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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外換危機 직후 － 景氣沈滯期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하에 환율을 안정시킬 목적으
로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최고 35%까지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
장금리도 30∼40%까지 치솟아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 시대
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첫째는 국내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
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을 촉진
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수지 개선을 가져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
째는 고금리가 기업 구조조정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이다. 이는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환
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1)
1997년 12월 24일 미달러당 1,965원까지 급등했던 원화환율은 1998
년 1∼2월중에도 1,600∼1,7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3월 들
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긴급
자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데다 1998년 4월에는 금융기관 단기외채중 217
억달러를 1∼3년 만기의 중기채로 전환하는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4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성공하는 등 외환공급사정이 개
선된 데 힘입은 것이었다. 환율은 3월말 1,300원대로 낮아진 이후 상당
기간 그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였다.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통화정
책면에서도 과도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2)
한편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이 줄어드
는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이 발생했다. 신용경색을 초래한 원인
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
졌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이 악화되
1) IMF의 정책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종규(2000)는 IMF의 고금리 처방이 환율안
정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먼저 환율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외화자금의 유출을 억제하려면 금
리가 아주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30%정도의 금리수준으로는 자금유출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 실제 홍콩은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일시적으로 300%까지 인상했던 적이 있다. 또한 고금리 시행 이후 실제
로 외화자금유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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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져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고금리 정책기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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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쇄부도가 발생했는데 부실채권의 추가발생을 우려한 은행이 정확한
대출심사를 통해 우량 차입자를 선별하기보다는 대출자체를 기피하였다.
둘째는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이다. 외환위기 발생의 근본원인으로 지적
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은행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100%가 적용되
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퇴출,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신분이 불안정해진 은행 직원들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초우량
대기업이 아니면 대출을 기피하였다. 셋째는 여신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자금이탈현상이다. 1998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은행수신이 금
전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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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
축되면 높은 리스크 때문에 신용경색이 다시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였다.
은행이 실물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
우 다른 부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신용경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도 다양하고 중층화된 금융구조
는 상호간에 대체시스템(back-up system)으로 작동함으로써 금융위기
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부문은 크게 위축된 반면 투자신탁회사
의 영업기반은 대폭 확대되었다. 1998년중 은행 수신은 6조원 가량 줄었
지만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115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급증한 것은 대형 투자신탁회사들이 구조조정 대상
에 포함되지 않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데다 5월 이후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미국에서는 1980년대말 부동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다수의 貯蓄貸付組合(S&L)이 부실화되면서 대출시
장에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했을 때 자본시장이 이들을 대신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빨리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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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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신탁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투자에 사용했다면 위축된 은행부문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여 신용경색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신탁회사들도 부
도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5대 재벌그룹 발행 유가증권을
주로 인수하였다.4) 1998년중 회사채는 32조 2,460억원, CP는 17조
6,543억원 순발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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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20

176,543

78,223

CP 순발행

금융시스템 내에서 신용경색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
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은행의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
구하였다.5)
먼저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확대 유인을 제공함
으로써 신용경색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금리인하는 신용경색 완화의 필요조건이 될 뿐 아니라 매출부진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서도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금리를 낮추어 시중금리
의 하락을 유도하였다. 1998년 1월중 28.0%이었던 공개시장조작금리는
4월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7월중에는 외환위기 발생 이전보다 낮은
10.7%까지 떨어졌다. 공개시장조작금리와 함께 콜금리, 회사채금리 등
4) 1998년중 투자신탁회사는 회사채에 52조 3,871억원, CP에 25조 7,071억원, 금융채에 6조 4,771억원, 국채에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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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유
액의 일정비율(은행, 보험사 10%, 투자신탁회사 15%)로 제한하는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실시하였다. 동 조치는
2000년 5월 폐지되었다.

166 제5장 通貨政策의 運用

시장금리도 계속 하락하여 10월경에는 대부분의 금리가 한자리수로 낮아
졌다. 금리인하조치와 함께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1998년 3
월 총액대출한도를 3.6조원에서 4.6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 데 이어 9월
에는 이를 2조원 더 늘렸으며 금리도 연 5%에서 3%로 2% 포인트 인하
하였다. 또한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도배정 방식도 변경하였다.
그러나 신용경색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함과 아울러 은행의 신용위험 부담을 분산
시킬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할
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5개 시중은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비
은행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정리
하고 금융기관 자본을 보강(recapitalization)하였다. 또한 1998년 상반
기중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10억달러와 예산 7,000억원 등 총 2조 5,5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여력
을 대폭 확충한 후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보증토록 함으로써
신용경색 완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응과정에서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좀더 확
장적으로 수행하여 통화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주장의 논거는 본원통화 감소에 있었다. 1998년 들어 본원통화가
계속 줄어들어 IMF 프로그램상의 한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원통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 5-2>

본원통화 추이
(억원)
97.12말(A)

98.3말

6말

9말

12말(B)

B－A

IMF 한도

232,700

235,800

235,400

254,300

－

－

실적

225,193

220,351

207,989

220,260

207,030

-18,163

본원통화 감소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의 현금통
화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낮더라도 리스크가 없고 BIS 비율 산정시 유리한 한국은행의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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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안정증권을 선호함에 따라 공급된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환류되
는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원통화 감소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결과
라기보다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RP나 통화안정증권 만기도래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전액 상환한다면 본원통화가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통화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1998년 6월말 현재 RP 매각과 통화안
정증권 잔액 합계는 44조 3,124억원이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이므
로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중 상당부분을
해지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주장이었다.6)
또 다른 논란은 통화량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본원통화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M2, M3 등 통화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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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었으며 다만 자금흐름의 왜곡이 문제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화유
통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통화량이 훨씬 더 많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환방정식 MV=PT에서 左項의 V(통화유통속도)
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M(통화)을 더 큰 폭으로 늘려야만 右項에
표시된 명목국민소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타당한 논리이지만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금융권
에서 머무는 신용경색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참고
5-1>“신용경색하에서의 통화유통속도”참조)

6) 금융기관은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지준을 일시에 대출이나 유가증권 매입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콜론으로 운
용할 것이다. 그러나 콜머니 수요에 비해 콜론 규모가 훨씬 클 것이므로 콜금리는 급락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액한도대출금리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초과지준을 콜론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총액
한도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한국은행 차입금을 갚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원통화는 다시 줄어들 것이
다. 금융기관은 잉여자금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이용할 것이지만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결국 신
용도가 높은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시에는 현금통화의 감소에 따라 통화승수가 크
게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본원통화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통화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IMF와 M3의 증
가율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정책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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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외환위기 직후 본원통화 및 M3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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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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금융기관간의 거래로 금융권에서만 맴돌 경우 금융적 유통
이라 하는데 실물적 유통에 비해 금융적 유통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신용경색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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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은 수치가 될 것이다. 케인즈는 통화를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으로 구분하여 요구불예
금은 실물경제활동의 결제에 주로 사용되므로 유통속도가 높은 반면 저축예금은 그렇
지 못하여 유통속도가 0이라고 보았는데 이때 저축예금은 금융적 유통의 통화를 나타
낸다.

M·V = Mr·Vr ＋ Mf·Vf에서 양변을 M으로 나누면
V = (Mr /M)·Vr ＋ (Mf/M)·Vf = µr·Vr ＋ µf·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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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µr은 전체통화에서 실물부문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µf는 금융부문 통화가 차
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이때 Vf는 0에 가까운 작은 수치로 가정했으므로 µf가 커질수록, 즉 신용경색으로 인하
여 금융부문의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통화량 전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유통속도 V는 떨어지
게 된다.
예를 들어 Vr=3, Vf=0.1, µr=60%, µf=40%라면 V = 1.8 + 0.04 = 1.84이다. 그런
데 금융부문의 통화량 비중이 대폭 높아져 µr=40%, µf=60%로 바뀌었다면 V = 1.2 +
0.06 = 1.26으로 떨어지게 된다.
요약하면 신용경색이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는 주로 금융적 유통으로 활
용되며 그렇게 될 경우 금융부문 통화비중이 높아져 전체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게 된
다. M이 늘어나더라도 V가 하락하므로 결과적으로 실물경제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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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정흑자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채의 발
행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과 같은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였
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급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
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하에서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
해 한국은행에 국채인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은행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정부보증채 8.5조원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의 발효를 계기로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국채를 실세
금리에 의해 시장발행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998년 2/4분기부터 모든 국채와 정부보증채는 시장에서 발행되기 시작
하였다. 즉 국채와 정부보증채를 몇몇 기관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완전경쟁입찰 방
식에 따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채의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3년 만기 국
채수익률은 자금수급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금리(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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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로 자리잡았다.7) 이 사례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지 않음
으로써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보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
부나 중앙은행의 선도적인 금융자율화 의지가 금융시장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7) 1998년 9월 이후 국채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식으로 대량발행되면서 1999년 초에 이르러서는 회사채를 대신
하여 국채가 시장의 대표 채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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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응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발
휘하면서 1999년 2월 이후 은행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생산, 소비, 수출 등 실물경제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지표의 개선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리하
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초 6%대였던 콜금리는 4월
중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다가 5월에는 콜금리 목표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그 동안 유지해 오던 완화기조를 수정하였다. 당시의 경제상황을 보면,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20% 내외로 급등
하고 60%대에 머물던 제조업 가동률도 70%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수
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였으나 수입이 두 자리수의 증가세
를 나타내어 대외불균형의 발생도 우려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는 주식시장이었다. 1999년 4월말 종합주가지수는 753으로 전년동기
에 비해 78%나 급등하는 등 단기과열 양상을 보였다. 제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자산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차후의
거시경제운용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결정에 감안할
필요는 있었다.8)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콜
금리 목표를 4.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의 이러한 결정을
통화정책 기조의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장기금리가 상승
하고 주가가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다.
콜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이후에도 경기는 빠른 속도
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 안정세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금리변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은
8) 1999. 5. 6 발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문에는 주식시장과 관련하여,“...........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상증자 등 주식공급 확대로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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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균형의 발생가능성에 계속 유의하였다. 금융시장에서도 콜금리
목표가 곧 인상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장
기금리가 8%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신용경색 현상이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한국은
행은 경기,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동향과 전망을 토대로 통
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와 투신사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사태는 달라졌다. 7월 19일 대우그룹의 구조
조정 방안이 발표되고 8월에는 대우계열 12개사의 워크아웃 방침이 확
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해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대규모로 발행한 회사채가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에 상당량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신탁회사의 동반부실화가 우려
되었다. 투자신탁회사의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한 예금자들이 수익증권을
대량 환매하였으며 투자신탁회사들은 환매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유
채권을 매각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팽배해진 유동성 우선확보 분위
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하려는 금융기관은 많지 않아 장기금리가 큰 폭으
로 올랐다.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公論化되고 대우채권 부실
화에 따른 손실 분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회사채의 주된 소화기관이었
던 투자신탁회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
채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금융시장 불안은 가까스로 시작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가로막는 걸림
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대우사태로 야기된
시장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두어졌다. 이는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맞추어 유동성을 충분
히 공급한다. 둘째, 채권시장의 수요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시장안정기금9)을 설치한다. 셋째, 공사채형수익증권
의 대량환매를 막기 위해 부분환매제도10)를 실시한다. 넷째, 대우그룹의
9) 대우사태 이후의 시장금리 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30조원을 한도로 운용되었
으며 실제 약 25조원이 조성되었다. 주로 은행, 보험사 등이 출자하였으며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을 매입
하는 데 사용되었다.
10) 대우그룹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은 환매를 허용하되 대우그룹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대우
채권 장부가액의 50%를, 18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80%를, 180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95%를 지급보장하는
비상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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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이러한 대응책에 힘입어 장기금리는 대우사태의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11월 들어 채권시장안정기금의 매입여력에 대한 회
의감, 대우 워크아웃의 부진 등이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은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된
미시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실물경기와 관련된 거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질 GDP성장률은 1999년 1/4분기 5.4%, 2/4분
기 10.8%, 3/4분기 12.8%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였으며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요인이 겹쳐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형성
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형태로 장기금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
었다.11)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4.75%에서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장단기금리격차는 1999년 상반기의 2
∼3%에서 6%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장단기금리격차 확대는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제약요소로 작용한
다. 첫째, 통화정책은 단기금리 → 장기금리 → 실물경제의 경로를 통해
효과가 전달된다. 그런데 장단기금리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거나 두 금리
가 별다른 연관성 없이 움직이면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통제력이 떨어지
고 통화정책 운용목표로서 콜금리의 기능도 약해진다. 둘째, 장단기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이며 신호이다.12)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시장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통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셋째, 장기
금리에 비해 단기금리가 훨씬 낮다보니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져 시
중자금이 단기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장단기금리격차를 줄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중요 과제가 되었
11) 장기금리 결정요인은“제4장 제1절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참조
12) 이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의 수익률과 만기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우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의 수익률곡선은 앞으로 경기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내포한다. 장단기금리격차나 수익률곡선은 같은 종류
의 채권(예 : 국채)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채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만기별 수익률 구조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콜－회사채수익률 또는 콜－국채수익률을 대
용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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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대우사태를 전후로 한 장단기금리격차

(%p)
7
채권시장안정기금
설치(9.21일)

6

콜금리 0.25%p
인상(2.10일)

대우그룹 구조조정방안
발표(7.19일)

5
4
3
2
1

회사채-콜

98.10

99.1

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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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다. 만약 장기금리 상승이 순수 경기요인 때문이었다면 콜금리의 인상을
통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시장금리가 과도히 상
승(overshooting)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콜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최소화되는 시기에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
대우채권 편입펀드의 지급비율이 95%로 높아지는 2000년 2월 2일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을 가늠하게 될 중대 고비였다. 대부분의 수익증권 보
유자들이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지급비율이 95%로 높아진 다음 환매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2월 2일 지급비율이 높아진 이후 환매는 예상
대로 늘어났으나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평상 수준을 회복하였다.13)
13)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동향
(일평균, 억원)
1999
8.13~11.9

2000

11.10~12.31

1월

2.1일

2.2일

2.3일

2.7일

지급액(A)

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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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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신탁회사들이 그 동안 확보해 놓은 유동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금융권간 자금흐름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이에 힘입어 장기금리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대우채권 문제와 관련한 시장불안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
고 판단하여 그 동안 확대된 장단기금리격차를 축소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10일 콜금리 목표수준을 0.25% 포인트 인상하여 5% 내외에서 운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콜금리를 실질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하기 시작
한 1998년이래 첫 번째 금리인상 조치였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장단기금리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에 힘입어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
는 기대가 형성되어 콜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려했던 장기금리의 급등현
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단기금리격차도 4% 포인트대로 축소되었다.

참고 5-2

미국의 장단기금리격차 확대 경험
미국도 1990년대 초에 장단기금리격차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였다. 미 연준은 부실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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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장기금리는
하락폭이 크지 않아 장단기금리격차(30년 만기 T-Bond - 3개월만기 T-Bill)가 확대
되었다.(1990.7월 0.63% 포인트 → 1992.9월 4.37% 포인트)
이와 같이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
다. 먼저 부실 저축대부조합의 정리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데다 이들 기관의 정리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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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이후 그 동안의 금리인하정책을 중단하고 94년 2월까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3.0%로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 기간중 장기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장단기금리격
차가 축소되었다.(1992.9월 4.37% 포인트 → 1993.11월 2.85% 포인트)
이는 부실 저축대부조합의 정리가 상당히 진전되어 신용경색이 완화된 데다 경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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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해소되었
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새로 출범한 클린턴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국채만기구조의 단기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기국채의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도 격차 축소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장단기금리 추이
(%)
10

(%p)
10
9

TB(30년)(좌축)

9

TB(30년)-TB(3개월)
(우축)

8

8
7

TB(3개월)(좌축)

7

6

6

5

5

4
3

4

2
3

1
90

91

92

93

94

95

한편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이 시기에
는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이슈로 부각되었
다.14)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과 금융기관을 개혁하는 작업으로서 미시적
이고 행정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므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제안
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나 금융기관의 세부적 업무내용을 지도·감
독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중앙은행은 법령이나 행정수단보다는 시
장기능에 바탕을 두면서 모든 경제주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성격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14)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금융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기관들도 평상시의 영업패턴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화정책 효과가 원활히 파
급되지 못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려면 구조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을 수행
하는 중앙은행도 구조조정 추진에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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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도 맡겨진 권한과 기능범위에서
구조조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째,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환경을 만드는 것
이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거
나 증시에서 자본금을 조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대
량실업이나 금융시장 동요와 같이 큰 충격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
도 과감히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정도가 지
나쳐 과열상태가 될 경우 경제주체의 구조조정 誘因 자체가 희석될 수
도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불안이 가시화될 경
우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와 구조조정에 유리한 거시경제환
경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도 구조조정 대상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환경면에서 적절한 규율을 부여하는 균형있
는 통화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처한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높은 신용리스크와 시장참가자들간의 신
뢰 저하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므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하여 유동성
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
의 경우 기업의 채무조정이나 금융기관 정리에 뒤따르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앙은행이 담당한 예가 있다.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이 1970년
대부터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관여
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15)
미 연준도 1998년 LTCM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처
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를 주도하는 등 구조조정의 중
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15) 이렇게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의 중재자로 참여하는 방식을“London Approach”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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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景氣回復期 - 物價不安 우려와
構造調整 문제 대두
금융시장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 힘입
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초점은 다시 물가,
성장, 국제수지 등 거시지표에 맞추어졌다. 대우사태로 인해 1999년 하
반기 이후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물경제는 빠르게 회복
되었다. 1999년 10.9%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0년
1/4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12.6%에 달하였다.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축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대외 불균형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였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대처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에 콜금리 목표를 5%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물가가 그 동안의 안정세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상승
하면서 한국은행의 정책판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16) 2000
년 1∼5월중 0.4%(전년말 대비)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6월
0.5%(전월비, 이하 같음), 7월 0.3%, 8월 0.8%의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
내었으며 9월에는 199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인 1.5%나 상승하였다. 더
구나 2/4분기 GDP 성장률이 9.6%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자 경제의 여
유공급능력이 소진되면서 초과수요 압력이 점차 현재화 될 것이라는 우
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
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0월 5일 콜금리 목표수준을 5.0%에서 5.25%
로 0.25% 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당시의 물가상승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需要
牽引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 아니라 국제유가 급등, 공
공요금 상승에서 비롯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6) 상반기중 빠른 경기상승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5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10억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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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비용상승형과 수요견인형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부
족과 임금상승을 초래하여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90년대초 건설경기의 과열로 건설업 임금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임금
이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단지 생산비용이 늘거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주체들이‘물가가 오를 것
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효과
적으로 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석유류 가격이 오
르고 원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같이 상승한다. 이는 一回性
(one-time) 물가상승이므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는 없겠으나 문제
는 이로 인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자극 받는다는 데 있다. 석유와 별다른
관련 없는 제품가격까지 편승 인상되고 물가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
니 임금도 그만큼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난다. 이는 또 다른 비
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시작은 一回性 충격이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확산장치를 거치면서 물가가 계속 상
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콜금리의 0.25% 포인트 인상은 물가안정을 책
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통제하겠다는 정책
신호(policy signal)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우채권 환매문제의 해결로 안정되는 듯 하던 금융시장이 5월
이후 새한그룹 및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불안해지기 시작
함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은 다시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주요 요소로 부
각되었다.
대출은 은행들이 우량중소기업 발굴노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도가 낮은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
제는 회사채시장에서 발생하였다. 1997년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2000
년 하반기에 집중 도래하였는데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용기피
현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려워 대량부도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1998년에는 은행권에서 신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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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credit crunch)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경색
(capital market crunch)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와 한국
은행은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발표(2000년 6월 19일)하였다. 주된
내용은 회사채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발행 회사채를 모아 신용을 보강한 primary CBO를 발행, 소
화한다는 것이었다.17) 한국은행은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기조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제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2000년 9월 5일)하여 부실기업을 조기
에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표 5-3>

1998년과 2000년의 기업자금사정 악화 비교
1998

2000

경기상황

·침체기

·회복기

금리수준

·고금리

·저금리

진원지

·은행대출
(credit crunch)

·회사채, CP
(capital market crunch)

신용경색의 대상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도

·초기단계

·진척된 단계

촉발요인

·기업의 일반적인 신용위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필요,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
확실성

·일부 대기업의 신용위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필요,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
확실성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2001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
의 실시 및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방침 확정,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실패,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재발 등이 겹치면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0년 11월 3일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잠재부실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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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부터는 채권형 펀드를 통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이 직접 primary CBO를 매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2001년 9
월말 현재 채권형 펀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된 primary CBO는 총 12.2조원이다. 한편 2001년 1월부터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의 회사채 만기 도래분 가운데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수하고 80%는 금융
기관이 인수토록 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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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가 발표되면서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법정관
리대상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
정책의 과제는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모아졌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10월초 물가안정에 대한
신호전달 차원에서 콜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콜금리
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회사채
등 채권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하였다. 즉 구조조정 대상기
업이 발행하고 중소협력업체가 보유한 상업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줄 경
우 동 실적의 50%를 5천억원 범위에서 총액한도대출로 지원키로 하였으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한도대출 5천억원을 지방에 추가 배정
하였다. 또한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7.6조원 → 9.6조원)하는 한편
한도배정방식도 변경하여 중견대기업에 대한 기업대출과 회사채 및 CP
의 매입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장기금리는
안정세를 나타내어 1999년에 5% 포인트대까지 벌어졌던 장단기금리격차
는 2000년말 1% 포인트대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도 우려했
던 것만큼 극심하지는 않아 부도율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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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景氣鈍化期 - 通貨政策 效果에 대한 논란
금리정책을 둘러싼 여건은 2001년 들어 급박하게 변화하였다. 미국
경제는 2000년 후반부터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1월 3일 미 연준이 전격적으로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0.5% 포인트 낮춘
것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관심사는 경기하락의 심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대응에 집중되었다. 연준의 선
제적 금리인하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장기호황을 누려왔던 미국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음을 연준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맞추어 세계 주요국 중앙은
행들도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도 산
업생산지수의 증가세가 뚜렷이 낮아지고 가동률도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
조짐이 현실화됨에 따라 2001년 2월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낮추
어 5%에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는 계속되어 2001년 상반기중에만
여섯 차례, 총 2.75%포인트의 인하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월 금리를 조정한 이후 6월까지는 콜금리 목표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
았는데 이는 무엇보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었다. 2001년 들
어 물가는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원화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오
름세를 보여 상반기중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상승하
였다. 근원인플레이션도 4.4% 상승하여 2001년중 목표 2∼4%의 상한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물가상승이 주로 비용측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
기는 하지만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추가적
인 금리인하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 또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실
제 소비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실물경제의 둔화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었던
것도 금리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001년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 여파로 세계적 불황(global recession)의 도
래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 더군다나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발발, 생화학테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제활
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기대감은 줄어들었다. 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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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테러사건 이후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
도 유동성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
에 예방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의 動力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도 2001년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
포인트씩 인하하였으며 9월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여파로 경기부
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콜금리 목표를 다시 0.5% 포인트
낮추어 4%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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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감한 완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물가가 경
기둔화로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거의 없었던 데다 국제유가나 공공요
금의 상승요인도 별로 없어 하반기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10월에는 콜금리 목표를 4%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콜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를 예상하여 과도히 낮아지던 채권금리가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민감히 반응하였다.18)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리고 그동안의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될 지를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
18)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전망 확산, 추석연휴중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시장에서는 10
월중에도 콜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10월 9일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
내 채권시장분석가 10명중 7명이 콜금리의 0.25% 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월말
4.45%이던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0월 들어 4% 근처까지 낮아지는 등 채권수익률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다
가 10월 11일 콜금리의 현 수준 유지가 결정되자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0월 12일 4.95%(10.9일 대비 +0.57% 포
인트)까지 급등하였다.
이에 앞서 2001년 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풍부한 시중유동성,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
융완화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무위험자산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경
향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국채거래가 대폭 늘어나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일시적이었지만 콜금리 수준보다 낮
아졌다. 2월 16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같은 국채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기관들
에게 안전자산에 대한 자금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후 국고채 수익률이 상
승세로 돌아서고 과열되었던 국채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하여 시장에서
일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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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으로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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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테러사태 이후 주요국의 단기정책금리 인하 현황
(%, %p)

국가명

변경전

변경후

인하폭

발표일

미 국

3.50

3.00

0.50

9.17

3.00

2.50

0.50

10. 2

2.50

2.00

0.50

11. 7

4.25

3.75

0.50

9.17

3.75

3.25

0.50

11. 8

ECB
영 국

5.00

4.75

0.25

9.18

4.75

4.50

0.25

10. 4

4.50

4.00

0.50

11. 8

3.25

2.75

0.50

9.17

2.75

2.25

0.50

9.24

4.25

3.75

0.50

9.17

3.75

3.25

0.50

10. 4

4.00

3.50

0.50

9.17

3.50

2.75

0.75

10.23

일 본

0.25

0.10

0.15

9.18

덴마크

4.25

3.75

0.50

9.18

대 만

3.25

2.75

0.50

9.18

2.75

2.50

0.25

10. 3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홍 콩

2.50

2.25

0.25

11. 7

5.00

4.50

0.50

9.18

4.50

4.00

0.50

10. 3

4.00

3.50

0.50

11. 6

한 국

4.50

4.00

0.50

9.19

뉴질랜드

5.75

5.25

0.50

9.19

말레이시아

5.50

5.00

0.50

9.20

호 주

4.75

4.50

0.25

10. 3

필리핀

9.00

8.75

0.25

10. 4

8.75

8.25

0.50

11. 8

7.00

6.50

0.50

10.22

인 도

졌다. 비판의 초점은 큰 폭으로 빠르게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
물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경기둔화
의 성격, 통화정책의 한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어느정도 해답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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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기둔화의 성격을 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나타
난 9번의 경기순환은 모두 수요주도형 경기변동(demand-based cycle)
이었다. 즉 경기가 확장되면 초과수요압력이 누적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수요가 위축되어 경기가
둔화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
함으로써 경기가 회복된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순환에서는 연준의 금리조
정이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며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아주 높다.19)
그러나 2001년 들어 본격화된 경기하강은 수요주도형이라기보다는 과
잉상태에서 비롯된 경기변동(excess-accumulated cycle)의 성격에 가
깝다. 경제에 혁신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 등장하면 그 분
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왕성히 일어나고 관련 주식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확산되면서
소비도 왕성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분야에 기업들이 과도히 진출하고
미래기술수준에 대한 환상(euphoria)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기
업의 수익률이 떨어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로 인해 주가 급락, 투자
및 소비 위축, 경기 둔화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경기하강은 경제
에 만연해 있는 거품 또는 과잉상태가 해소되어야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
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축기간도 수요주도형 경기변동의 경우보다는 긴 것이 일반적이다.20)
1990년대 장기호황의 원동력이 디지털기술 발전이었으며 그 여파로 나
타난 정보통신산업 주식가격의 급등과 폭락, 과잉설비21) 등에 비추어 미
국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기하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내부의 과잉상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해야만 경제가 추세적인 상승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견해
19) 이러한 관점에서 폴 사뮤엘슨 교수는 미국의 경기침체는“연준에 의해 만들어진 워싱톤製(Made in
Washington by Federal Reserve)”
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 수요주도형 경기순환기였던 1945년 이후 미국경기 수축기(전쟁기간 제외)는 평균 11개월에 불과하였으나 2차대
전 이전 과잉누적형 경기순환의 성격을 가졌던 1919∼45년중 미국경기 수축기의 평균은 20개월에 달했다.
21) 통신장비 분야(예: 光通信)의 과잉투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과잉투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는 있지만 균형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잉규모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LG
경제연구원(2001.8.1)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과잉투자분(스톡 기준)은 최대 4,6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 미국의 재고조정이 1분기에 약 250억달러정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잉투자분의 해소
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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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우리나라의 콜금리, 국고채수익률, 은행대출금리 변동추이

(%)
8
7

(%)
10
3년만기 국고채(좌축)

은행대출금리(우축)

9

6
8
5
4

콜금리 목표수준(좌축)

2001.1

2

3

7

4

5

6

7

8

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
급되어 장기채권시장 금리와 은행의 여수신금리가 함께 낮아지는 등 1차
적인 성과는 거두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회복조짐이 뚜렷
하지 않은데 이는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데
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동시침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수출(재화 및 서비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45%에 이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아 주력수출시장인 미국을 비롯
한 세계시장이 침체되면 생산이 따라서 감소한다. 더군다나 설비투자 규
모가 큰 업종이 대부분 수출산업이기 때문에22) 해외수요 감소는 수출뿐
22) 주요 품목별 수출 및 산업별 설비투자 비중(2000년중)
(%)
IT

자동차

화공품

철강·금속

수출 비중(품목)

34.1

8.7

7.0

6.6

선박
4.8

설비투자 비중(산업)

45.9

6.0

4.6

3.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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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설비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실물경제의 금리민
감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자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사업전망과 투자비용 가운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비용이 더 중시되었
다. 공격적 경영과 사업확장이 일반적인 경영패턴이었던 시절에는 사업
전망보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얼마나 저렴하게 조달하느냐가 더 관건이
었다. 그러므로 낮은 금리와 풍부한 자금가용성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기업들은
자금조달 가능성이나 비용보다는 사업전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내외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전망이 변할 경우 수시로 투자계획도 변경한
다. 이는 부채 의존적 확장경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 수익성을 최우선으
로 하는 경영패턴으로의 전환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업들은 사업전
망이 불투명할 경우 아무리 조달금리가 낮고 자금을 쉽게 차입할 수 있더
라도 실제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과거에 비해 世界化가 크게 진전되어 있는 상황23)에서 미국을 비
롯한 세계경제가 상승국면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우리경제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처리문제도 빠른 시일에 매듭을 지
어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 그렇다면 경기
하강기에 통화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화정책의 역할은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回復動因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 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저
금리는 일부나마 잠재투자기업에 직접적인 투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렇
지 않더라도 금융부담 경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기업이 향후 투자
여력을 비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24) 또한 금리가 큰 폭으로 하
락함에 따라 투자가들은 국고채 등 저수익-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
23) 경기둔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IT산업은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분야이다. 즉 미국이 주도하고
아시아 각국이 中下部 구조를 맡고 있는 피라미드적 특성 때문에 미국경제와의 동시침체, 동시회복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24) 2001년 상반기중 순이익 상위 10개사의 금융비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6%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비중도 3.2%에서 2.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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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려
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는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
다. 2001년 들어 신용도가 낮은 BBB 등급 회사채의 순발행규모가 크
게 늘어나면서25) 금융시장 경색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입장에서 외부적 충격
에 의해 경기가 하강할 때에는 수요관리정책만으로 경기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은 수동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수동적이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와 관련된 측면에서이지 통화정책의 핵
심사안인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정책수단과 영
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와 관련하여 통화정책이 갖는 한계
는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외부충격에 수시로 노출되는 신흥시장국의 중앙
은행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25) 2000년중 감소하였던 BBB등급 회사채 순발행이 2001년 1∼10월중에는 약 2조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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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1998년 이후 통화신용정책 수행의 고려요소
금융시장

1998. 5
6
7
8
9
10
11
12
19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용경색 완화

실물경제
·경기침체 완화

(은행대출 위축)

통화신용정책
·콜금리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및
동 금리 인하

·대내외 불균형의 사전 예방

·금융불안 완화
·콜금리 현 수준 유지

(대우사태)

·장단기금리격차 축소

·콜금리 인상

·콜금리 현 수준 유지

·금융불안해소
(현대건설 유동성위기)
(대우차 매각 실패)
(부실기업 퇴출)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콜금리 인상
·콜금리 현 수준 유지
·총액대출한도 확대
·중소협력업체 지원
·콜금리 인하

·경기의 장기둔화 가능성에
대비
·물가상승압력 제어

·테러 이후 시장불안 완화

주 : 음영부분은 통화정책 수행시 해당요소를 중시했음을 의미

·콜금리 현 수준 유지
·콜금리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및
동 금리 인하
·콜금리 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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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3

경제정책의 효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
의“管理經濟體制”
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
제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
다. 첫째, 경제규모가 작다보니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쉬웠다. 둘째, 대부분의 금융 및
산업부문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소 강제적이고 무리한 정책수단도 통용
될 수 있었다. 셋째, 경제의 글로벌화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아 정부는 해외변수의 영향
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모두 바뀌었다. 우선 경제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확대되었다. 1970년 경상GDP는 2.7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17조원
으로 약 190배정도 커졌다.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정부가
누려왔던 비교우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음으로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각종 산
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
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고위 정책당국자가 낙관적인 주가론
을 펴면 시장이 곧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주식시장의 매수주체인 기
관투자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식수요를 되살릴 능력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믿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주주
구성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져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정부의 언급은 실현가
능성이 작은 것으로 오히려 불신만 받기 쉽다. 또 금리가 규제되어 있을 때에는 한국은
행이 은행금리를 일거에 인하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한번에 금리를 4%
포인트 내린 1982년의 6.28조치가 그 예이다. 지금은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고, 정부가
은행수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수행은 바람직하고 또 필연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예전과
같은 단기적이고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의 진전 역시 경제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이 된다. 하이닉스 반도
체에 대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미국 등이 제기한 보조금 지급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과거에는 특정 전략산업에 정부가 특혜적 지원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WTO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자율화, 국제화가 진전된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경험
하였듯이 직접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부개입은 당시에는 단기적 효과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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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왜곡을 불러왔다. 결국 한국은행과 정부는 다소 시
간이 걸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점이 있더라도 정통적인 정책수단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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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앞으로의 課題 - 結論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통화 타게팅을 대체하여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
로 도입되었으며 정책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도 강화되었다.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었으며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
되었다.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장
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용의 틀이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개발시대에 누적되어 온 부실요인의
치유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화정책 수행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은 금융기관 자신과 기업의 부실에 의
해, 그리고 대외신인도의 변화에 의해 수시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외
환위기 직후에는 은행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1999∼2000년중
에는 대우사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회사채 및 CP 등 장단기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신용경색과 장단기
금리격차 확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자금공급 확대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면서 총액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등 신용정책(credit policy)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과 경기변동폭 축소라는 두 가지 요소
간 균형과 시급성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또 다른 일상적 정책목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모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 금리조절이
라는 하나의 정책수단만을 보유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상황 상
황에 따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중점을 두는 이른 바 절충주
의적, 또는 탄력적 접근방식(eclectic or flexible approach)을 활용하여
왔다.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과 변동환율제도의 도입도 통화정책에 새로운 환
경이 되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주요국 통화간 환율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투자 패턴이 변하면 원화 환율이 변동하여 통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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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수인 물가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개방된 체제하에서 환율
은 통화당국에 의해 내생적으로 조절되기보다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경
우가 많은데 이것이 물가목표와 정합성을 갖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은 목
표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변경해야만 하는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된다.
아직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여 금리변경의 파급효과나 경로
가 불투명한 것도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화정책이 제도와 관행면에서 점차 선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도 있어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과제는 경제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는 것이
다.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확한 경제예측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가 통합되고 기술발전이 빠
른 지금은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한치의 오차 없이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
제구조나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과거 자료에
입각한 계량경제모형을 가지고 미래의 상황을 내다보는 것이 더욱 어렵
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턴이 뿌리내리고 이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정확한 예측능력을 갖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할 수 있
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까지는 가능한 자
료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量的인 분석 뿐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는 質的인 판단능력을 키워 통화정책을 시의적절히 수행
해야만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효과가 퍼져나가는 1차적인 장소일 뿐 아니라 여기서 생성되는 각종 가격
변수들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통
화정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양적으로 급
성장하고 있고 시장의 다양성이나 거래양태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과 견주어 볼 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4 제5장 通貨政策의 運用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에
바람직한 피드백관계(feedback relation)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과 금융시장은 어느 한쪽이 상대에 일방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끌기보다는
서로의 기대와 반응을 보아가며 공동으로 最適解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
직하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체제에서처럼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을 행정력으로 주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에 통화정책이 언제나 순응해야 한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
다. 중앙은행은 대부분 금융시장의 기대를 수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되
금융시장에 과도한 기대쏠림이나 거품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수 있다.26)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의 바람직한 피드백관계
는 상대의 행동양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간 기대와 반응을 주
고 받으면서 도출한 결론의 영향이 경제 전체로 어떻게 파급되어 가는지
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확립이
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질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정부정책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작아진다.27) 특히 통화정책은 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며 실물경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갖는다. 다
시 말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경기가 하강할 때 그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수단
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통화정책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과도한 사회적 기대
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최적이 아닌 정책선택을 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미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프린스턴대 교수 Alan Blinder(1998)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추수하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정당한 목적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좋지 못한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유는 투기적
성격을 갖는 시장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모든 것에 과잉반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
행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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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 특히 장기금융상품의 거래자들조차 종
종 단기적 시야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중앙은행의 본질은 장기적 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27) 제5장의 <참고 5-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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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인식이 뿌리내리면 자연스럽
게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물가안정을 최
종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싹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중앙은행은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불편부당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없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