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槪 況

1⃞ 금년 들어 韓國銀行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安定
과 均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通貨政策을 운용하였다.

2⃞ 먼저 韓國銀行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도 物價安定目標
를 지난해와 같이 根源인플레이션 기준 3.0±1%로 설정하였다.
다만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기 물가
안정목표는 계속 2.5%로 유지하였다.

3⃞ 연초이래 실물경제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미국 금융시장 불
안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金利政策을 신축적으로 수행하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콜금리 목표를 4%로 계속 유지하였다. 그
동안의 금융완화기조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시책 등에 힘입어 소
비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景氣回復 추세가 이어졌지만 설비투
자 및 수출이 여전히 저조하여 경기회복의 충분한 浮力이 확인
되지 않았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5월 들어서는 내수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輸出과 設備投資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이
에 따라 수요면에서의 物價上昇壓力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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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가세하여 향후 물가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또한 低金利를 배경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통화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은
행은 콜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인상(4.0% → 4.25%) 조정하
였다.

이후 8월까지는 콜금리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4.25%선을 유지
하였다. 실물경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나 미국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不確實
性이 증대된 데다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物價安定效果
(disinflationary effect)로 물가상승압력도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
이다.

4⃞ 通貨는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조
절하였다.

M3 증가율은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4/4분기중
11% 중반에서 금년 4월중 13% 중반대로 높아졌으나 5월 이후
콜금리 목표 인상,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
입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M2 및 신M1 등 여타
通貨指標 증가율도 민간신용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5월 이후 하
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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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通貨安定證券 발행을 통해 超過流動性을 흡수하였다. 그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전년말보다 7조원 가
량 늘어난 86조원에 달하고 있다.

5⃞ 韓國銀行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고
企業貸出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總額限度貸出資金 배정기준을 바꾸어
同 低利資金이 가계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는 은행에는 적게 배
정되고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정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종전 미달금액의 50%만 총액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던 것을 75%로 차감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어음위주의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현금위주로 대체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2월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총액대출한도를 증액(3조원 → 4.3조원)하였으며 4월에는 은행
별 총액한도대출자금 배정시 감안하는 상업어음 할인실적의 인
정비율을 하향조정(80% → 70%)하였다.

6⃞ 금융기관 경영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수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現實適合性을 제고하였다.
금년 1 ~8 월중 8 개 은행에 대해 共同檢査를 실시하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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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은행의 여신운용방향, 유가증권 투자전략 등 통화신용정책
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수집하고 정책 파급효과 등도 점검하였
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대출수요 및 신용리스크 정
보 등을 분기별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화정책에 반영
하였다.

이에 더하여 통화정책의 透明性과 信賴性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經濟動向懇談會」
,「金融協議會」등을 매월 개최하
여 현장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외부전문가의 意見을 들어 정책
수립시 활용하였다.

7⃞ 금년중 實物經濟 및 金融市場 동향을 보면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4월 이후 미국 금융시장 불안
의 영향으로 시장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중자금사
정은 대체로 원활하였다.

實質 GDP成長率은 1/4분기중 5.8%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중에는 소비의 호조지속과 함께 수출 및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6.3%로 확대되었다.

物價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8월중 소비
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5% 올랐으며 根源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대비 3.0% 상승하여 금년도 물가안정목표 범위(3±1%)의
중심선에 머물렀다. 經常收支는 1~7월중 흑자규모가 전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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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수준인 35.5억달러로 축소되었는데 특히 서비스수지의
큰 폭 악화가 두드러졌다.

金融市場은 주가 등 일부 가격변수가 미국 금융불안 등 해외요
인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시
중자금사정은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기업의 현금흐름이 호전됨
으로써 전반적으로 원활하였다.

外換市場에서는 외환의 공급우위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4월 중순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
다 최근에는 1,200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 향후 實物經濟는 내수의 견조한 신장세와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도 상대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
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내경기의
상승속도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經常收支는 국내경기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物價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 임금
및 국제유가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金融市場은 당분간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 등에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나 경기회복과 함께 기업의 여유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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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사정은 계속 원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外
換市場에서는 외환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나 원화환율
은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등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 앞으로 韓國銀行은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 經濟의 安定成長基調 유지에 중점을 두고
通貨政策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실물경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운용에 있어 안정과 균형을 더욱 중
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不動
産價格의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
제하고 流動性을 適正水準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힘쓸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우려 및 미·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 등 높아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계속 유의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
획이다.

한편 미시적 정책운용면에서는 金融資金이 가급적 생산적인 부
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금의 단기
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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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음결제 대신에 현금결제 위주의 상거래관행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등 관련제도를 꾸준
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원활한 共同檢査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支給決濟制度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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