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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화정책 정상화의 좁은 길
* 본 자료는 2018년 BIS 연례경제보고서중 “Chapter 2. Monetary Policy: a narrow
normalisation path”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1. 세계경제 전망과 글로벌 금융상황 평가(A stronger expansion: how to make it last)
2. 통화정책 정상화의 좁은 길(Monetary Policy: a narrow normalisation path)
3. 거시건전성 정책체계(Moving forward with macroprudential frameworks)

<요약>
□ 지난 1년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비동기화(asynchronous)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환경이 매우 복잡해짐
o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경기전망, 외
국인의 美 채권매입세, 점진적이고 투명한 정상화 정책 등으로 금융
상황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통화정책과 금융상황 간 연계성이 약화
o 또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립금리가 하락하여
정상화 속도를 둘러싼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정책여력은 축소된
반면 글로벌 파급효과는 확대되어 정책수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결정시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균형잡힌 정책경로를 모색(strike the delicate balance)할 필요
□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여정은 매우 어려운 길(narrow path)인 만큼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중요함
ㅇ 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의 혼란을 겪는 것은 불
가피하므로 금융불안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면(remain contained) 중앙
은행이 정상화 경로를 수정할 이유는 없음

작성자 : 국제협력국 협력총괄팀 강지연 과장(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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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지난 1년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비동기화(asynchronous)
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환경은 매우 복잡해짐
ㅇ 특히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이 지속적
으로 완화되어 통화정책과 금융상황 간 연계성이 약화
ㅇ 또한 정책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립금리가 하락하여
정상화 속도를 둘러싼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정책여력이
축소된 반면 글로벌 파급효과는 확대되어 정책수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결정시 다양한 정
책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균형잡힌 정책경로를 모색(strike the delicate
balance)할 필요
⇒ 각 국의 통화정책 현황, 통화정책과 금융상황 간 관계 변화 및 그
원인을 살펴본 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과제 및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자 함
□

2. 각국의 통화정책 현황
(선진국)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각
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ㅇ 미국의 경우 지난 1년간(17.6월~18.5월) 세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75bp) 하였으나 실질 정책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
― 노동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상화 속도는 점진적 (2020년
말까지 실질 정책금리는 0.5~1.3%p 상승 전망)일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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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정책금리

실질 정책금리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자료 : IMF, CEIC, Datastream, BIS

ㅇ

반면, ECB와 BOJ는 자산매입을 지속 하고 있으며 실질 정책금리도
당분간 마이너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

두 기관의 대차대조표는 완만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ECB의 자산 규
모는 GDP의 40% 이상, BOJ는 100%에 육박

다만 향후 유로 지역과 일본의 명목 단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하여 년경 플러스 수준을 회복할 전망
ㅇ 여타 선진국(캐나다와 영국을 제외)도 低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 중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

2020

(신흥시장국)

신흥시장국도 대체로 정책금리에 변화가 없었으나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는 금리를 인상
ㅇ 신흥시장국의 실질 정책금리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 그러나 금년 4월 이후 일부 신흥시장국은 美 달러화 가치가 상
승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선호성향이 변화한 영향으로 통화가치 하
락과 자본유출 압력에 노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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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과 금융상황간 연계성 변화

(현 황)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여전히
완화적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통화정책과 금융상황간의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
ㅇ 실제 2015년 이후 정책금리는 1.75%p, 2년물 금리는 150bp 상승한 반
면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70bp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주가지수(S&P
500)는 30%이상 상승하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250bp이상 축소
□ 미국은 이러한 현상을 2000년대 중 통화정책 긴축기에도 경험한 바
있음(Greenspan’s Conundrum)
ㅇ 정책금리는 400bp 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
하였으며 주가가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
ㅇ 이와는 달리 1994~95년 긴축기에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달러화 가치도 상승
□ 美

(원 인)

이처럼 통화정책과 금융상황간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
ㅇ 현재는 과거 두 차례의 긴축기와 달리 경기전망이 긍정적
― 통상 경기확장기에는 신용위험이 낮아지고 배당이 늘어나므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자산가격도 상승
ㅇ
와 의 대규모 자산매입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美 채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대차대조표 축소 효과가
반감

□

ECB

B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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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1994~95년 긴축기에는 외국인 채권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년대 중반 긴축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채권투
자가 증가하면서 기간프리미엄이 축소
2000

외국인의 美 채권 보유1)

채권금리 및 기간프리미엄2)

美 채권금리에 대한 파급효과3)

자료 : 1) 미 금리인상시기별 외국인의 美 채권 보유 규모의 변화
2) 10년물 국채(무표채) 기준 (P. Hordahl and O. Tristani, 2014)
3) 독일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미친 파급효과 (F. Diebold
and K. Yilmaz, 2009)

또한 점진적이고 투명한 금리인상 경로가 제시됨에 따라 금융시
장의 불확실성도 감소
―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중앙은행이 급격한 시장조정을 원하지 않
는다’는 신호로 해석했을 가능성(implicit insurance for risky position

ㅇ

taking)

점진주의 및 예측가능성

주 : 1)
2)
3)
4)

시장변동성

금리인상 속도는 금리인상시기 중 매월 평균
FOMC 금리 결정시 1개월물 및 1년물 OIS 및 Libor 금리 변동의 평균
일별 선물가격 변동의 표준편차(연율)
Merrill Lynch Option Volatility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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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 증대)

년대 초반 이후 장기금리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약해진
반면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증가했다는 주장(Hanson, Lucca, Wright,
2017)이 제기되는 등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
ㅇ 통화정책 민감도가 약화된 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으나 동시에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정책을 조정할 경우 금리가 급등할(snapback) 위험도 상존
□ 또한 대차대조표 조정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불확실함
ㅇ 美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발표로 2018년 중 10년물 미국채의
기간프리미엄이 15bp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그 오차범
위가 70bp에 달함
□ 2000

(중립금리의 하락)

통화정책 정상화의 종착점(end-point)이라 할 수 있는 중립금리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준은 추정 방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ㅇ 중립금리는 인구구조, 잠재성장률 등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실물요인 보다는 통화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참고> 중립금리 하락의 원인과 추정의 어려움’ 참조)

□

(정상화 속도의 딜레마)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 균형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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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
불안정이 발생하거나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경기를 지나치게
압박*할 가능성

ㅇ

의 연구결과 부채수준이 높은 경우 단기적으로 부채상환부담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증폭됨

* BIS

반대로 정상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경우 예상외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ㅇ

*

다만, 최근 필립스 커브가 완만해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유휴인력(slack) 감소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할 위험이 높지는 않음
<금리와 부채의 관계>

<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 파급효과 차이4)>

주 : 1) 명목금리-CPI(독일, 일본, 미국의 단순평균), 2) 프랑스, 일본, 미국의 10년물 물가연동국채수익률 단순평균
3) 비금융부문의 총신용(G7국가와 중국의 GDP 기준 가중평균)
4) “Is there a debt service channel of monetary transmission?(BIS Quarterly Review, Dec.17)

한편 지금과 같이 부채 수준이 높아 금융시장의 금리민감도가 높
아진 상황에서는 정상화가 늦어지면 위험추구행위를 조장하게 되고
역설적으로 급격한 시장조정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
ㅇ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상환부담을 우려
하여 금리를 쉽게 인상하지 못하게 되는 부채의 악순환(debt trap)에
빠질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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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력 축소 및 파급효과 확대)

정책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정책여력을 확보하여 향후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할 필요
ㅇ 정책여력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 것인지는 경기하강 확률 저금리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또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한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상황의 급격한 변동도 고려할 필요
ㅇ BIS 분석결과, VIX가 상승하거나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선진국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신흥시장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자산 회귀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
□

,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글로벌 파급효과>

주 : 주요국(유로 및 미국) 5년물 국채수익률의 기타국 3개월물 시장금리에 대한 충격반응

그러나 글로벌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통화가치 상승과 부채누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정책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ㅇ 통화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외채부담이 줄어들면서 금융상황은 오히려 완화

□

8 / 11

5. 결 론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여정은 매우 어려운 길(narrow path)인 만큼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중요함
ㅇ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의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금융불안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remain contained) 중앙은행이 정상화 경로를 수정할 이유는 없음
ㅇ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일일이 반응하기
보다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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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립금리 하락의 원인과 추정의 어려움
□ 실질이자율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진 배경으로 중립금리의 하락이
지적되고 있음
□ 중립금리는 저축증가, 투자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요인 외에도 소득불균형
확대와 위험선호성향 축소 등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ㅇ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 자본이익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와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
ㅇ 소득불균형 확대도 총저축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위험선호성향이 약화될
경우에도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무위험이자율이 하락
□ 기존의 실증분석에서는 대부분 실물요인을 중립금리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세대중첩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부양비(Dependancy Ratio), 기대여명 및 인구성
장률의 변화가 30년간 실질이자율 하락에 1%p 이상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 Rachel, Smith(2017)은 잠재성장률, 인구구조, 위험프리미엄과 자본의 상대적
가격 등이 80년대 이후 실질이자율 하락에 3%p 가량 기여한 것으로 추정

ㅇ 또한 실질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
립금리 하락의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음*
* 필립스커브를 이용한 필터링 기법으로 중립금리를 추정한 연구들도 대부분 지난
30년간 중립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

□ 한편 중립금리 하락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금리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
ㅇ 샘플기간에 따라 설명계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등 실물요인의 실질이자율
설명력에 일관성이 부족(Borio, 2017)*한 데다 실물요인 자체가 변화하면서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도 함**
* 연구자에 따라 오로지 인구요인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Lunsfold
and West, 2017), GDP 성장률이 실질이자율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
기도 함(Hamilton et al, 2015)
**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구요인이 실질이자율 상승에 기여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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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요인과 실질이자율의 관계>

<실질이자율과 통화정책체제>

주 : Borio, Disyatat, Juselius and Rungcharoenkitkul, “Why so low for so long? A long-term view of
real interest rates”, BIS Working papers, December 2017

ㅇ 또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도 중립금리 하락보다는 필립스커브의 비선형성
및 구조변화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최근에는 통화정책체제의 변경 등 통화요인이 실질이자율에 더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당국은 중립금리 추정에 보다 신
중해야 할 필요
ㅇ 금본위제 기간 및 인플레이션 타겟팅 기간에는 실질이자율 수준이 낮아지는
등 통화정책체제 변경시기와 실질금리의 구조적 변화 시기가 맞물림(Rapach
and Wohar, 2005)

ㅇ 실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30년간 실질이자율 하락에 1.3%p 가량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Bori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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