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

通貨政策의 目標

제 1 절 物價安定
제 2 절 金融安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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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나라마다 처한 경
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金本位制度(gold standard)1)
하에서 통화정책의 주된 역할은 금의 유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대외불균
형, 다시 말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30
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 통화
의 방만한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
로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부터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과정과 1960년대의 세계적인 호황, 그리고
1970년대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은 완전고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으로 규정한
1977년의 개정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과 연방정부가 추
구하여야 할 목적을 나열한 1978년의 Humphrey-Hawkins法2)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으로 금융시스템
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실제 여러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최근에
는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지
속적 성장은 결국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는 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두 가지를 통화정책의 목표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1) 금본위제도는 화폐가치의 기준을‘金’
에 연동시키고, 金貨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며 화폐(예금 포함) 소지
자는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중앙은행에서 金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제도이다. 17세기 유럽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절정기를 맞았다. 금본위제도에서는 화폐 공급량이 금 보유량에 연동
되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통화를 과도히 발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2)^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_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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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政策의 目標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의 안정적 성장

제1절 物價安定
화폐의 발행이 금이나 다른 실물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관리통화
제도하에서는 화폐의 독점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
치, 다시 말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
비, 저축, 투자, 생산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오직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
문에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1. 物價安定의 重要性
물가가 안정된다고 자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물가안정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
다.3) 이러한 논의는 물가안정이 훼손된 상태,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 경
제에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인플레이션의 폐
해는 일반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
는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3) 다시 말해 물가안정은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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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想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에 왜곡이 초
래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1년 동안 5%의 인플레이션율이 예
상되어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貸借할 때, 그리고 소비, 투자를
할 때 이를 반영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5%이었다면 그 의사결정은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4)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사람들은 가능한 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만큼 금리가 높아지므로 현금보다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의 비중을 크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
람들은 현금을 지출할 때마다 더 자주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야 하고, 일
정이자를 보장하는 예금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만기를 조절
해야 한다. 은행을 자주 방문하거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것도 일종
의 비용인데 이를 흔히 신발이 닳아서 생기는 비용(shoe leather costs)
이라 한다.
둘째,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경제활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
다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세법이 개정된 이후 이
를 실행하는 행정적·사무적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회
적 비용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목기준으로 결정되
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때마다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무척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기업과 상인들은 물가상승에 맞추어 가격표를 자주 바꾸어야 한
다. 가격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가격표를 교체하는 데서도 비용(menu
costs)이 발생하는 것이다.
4)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은 실질개념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예상할 수 있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변수의 변화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실질변수만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정황을 보아 실질임금이 3% 상승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물가상승률 5%를 더해 명목임금을 8% 인상할 것인데,
사후적인 실질임금도 3% 상승한 것이 되므로 애초의 의사결정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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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想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비용
이 경우의 폐해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린다. 오늘의 1,000원이
1년 후에는 불과 100원의 가치밖에 없다면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유리해
져 경제가 과도한 채무의존형으로 바뀌고 기업들은 외형확대 위주의 경
영행태를 보이게 된다. 1997년말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던 우리 기
업들의 높은 채무비율은 1960년대 이후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해 왔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매
우 불리해져 재산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가장 큰 敵인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커진다. 불확실성은 모든 경제주체들
의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을 단기적 관점(short-termism)에서 이루어
지도록 한다. 앞으로 자신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기 어려우며 자산가치가 어떻게 변할
지 불투명하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장기보
다는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된다. 또한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상받기 위해 과
도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면 차입자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이며 사람들은 금융상품보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
하게 되어 부동산투기가 만연할 가능성도 커진다.
셋째, 시장경제에서는 상품간의 상대가격변화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
으로 배분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예측할 경우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서로 다른 인플레이
션 기대를 가지게 되면 상대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원배분
의 효율성도 저하된다. 예를 들어 A財와 B財의 가격이 각각 10원,
100원이라고 하자. 모든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똑같이 10%라
고 예상하면 A財와 B財의 절대가격은 각각 11원 및 110원으로 상승하
겠지만 상대가격은 여전히 1:10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상치 않
은 인플레이션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A財를 생산하는 사람의 기대인플
레이션은 5%이고 B財를 생산하는 사람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5%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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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A財의 절대가격은 10.5원, B財의 절대가격은 115원이 되어 B
財의 상대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A財가 과소 생산
되고 B財가 과대 생산된다.5) 이러한 현상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
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費用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실질잔고 유지비용
(shoe leather costs)

◇소득의 자의적 재배분
비용

◇조세제도, 임금협상
조정비용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가격표 교체비용
(menu costs)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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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
는 위협요인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개별 가계 뿐 아니라 경제 전체로도 적지 않은 폐해를 가져온다. 밀튼
프리드만은 그의 저서“Money Mischief(1994)”
에서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인 질병으
로 제때에 치유하지 못하면 심할 경우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5) 물론 A財를 생산하는 사람은 A財의 절대가격 상승(5%)을 상대가격 변화로 잘못 인식하여 A財의 생산을 늘릴 수
도 있는데 이 때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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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도“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인플레이션의 해악을 역설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은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중국의 경우에도 장개석의 국민당이 지배한 지역의 물가가 1947∼49년의 2년여 동안
무려 5천 4백만배나 폭등하여 중국공산당의 권력장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산화 이후 모
택동은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인플레이션 퇴치에 성공함으로써 신생정권의 기반을 굳히는
데 성공하였다. 브라질도 1954년 인플레이션율이 연 100%에 이르렀을 때 군사정권이 등
장하였고 19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과 1976년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 정권
이 군부에 의해 전복된 것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2. 인플레이션과 經濟成長
1958년 필립스(A. Phillips)는 1861∼1957년중 영국의 명목임금상승
률과 실업률 자료를 분석하여 이 둘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가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관계는 유명한 필립스곡선
(Phillips curve)으로 정형화되었는데 이후 립시(R. Lipsey)를 비롯한 경
제학자들이 필립스곡선에 이론적 토대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인플
레이션을 감수한다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을 전후하여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E.
<그림 1-1>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단기)
인플레이션율

단기 필립스곡선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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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lps)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는 단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예를 들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수요가 늘
어나면 실업률이 떨어지고(<그림 1-2>에서 5%→2%) 명목임금이 상승하
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다(0%→4%). 이 경우에는 필립스곡선의 상
충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이 올랐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없음을 알
게되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실업률이
다시 상승한다(2%→5%). 결국 실업률은 종전과 같이 5%가 되었지만 확
장정책 결과 물가만 상승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가 또 다시 실업률을 낮
추려고 한다면 물가는 높아지고(4%→6%)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2%로 낮
아지겠지만 근로자들의 행태 변화로 다시 5%까지 상승한다. 결국 장기적
으로 볼 때 확장적 통화정책은 실업률을 5%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서 물
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6)
한 걸음 더 나아가 루카스(R. Lucas)로 대표되는 合理的期待論者들은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
는 물론 단기에서조차 실업률, 생산, 성장 등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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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失業과 물가상승률간에 장기적인 상충관계가 없다면 낮은 물가상승률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는 없
으며 중앙은행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출량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Don Brash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The Economist, 1999.9.25)
·직선은 장기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잠재산출량을, 곡선은
실제 산출량을 나타냄

생산량
장기 잠재성장 경로
B

실제성장

·경제가 잠재산출량을 하회하는 점 A에 있을 경우 물가상
승률은 산출량 갭(output gap)이 제거될 때까지 낮아짐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을 상회하는 점 B에 있을 때 물가상
승률은 수요가 생산능력을 상회하는 한 높아짐
·만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점 A) 중앙은행은 금
리를 인하하여 산출량과 고용증대를 도모할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을 때는(점 B) 금리를 인상하여 성장
을 억제

A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맞춘다면 산출량
갭이 줄어들어 고용과 성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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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장기)
인플레이션율

장기 필립스곡선

6%
4%

단기 필립스곡선
실업률
2%

5%(자연실업률)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7)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까지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량,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성장 사이에는 비교적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1에 근접하고 있으며 통화증
가율 또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생산 증가율과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깝다.
다만 미미한 수준이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생산증가율은 正의 상관관
계를,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산증가율과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이들 변수간의 관계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널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통화정책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실물경제활
동을 부추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사라지고 인플레이
션에 따른 폐해만 남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을 통화정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7) 이를 정책무력성 가설(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이라고 한다. 물론 合理的期待論者들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
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전격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8) Wals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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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物價安定의 의미 - 適正 인플레이션9)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과연 무
엇을 물가안정으로 간주할 것인지, 다시 말해 적정 인플레이션은 얼마인
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80년대 남미경제권에서 흔히 나
타났던 것과 같이 연간 상승률이 1000%를 넘는 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100%, 혹은 10% 이내로 억제한다면 이는 분명 물가안정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했던 것
처럼 연간 상승률이 10% 이내에서 억제되는 저물가 환경에서는 몇 퍼센
트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에 있다. 개발연대였던 1965∼70년대중 소비
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14%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강력한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물가상승률은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1990년
대에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1998
<그림 1-3>

우리나라의 물가변동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

60
생산자물가

50
40
30

소비자물가

20
10
0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9) Selody(1990)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유발되는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이익을 모두 감안하
여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해 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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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러한 기조가 이어졌다.10) 그렇지만 개발연대의
물가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4∼5% 정도의 물
가상승률을 큰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2∼3%의 물가와 4∼5%의 물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런 상황에서는 적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 다시 말해 무엇을 물가안정
으로 볼 것인지의 논의는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나 매년 2% 포인트 정도
씩 수 십년동안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그 경
제의 체질은 취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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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
션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11)
먼저 물가안정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임금의 하방경직성과 같은 경제
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12) 오히
려 물가상승률을 과도히 낮추려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등 높은 비용을
치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물가지수는 기술진보에 따라 상품
의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라든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다른 대체 상품
으로 이동하는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13) 이 경우 제로 인플레이션
10) 이종건(1999)은 실제 성장률이 6∼7%대로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웠던 1995∼96년중의 근원인플레이션율 평균값
을 적정 인플레이션의 근사치로 해석한다면 1990년대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4%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나 물가수준이 점차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여건하에서 적
정 인플레이션율을 2∼3%대로 추정하였다.
11) 제로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플레이션은 그 수준에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제로 인플레이션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은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펠드스타인(1997)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율을 2%에서 제로로 낮출 경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후생의 손실은
GDP의 약 5∼6% 정도인 반면 물가안정으로 GDP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익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현
재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약 35%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12) Tobin(1972)과 Akerlof, Dickens, Perry(1996)의 분석에 따르면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림으
로써 노동시장의 균형을 촉진한다.
13) 이를 물가지수의 상향편의(upward bias)라고 부르는데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상의 상향 편의 수준(즉 과대
평가된 수준)은 아래표와 같다.
(%p)
總偏倚
범 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0.50
-

0.75
0.50~1.50

0.90
0.35~2.00

0.35~0.80

1.10
0.80~1.60

주 : 1) 캐나다 1998년, 독일 1998년, 일본 1999년, 영국 1996년, 미국 1996년 발표된 보고서의 추정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년 10월, p.94.

제1절 物價安定 13

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陽(+)의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적정
한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기준 0∼2%, 영국은 2.5%, 캐나다는 1∼
3%, 뉴질랜드는 0∼3%를 물가안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인
플레이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국을 보면 그 수준이 선진국에 비
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정
한가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구조,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 사회정치적 환
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목표1) 현황

<표 1-1>
선진국

신흥시장국

호주

2∼3%

브라질

캐나다

1∼3%

칠레

2∼4%

핀란드

2%

체코

2∼4%

뉴질랜드
스웨덴

0∼3%
2%(±1%)

ECB

0∼2%

영국

2.5%

4%(±2%)

이스라엘

3∼4%

폴란드

0∼4%2)

남아공화국

3∼6%3)

한국

3%(±1%)4)

주 : 1) 2001년 기준 2) 2003년 기준 3) 2002년 기준 4) 중기목표 2.5%
자료 : Schaechter, Stone and Zelmer(2000)

한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폐해로는 대체로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그것이 예상된 것일 경우 명목
금리와 一對一 대응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14) 수준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명목금리가 제로 이하로 떨어질 수 없
다는 사실 때문에 실질금리를 높이고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투
자 감소와 생산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경제내 자본생산성 및 현금선호
e)
14) 명목금리(in) = 실질금리(ir) + 기대인플레이션율(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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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2% 수준이고 초기 인플레이션율이 3%라고 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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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15)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금리가 제로에 접근할 경우 사람들은 구태여 은행
에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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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
레이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다음으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고용주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목임금을 삭감하여 실질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는 것은 근로자의 반발 때문에 매우 어렵다.16)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조정보다는 고용 축소를 선호하게 되어 실업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은 명목금액으로 표시된 채무의 실질가치를 높
인다. 이 경우 외부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됨
으로써 기업활동이 위축된다. 또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채무가치의 상
승은 채무자의 富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온다.

15) 명목금리가 0%까지 하락한 수준에서 더 이상의 디플레이션은 명목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
니고 실질금리를 올리게 된다.
(연%)
명목금리(A=B+C)

5

4

3

2

1

0

0

0

0

실질금리(B)

2

2

2

2

2

2

3

4

5

인플레이션율(C)

3

2

1

0

-1

-2

-3

-4

-5

16) 이를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of nominal wage)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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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

일본에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도입 논의
일본은 경제의 장기 침체과정에서 1991년 이후 생산자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999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일본은행이 구체적인 물가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인
플레이션 타게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
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2∼3%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대내
외에 밝힐 경우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져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문
제가 되는 나라에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유효할 지 몰라도 일본과 같이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선언만으로 물가가 오를
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등으로
국채 등 장기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로금리 정책하에서는 통화정책기
조를 추가로 완화할 여지가 없으므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국채의 신인도를 낮추고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 도
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일본의 물가변동률 추이1)
(%)
4
3
2
1
0
-1
-2
-3
-4
-5
1985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1989

1993

1997

2001.1

3

5

7

주 : 1) 2001년은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가 2001년 3월 21일 內外情勢調査會(Research Institute of Japan)에
서 강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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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金融安定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금융의 발전과 안정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발달된 금융은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위기
의 震央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고 대외적인 국가신용
도가 하락하여 대외교역 및 자본거래가 위축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파탄이 초래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금융불안은 국민경제를 크게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부문을 통해 생산활동과 물가로까지 파급
되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불안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통화
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 of monetary policy)가 원활
히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만큼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운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정하더라도 운전
대와 바퀴를 연결하는 操向裝置(steering mechanism)에 고장이 발생하
면 자동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셋째,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결정에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와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융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 등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정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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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운용에 있어서는 이를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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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견해
BIS가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모든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안정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 법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
기관의 감독이 금융안정 책임의 핵심인 반면 감독권한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융
안정에 대한 책임이 국가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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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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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金融安定의 意義
BIS 사무총장 크로켓(A. Crockett)은 금융안정을 금융시스템을 구성
하고 있는“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
과“금융시장의 안정
(market stability)”
으로 구분한다.17)
“금융기관의 안정”
이란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 능력으로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고 도산할 수도 있
지만 금융시스템 전체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
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예컨대 금리, 주가, 환율
등이 그 나라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기초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종 금융변수에 거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어
떤 요인에 의해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꺼지면“금융시장의 안정”
이 흔들
리고, 이는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금융
기관의 안정”
을 해친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불안하면 이들 기
관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high risk－high return) 자산운용 행태
가 확산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금순
환의 경색현상이 초래되어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이 불안해지는 등“금
융시장 안정”
이 저해된다.
금융시장 불안이 금융기관 불안으로 이어진 예로는 1990년대초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촉발된 자산가치의 급락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
후 10여년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에서, 그리고
반대의 예로는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로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그 과정에서 금리, 주가, 환율 등이 큰 폭으로 등락했던 우리나
라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 Crockett(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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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안정

금융시장안정

2. 金融安定을 위한 中央銀行의 役割
중앙은행은 금융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 뿐 아니라 금융
불안이 실제 나타났을 때 이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物價安定基調의 維持
물가안정(price stability)과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 상호 배
타적인 정책목표라는 주장18)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은 물
가안정기조의 유지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즉 물가가 안정되어 있
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져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 뿐 아
니라 주가 및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의 변동폭도 축소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의 발생확률도 낮아진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만과 共著로“미국 화폐
사(A Monetary History of the US)”를 집필한 안나 쉬워츠(A.
Schwartz) 교수는 물가불안이 금융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이라고 한다. 그녀의 가
를 통상“쉬워츠 가설(Schwartz Hypothesis)19)”
18)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중앙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늘리게 되는
데 이 경우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9) Schwartz(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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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르
도·뒤커·휠록(Bordo, Dueker, Wheelock)20)이 1790년부터 1997년
사이의 미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기업·은행의 도산율과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간 금
리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컬럼비아 대학의 미쉬킨 교수(F. Mishkin)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
위기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였다.21) 그
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체질화되어 있는 경제에서는 금융계약이 장기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채구조가 단기화 되며 국내통화가치에 대한 불신으
로 외국통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만기별로는 단기부채
가, 통화별로는 외국통화표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국
내통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하면 기업 및 가계의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나 금융기관의 부
실채권이 양산되고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 1-2>

低物價國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영 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 주
평

균

高物價國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리스
평

균

물가수준에 따른 금리, 환율, 주가의 변동성1) 비교
인플레이션율(%)

금리변동성

환율변동성

주가변동성

3.05
1.95
2.35
1.89
3.60
2.29
2.21
2.83

0.16
0.53
0.22
0.25
0.22
0.23
0.23
0.28

0.13
0.13
0.12
0.08
0.10
0.14
0.11

0.50
0.23
0.57
0.51
0.37
0.37
0.16
0.23

2.39

0.27

0.12

0.37

18.66
20.50
10.01

0.43
0.64
0.14

0.46
0.72
0.26

0.47
0.25
0.73

16.39

0.40

0.48

0.48

주 : 1) 1990.1~2001.8 기간중, 변이계수 기준
20) Bordo, Dueker and Wheelock(2000)
21) Mishki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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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11개국을 1990년대
이후의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低물가국, 高물가국의 두 그룹으로 나
누어 금리, 환율, 주가의 변동성을 계산해 보았다. <표 1-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연평균 2.4%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한 低물가국의 경우 금리변
동성은 0.27, 주가변동성은 0.37에 그친 반면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6.4%에 달했던 高물가국의 금리변동성은 0.40, 주가변동성은 0.48로
서 低물가국의 2배에 가까운 불규칙한 변동을 보였다.22)

金融資産 價格의 安定性 維持
금융안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산가격이 경
제의 기초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기초여건의 급격한 변동이 없
는 한 동 가격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금융자
산 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때 금융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결정되
는 가격에는 때때로 수급상의 애로나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 기대, 거품
등 비정상적 요인들이 개재되어 조그마한 충격에도 급격한 변동을 보이
면서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거나 교정하는 것
도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이 관심을 갖는 금융자산의 가격으로는 특히 기대요인이 중요
하게 작용하는 장기금리와 환율을 들 수 있다. 장기금리가 급격히 변동하
면 장기채권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재무위험이 높아져 금융안정을 해치게 될 가능
성이 커진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정책수단의 활용, 공개발언정책(open
22) 한편 금융시장 불안의 主犯인 자산가격의 거품 발생과 붕괴는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
가안정 자체가 금융시장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Economist誌, 99.9.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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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低物價基調는 금융시장 안정을 자동
적으로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며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배경을 보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貨幣幻想(money illusion)”때문에 금리가 낮은 듯이 느껴져 차입수요가 늘어나고 위험자산에
의 투자가 성행하여 자산가격 거품이 초래된다. 또한 물가안정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의 호경기 국면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economic euphoria)에 빠지게 되는데 이
것도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뿐 아니라
자산가격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물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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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 operation)의 구사23)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
므로 통화정책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장기금리와 마찬가지로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일방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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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적으로도 거품의 형성과 붕괴의 과정(boom-bust cycle)을 겪어 왔다. 자산가격이 경
제의 기초여건에서 벗어나 거품을 형성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市場規律의 미비와 투
자자들의 비합리적 행동을 들 수 있다. 먼저 시장규율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개인과 기업들의 고위험 자산 선호 및 투기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1980년대 이
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나타난
자산가격 거품현상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자유화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자산가격의 거품과 붕괴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투자자들의 군집행동(herd behavior),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 또는 비관
(excess optimism or pessimism), 짧은 시계(short-termism) 등과 같은 비합리적
인 행동도 거품형성에 일조를 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경제주체들의 보유
비중도 높아져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가격의 급
격한 변동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에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비합리적 투기 등에 기인한 거품인

23) 장기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
대이다. 그러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단기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투기적 요인 등으로 시
장에서 비합리적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면 적절한 발언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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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자산가
격이 거품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주된 정책수단은 금리인데 이를 변경할 경우 자산가격뿐 아니라 여타 경제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산가격 거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경우와 같이 가격 형성에 있어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대응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등 일반 물가의 상승은 해롭다고 보면
서 주식과 부동산 등과 같은 보유자산 가격상승은 자신들의 富를 늘린다는 점에서 유익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등에
의해 자산가격을 하락시키고 가계 및 기업 소유의 자산가치를 낮춘다면 통화정책에 대
한 심한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종사자들은 자산가격 상승이 명백히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일본은 당시 주가 및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1,000조엔의 자산손실(2년간 GDP 수준)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제규모 대비 자산손실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 維持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주체간 모든 채권·
채무의 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제주체간 개
별 채권·채무의 결제는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결제는 중앙은행 계
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은행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른 은행
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해질 수 있다. 더욱
이 최근 들어 금융의 자유화·개방화로 금융거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
도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
다. 지급결제시스템의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발전한 예로는 197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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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헤어쉬타트(Herstatt) 은행의 파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24)
과 1985년 11월 뉴욕증권결제은행(New York securities clearing
bank)의 전산설비 고장으로 인한 금융불안25)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거래를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건별
로 즉시 지급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
RTGS)26)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PC·텔레
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의 전자화에 대응하여 금융공동망을 안정적으
로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음
교환, 타행환 등 다자간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
가기관에 대해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통안증권 및 국공채 등을 담보증
권으로 징구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간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시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는 DVP(Delivery vs.
Payment) 제도27)를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9월부터
는 하루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일정한
도내에서 실시각으로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
다. 아울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대금결
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작업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2년초 시범 가동후 본격 확산시킬 예정이다.

最終貸付者 役割 遂行
금융안정은 사전적 위기 방지(crisis prevention)와 사후적 위기 관리
24) 1974년 6월 독일의 금융감독당국은 Herstatt 은행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Herstatt 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미국소재 은행들은 Herstatt 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
25) 당시 뉴욕 증권결제은행의 전산설비 고장으로 인해 해당 은행에 대한 일중대월이 마감시간에 해소되지 않아 미
연준은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230억 달러의 긴급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26) 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따라 總額決濟시스템과 差額決濟시스템으로 구분된다. 總額決濟시스템은 시스템에 참
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차감하지 않고 거래 총액을 건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差額決濟시스
템은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차감하여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총액결제시스템은 소
량거액거래에, 차액결제시스템은 대량소액자금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27) 증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분
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증권인도자 또는 대금지급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를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
를 구현한 것이 동시결제(DVP) 방식의 증권결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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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management)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후자에 해당한다. 최종대부자란 금융위
기가 발생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나타날 때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수취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유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의 예금
인출요구에는 즉각 부응해야 하지만 대출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
다. 이에 따라 유사시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지급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이
라도 동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유동성 위기란 단기적 측면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즉각적
인 유동화가 어려운 적격증권을 담보로 하여 유동성을 공급해 주어 위기
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준다.28) 중앙은행은 필요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여유 있게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
행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유사시 금융시스템
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도 수
행된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Black
Monday)29)로 지칭되는 주가 폭락시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최종대
부자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8) 예금보험제도가 일부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예금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예금보험기금의 규모가 전체 보호대상 예금의 극히 일부(미국의 경우 1% 내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금
융위기가 닥칠 경우 그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호대상 예금잔액 대비 예금보험기금 적
립비율(목표적립금 비율)을 대체로 2% 내외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호제도의 예금보호 한
도도 일정 금액으로 제한(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되어 있어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불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갈 경우 언제든지 예금인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29) 당시 뉴욕의 다우존스 평균주가는 하루에 508포인트(전일대비 22.6%) 폭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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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이 금융불안의 확산을 막고 금융위기
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와 시장규율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금
융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지원해 주고 나아가 정
부가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 금융기관들
은 고수익-고위험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예금자들도 자신들이 거래
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없이 고금리를
제시하는 기관에 자금을 맡기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이론의 창시자로 불
리우는 영국의 배그호트(Bagehot, 1873)가 제시한 최종대부자 기능 수
행에 있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종
대부자는 자금지원시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둘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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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여
야 한다. 넷째, 이러한 원칙은 위기발생 이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위기발
생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영진과 주주의 책
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0)
참고 1-5

주요국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사례
미국은 1982년초 경쟁격화로 인한 수지 악화 및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던 21개 저축대부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1984년에는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가 예금인출사태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연준은 동 은행에 76
억달러를 대출하였다. 최근의 예로는 1991년 부실경영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Bank of
New England에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23억달러 이상을 지원한 바 있다.
30) 前 미 뉴욕연준 총재이었던 코리건(E. Gerald Corrigan)은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지원함에 있어
자금지원의 시기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건설적 모호함(constructive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
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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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1965년 거액의 평가손 발생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 山一證券, 大井
證券에 은행을 통하여 특별융자를 실시(335억엔)하였다. 한편 1995년 이후에는 신용조
합 및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지면서 일본은행 특융의 빈도(95∼99.8월중 총 14건)와 지
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란은행은 1984년 런던 금시장의 주요 금시세 결정자로 활동하던 Johnson Matty
은행이 수지악화로 도산위기에 직면했을 때 동 은행을 1파운드에 매입하고 7,500만파
운드를 지원하였다. 당시 영란은행은 모회사인 Johnson Matty Group이 동 은행에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고 할인상사 및 금시장 참가자들이 7,500만파운드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한편 영란은행은 1985년 Johnson Matty은행
을 매각하여 지원금액을 회수하였다. 1991년에는 BCCI 폐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
로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중소은행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
게 되자 영란은행이 상업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은 1974년 Herstatt은행 파산 이후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LIKO은행을 설립하고 동 은행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건전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연계대출(short-term bridge loan)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