
25% 적용
7.24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7. 25 시행)
‐ 달러당 평균 740원 → 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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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성예금증서(CD)업무
허용(9. 1 시행)
‐ 전체 CD발행한도를 750억원으로 제한
‐ CD발행액을 스왑 특별한도에서 차감
9.11 무역금융규정 개정
‐ 중소기업 포괄금융 수혜대상 확대: 연간 수출
실적 50만달러 미만 → 70만달러 미만
‐ 융자단가 인하: 달러당 평균 720원 → 700원
9.1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취급규정 제정
‐ 융자대상 축소: 수출 대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매출액에 대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업
체로 제한
‐ 대응수출의무 부과 등 사후관리 강화
‐ 수출산업 설비금융 취급규정(1984. 11. 12)
폐지
9.11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정
‐ 기타어음 담보대출 대상에 수출산업 및 수입대
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추가
10.30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 (10. 31 시행)
‐ 대기업: 달러당 평균 700원 → 670원
‐ 중소기업은 종전대로 700원 유지
11. 6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전문딜러)제도* 도
입(11. 7 시행)
‐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시 거래대상기관
을 통한 위탁 및 인수매출방식 도입
‐ 입찰참가자격을 거래대상기관 등으로 제한
* 10개 증권회사와 7개 투자금융회사를 거래
대상기관으로 지정(11. 11)
11. 6 한국은행 당좌예금 거래대상에 증권회사를 추가
12.18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 부리기간: 1986. 1. 8 ~ 12. 22
‐ 금리: 연 2.0%

1987년
2.12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2. 13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670원 → 645원
∙중소기업: 700원 → 680원
2.12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단위금액 인하(2. 13
시행)
‐ 1억원 → 5천만원
4.14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한국은행 자금지원 기
준 결정
‐ 지원대상: 농수축협의 농어가 사채대체자금
‐ 한도: 농수축협 취급액의 50% 이내
‐ 금리: 연 3%
4.20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4. 21 시행)
‐ 대기업 달러당 평균: 645원 → 575원
‐ 중소기업은 종전대로 680원 유지
‐ 국지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가
억제 도모
4.20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취급규정 개정(4. 21 시행)
‐ 30대 계열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6. 1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6. 2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 대기업: 575원 → 475원(비계열 대기업
575원)*
∙ 중소기업: 680원 → 630원
* 수출실적 3천만달러(1989년 2월 이후 5천만
달러) 이하 비계열 대기업은 별도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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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 취급규정 개정(6. 2 시행)
‐ 대기업 및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을 융자대
상에서 제외
7. 7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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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4 금융기관의 수요자금융 취급방식 변경(1. 15
시행)
‐ 수요자금융관련 정기적금제도를 폐지하고 할
부상환 대출방식으로 전환

8. 6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8. 7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 대기업: 475원 → 375원(비계열 대기업
575원 → 525원)
∙ 중소기업: 종전대로 630원 유지

1.21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확대
‐ 총통화(M2)의 25% → 35%

10.14 조절용 채권인수를 위한 협약 체결
‐ 투자금융, 투자신탁, 은행신탁, 증권 보험회사
등으로 채권인수단 구성
‐ 인수단이 발행물량을 총액인수하여 사전에 합
의된 비율에 의해 기관별로 배분

8. 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 B2자금* 차입 허용
(8. 8 시행)
‐ 국내은행과의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
* 지급준비금 및 교환결제자금 부족 발생시 지
원자금(벌칙성 금리 부과)

10.29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1. 23 시행)
‐ 4.5% → 7.0%(목돈마련저축은 종전대로
2.0% 유지)
‐ 국제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가
억제 도모

9. 1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9. 2 시행)
‐ 금리자유화와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방식 전환
을 위한 여건조성 도모
‐ 자금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금리체계 단일화:
연 5~8% → 8%
‐ 자금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대출비
율 단순화: 30~80% → 중소기업 50%, 대기
업 30%
‐ 일반 중소기업자금,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등
일부 정책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자금지원제도
폐지

10.29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10. 30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375원 → 275원(비계열 대기업
525원 → 450원)
∙중소기업: 630원 → 580원
12.29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12. 30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 대기업: 275원 → 175원(비계열 대기업
450원 → 375원)
∙ 중소기업: 580원 → 520원

8. 4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확대
‐ 총통화(M2)의 35% → 50%

12. 1 금리자유화*(12. 5 시행)
‐ 재정자금, 각종 기금대출 및 농수축산자금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 자유화
‐ 프라임 레이트제도 도입
‐ 예금금리는 2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 금리만 자
유화
‐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등 단기
예금금리 연 1~2%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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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유예금제도 도입 및 기업적금 허용
* 1989년 초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창구지
도에 의한 금리규제가 재개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함

5.25 중소기업에 대한 재할인지원 확대
‐ 5.25~7.31중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
할인비율을 50%에서 60%로 잠정 인상
‐ 5.10~12.31중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중
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50%를 재할인 지원

12. 1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2. 23 시행)
‐ 7% → 10%(다만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
금은 종전대로 7% 유지)
‐ 재형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부금:
2% → 3%

7.20 상업어음 일반매출 기간별 최고금리 인상(8. 1
시행)
‐ 연 3~6% → 3.5~8.5%

12. 1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 조정(12. 5 시행)
‐ 30만원 → 30만원과 100만원으로 이원화

7.20 금융기관의 무역어음 인수, 할인 및 매출업무 취
급 허용(8. 1 시행)
‐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
어음을 외국환은행이 인수하여 매출
‐ 매출최고금리: 연 3.5~8.5%(액면 3천만원
이상, 만기 91일 이상 어음은 자유화)

1989년
2. 1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조정(2. 8 시행)
‐ 대기업: 30% → 폐지
‐ 중소기업: 종전대로 50% 유지
‐ 자동재할인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통화긴축 및
간접규제 통화관리 방식 조기정착 유도
2.16 통화안정증권 만기 다양화
‐ 종전의 14~364일 만기외에 546일 만기 증권
도입
3.14 무역금융 특별승인업무 외국환은행에 위임
‐ 무역금융 융자한도 초과 및 융자기간 연장 특
별승인업무의 상당부분을 외국환은행에 위임
4.20 한계지급준비제도 실시(5. 8 시행)
‐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해외
부문의 통화증가를 중화
‐ 매반월 예금 평균잔액 증가액에 대해 30%의
한계지준율 적용
‐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부금은 제외

7.27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
상조치(1989. 5. 25) 시한 연장
‐ 1989년 7월말 → 9월말
* 이후 1992년말까지 연장 시행하였으며
1989. 12. 1부터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에 대
해서는 재할인비율을 60%에서 70%로 인상
8. 3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강화
‐ 포괄금융의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확대
8.3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 취급세칙 개정(9. 1 시행)
‐ 융자비율 인상: 소요자금의 50~70% →
50~80%
9.21 무역어음 일반매출금리 자유화대상 확대(9. 22
시행)
‐ 만기 91일 이상, 액면 3천만원 이상 → 만기
60일 이상, 액면 3천만원 이상
10.28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10. 30 시행)
‐ 중소기업: 달러당 평균 450원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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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1. 15 시행)
‐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중소기업 관련자
금,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
설자금: 연 8.0% → 7.0%

4. 4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4. 6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중소기업: 550원 → 600원
∙비계열 대기업: 300원 → 400원

12. 7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할인대상 무역어음 범위 확
대(12. 8 시행)
‐ 수출신용장 이외에 지급도(D/P) 또는 인수도
(D/A)조건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
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어음 추가

6.21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변경
‐ 액면발행(만기 2년)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 392일 만기 증권 도입

12.21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12. 22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 중소기업: 500원 → 550원
∙ 비계열 대기업: 200원 → 300원

8.27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업무 허용
‐ 회사채시장 활성화 및 금융기관 업무영역확충
도모
11.29 융통어음 할인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업어음할인 금지 및 재할인 적격업체자격 정
지기간 연장

12.30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 기존의 할인발행
이외에 액면발행방식 추가

12.26 금융기관 대출기간 산정시 初日 산입 금지
(1991. 2. 1 시행)

1990년

1991년

1.18 한계지준제도 폐지 및 지급준비율 인상(2. 8
시행)
‐ 1989. 5. 8 이후 시행하던 한계지준제도 폐지
‐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 7.0% → 8.0%
‐ 기타 예금: 10.0% → 11.5%

1.14 신설된 근로자 장기저축의 지급준비율 결정
(1.23 시행)
‐ 3.0%

3. 2 공개시장조작 대상금융기관 확대
‐ 국공채 환매조건부 거래대상에 비은행금융기
관 추가(종전은 은행으로 제한)
3. 2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변경
‐ 최저단위 하향 조정: 1천만원→1백만원
‐ 371일 만기 증권 신설
‐ 일반매출창구 확대: 한국은행 본∙지점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 추가

1.17 상호부금에 대한 지급준비의무 부과(2. 8 시행)
‐ 지급준비율: 3.0%
‐ 적용대상: 1991. 1. 1 이후 신규 계약분
1.21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도입
‐ 시중은행: 총 원화대출금 잔액의 48.7%*
‐ 지방은행: 49.2%*
* 당시 총대출금중 제조업 대출비중 평균
3.25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상기한 연장
‐ 1991년 3월말 → 1991년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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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한국은행∙재무부,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 1996년까지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
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 자유화
‐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여신금리
를 수신금리보다 더 빠르게 자유화
‐ 수신금리는 장기∙거액상품 → 단기∙소액상
품 순으로 자유화
9.3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상기한 연장
‐ 1991년 9월말 → 1991년말
11.16 한국은행∙재무부, 제1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11. 21 시행)
‐ 여신금리 자유화
∙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재할인대상
제외), 무역어음할인
∙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의 어음할인
∙ 전금융기관의 연체대출
‐ 수신금리 자유화
∙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거액CD, 거액
RP, 3년 이상 만기 불특정 금전신탁, 3년
만기 개발신탁
∙ 투자금융 및 종합금융회사의 거액기업어음
∙ 상호신용금고의 2년 이상 만기 정기부금예
수금
∙ 신용협동기구의 3년 만기 정기예탁금
∙ 2년 이상 만기 회사채 발행금리
11.21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11. 25 시행)
‐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 중소기업: 600원 → 650원
∙ 비계열 대기업: 종전대로 400원 유지
12.28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상기한 연장
‐ 1991년말 → 1992년말

1992년
1. 9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상(2. 1
시행)
‐ 금융자금 대출증가액의 35% → 45%
‐ 다만 1992. 8. 31까지는 40%로 잠정 운용
1.30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인상(2. 1 시행)
‐ 시중은행: 총 원화대출금 잔액의 48.7% →
55.0%
‐ 지방은행: 49.2% → 25.0~60.0%(은행별 차
등화, 평균 51.0%)
* 평화은행은 1993. 10부터 45% 적용
8.10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
실시
‐ 2조 9천억원(연 3%)을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
‐ 기간: 1992. 8. 10~1993. 8. 10
‐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
‐ 동 대출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
여 통화안정증권 2조 1,463억원 및 외국환평
형기금채권 1조원 발행
9. 3 예금제도 개정(9. 7 시행)
‐ 저축예금: 예치한도(3천만원) 및 1인 1계좌가
입제한 폐지
‐ 자유저축예금: 예치한도 인상(2천만원 → 5천
만원)
‐ 가계우대정기적금: 1인 1계좌 가입제한 폐지
12.17 양도성예금증서 최장만기 연장(12. 19 시행)
‐ 180일 → 270일
12.17 예금제도 개정(12. 19 시행)
‐ 정기예금에 대한 복리부리 허용
‐ 가계종합예금을 가계당좌예금으로 명칭 변경
하고 대월한도(30~50만원)를 자율화

연표

1993년
1.26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 제1단계 자유화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금
대출금리: 연 10.0~12.5% → 9.0~11.0%
1.2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 상업어음 재할인: 연 7.0 → 5.0%
‐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중소기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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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제도 개정(4. 2 시행)
‐ 금융기관의 융통어음 할인 허용
‐ 재할인 대상은 상업어음으로 계속 제한
‐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폐지
4. 1 무역어음 융자단가 인상(4. 2 시행)
‐ 중소기업: 달러당 평균 650원 → 700원

등: 연 7.0 → 6.0%
‐ 유동성조절 자금: 연 8.0 → 7.0%

4. 9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재개
‐ 1989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재개

1.26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
‐ 정기예∙적금: 연 10.0 → 9.0%
‐ 저축예금: 연 5.0 → 3.0%
‐ 자유저축예금: 연 11.0 → 10.0%
‐ 가계당좌예금: 연 4.0 → 1.0%
‐ 상호부금: 연 11.0 → 10.0%

8. 5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
재지원
‐ 기존대출금 2조 9천억원중 3천억원을 회수하
고 2조 6천억원은 재지원
‐ 금리: 연 3.0%
‐ 대출기간: 1993. 8. 10~1994. 2. 10

3. 4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RP) 제도
도입
‐ 종전 상대매매방식과 병행 실시

9. 3 양도성예금증서(CD) 최저발행금액 인하
‐ 5천만원 → 3천만원

3.25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3. 26 시행)
‐ 제1단계 자유화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금
대출금리: 연 9.0~11.0% → 연 8.5~10.0%
3.2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3. 26 시행)
‐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중소기업자금
등: 연 6.0% → 5.0%
‐ 유동성조절 자금: 연 7.0% → 6.0%
3.25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3. 26 시행)
‐ 정기예∙적금: 연 9.0 → 8.5%
‐ 자유저축예금: 연 10.0 → 9.0%
‐ 상호부금: 연 10.0 → 9.5%
3.26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 연 8.0% → 6.0%

10.28 한국은행∙재무부,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11. 1 시행)
‐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자유화
‐ 2년 이상(적립식의 경우 3년 이상) 수신금리
자유화
‐ 만기 2년 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금리 자
유화
‐ 통화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 실세화
‐ 자유화 비율
∙ 은행: 여신 62%, 수신 40%
∙ 비은행: 여신 100%, 수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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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 3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행대출
재지원
‐ 기존대출금 2조 6천억원중 4,500억원을 회수
하고 2조 1,500억원은 재지원
‐ 금리: 연 3.0%
‐ 대출기간: 1994. 2. 12~8. 12
2.17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3. 15 시행)
‐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자금별로 금융기관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은행
별로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
으로 변경
‐ 수출산업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은 재정으
로 이관하고 폐지
‐ 농수축산자금은 단계적으로 재정에 이관
‐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부족자금 지원
제도(B2자금)는 종전대로 유지
2.17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결정
‐ 3.15 이후: 8조 8천억원
‐ 4. 1 이후: 9조 3천억원
3. 3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방식* 개정
‐ 복수가격방식과 단일가격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경쟁입찰이 처음 도입된 1988. 12~89. 2에
는 복수가격방식이었으나 1993. 4 이후 단일
가격방식으로 전환(1989. 3~93. 3 기간중
에는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경쟁입찰 중단)

재지원
‐ 기존대출금 2조 1,500억원중 8,500억원을 회
수하고 1조 3천억원은 재지원
‐ 금리: 연 3.0%
‐ 대출기간: 1994. 8. 12~1995. 2. 12
11.24 통화관리방식 개선방안 발표(1995년부터 시행)
‐ 재할인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 제고를 위해 총
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 RP매매조작을 본래의 미조정 수단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기존 RP매각액의 상당부분을 통
화안정증권으로 교체
‐ RP 및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단계적으로 실세
화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
11.24 한국은행∙재무부, 제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 조
기 시행(12. 1 시행)
‐ 제1, 2금융권의 1년 이상 2년 미만(적립식의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 수신금리 자유화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상업어음할
인 무역금융 등) 대출금리는 각 은행이 프라임
레이트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12.15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 Wire) 가동 개시
‐ 한국은행 당좌계정을 통한 실시각 총액결제제도
‐ 참가기관: 138개 기관(은행 85, 비은행금융기
관 53)
‐ 취급업무: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 국공채거래,
한국은행대출, 국고, 통화금융정보 업무

1995년
7.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관
리방식 개정(8. 1 시행)
‐ 발행시장에서 중소기업 회사채 및 중소기업금
융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금융자금대출 증가액
의 10% 이내에서 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인정

2.13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행대출
전액 회수
‐ 증시 활황에 따른 경영호전으로 지원자금 잔액
1조 3천억원 회수

8. 4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행대출

5.11 정기예∙적금의 최장만기 확대(5.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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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 5년
‐ 3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중 취급은행이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된 금리 적용 허용
5.1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7. 1 시행)
‐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적격업
체제도를 폐지하여 금융기관이 대상업체를 선
정하도록 자율화
‐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실적의 가중치 상향 조정
5.18 표지어음 발행한도 확대(5. 20 시행)
‐ 어음할인 평균잔액의 30% → 50%
‐ 상업어음할인 재원 확충 도모
7.12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인하(8. 1 시행)
‐ 시중은행: 50% → 40%(평화은행 및 국민은
행은 40% → 30%)
* 국민은행은 1995. 1부터 40% 적용
7.20 한국은행∙재정경제원, 제3단계 금리자유화 부
분 시행(7. 24 시행)
‐ 제1, 2 금융권의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적
립식의 경우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수신금
리 자유화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대출금리 자
유화
‐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단만기 단축: 60일 →
30일
‐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발행금액 인하
∙ CD, 거액 CP, 거액 RP, 거액 상업∙무역어
음: 3천만원 → 2천만원
∙ 중개어음: 5천만원 → 3천만원
∙ 은행표지어음: 2천만원 → 1천만원
9.22 통화안정증권 은행창구 판매지침 제정
‐ 각 은행이 인수한 통화안정증권을 개인 및 법
인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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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방식: 통장거래
‐ 판매가격: 각 행이 자율결정
11.17 한국은행∙재정경제원, 제3단계 금리자유화 계
획 조기 완료(11. 20 시행)
‐ 제1, 2 금융권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탁금
(적립식의 경우 만기 1년 미만) 금리 자유화
‐ 요구불예금 성격인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
예금에 대해서도 예치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금리 자유화
‐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발행금액 인하
∙ CD, 거액 CP, 거액 RP, 거액 상업∙무역어
음: 2천만원 → 1천만원
∙ 중개어음: 3천만원 → 1천만원
∙ 은행표지어음: 1천만원 → 5백만원
11.20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
‐ 상업어음의 업종별 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어음
등 모든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
‐ 중소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방 중소기업자
금 지원

1996년
1.18 은행대출 가산금리 자유화(1. 19 시행)
‐ 신용도별 업종별 기간별 가산금리제한 폐지
2. 9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폐지(3. 2 시행)
4.18 예금지급준비율 인하(4. 23 시행)
‐ 11.5% → 9.0%(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은 8.0% → 6.0%)
‐ 제1∙2 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도모
‐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초과지준은 통화안정
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
8. 1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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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당 평균융자단가
∙ 중소기업: 700원 → 720원
∙ 비계열 대기업: 400원 → 450원

2. 6 총액대출한도 축소(2. 24 시행)
‐ 6조 4천억원 → 3조 6천억원
‐ 간접조절방식 통화관리의 조기정착 도모

10.17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결정
‐ 3.0%
10.24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1. 8 시행)
‐ 2년 이상 만기 정기 예∙적금: 6% → 4%
‐ 재형저축 등 장기저축: 3% → 2%
‐ 여타 예금: 9% → 7%
‐ 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와 제1∙2금융권
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도모
‐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초과지준은 총액대출
한도 감축으로 전액 흡수
12.26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시
‐ 3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형태로
발행

1997년
1.27 일본은행, 호주중앙은행, 싱가포르 및 홍콩 통화
청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계약 체결
‐ 외환위기 발생시 상호협조 도모
* 7. 4 중국 인민은행과도 RP계약 체결
2. 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2. 23 시행)
‐ 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1∙2금융
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도모
‐ 예금분류 변경 및 CD에 대한 지급준비의무 부과
(%)

종전
일반예금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
재형저축 등
장기저축

7
4
2

개정
요구불예금∙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기한부예금
재형저축 등
장기저축
CD

5
2
1
2

2. 6 한국은행 일시대출(B2자금)제도 개선(2. 24
시행)
‐ 일정한도내에서 은행 재량에 의해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2. 6 금융기관의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 폐지(2.
17 시행)
2. 6 은행예금 만기규제 완화(2. 10 시행)
‐ 은행예금의 최장만기 제한(5~10년) 폐지
‐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부예금의 최단
만기 제한(1년) 폐지
2. 6 완전경쟁입찰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2. 24
시행)
‐ RP거래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완전 공개경
쟁입찰 실시
‐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관리 도모
2. 6 무역금융 융자단가 일원화(2.15 시행)
‐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입자금,
포괄금융으로 차등화되어 있던 무역금융 융자
단가를 일원화
‐ 달러당 융자단가를 전월평균 기준환율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90%, 비계열 대기업 60 %)로
산정
7. 4 한국은행∙재정경제원,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일
부 시행(7. 7 시행)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MMD A
허용)
‐ 시장성 금융상품(CD CP RP 등)의 발행조건
완화
∙ 최저금액 제한(500~1,000만원) 폐지
∙ 최단 및 최장만기 제한 폐지(다만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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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표지어음 및 RP 매도는 현행 최단만기
(30일) 유지)
7. 4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
‐ 지방은행: 70% → 60%
‐ 중소기업은행: 90% → 80%
‐ 대동∙동남은행: 80% → 70%
11.28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2조원 인수
‐ 발행기관: 성업공사
‐ 보증: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원리금 지급
보증
‐ 만기: 5년 6개월, 6년, 6년 6개월 및 7년(각 5
천억원)
‐ 금리: 연 5%
12. 4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
액을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로 지원
12.11 총액대출한도 확대(12. 12 시행)
‐ 3조 6천억원 → 4조 6천억원
12.12 한시적 한국은행대출제도 신설
‐ 대출대상: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
기관
‐ 금리: 콜거래 평균금리 ‐ 1.0%포인트
‐ 대출기간: 3개월 이내
‐ 운용시한: 1998. 12. 31
12.12 콜자금이 동결된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자
금 지원
‐ 업무정지된 14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콜론
동결분 지원
‐ 지원한도: 7조 3천억원
‐ 지원방법: 2조 7천억원은 신탁계정보유 국공
채 매입, 4조 6천억원은 신설된 한시적 대출제
도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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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한국은행 자금 지원
‐ 예금인출, 콜시장 경색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에 대처
‐ 지원한도: 4조원(증권회사 2조원, 투자신탁회
사 및 종합금융회사 각 1조원)
‐ 지원방법
∙ 투자신탁회사: 보유 국공채 매입
∙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주) 및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대출을 통해
우회 지원(금리: 콜거래 평균금리, 기간: 6
개월 이내)
12.19 한국은행의 국공채 거래 대상기관에 투자신탁회
사 추가
12.31 한국은행법 개정(1998. 4. 1 시행)
‐ 한국은행의 목적 변경: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
행∙신용제도의 건전화 → 물가안정
‐ 금통위 의장을 재경원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변
경하고 위원을 전원 상근화
‐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하는 통화정책운영
계획 수립∙공표
‐ 은행감독원을 폐지하고 제한적인 은행감독기
능 부여
‐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승인권 신설

1998년
1. 3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1. 3~30)
‐ 인수금액: 총 6조 5천억원
‐ 만기: 5년 6개월~7년
‐ 금리: 연 15.0%
2.19 총액대출한도 인상(3. 2 시행)
‐ 4조 6천억원 → 5조 6천억원
4.13 재할인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 범위 확대(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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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금융기관이 할인 취급한 융통어음(CP)과 건
설 등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 결과 취득한
신용증권 포함
4.21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90일
이내) 폐지(5. 1 시행)
4.22 무역금융 융자단가 자율화(5. 1 시행)
‐ 전월평균 기준환율의 일정비율(중소기업
90%, 비계열 대기업 60%)로 산정하던 것을
각 은행이 결정토록 자율화
4.28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5. 1 시행)
‐ 중소기업 발행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
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지원
‐ 지원한도: 3억달러
‐ 금리: 시장실세금리
‐ 취급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
5. 7 예금지급준비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5. 23 시행)
‐ 25% → 35%
6.26 중소기업대출 촉진을 위한 유인 강화(7. 1 시행)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준수은행은 미달금
액의 60%(종전 50%) 해당액을 총액대출한도
에서 차감
‐ 미준수은행에 대한 제재로 발생한 한도여유분
을 의무비율 초과달성 은행에 배분
8.31 총액대출한도 인상 및 금리 인하(9. 1 시행)
‐ 대출한도: 5조 6천억원 → 7조 6천억원
‐ 금리: 연 5% → 3%
9. 3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대출 재지원(9. 8 시행)
‐ 9. 8 만기도래하는 특별대출 1조원 재지원
‐ 기간: 1년
‐ 금리: 콜거래 평균금리(종전은 연 8%)

9.17 199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 처음으로 공표
‐ 1998년중 물가안정목표: 9±1%
‐ M3 증가율 : IMF와 합의한 예시한도(9월말
전년동월대비 14.0%, 12월말 13.5%)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9.25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 총액대출한도 산정시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은
취급액의 1.3배를 실적으로 인정
9.30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8.1% → 7.0% 수준)
‐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과도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신용경색을 완화
10. 1 `무역금융 지원 확대
‐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대상품목 제한
철폐
‐ 해외건설 및 용역수출대금 지원대상에 비계열
대기업 포함
‐ 융자기간(90일) 자율화
10.16 대국회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보고
‐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 처음으로 보고
10.21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유인 강화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
대출한도 차감비율을 미달금액의 60%에서
100%로 확대
‐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실적, 수입 L/C 개
설실적 등이 부진한 은행은 총액대출한도 차감
‐ 한도차감으로 발생한 여유분을 초과달성은행
에 배분
11.25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 은행별 중소기업 자금 지원실적을 감안한 종합
평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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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 총액대출 한도를 2천억원 증액
12.14 유휴설비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 국내 유휴설비 및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 수출
에 대하여도 무역금융 지원
12.28 국채 전자입찰제도 도입
‐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하여 입찰공고, 입
찰참가, 입찰결과 통보 등 전과정을 전산으로
수행
‐ 1999년 1월 첫 국채입찰시부터 시행

1999년
1. 8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 배정대상 금융기관
에 농∙수∙축협 추가(3. 1 시행)
1.13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제도 개선(1. 15 시행)
‐ 자금이체 마감시간 연장: 16:30 → 17:00
‐ 오전 반일물 콜자금 상환시점 연장: 13:00 →
14:30
1.13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 상반기중 IC카드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
‐ 10월경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1.20 총액대출한도 우대배정 대상에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 추가(4. 1 시행)
1.21 한국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 인하
‐ 45% → 35%
2. 1 199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물가안정목표: 3±1%
‐ M3 증가율 목표: 13~14% 내외
‐ 콜금리의 하향 안정기조 유지
‐ 금리∙환율의 조화적 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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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만기 회수방침 발표
‐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1997.
12. 12)에 따라 13개 은행에 지원되었던 6조
2,370억원을 예정대로 3월 17~29일중 전액
만기 회수
3.22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 긴급결제부족 지원외
화자금 금리 인하
‐ LIBOR + 6% → LIBOR + 4%
4.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일반중소기업 대출실적보다 30% 우대
5. 1 무역금융제도 개편
‐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자유화
‐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 도입
‐ 포괄금융 융자대상 확대: 연간 수출실적 2천
만달러 미만 → 5천만달러 미만
6. 1 총액대출한도 운용방식 변경
‐ 중소기업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7.23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
‐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여부 등
점검
‐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최초의 검사 요구
7.25 한국은행∙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대우
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신속 추진
‐ 외국 채권금융기관단과의 협의 추진
8. 2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 2천억원 증액
‐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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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규정 대폭 정비(9. 1 시행)
‐ 융통어음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 비제조 지방특화산업에 대한 지점별 총액한도
대출 지원
‐ 일시부족자금대출 차입금융기관의 통화안정계
정 예치의무 폐지 등
8.19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한국은행 특별대출제
도 도입
‐ 1999. 11. 1~2000. 4. 29 기간중 시한부
도입
8.19 예금지급준비금 현금보유 인허율 한시 인상
(1999. 11. 23 ~ 2000. 3. 22 시행)
‐ 35% → 50%
‐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의 일환
8.26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개시장조작 참여 허용
8.26 대우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
‐ 5천억원 한도내에서 대우계열사 발행 상업어
음 할인실적의 50%를 총액한도대출로 지원
9. 8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대출 1조원을 1년간 재지원
9.13 RP매입 대상채권의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 액면가격의 70% → 85%
11. 4 한국은행∙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금융권별 손실분담
명확화
‐ 대우채권 지급비율(50~95%) 철저히 보장
‐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 저금리 유지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 도모

2000년
1.13 200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물가안정 목표: 2.5±1.0%
∙ 다만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변
동분 제외
‐ M3 증가율 목표: 7~10%
‐ 물가상승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제적 금리정책 실시
2.10 콜금리 목표수준 인상
‐ 연 4.75% → 5.0%
3.13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
‐ 대상금융기관: 한빛은행
‐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최초의 공동검사
4.20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5.22 시행)
‐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
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결제수단
‐ 총액대출한도중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여
금융기관 취급실적의 50% 지원
6.19 유동성조절대출제도 도입 발표(8. 1 시행)
‐ 금리공시기능 활용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
‐ 대출한도: 금통위가 3개월마다 결정
‐ 대출금리: 금통위가 매월 통화신용정책방향
논의시 콜금리목표와 함께 결정∙고시
7. 6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연 4.5%로 결정
9. 1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강화를 위한 총액한도
대출 지원방식 변경
‐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재조정
‐ 총액한도대출 차등지원 폭 확대
9. 7 일중당좌대출제도 도입(9. 30 시행)
‐ 영업시간중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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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에 대해 일정한도(지준
예치금 평잔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업무마감시각까지 무이자로 자동
지원
10. 5 콜금리 목표 인상
‐ 연 5.0% → 5.25%
11.3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
원대책 발표
‐ 구조조정 대상기업(11. 3일 발표)이 발행한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
융기관의 동 어음 할인실적에 대해 총액한도대
출을 우대 지원
‐ 지원한도: 5천억원(기존의 금융기관별 한도
중 5천억원을 별도로 운용)
‐ 지원비율: 금융기관별 상업어음 할인잔액의
50% 이내
11.2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자금 추가지원
및 운용방식 변경(12. 1 시행)
‐ 한은 지점별 총액한도자금 지원규모 확대
(21,500억원 → 26,500억원)
‐ 각 지점에서 지역경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액한도자금의 비중을 확대
(50% → 70%)
‐ 지원대상자금범위 확대(일반운전자금대출 중
어음대출 → 모든 일반운전자금대출)
12. 6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한도 확
대(2001. 1. 2 시행)
‐ 기존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12.14 기업자금경색 완화대책 발표
‐ 총액대출한도 2조원 증액(7.6조원 → 9.6조
원) 및 배정방식* 변경(2001. 1. 2 시행)
*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1~4대 계열
기업 제외)은 물론 회사채와 CP의 매입을
확대한 금융기관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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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받도록 한시적으로 배정방식을 변경
‐ 유동성조절대출한도 확대(2조원 → 3조원,
2001. 1. 2 시행)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의 도입(2001. 2. 12 시행)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자금공급 적극 지원

2001년
1.11 200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물가안정목표: 3.0±1.0%(중기목표 2.5%)
‐ M3 증가율 목표를 중간목표에서 감시지표로
변경(감시범위: 6~10%)
‐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부문으로의 자금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하는 방향으로 대출정책 운용
1.15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001.2.12
3.12 은행간 자금조정제도 개선
‐ CD/ATM∙타행환∙지방은행공동망 업무와
관련한 은행간 자금조정제도를 종래의 자금적
수보전방식�에서 콜금리에 의한 이자정산방식
��
으로 변경
�
교환부은행이 은행간 청산차액을 지급하는
외에 동 결제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교환승은
행에게 1일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 다음
영업일에 회수하는 방식
��
타행환 등의 은행간 청산차액에 기준금리 및
자금부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교환부은행이 교환승은행앞 지급하는 방식
2. 8 콜금리 목표 인하
‐ 연 5.25% → 5.0%
4. 1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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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대
‐ 2.0조원 → 2.5조원
6. 1 무역금융 융자대상 확대
‐ 새로운 수출 유망분야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융자
대상에 포함
6.26 일중당좌대출 한도 증액 및 담보범위 확대(7.1
시행)
‐ 대출한도: 한은당좌예금평잔의 1배→2배
‐ 적격담보범위: 기존의 국채∙통안증권 외에
정부보장채까지 확대
7. 1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대출한
도 확대
‐ 2.5조원 → 3.0조원
7. 5 콜금리 목표 인하
‐ 연 5.0% → 4.75%
8. 1 중소기업대출비율 산정방식 변경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를 위해 은행이 대기업 SOC 사업자에게 대출
을 할 경우 이로 인해 총액한도 배정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조치
8. 9 콜금리 목표 인하
‐ 콜금리 목표: 연 4.75% → 4.5%
‐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연4.5% → 4.25%
8.23 IMF차입금 상환완료
‐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차입한 통 195억달
러중 잔여잔액 1.4억달러 상환
9.19 미 테러사태(9. 11)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콜금리 목표 인하: 4.5% → 4.0%
‐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인하: 4.25% → 3.75%
‐ 총액대출한도증액 2조원 증액(9.6조원 → 11.6

조원) 및 대출금리 0.5% 포인트 인하(3%→
2.5%)
11.26 통안증권 중도환매 및 국고채권 단순매입 실시
‐ 매입규모: 1조원
12. 1 지역본부별 총액한도 운용방식 개선
‐ 지점별 총액한도 지원대상 대출금의 업종요건
을 폐지하여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
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개선

2002년
1.10 200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물가안정목표: 3.0±1.0%(중기목표 2.5%)
‐ M3 증가율 감시범위: 8~12%
‐ 물가상승압력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
3. 26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방식 개선(4.15 시행)
‐ 대출관련 담보 취득시 대출건별로 개별적인 담
보를 취득하던 것을 개별금융기관 전체 대출금
액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
‐ 대출기일 만기시 기존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신
규대출을 실시하던 것을 기존대출금 회수와 신
규대출 취급을 동시 처리하여 차액만 상환 또
는 추가대출하는 것으로 변경
3. 27 새 통화지표 편제∙공표
‐ 시중 유동성 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 기준의 새통화지표로서 신M1및 신
M2를 편제
‐ 신M1: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신M2: 신M1+기간물 정기예적금+시장형상
품(CD, RP, CMA, 표지어엄 등)+실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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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품+금융채+기타(투신사 증권저축 및 종
금사 발행어음)
�
단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이상 금융상품
제외
5. 1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억제방안 마련
‐ 은행별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차감항목인 가계
대출 반영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
‐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
우 미달금액의 50%를 총액한도에서 차감하던
것을 미달금액의 75%를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
‐ 은행이 취급한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순증
액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순증액 기준총
액한도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
향조정
5. 7 콜금리 목표 인상
‐ 연4.0% → 4.25%
6.12 통화안정증권 최소입찰금액과 최소낙찰금액 상
향 조정(6.18 시행)
‐ 최소입찰금액(액면기준): 1억원 → 50억원
‐ 낙찰금액 단위: 1억원단위 → 50억원단위
7.19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자 변경
- 2002년 9월부터‘매월 제1, 제3목요일’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로 변경
9. 3 태풍“루사”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자원대책
마련
- 강릉지역에 총액한도대출 300억원을 긴급지원
9. 26 총액대출한도 조정 및 배정방식 개선
‐ 총액한도감축: 11.6조원 → 9.6조원
‐ 배정방식 개선
∙ 지역본부별한도 증액: 3조원 → 3.6조원
∙ 상업어음할인실적 인정비율: 70% → 50%
∙ 대출잔액기준 배정비율: 43.6% → 40.0%
∙ 신규취급액기준 배정비율: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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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순증액기준 배정비율: 12.8% → 40.0%
10.4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한국은행은 공동검사요구대상 금융기관을 금
통위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매분기별
로 결정
‐ 금통위의 공동검사요구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금감원은 분기별로 검사계획을 한국은
행 앞 사전 통보
‐ 공동검사대상업무: 한국은행법 제28조 (통화
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81조(지급결제업
무), 제82조(외국환업무 등)와 관련된 사항

2003년
1. 9 200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물가안정목표: 3.0±1.0%(중기목표 2.5%)
‐ 금리증시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되어 감이
따라 M3감시범위 설정 및 공표를 중단
‐ 금리정책은 대내외 불균형 발생가능성을 면밀
히 점검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함께 고려하여
유연하고 신중하게 운영
‐ 대출정책은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체계를 효율
적으로 조정하고 재할인제도의 정통적인 금리
공시기능과 유동성조절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개선방안 강구
1.10 통안증권 발행방식 개선
‐ 경쟁입찰 계획의 대외공표시점을 종전의 입찰
당일에서 입찰일 직전영업일로 변경
‐ 단기물 통안증권의 발행을 1년물은 제2주,
182일물은 제4주로 정례화
3.13 SK글로벌사 분식회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
산 방지를 위해 RP 매입을 통한 2조원 규모의
긴급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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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채 단순
매입 및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실시
4.23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강화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9조 6천억원중 배정
유보분 3,850억원이 무역금융 등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전액 배정
5. 2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상업어음할인실적 인정비
율을 50%에서 30%로 인하
5. 7 콜금리 목표 인하
‐ 연4.25% → 4.0%
6.19 조흥은행 파업관련 유동선지원대책 마련
‐ RP상대매입을 통해 2조원의 단기유동성
지원
6.23 예금인출 등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조흥은행에
대한 3조원의 유동성조절대출(연 3.75%) 실시
7.10 콜금리 목표 인하
‐ 콜금리 목표: 연4.0% → 3.75%
-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연3.75% → 3.50%
7.29 지방중소기업 및 중소수출업체 대출에 대한 총
액한도 대출지원 확대
‐ 지역본부별 한도증액: 3.6조원 → 4조원
‐ 무역금융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지원규모 확대:
1.3조원 → 2.1조원

9.16 태풍“매미”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 총액대출한도중 배정유보분 850억원을 태풍
지역 관할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배정
10. 1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 등 변경
‐ 일반한도증액: 1.7조원 → 2.8조원
‐ 일반한도 배정기준 개선
∙상업어음할인 인정비율을 30%에서 20%로
인하
∙일반한도배정기준을 지원대상자금의 대출잔
액(40%), 신규취급액(20%) 순증액(40%)
에서 지원대상자금으로 일원화
‐ 어음대체지원한도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
원제 폐지
‐ 금융기관별 한도배정시 자금운용상황평가방식
을 개선
∙5개 항목에 대한 2단계 평가에서 3개 항목에
대한 1단계 평가로 간소화
12.24 금융기관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2004.2.2
시행)
12.29 한은법 개정에 따른‘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개정(2004.1.1시행)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관련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의무사
항 신설 등을 추가

2004년
9. 3 한국은행법 개정(2004.1.1 시행)
‐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통
화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 강화
‐ 고유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책임성
강화
‐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도의 이행
‐ 급여성 경비를 제외한 경비예산의 재경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1. 8 200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2004~2006년중 중기물가안정목표 :
2.5% ~ 3.5%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의 중기 목표범내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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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91일물 통안증권 첫 정례입찰 실시
3.29 지방중소기업 및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4.1 시행)
‐ 지방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한도와 무역금융 지원한도를 각각
4천억원 증액
4.6

7.1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대상 추가
‐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거래와 간접투
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거래를 한은금융망 증권
대금동시결제 대상에 추가
자기앞수표 교환결제시의 자금조정방식을 적수보
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

7.21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10월 총액대출한도
배정시부터 적용)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 및 인
센티브의 차등폭 확대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해 총액대
출한도 차감비율 상향조정(75%→100%)
∙ 중소기업대출비율 초과달성은행에 대해 총
액대출한도 추가배정비율 확대(100%이내
→ 200%이내)
‐ 중소기업 한도대출 비중 및 중소기업대출 민기
연장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총액대출한도 배
정에 유리하도록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7.26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공
시제도 도입
‐ 14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중 상위와 하위 각
3개 금리를 제외한 8개 금리의 평균금리로 1
주일물부터 12개월물까지 총 10종으로 구성
된 KORIBOR 도입
8.12 콜금리 목표 인하
‐ 콜금리 목표: 연 3.75% → 3.5%
‐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연3.5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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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한도대출금리: 연2.5% → 2.25%
8.30 통안증권 및 증권매매 경쟁입찰 방식 변경
‐ 통안증권 경쟁입찰시 최소입찰금액 및 최소
낙찰금액단위 상향조정: 50억원→100억원
‐ 증권매매(RP매매) 경쟁입찰 최소낙찰금액 단
위 상향조정: 1억원 → 10억원
‐ 통안증권 발행대금 납부일 변경:
「입찰일+2영업일」→「입찰일+1영업일」
10. 1 한국은행 대정부 대출이율 변경
‐ 기존 연5.0%의 고정금리에서 91일 만기 통화
안정증권 유통수익률에 0.1%포인트 더한 율
의 변동금리로 변경
11.11 콜금리 목표 인하
‐ 콜금리 목표: 연 3.5%→3.25%
‐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연3.25%→ 3.0%
‐ 총액한도대출금리: 연2.25% → 2.0%

2005년
1. 8 200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공표
‐ 2004~2006년 중 중 기 물 가 안 정 목 표 :
2.5%~3.5%
‐ 금리정책은 물가안정목표에 주력하면서 경기
상황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
‐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
로 총액한도대출 지원체계를 보완
‐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신뢰 증진을 위
해 경제교육을 강화
1.19 장기시장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2조원 규모의 국
고채권 및 예보채에 대한 단순매입 실시
1.25 통화안정증권 기일물별 입찰일정 변경
‐ 2년물 입찰(1∙3주차 → 2∙4주차)
‐ 182일물 입찰(4주차→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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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일물 입찰(2주차→4주차)
3.10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시기 단축(4월이후
시행)
‐ 금통위 회의일이 속한 월로부터 2월이 경과한
월에 발간되는 조사통계월보에 게재 → 금통
위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4. 6 양양∙고성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배정유보분 중 100억원
을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
8. 1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중 약 1.3조원을 중
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용 한도로 책정하여 이를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배분
‐ 금융기관 자금운용사황 평가기준에‘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증가실적’
을 포함
10.11 콜금리 목표 인상
‐ 콜금리 목표: 연 3.25% → 3.5%
‐ 유동성 조절대출금리: 연 3.0% → 3.25%
12.8 콜금리 목표 인상
‐ 콜금리 목표: 연 3.5% → 3.75%
‐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연 3.2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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