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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길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급경로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
는 경로는 블랙박스(black box)1)로 불릴 만큼 복잡하며 이것조차 개별
국가들의 금융구조나 거시경제환경,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 등에 따라 상
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용
이하지는 않다. 이러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通
貨主義(monetarism)를 대표하는 밀튼 프리드만(M. Friedman)은 통화
당국이 단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폭
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1절 通貨政策의 波及經路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전통적인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 및 환율경로(exchange rate channel), 그리고 금리경
로와 대비되는 신용경로(credit channel) 등이 있다.2)

1. 金利經路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하여(M↑) 단기금
리를 낮추면(is↓) 장기금리(il↓)와 은행금리(ib↓)도 함께 하락하여 기
업투자(I↑)와 가계소비(C↑)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산의 증대(Y↑)로
이어진다.
금리경로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내
1) 통화 타게팅(monetary targeting) 체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 통화
타게팅 체계를 단순화하면 P=α
M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P)은 통화(M)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두
변수는 α
로 연결된다. 따라서 α
의 절대수준이 중요하며 α
의 내용(다시 말해 통화 M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P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파급경로 문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쉬킨(F. Mishkin)은 이를
“축약방정식 형태의 접근 방식(reduced form approach)”
이라 지칭하였다.
2) Mishki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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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파급경로

금융·외환시장

금리경로

통화정책
(정책금리,
통화량)

자산
가격
경로

q이론
富의
효과

실물경제

단기금리 → 장기금리, 은행
여수신금리

소비, 투자

주가 → q

투자

주가, 부동산가격 → 개인의 부

소비

환율경로

금리 → 환율

수출, 수입

신용경로

은행예금, 대출,
대차대조표 → 리스크 프리미업

소비, 투자

총수요
생산
물가
경상수지

M↑ ⇒ is↓ ⇒ il↓, ib↓ ⇒ I↑, C↑ ⇒ Y↑
1단계 : 금융시장

2단계 : 실물부문

에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및 은행금리로 순차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이
다.3) 둘째는 전반적인 금리 변화가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론적으로 이 두 단계가 모두
원활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면 단기금
리는 중앙은행의 의도에 따라 즉시 반응한다. 이러한 금리의 예로는 금융
기관끼리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만기 1일의 콜시장 금리를 들 수 있
3) 금리경로에서는 명목금리가 아닌 實質金利가 금리경로의 작동 매개체이다. 이는 통화정책수행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명목금리가 제로 수준에 접근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더 이상 명목금리를 낮출
e↑)을 통해 실질금리를 하락(i ↓)시킴으로써
수 없더라도 통화공급량 증대(M↑)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π
r
실물경제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제로금리정책을 펴
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질금리가 떨어짐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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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통상 콜금리는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며, CD 금
리, 기업어음(Commercial Papers: CPs) 금리와 같이 대체로 만기 90일
이내의 단기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다.
그러나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는 반드시 단기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는 것은 아니다. 국고채,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상 장기채권의 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평균 예측치와 장기간의 채권보유에 따르는 리
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의 합으로
구성된다.5) 따라서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정은 장기금리 결정의 한 부
분이며, 금융시장이 앞으로의 경기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측하
느냐, 그리고 유동성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 장단기금
리는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한편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대체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변동하지
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은행금리가 규제되어 있거나,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졌더라도 창구지도 등에 의해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그리고 몇몇 대형은행이 여수신의 대부분을 점하는 과점구조를 가
지고 있어 은행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담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6)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상업은행
들은 신속히 프라임레이트를 조절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있다. 개도국은
4) 금융기관들은 하루 중 영업결과 자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데 남는 기관은 부족한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준
다. 만기는 1일이 보통이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고 회수할 수도 있으므
로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 자금 과부족에 즉시 영향을 미쳐 콜금리를 움직인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장을 페더
럴펀드시장이라고 하며 페더럴펀드금리는 미 연준의 주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5) 장기금리의 결정이론중 하나인 기대가설(expectations theory)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만기동안 예상되는 단기금
리의 평균치이다. 이때 미래의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이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인상하면 이는 앞으로의 금리상승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장
기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하지만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단기금리를 인상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아짐으로써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한편 시장참가자들이 경기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예
상하면 앞으로 단기금리가 올라갈 것이므로 장기금리도 상승한다.
유동성프리미엄 이론(liquidity premium theory)에 의하면 장기금리는 여기에 더하여 유동성프리미엄(혹은 기간
프리미엄, term premium)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채권을 오랜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다 보면 채권가격의 변동이
필연적인데, 필요에 의해 채권을 현금화시킬 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채권을 보
유토록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프리미엄은 항상 陽의 부호를 가지므로 기대가설이 상
정하는 것에 비해 금리수준이 더 높다. 유동성프리미엄 이론은 가장 현실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ishkin(2001), 김시담(2001)
6) BI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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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은행부문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 여수신금리가 통화정책
에 얼마만큼 신속히,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 4-1>

미 연준의 페더럴 목표금리 변경과 프라임레이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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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경로의 두 번째 단계는 기업의 투자나 개인들의 주택구입, 내구소
비재 구입이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데 이때 투자비용이 낮아지면 그
만큼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다. 한편 선진국에
서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구입이 할부금융을 통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의 변화는 개인의 소비활동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친다.그러나 금융비용은 투자나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
이며, 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상황에 더 큰 영
향을 받는다.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
다면 투자를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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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경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금융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
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시장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카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1998년 이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정
책운용 목표로 활용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도 높아졌다. 이
러한 상황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효과가
금리경로를 따라 파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리경로의 장애요인도 만만치 않다.
<표 4-2>

주요 시장금리간 상관계수

콜-CD
콜-회사채
콜-국채
CD-회사채
CD-국채
회사채-국채

1989∼91

1992∼94

1995∼97

1998∼2000

0.73
0.78
..
0.75
..
..

0.86
0.78
..
0.95
..
..

0.85
0.81
0.92
0.84
0.90
0.91

0.99
0.97
0.88
0.98
0.93
0.95

2. 資産價格 經路
통화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
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가격 경로가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가계의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기업도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
을 통한 자금조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주가
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산가격 경로는 Tobin
의 q 이론과 富의 效果(wealth effect)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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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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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의 q 理論
토빈의 q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 of
firms)를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of capital)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7) 금리인하로 주가가 상승8)하면 기업의 시장가치(분
자)가 커져 기계나 공장과 같은 실물자본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분
모)을 상회함으로써 q가 상승한다. 이는 기업들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늘릴 수 있

7)

기업의 시장가치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

8) 통화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통화론자(monetarist)와 케인지안
(Keynesian)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통화론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경제주체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케인지안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채권가격 상승)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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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금리 인하(통화공급 확대) → 주가 상승 → q
상승 → 투자 확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M↑ ⇒ P e ↑ ⇒ q↑ ⇒ I↑ ⇒ Y↑
토빈의 q 이론은 통화정책 완화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져야만 성립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제약요인이 있다. 먼저 주가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수익성,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인데 다른 조건이 열
악한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주식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겠느냐는
점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미 연준이 수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던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여건의 영향
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주가가 국내통화정책의 변화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주가변화에9) 더 민감히 반응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주
가 변동이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에 있어서도, 주가는 단기적 등락이 매우
심한 반면 투자는 투자결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므로 실제 기업이 얼마만큼이나 주가변동을 고려하면서 투자행위를 할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는다.10)

富의 效果
토빈의 q 이론이 투자에 대한 주가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면 富
의 효과(wealth effect)는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富가 늘어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9) 한국과 미국 주가의 상관계수 추이(등락률 기준)
DJIA
KOSPI
KOSDAQ
10) 정운찬(1996)

NASDAQ

96∼98

99

2000

2001.상

96∼98

99

2000

2001.상

0.17
0.07

0.27
0.15

0.36
0.16

0.39
0.31

0.15
0.09

0.25
0.12

0.44
0.41

0.4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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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Pe↑ ⇒ 개인의 富↑ ⇒ C↑ ⇒ Y↑
富의 效果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변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금리 하락과 통화량 증가는 주식과 비슷하게 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늘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
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들은 이전보다 부유해진 것으로 생각하여 소
비지출을 늘릴 개연성이 커진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담보가치
도 높아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이를 소비재원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소 불
투명하지만 자산가격 변화가 소비나 투자행태에 어떻게 파급되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많이 행해졌다. 최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주가변동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사
치재 소비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가상승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민간소비증가율은 0.6% 포인트 증가하고 효과가 지속되는 시
차는 1∼2분기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1) 한편 부동산가격에 관해서
는 토지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따
르면 토지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가계소비를 단기에 1.4%, 장기에
1.8%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참고 4-1

주식과 부동산의 富의 效果 차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부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
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변동 정도와 방향이 서로 상이하여 이들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자본이익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부의 효
과는 개별자산들의 상대적 부의 효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
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 초까지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절대적 규모가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비에의 영향에 있어 주식이 주택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0년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과정에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경제에 逆 富의 效果(negative
11) 김병화, 문소상(2001)
12) 박광민(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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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effect)를 가져다준 반면 부동산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를 상당히 억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자산의 형태별로도 주식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의 효과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일부 국민들만 보유하고 있고 그 조차 특정 대주주에게 집중되
어* 있는 반면 주택은 이 보다 훨씬 광범위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고 금액면에서도 巨
額이다. 따라서 전체 부의 효과에 있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가 주가 변동의 경
우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소비행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가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보
다 두 배나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본이득의 원천과 형태별로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자본이득
의 원천별로는 아직까지 심층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없지만 미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이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주택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 중 10∼15%
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식자본이득에 따른 소비성향을 훨씬 넘어서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본이득의 형태가 실현이익이냐 비실현이익이냐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장부상의 상승에 그친 상태에서는 향후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의 상실 등 불확실성
이 존재하므로 이것이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반면 보유자산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져 자본이득이 실현된 경우에는 이것이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
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다만,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이 보편화되
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매매가 뒤따르지 않더라도 주택담보가액 상승에 따른 대
출증대를 통해 소비지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투자인구는 1999년 현재 전체인구의 7.1%로 추정되고 있으며 1가구 4인 가족을 기준
으로 할 경우 전체 가구의 25% 정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증권거래소, {주
식}, 2000.4월). 물론 주식형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등 간접투자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주식보유 비율은 이
보다는 커질 것이다. 한편 2000.9.21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여론조사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자의 주식보유비
중이 저소득자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주식
보유자 비중은 6.6%인 반면 2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주식보유자 비중은 1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Karl Case, John Quigley and Robert(2001), 동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가격 10% 상승은 소비를
0.6% 증가시킨 반면 주가의 10% 상승은 소비를 0.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2001. 8월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그린스펀은 가계의 富가 1달러 늘어날 경우 약
3∼5센트의 소비증가(소비성향 3∼5%)가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자본이득의 10∼15%가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주택자본이득에 의한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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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換率經路
국제화가 진전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율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경로의 1차 단계는 국내금리 변화가 환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는 투자가들이 국내통화표시 금융자산과 해외통화표시 금융자산을 선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자.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예: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달러화 표
시 금융자산(예:외화예금)을 매입하고자 할 것인데, 그러자면 원화를 팔
고 달러를 사야한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의 초과수요를 가져
와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원화 환율 상승).
원화 환율의 상승은 2차 단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율상승은 달러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가격 변화
에 따라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둘째,
환율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높여 곧바로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25달러에서 변함이 없더라도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은 30% 오른다. 셋째, 환율
변동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외화 자산과 부채 가치를 변화시켜 재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 진전으로 국내 기업이
나 금융기관들은 해외자본을 도입하고 이를 해외에서 운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부채가 많은 기업은 상환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
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이 거의 두 배 가까
① 수출품가격↓, 수입품가격↑ ⇒ 경상수지 개선

M↑ ⇒ ir↓⇒ E↑⇒

② 수입품가격↑ ⇒ 국내물가 상승
③

1단계 : 금융외환시장

외화표시 채권 ＞ 채무 ⇒ 재무상태 개선
외화표시 채권 ＜ 채무 ⇒ 재무상태 악화
2단계 : 실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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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르면서 해외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하기
도 하였다.
환율경로의 2차 단계는 비교적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1차 단계,
즉 국내통화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13)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환율은 국내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율은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exogeneous condition)으로서
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선 국내금리
와 해외금리 차이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채권투자 규모 자체가 미미14)하
여 콜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이것이 환율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외국인 채
권투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해외자본 유입은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환율경로에서 상정하듯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주가의 상승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 원화에 대한 수요 증가 → 원화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
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엔화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다.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00원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엔화가 달러당 100엔에서 130엔으
로 상승하였다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원화는 별다른 수급상의 변화요인이 없는데도 엔화와 동반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15)
13)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금리평가이론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동 이론이 성립하려면 아래식에서
β
의 값이 1 이어야 한다.

(St +1 － St) / St = α+ β(rt － rt*) + εt
단, St +1는 t+1기의 환율, St는 t기의 환율, rt는 t기의 국내금리, rt*는 t기의 해외금리, ε
t는 교란항. (St +1－St)/St
는 자국통화의 상승률(절하율)이므로 β
의 부호는 陽(+)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Froot·Thaler(1990)가 금리평가이론의 성립여부를 검증한 75개의 연구내용을 서베이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β
값은 -0.88로 부호가 예상과 반대로 나타났으며 β
의 부호가 陽(+)인 경우에도 절대값이 1과는 통계적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2001년 8월말 현재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 금액은 총 73조 3,475억원인데 이중 채권투자금액은 전체의 0.8%
정도인 5,592억원에 불과하다.
15)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즉시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원화 환율이 상
승한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기대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
출이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해외로부터의 달러화 공급이 줄어들어 달러화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치하락이 확실한 원화를 먼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
장기대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개월 후에 나타날 원화가치 하락을 즉각 시장에서
반영토록 한다.

152 제4장 通貨政策 效果의 波及

<그림 4-3>

콜금리와 원화 및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 추이

(%)

(10원/U＄, ￥/U＄)
140

7.0

135

6.5
6.0

130

콜금리(좌축)

5.5

125

5.0

120
10원/U＄(우축)

4.5

115
110

4.0
￥/U＄(우축)

105

3.5

2000.1

3

5

7

9

11

2001.1

3

5

7

4. 信用經路
앞서 살펴본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및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영향을 줌으로써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다시 말해 은행대출에 영
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축소하면 이는 은행예금의 감소로 나타난다.16)
은행은 예금 감소에 대처하여 대출을 줄이든지 채권보유를 줄여야 하는
데 통상 은행은 부도 리스크가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때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기업들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만약 이들 기업이 자기신용으
로 자본시장에서 기업어음이나 주식 등을 발행하여 상환되는 대출금만큼
16) 통화는 은행의 부채로서 주로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화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제2장의 <참고 2-1>“통화
의 이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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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물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고객은 자기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개
인들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이들은 바로 자금부족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신용경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M↓ ⇒ 은행예금↓ ⇒ 은행대출↓ ⇒ I↓ ⇒ Y↓
1단계 : 금융시장

2단계 : 실물부문

이러한 통화정책 파급경로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방식
다양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예
금이 감소하더라도 은행이 CD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긴축 이전과 별 차이 없이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특
별히 대출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금융국제화의 진전으로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사정
이 긴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았거나 정책당국의 신용규제가 남아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경로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조를 보면 대출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고려한 은행의 자금운용 결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대출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아
직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대출경로에 대한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대출경로의 유효성이 비교적 큰 것으
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들어 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17)
이밖에도 통화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 즉 자산 부채 상태를
변동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긴축 통화정책
에 의해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미래 매출과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부채
17) 장동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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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일반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추이
(구성비, %)

1980
(자금조달)
예수금
양도성예금
차입금
(원화)
(외화)
콜머니
RP 매도
합 계
(자금운용)
대출금
(원화)
(외화)
유가증권
예치금
콜론
매입외환
합 계

1985

1990

1995

2000

66.6
0.0
30.5
16.5
14.0
3.0
0.0
100.0

54.3
2.2
39.8
25.0
14.7
3.8
0.0
100.0

64.2
3.3
23.7
13.8
9.8
7.0
1.8
100.0

63.5
10.7
19.0
7.2
11.9
5.6
1.1
100.0

80.1
3.0
11.3
6.0
5.3
1.9
3.6
100.0

71.1
62.4
8.7
8.3
11.9
0.7
7.9
100.0

70.0
58.8
11.1
10.9
11.2
1.9
6.1
100.0

66.9
51.4
15.5
15.5
9.9
2.9
4.8
100.0

63.9
47.5
16.4
18.5
10.1
0.8
6.7
100.0

56.9
50.1
6.9
30.2
6.8
1.7
4.4
100.0

주 : 1) 연평잔기준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순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다.
이 경우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업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
이 위축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대차대조표 경로는 유사한 파급경로
를 거쳐 가계의 내구재 및 주택구입과 같은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M↓⇒ 대차대조표 악화 ⇒ 리스크프리미엄↑⇒ 자금조달↓⇒ I↓⇒ Y↓
1단계 : 금융시장

2단계 : 실물부문

한편 경제주체들의 재무상태는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정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
으로 운용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급증하면서 현금흐름
이 악화되어 기업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우
려되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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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기
업의 불건전한 재무상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은 396.3%에 달하였으나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2000년말
210.6%로 떨어졌으며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기업 재무상태의 개선으
로 대차대조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

<표 4-4>

제조업 부채비율 추이
(%)
1980∼89 1990∼99
부채비율1)
자기자본비율2)

1997

361.2

302.4

396.3

22.1

25.1

20.2

주 : 1) 부채/자기자본, 2) 자기자본/총자본

1999

2000

미국
일본
(1999) (1999)

303.0 214.7

210.6

164.3

174.0

32.2

37.8

36.5

1998

24.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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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通貨政策 效果의 非對稱性-金融不安期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과열경기를 식히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침체경
기를 부양하는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18) 이렇게 긴축시와 완화시
통화정책 효과는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이러한 비대칭성은 증폭되어 나타난다.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진척되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통합
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전염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관리 경험이 일천하고 금융기
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완벽치 못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
은 것이 현실이어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신흥시장국 경
제가 금융위기를 겪었다.19)
금융불안은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초래하는 등 통화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불안이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이유는 대체
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다수의 기업들이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개별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별
적으로 적용하여 대출하기보다는 여신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대출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
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BIS 자기자본비
율의 엄격한 적용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우량 기업대출과 같이 부실발생 위험이 큰 자산의 보유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권내의 신용가용성(credit availability)을
축소시킴으로써 신용경색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에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은행의 신용가용성이 더욱 줄어들고 차입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긴축효과가 증폭된다.20) 물론 금융불안이 감지된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
18) Karras(1996)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금
융불안의 시기에 있어 이러한 통화정책의 비대칭성은 증폭된다.
19) 금융위기의 사례로는 1994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2000년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등이 있다.
20) 이는 흔히“불에 석유를 끼얹는 행위”
에 비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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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불안이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의 정책처방에 따라 일시
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이는 금융불안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신용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것
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21)
한편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더라도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
이 기업대출을 꺼림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금융기관
들은 그 대신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낮추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위험 자산인 국공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만을 매입하려 한다.
우량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들 채권금리는 떨어지겠지만 신용공급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당초 중앙은행이 의
도한 기업대출 확대와 실물경제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러한 견해
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5개월 뒤인 1998년 5월
부터 IMF와의 협의하에 통화정책을 이전의 긴축기조에서 완화기조로 전
환하여 콜금리 목표 수준을 낮추고 본원통화를 충분히 공급하였다. 이러
<그림 4-4>

우리나라의 신용경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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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완화조치에 의해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지만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은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줄어든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금융불안이 존재할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매
우 강력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은 정책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일반국민과 정부는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
업에 대한 신용공급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
융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더라도 신용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
에 대한 우려가 없을 때에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
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
하면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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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파급되는데
그 효과가 경제성장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변수에까지 이르려면 어느 정
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2)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금융·자본·외환시장을 통해 총수요를 움직이
고 궁극적으로 총생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1단계인 금융·자
본·외환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다. 그러
나 금융가격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가격변수는 상당히 빠르게 영향을 주고받지
만 소비와 투자 등과 같은 양적 변수는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

단기금융, 자본, 외환시장

(1단계)

⇒

총수요, 총생산, 물가

(2단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파급시차 연구에 의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
물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적어도 2분기가 걸리며 4∼6분기중에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에 미치는 파급시
차는 적어도 3분기가 걸리며 8∼9분기중에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처럼 통화정책에 파급시차가 있다는 사실은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선제적(preemptive)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제적’
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
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다. 이미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큰 폭으
22) 김현의(2000)
23) 김현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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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르거나,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정책적 대
응을 취해보아야 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책대응의 실기로 인한 경제
적 비용도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경기속도를 조절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지금
취하는 정책의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난다면, 즉 시차가 있다면 미래의
경제상황을 잘 예측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미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제적 통화정책의 당위성은 크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먼저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특히 미래에 대한 경제예측 능력이 높아야 한
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한 정책대응의 시기와 정도를 결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래의 물가나 성장에 대한 전망의 정확
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근거한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은 오히려 물가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실물경기 변동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선제적 통화정책은 일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가 쉽다. 전 미연
준 부의장이자 프린스턴대학 교수인 블라인더(A. Blinder)는 중앙은행이
미래를 예측하여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설사 성과를 거둘지
라도 이러한 정책수행 방식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중앙은행에
대한 비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예방하였더라도 일반인들은 인플
레이션을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중앙은행의 적절한 정
책대응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에 이미 물가상승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축기조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인이 선호하지 않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하려면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징후 등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이 과정에
서 정책결정이 보다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