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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이후 1년 만에 다시 기회를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
시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었고, 금년 들어서는 경기와 물가관
련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
히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해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주
장하는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금융
발전이 생산함수중 기술발전 파라미터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1)2), 물적자본 수
준3)4)이나 인적자본 수준5)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
습니다. 이론적 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로
(1991)6)의 방법을 이용하여 킹과 레빈(1993)7)은 1960년에서 1989년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만든 80개 국가의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동 분
석에서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는 ‘금융부문 총유동부채/GDP비율’등의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발전을 GDP대비 금융부문 총유동부채 비율 또는 GDP대비 민간신
용 비율 등으로 정의하면, 일반적인 결론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 초기에 금융발전이 거꾸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8) 80년대초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금
융시장 개방(financial liberalization) 정책 이후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
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금융시장 개방과정
에서 급속히 늘어난 신용, 즉 금융부문 유동성 증가로 금융발전이 이루어진 것
처럼 여겨졌으나, 경제성장은 크게 후퇴하고 말았습니다.9) 다시 말하면, 유동
성으로 정의된 금융발전은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는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이
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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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최근 10여년 간에도 과도한 금융발전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됐습
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발전이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금융부문의
발전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
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개발 초기단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선 선진국들에서도 지나친 금융발전은 경제에 부정적인데, 이들도 금융발
전에 대한 대리변수로 대부분 민간신용의 증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중의 하나가 체케티와 카루비(2012)10)입니다. 이들의 연구결
과는 민간신용비율로 측정되는 금융발전은 어느 임계점까지는 경제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그 임계점이후 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온다
는 것입니다. 즉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 ‘역-U자형 포물선’ 관계가 성립한다
는 것인데 GDP대비 민간신용비율 100%가 그 임계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총
민간신용비율 대신 은행부문의 민간신용비율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일정 임계점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는데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 90% 수준이 임계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간신용비율을 이용한
연구는 계속 이어졌는데 황순주(2017)11)에 따르면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임계점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88-100%의 GDP대비
민간신용비율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경제내의 총신용을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부분으로 나누어 이들이 일정 임계
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와 과도
한 가계부문 레버리지 상승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등도 진행되
어 왔습니다. 우선 체케티와 잠폴리(2011)12)는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의 18
개 OECD국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내의 GDP대비 신용규모가 일정 임계치
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계량분석을 통해 보
여준 바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임계치는 각각 정부부문 신용 85%, 기업신
용 90%, 가계신용 85%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과도한 부채는 성장
에 해가 된다.(High debt is bad for growth.)”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세계경제포럼(WEF)은

2010년

보고서13)에서

GDP대비

가계신용은

75%, 기업신용은 80%, 그리고 정부부문신용은 90%를 임계치로 제시한 바 있
습니다. IMF는 2017년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14)를 통해 가계부채가 은
행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 2 -

증가하면 은행위기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가계부채/GDP비
율이 65% 이상일 경우 은행위기 발생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가계부채 증가가 지나칠 경우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
인이 될 수 있으며, 은행위기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바
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비금융부문 부채의 합을 매크로 레버리지라 부르기도 하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 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
고 민간신용이 200%에 육박함에 따라 GDP대비 매크로 레버리지비율은 230%
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매크로 레버리지 중에서 어느 부문의 부채가 특히 문제
가 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
지만, 중국은 높은 기업부채가 문제로 지적되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정부부
채가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3. 금융발전과 금융안정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많은 경
제학자들이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가 금융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경
제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민간신용공급의 확대로 정의된 금
융발전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많은 파생금융
상품 등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금융혁신이 리스크 분산 등의 기능을 통해 금융
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혁신은 잘 알려진 바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
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금융불안정이
금융공학의 발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융불안정의 또 다
른 중요한 원인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완화적 금융상황하에서 과다하게
공급된 신용규모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금융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여겼
었는데 과도한 신용공급은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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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초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 등의 영향으로 미 연준은 저금리기조를 유
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신용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금
융회사들이 신용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기준도 크게 느슨해졌
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난 신용이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붐이 조성된 것입니다.15) 테일러(200
7)16)는 2002-06년 미 연준이 테일러준칙을 따라 정책금리를 높게 가져갔다면
주택버블의 대규모 확산과 이의 붕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과 주택가격간의 연계
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4. 금융불균형의 누적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
책은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위기 극복
을 위한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들은 경기가 “대공황
기(The Great Depression)”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는 성공하
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을 대공황과 대비되는 “대침체기(The Great
Recession)”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기가 급랭하는 것을 방
지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증가에 의한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 누
적 문제가 야기되었는바, 신용확대에 의해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레버리지 증가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신용의 확대가 금융불균형의 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통화정책이 밀접히 관
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제결제은행(BIS)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수립
시 금융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BIS의 통화경제국장인 보리오(2012)17)는 금융순환(financial cycle)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
시건전성정책들을 중기적 시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취약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역
시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참가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의 단기적
시각이 금융위기를 불러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리오
는 이듬해 BIS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논문(2013)18)에서도 금융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순환을 고려한 잠재성장률과 산출갭을 측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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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융중립적인 산출갭 측정이 필요함을 강
조하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태에서는
경제가 잠재성장경로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IS의 이러한 논의는 금융중립적인 산출갭 논의에서 진전되어 금융중립적 중
립금리를 추정하는 연구로도 이어졌습니다. 유셀리우스와 보리오 등(2016)19)에
따르면 금융순환을 고려하여 추정하면 일반적인 모형에 의한 추정의 경우 보
다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따라서 산출갭은 마이너스 폭이 더 작거나 아니
면 소폭 플러스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의 경우도 금융중
립적 중립금리는 일반적인 추정의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실제로는 생각보다도 더 완
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현재화된 후 대응하는 것
은 너무 작게, 그리고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며, 이는 전체의 금융순환 과정
에서 정책의 누적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리오는 2018년 11월 행한 연설20)에서 통화정책체제는 ‘믿음’에 전적으로 달
려있다며 이 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믿음을 축적하는 데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떼려야 뗄 수 없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둘 사이는 완벽한 파트
너라기보다는 서로 편하지 않은 관계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
드리안과 신현송(2009)21)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들을 분리해서 봐야 한
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두 정책은 분리할 수 없다. 최소한 두 정책은 긴
밀히 협조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지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5. 과도한 신용에 대한 경고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그동안 세계가 겪었던 많은 금융위기들이 신용확
대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킨들버거의 연구가 금융위기의 역사서로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간된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
구도 매우 광범위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킨들버거와 알리버는 그의 저서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22)에서
1636년 네덜란드의 튤립버블 이래 1995~2000년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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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0대 금융버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23) 10대 버블의 특징은 대부분
이 신용팽창 이후 부동산시장 또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생성되고 붕괴되었다
는 사실입니다. 버블은 항상 터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들은 “광기와
패닉의 순환이 경기순환 파동과 함께 오르내리는 신용공급의 변동에 기인한
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약 15년에 걸쳐 나타난 서로 다른 버블들의 상
호연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80년대 후반 일본의 주식
시장과 부동산시장 거품,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0년대초 미국의
닷컴버블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버블붕괴 이후
유출된 자금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로 유입되었고, 이
들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과 증권가격이 붕괴된 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아시아를 빠져나온 자금은 미국으로 흘러들어 갔고 이는
90년대말 2000년대초 미국의 닷컴버블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위기는
계속 피어오르는 질긴 다년생화(hardy perennials)”같다는 킨들버거의 유명한
지적처럼 결국 과다한 신용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위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
다. 이들은 이와 같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하였
는데, “중앙은행의 책임자들은 전통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
해서라면 금리인상을 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반면 그들은 자산가격 거품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극히 꺼린다. 심지어 사실에 기초해 거품의 존재가 인정
되는 것 같아도 거품이 존재한다거나 과거에 존재했을 가능성마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2009)24)도 각국의 재정위기, 은행위기, 그리고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등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본의 유입은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800년 동안 66개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분석하였는바, “정부와 금융전문가들은 매번 「이번엔 다르다」며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코 단 한 번도 달랐던 적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
습니다. 이들은 여러 위기에 대해 역사적 고찰을 하며 역시 과다한 신용의 위
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보내므로
이들이 성공으로 포장된 신용버블에 도취되지만 않는다면 이를 볼 수 있겠지
만, 이에 도취된다면 그들 역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의
선배들처럼 말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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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학자들이 사전에 경고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국 여왕까지도 왜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없었는지를 질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구람 라잔(2010)25)은 자신
을 비롯하여 로버트 쉴러, 케네스 로고프, 누리엘 루비니, 윌리엄 화이트 등
경제학자들이 금융위기에 대해 사전 경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08년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의 책임이 오로지 연준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
지만 -다시 말해 미국 정부와 금융계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연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 인사들은 1% 포인
트 정도의 금리인상으로 자산가격 상승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중요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미안과 수피(2014)26)도 미국의 대공황과 대침체 기간 직전 가계부채가 급증하
고 이것이 은행위기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심각한 불황에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쌓이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선행하였으며, 가계부채의 증가, 자산가격의 폭락, 심각한 경기후퇴, 이
세 가지는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국과 해
외의 사례들을 분석한 후 내린 결론중 하나는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쉬킨(2013)27)은 자산가격 버블을 신용에 의해 촉발된 버블과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 촉발되는 버블로 구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이 신용에 의해 촉발되는 버블에 대해 사전대응 없이 방임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청장을 지낸 아데어 터너(2016)28)는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은 금융부문의 규모 확대와 심화가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다고 전제하였으나, 이는 오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터너는
“현재 금융시스템은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부채 창출이 버블 생성-붕괴를 초래하며, 버블 후 남겨진 과다부
채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진단하였습니다.

- 7 -

6. 마무리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안정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 연구
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
용공급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연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화정책 수립과정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시경제정
책인 통화정책이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6년말 금통위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와 금융안정
에 대한 고려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행 통화정책 체제하에서 금
융안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화정책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1) Saint-Paul, Gilles, “Technological choice,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6 (1992), pp.763-781.
2) King, Robert G. and Ross Levine, “Finance, entrepreneurship,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2 (1993), pp.513-542.
3) Greenwood, J. and B. Jovanovic,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1990), pp.1076-1108.
4) Bencivenga, Valerie R. and Bruce D. Smith,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Endogenous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8 (1991), pp. 195-209.
5) De Gregorio, Jose and Se-Jik Kim, “Credit Markets with Differences in Abilities: Education,
Distribution,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April 1994.
6) Barro, Robert J.,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4 (1991), pp. 407-433.
7) King, Robert G. and Ross Levine,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3a), pp. 717-737.
8) De Gregorio, Jose and Pablo E. Guidotti,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MF Working Paper WP/92/101, December 1992.
9) Diaz-Alejandro, Carlos, “Good-Bye Financial Repression, Hello Financial Cras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9 (1985), pp.1-24.

- 8 -

10) Cecchetti, Stephen G. and Enisse Kharroubi, “Reassessing the impact of finance on
growth,” BIS Working Papers No 381,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July 2012.
11) 황순주, “구제금융 보증을 통한 정부개입의 경제적 효과,” 한국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7년 12월. 동 논문은 Areand et al.(2012), Law and Singh(2014),
Cournede and Denk(2015) 등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12) Cecchetti, Stephen G., M S Mohanty and Fabrizio Zampolli, “The real effects of debt,”
BIS Working Paper No 352, September 2011.
13) “More Credit with Fewer Crises: Responsibly Meeting the World’s Growing demand for
Credit,” A World Economic Forum Report in collaboration with McKinsey & Company,
2010.
1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GFSR), IMF, October 2017.
15) “화폐와 금융시장”, 정운찬, 김홍범저, 율곡출판사, 2018.
16) Taylor, John B., “Housing and Monetary Policy,” NBER Working Paper No. 13682,
December 2007.
17) Borio, Claudio, “The financial cycle and macroeconomics: What have we learnt?,” BIS
Working Papers No 395,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December 2012.
18) Borio, Claudio, Piti Disyatat and Mikael Juselius, “Rethinking potential output: Embedding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cycle,” BIS Working Papers No 404,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February 2013.
19) Juselius, Mikael, Claudio Borio, Piti Disyatat and Mathias Drehmann “Monetary policy, the
financial cycle and ultra-low interest rates,” BIS Working Papers No 569,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July 2016.
20) Keynote speech by Claudio Borio, “On money, debt, trust and central banking,” Head of
the BIS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Cato Institute, 36th Annual Monetary
Conference, 15 November 2018, Washington D.C.
21) Adrian, Tobias and Hyun Song Shin, “Money, Liquidity, and Monetary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2009, 99:2, 600-605.
22) Kindleberger, Charles P. and Robert Z. Aliber,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Palgrave Macmillan 2006. <킨들버거와 알리버,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
의 역사,” 김홍식역 굿모닝북스 2006.>
23) 10대버블은 유명한 1720년 영국의 남해회사 (South Sea Company)버블과 프랑스 미시시피회사
(Mississippi Company), 대공황시기 미국주식시장 거품과 함께 1980년대 이후의 주요 금융위기인
82년 멕시코 위기, 80년대말~90년대초 북유럽위기, 94년 멕시코위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을
망라하고 있다.
24) Reinhart, Carmen M. & Kenneth S. Rogoff, “This time is different),”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라인하트와 로고프, “이번엔 다르다,” 최재형 박영란역, 다른세상 2010.
25) Rajan, Raghuram G., “Fault Li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라구람 라잔, “폴트
라인,” 김민주, 송희령역, 에코리브르, 2011.>
26) Mian, Atif & Amir Sufi, “House of Debt,”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4. <미안과 수피,
“빚으로 지은집,”박기영역, 열린책들, 2014.>
27) Mishkin, Frederic 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3. <미쉬킨, “화폐와 금융”, 정지만 등역, ㈜피어슨 에듀케이션코
리아, 2013.>
28) Turner, Adair, “Between debt and the devil – Money, credit and fixing global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아데어 터너,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우리금융
연구소역, 도서출판 해남, 2017.>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