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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지표를 포함한 준칙금리 산정
 자산가격(주가 및 주택가격), 신용, 레버리지, 신용스프레드, 환율 등
다양한 금융안정지표(xt)를 추가하여 준칙금리(it)를 산정

(단,

: 준칙금리,
: 실질중립금리,
: 물가목표,
: 산출갭,
: 금융안정지표 갭,

: 인플레이션갭,
: 가중치)

― 금융안정지표의 선정 기준 및 균형수준 설정, 가중치 부여 방식, 금융
안정지표 포함 준칙금리의 거시경제 성과 제고 여부 등에 대해서
연구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Kaf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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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순환을 고려한 중립금리
 중립금리 : 경제활동이 잠재수준에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의 실질금리로 정의(Blinder,
1998)

― BIS(2016)*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금융순환에 의해 경기변동이
확대 또는 수축될 수 있으므로 잠재GDP 및 중립금리 추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금융중립적 실질금리
* Juselius, Borio, Disyatat and Drehmann, ｢Monetary policy, the financial cycle
and ultra-low interest rates｣, BIS Working Paper(16.7월)

 개념적으로 금융중립적 실질금리는 금융확장기에는 기존 중립
금리보다 높게, 금융수축기에는 낮게 추정됨
― 금융확장에 따른 경기상승폭 확대(산출갭 확대)시 금융중립적 잠재GDP가
기존 잠재GDP보다 낮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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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순환을 고려한 중립금리
 BIS(2016)는 미국을 대상으로 금융중립적 실질금리를 추정
― 추정결과 글로벌 위기 이후의 완화적 금융상황을 반영하여
2015.1/4분기 현재 금융중립적 실질금리(0.6%)가 기존 연구
(Laubach and Williams, 2015)에서 추정된 중립금리 수준(-0.1%)을 상회
미국의 금융중립적 실질금리

미국의 금융중립적 GDP갭

자료: ｢Monetary policy, the financial cycle and ultra-low interest rates｣, BIS Working Paper(20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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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한 예상 정책금리 경로 산출 및 공표
 노르웨이, 스웨덴은 금융안정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하고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표*
* 노르웨이: 2012~15년에는 금융안정 고려시와 미고려시 정책금리 경로를
함께 공표하다가 2016년부터 금융안정 고려시 정책금리 경로
(대상시계 4년)만 공표
스웨덴: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한 정책금리 경로를 공표(대상시계 3년). 다만
2013년 이후 금융안정에 대한 가중치가 크게 축소

― 구체적으로 중앙은행 손실함수(𝑳𝒕)에 금융안정 지표(𝐱𝒕)를 추가해 예상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

― 금융안정지표로 노르웨이는 정책금리갭(정책금리-중립금리), 스웨덴은
가계부채비율갭(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장기추세치 대비 격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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