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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및 국제화로 인하여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자
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의 급등락이 초래
되고 있다. 그런데 자산가격의 변동은 일차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에 영향
을 미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지급결제시스
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29년과 1987년(블랙먼데이) 두 차례에 걸쳐 주가급락이 있었는데 이
때 연방준비은행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의 주식시장 급등에 대응하여서도 수 차례에 걸친 가격버블 경고와
금리인상 등을 통해 주가의 과도한 급등을 진정시킴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한 바
있다. 또한 1980년 후반에는 건설 붐에 뒤이은 공급과잉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실채권 증가와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다. 이에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여러 차례 페더럴
펀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누적된 가격버블이 붕
괴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가격 버블은
부동산의 추가공급이 없는 가운데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절상에 대처하여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일본은행은 이 같은 부동
산버블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
과 버블이 급속히 붕괴되고 실물경기도 침체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일본경제는 아직
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가격의 급변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매
우 긴요한 것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자산가격 급변동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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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기관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항상 갖추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理論的 論議
1. 資産價格 變動의 波及經路
2. 資産價格 變動에 대한 通貨政策的 對應
Ⅲ. 資産價格 變動에 대한 美·日의 對應
1. 美國
2. 日本
Ⅳ. 示唆點

I. 머리말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신종금융
상품이 도입되고 금융상품간 자금이동 및 국가간 자본유출입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주
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가격1)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소비와 투자지출의 변동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부실화와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
할 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금융시
주 : 1)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을 논의할 때는 Mishkin(2001) 등에서와 같이 주식가격과 부동산가격 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환율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Mishkin, F. S., "The Transmission Mechanism and the Role of Asset Prices in Monetary Policy,"
NBER, Working Paper 8617, Dec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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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자산가격 변동에 내재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말 주식과 부동
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락(버블의 발생/붕괴)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경기진폭의 확대
와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겪으면서 통화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서는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산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
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특히 1998년 한은법 개정
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중요 정보변수중 하나인 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소
개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II. 理論的 論議
1. 資産價格 變動의 波及經路2)
가. 주식가격 변동의 파급경로
주식가격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대체로 <그림 1>과 같이 토빈의 q
이론, 기업대차대조표 경로, 부의 효과 및 가계 유동성 효과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토빈의 q이론은 주가변동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토빈의 q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를 기업의 실물자본대체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실물자본 대체비용보다 커지므로 q
가 상승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계나 설비의 구입비용이 기업의 시장가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신규설비 구입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토빈의 q이론에 의하면 주가상승시에는 기
2) Mishkin(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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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적은 물량의 주식만 발행하고서도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할 수 있으므로 투자가
증가한다.
기업대차대조표 경로는 주가상승으로 기업의 순가치가 상승하면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을 확대하므로 기업의 투자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순가치가 상승하면 금
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손발생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업
주의 입장에서도 고위험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진다. 즉, 금융기관의 역선택과 기업주
의 도덕적 해이가 감소한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손실위험
부담이 감소하므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그 결과 기업투자지출과 총지출이 증가한다.
富의 효과는 최근들어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가계의 부, 나아가 평생동안 소비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증대되므로 가계소비가 증가한다. 한편, 가계 유동성효과에 의하면 주가상
승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내구소비재나 주택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킨다. 내
구소비재나 주택은 유동성이 낮으므로 예상치 못한 필요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큰 손실
을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계는
이들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더욱 선호한다. 그런데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가 부채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주가
가 상승하면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가 증가하여 부채대비 비율이 상승하므로 가계의 재
무건전성이 좋아지게 되며 그 결과 내구소비재, 주택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다.

나. 부동산가격 변동의 파급경로
부동산 가격 변동은 주택지출에 대한 직접효과, 富의 효과, 은행 대차대조표 경로를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높아진 건설회
사들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총산출량도 증대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가계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가계재산의 증대를 통하
여 소비지출 및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은행이 대출담보
로 취득한 부동산가치가 증대되므로 대출채권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손실이 감소한다.
이러한 재무건전성의 개선은 은행의 대출여력 증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지출을 확대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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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산가격 변동의 파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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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의 q이론>
기업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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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증가

총수요 증가

<주택지출에 대한 직접효과>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의 富 증대

가계의 소비 증가

<富의 효과>
은행의 담보자산
가치 증가

금융기관의 순자본
(대출여력) 증가

기업의
투자 증가

<은행 대차대조표 경로>

2. 資産價格 變動에 대한 通貨政策的 對應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측면에서의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는 중앙은
행이 가능한 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예외적 대응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자
산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해지면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별
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가. 예외적 대응론
Bernanke와 Gertler(1999)3) 등은 자산가격 변동에 중앙은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재화 및 용역 가격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이
3) Bernanke, B. and M. Gertler, "Monetary Policy and Asset Price Volitility,"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fourth quar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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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물가에 압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자산가격 버블을 급격히 제거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리와 자산가격 변동 사이에 안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
하는지의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데다 금리조정과 같은 통화정책적 조치가 자산시장 이
외의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논거는 자산가격 변동에 내포된 정보를 해석(변동성의 방향과 크기
를 분석 또는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여타 시장참가자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
고 볼 수 없고 자산가격 상승이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의 향상에 따른 것인지 또는
투기성 거품형성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린스
펀(A. Greenspan) 미 연준의장4)도 주가변동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언급하면서“자산가
격 버블을 터뜨리기 위한 시장개입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개입주체가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가정하는 것”
이라고 하여 중앙은행이 정보 해석력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부정한 바 있다. 또한, 자산가격 결정요소 중의 하나인 기대요인(expectational factor)
에는 상당한 정도의 편의(bias)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
적 대응은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정책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통화당국이 여타 시장참가자보다 정보우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자산
가격 변동에 대응한다면 시장에서의 신뢰를 상실할 위험이 높아지고 시장참가자들의 도
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역효과도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 고
유 기능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적극적 대응론
Kent와 Lowe(1997)5) 등에 의하면 자산가격이 기초경제력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등하여 자산가격에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요가 늘어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
함으로써 일반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가중된다. 또한 자산가격 버블은 궁극적으로는 붕
괴될 수밖에 없고 이 때 생산 위축과 은행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 특히 버블이 상당기간 진행된 경우에는 버블붕괴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증
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 이하의 경제성장, 금융시스템의 안
정성 저하 및 디플레이션 심화로 연결되어 경기침체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6)
4) The New York Times(1998. 11. 15) 일자
5) Kent, C. and P. Lowe, "Asset-Price Bubbles and Monetary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Dec. 1997,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Reserve Bank of Austal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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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은행은,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자산가격 버
블발생 초기에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
산가격 버블의 붕괴가 지연될수록 붕괴에 따르는 폐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버블이 커
지기 전에 금리인상 등과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버블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 다
만, 중앙은행이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산가격 상승과 신용증
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면 금리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대응의
필요성은 경감될 것이다.
한편, 재화와 용역의 가격만을 조사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자산가격 변
동까지도 포함시켜 편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Alchian과 Klein(1973)7)
은 자산가격이 급등락하면 자산가격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소비자물가지수의 가격
신호가 왜곡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되기 때문에 자산가격을 포함시켜 물가지
표를 편제해야 하고 중앙은행은 이러한 광의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Goodhart(1999)8) 등도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인
플레이션 지표에 의존해 왔다고 평가하고 주택가격이나 금융자산가격도 광의의 인플레
이션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선별적 대응론
적극적 대응론이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선별적 대응론은 통화당국이 자산가격의 모든 변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산가격 변동상황을 그때 그때 평가하되 기초경제력을 벗어나 버블이 지속되는
경우 버블에 내포된 정보를 해석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Cecchetti,
Genberg와 Wadhwani(2002)9), Smets10), Goodhart와 Hofmann11) 등의 실증분석 결
과에 따르면 자산가격 변동이 성장 및 물가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는
6) 함정호 외,「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 지식산업사, 2000. 10
7) Alchian, A. and B. Klein, "On a Correct Measure of Infl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5(1), 1973, pp. 173-191
8) Goodhart, C., "Time, Inflation and Asset Prices," Eurostat Conference, Aug. 1999
9) Cecchetti, G., H. Genberg and S. Wadhwani, "Asset Prices in a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Conference Paper on 'Asset Price Bubbles: Implication for Monetary, Regulatory and International
Policie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and World Bank, Chicago, April 22-24, 2002
10) Smet, F. J., "Financial 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Theory and Evidence," Conference Paper for
'Monetary Policy and Inflation Targeting,' Reserve Bank of Australia, 1997
11) Goodhart, C. and B. Hofmann, "Asset Prices,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Conference Paper on 'Asset Prices, Exchange Rates, and Monetary Policy', Stanford University,
March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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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자산가격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가격의 급변동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산출 갭(output gap)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
한 산출 갭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
서,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버블이 기초경제력으로부터 크게 괴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인지
할 수 있으며 버블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여타 시장참가자에 비해 더 잘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III. 資産價格 變動에 대한 美·日의 對應
1. 美國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자산가격의 급변동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시
장의 경우는 1929년과 1987년의 주가 폭락 및 1990년대 중반이후의 지속적인 주가 상
승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가격 급등락에 통화정책당국의 관심
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미국 주가지수의 장기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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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다우존스산업평균(The Dow and Jones Industrial Averages) 일일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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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29년 주식시장 위기
미국주가는 1929년 10월 28～29일 양일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23.0% 폭락하는
등 10월 한달 동안 20.4% 하락한 데 이어 11월에도 12.6%나 추가 하락하였으며, 그 뒤
로도 주가하락세는 2년 동안 이어졌다. 이러한 주가 대폭락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연
준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금
본위체제 하에서 프랑스로의 금 유입을 억제하고 약세의 영국 파운드화를 지원할 필요
성이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신용공급에 의한 주가거품 발생우려가 있었다. 이
에 따라 연준에서는 1928년초 재할인율을 3.5%에서 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은행 이
외의 경로를 통하여 자금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연준에서는 1929년 2월
연준가맹은행들에게 증권회사에 대한 투기적 대출(speculative loan)을 제한할 것을 직
접 지시(directive pressure)하고, 1929년 8월에는 재할인율을 추가 인상하였다.
이 같은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대출(broker's loan) 수익률이 은행인수
어음(BA : banker's acceptance)이나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수익률보다 최고
2～3%p 상회함에 따라 증권회사로의 자금이동이 지속되었고 주식시장은 과열양상을 보
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주식시장이 폭락세로 반전되자 은행 등 채권자들은 증권회사에
게 콜론의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콜시장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우

<그림 3>

미국의 일별 주가지수 변화
(1929년 위기)

350
330
310

10.26

290
270

10.28

250

10.30

230
10.29
210
190
170
150
1929.10.19

1929.10.25

1929.10.31

1929.11.11

1929.11.18

주 : 다우존스산업평균 기준

June, 2002

39

선 증권회사가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가맹은행이 쉽게 대지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임을 가맹은행에 통보하였으
며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1억 6천만달러를 공급하였다. 동 규모는 연준이사회 공개시
장투자위원회(Open Market Investment Committee)로부터 인가 받은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자 연준이사회는 뉴욕 연방준
비은행의 추가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긴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그림 4>와 같이 장기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림 4>

미국 주가지수 변화
(192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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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다우존스산업평균 기준

나. 1987년 블랙먼데이(Black Monday)
1982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하에서 발생한 과잉유동성이 재테크나 머니게임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대상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활황세를 보였으며 1987년 들어서는 주가의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8월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향후 미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투자자들
의 주식시장 이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연준의 재할
인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자금의 채권시장으로의 이동을 가속화시켰으며 외환시장의 안
정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간의 마찰로 달러화가 급락세를 보이자 10월 19일 다우존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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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일별 주가지수 변화
(블랙먼데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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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역사상 최대의 하락폭인 전일대비 22.6% 하락하였다.
주가 하락을 염려하여 당일 정오 무렵 시장을 폐쇄하자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백악관에서“현재 미국의 경제상태는 건전하다(The
underlying economy remains sound)”
라는 짧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후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주가의 대폭락으로 주식시장과 주가지수 선물시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12)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증권회사의 파산은
물론 금융결제시스템의 마비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시장 붕괴라는 긴급
한 상황에 대처하여 연준은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전에“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으로서의
책임에 상응하여 경제 및 금융제도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자세가 되어
있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170억 달러(당시
은행 지급준비금의 25%, 본원통화의 7%를 다소 웃도는 금액)를 공급함에 따라 하루만에
재정증권(3개월물) 금리가 6.75%에서 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성명서 발표와 동
시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관내 금융기관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뜻
12) 예를 들어 증권회사인 Kidder & Peabody와 Goldman & Sachs가 고객을 대신하여 추가적으로 납입할 자금
(margin call) 규모가 10월 20일 정오까지 1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소요자금 규모가 막대했지만 은행들은 증권회사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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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금공급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과 주요
상업은행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인하,13) 서독의 금리 인하14) 등에 힘입어 미국의
주가는 20일과 21일에 각각 5.9%, 10.2% 반등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이 구두개입과 더불어 단 시간 내에 충분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
한 조치는 주식시장의 조기 안정과 금융혼란 예방을 위해서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다.15) 실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날 주식 거래 물량은 평소의 3배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주식매입자금도 그 만큼 많이 필요했는데,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은행예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예금이 부족
한 경우 주식매입자금 결제를 위해 보유주식을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 경우
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연준이 초기에 충분한 대응을 한
것은 효과적이었다.
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1929년에는 미 연준이 위기 수습후 긴축정책으로 전환함
에 따라 주식시장은 장기침체기로 이어졌지만, 1987년의 블랙먼데이 이후에는 완화적

<그림 6>

미국 주가지수 변화
(블랙먼데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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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다우존스산업평균 기준

13) 10월 20일 미국의 케미컬은행 및 마린 미들랜드은행이 10월 15일 인상하였던(9.25%→9.75%) 프라임레이트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 10월 22일에는 시티은행, 뱅커스 트러스트은행 등 일부 상업은행이 프라임레이트를 9.25%에서
9.00%로 인하
14)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도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응찰금리를 3.85%에서 3.80%로 인하
15) 1988년 2월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보고서에서 블랙먼데이 이후의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는 적절한 대응책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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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16)을 지속하여 <그림 6>에서와 같이 1990년대에 주식시장이 최장기 호황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블랙먼데이에 대한 해결과정을 지켜본 정치권에서는 1988년 1월 미 연준에 금
융시장 전반에 관한 통할조정기능을 부여코자 하였으나, 연준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
적 압력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 1990년 후반의 주식가격 급등
미국 주식시장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사상 유래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특히,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말기준 연평균 22.4%의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였다. 이러
한 미국 주식가격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되어 있어 머지 않아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는‘거품론’
과 거품이 아니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는‘新패러다임론’
이 제기되었다.

<표 1>

최근의 미국 주가지수 추이
(연말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다우존스
산업평균

2001

5,117.1

6,448.3

7,908.3

9,181.4

11,497.1

10,788.0

10,021.6

증가율(%)

33.4

26.0

22.6

16.1

25.2

-6.2

-7.1

거품론자들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활력이 넘
치고 기업이윤이 증대되기는 하였으나 최근의 주가수준은 기초여건(fundamental)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新패러다임론자들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
뀌었으므로 과거척도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최근의 주가수준은 기업의 장기수익
전망과 경제의 기초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린스펀 연준의장은 주가 급등에 따라 민간
의 과다 차입과 부실투자가 우려되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여러 차
례에 걸쳐 주가의 거품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1996년 12월 5일 강연에서‘시장에
비이성적인 과열현상(irrational exuberance)이 존재한다’
는 말로 자산가격 버블의 확
16) 연준은 블랙먼데이 직후 공급된 유동성을 대부분 회수했지만 페더럴펀드금리를 블랙먼데이 직전보다 약 1.0%p 정도
낮은 수준인 6.75%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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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근의 미국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및 재할인율 추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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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간접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금리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대응은 하
지 않았는데, Economist誌17)는 이를 잘못된 대응으로 비판하였다. 즉, 연준이 페더럴펀
드 목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물가수준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물가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가 불황으로 빠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통화당국이 감수해야 했기에 정책적 대응을 늦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1998년 7월 21일 그린스펀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
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다음날 하원 금융소위원회에서는 당시 미국 주가가 과도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
어 조만간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 다음날인 23일에는 다우존스지수가
전주(7월 16일) 대비 395.21포인트(4.24%) 하락하여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연준의장 발
언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다.
미 연준은 경기호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1999년 5월 18일 개최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긴축기조로 전환한 데 이
어, 6월 30일에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4.75%에서 5.0%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조
치는 물가상승 압력 뿐만 아니라 주식가격이 연초대비 17.8% 상승하여 자산가격의 급등
을 우려하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긴축기조는 주식가격이 안정
17) The Economist 1998년 4월 18일자, "America's bubble economy", "America bubble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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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2000년 5월까지 지속되어 페더럴펀드 목표 금리가 6.5%까지 상
승하였다.

라.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 가격 급등락
1970년대 후반 들어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여 미 연준은 재할인금
리를 1977년 8월 5.25%에서 1980년 2월 13%까지 인상하였다. 그 결과 금리상한이 규
제되어 있는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18)으로부터 예금이탈(disintermediation)이
발생하면서 이들 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탈한 자금은 고수익상품 특히
MMMFs(Money Market Mutual Funds)와 같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금융상
품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에서는 저축기관과 상업은행의 수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MMMFs와 유사한 MMCs(Money Market Certificates)의 신규판매를 허용하
였다. 그러나, 저축기관의 자산은 대부분 장기자산인 주택담보부 채권(home mortgage
loan)인데 단기금융상품인 MMCs을 도입함에 따라 자산부채의 만기구조에 심각한 비대
칭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영업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감
안하여 금융당국에서는 저축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단
행하였으며 그 결과 저축기관의 업무영역은 소비자대출(consumer loan), 회사채투자
(corporate bond investment) 및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investment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까지 확대되었으며 저축기관은 부동산 관련대출의 증가로 수지
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상업은행에서는 자본시장 호조를 배경으로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원을 상업은행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자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그림 8>에서와 같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상공업대출을 상회하
게 되었다. 한편, 부동산 수요면에서도 당시에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된 데다 부동산 세제
상의 지원19)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동산시
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9>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가격의 회복을 배경으로 건설붐이 일어났
18) 미국의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인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과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s) 등은 자금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residential mortgage)에 운용하고 있었는데, 금융자유화로 군
소 저축기관들이 설립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19)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동산투자의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상업
용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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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의 업종별 대출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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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미국 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 기준

<그림 9>

미국동부지구 주택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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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

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임대료와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한 금융기관들은 매우 큰 타
격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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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뉴잉글랜드 등 동북부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의 회수
불능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20) 즉, 1980년대
초반에는 경기호조와 더불어 세제 및 금융지원으로 상업용 건물 공급이 크게 증가했는
데, 1980년대 후반에는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21) 부동산 대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남서부지역의 아리조나주는 회수불능대출 비율이 1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문제가 표면화되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위험의 관
리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대출문제는 1990년까지도 이어져
1990년 2/4분기 상업은행 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24%나 감소하였고, 북동부를 중심으
로 회수불능 부동산대출이 급증하면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부동산가격 급락뿐만 아니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미연준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인하하고 일부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철폐
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은행들의 소극적인 대출심사태도로 인
하여 신용경색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지만 미국은 당시에 이미 재정적자규모가 과도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2. 日本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와 함께 각종 금융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린 대기업들의 은행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상업은행들
은 주식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것이 자산가격에 버블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산가격 버블은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절상에 대처하기 위한 통화정책
의 완화기조, 회계 및 공시제도와 같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미비, 그리고 일본경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및 낙관적 기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러나 정책당국이 1989년 중반이후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정할인율 인상, 부
20) The New York Times 1989년 12월 15일자
21) 당시 북동부의 보스톤은행(Bank of Boston)과 뉴잉글랜드은행(Bank of New England)는 대손충당금을 각각 3억
7천만 달러, 6억 5천말달러로 증액함에 따라 은행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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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관련 세제 강화, 대출규모 직접규제 등을 통하여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자 자
산가격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과 관련하여 통화정책기조는 크게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제1기는 플라자합의 이후부터 공정할인율을 2.5%까지 인하한 1987년 2월
까지로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제2기는 1987년 2월 이후부터 1989년 5
월 공정할인률 인상 이전까지로 자산가격의 버블이 확대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제3기는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고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는 1989년 5월 이후가 해당
된다.

가. 금융완화와 자산가격 버블 발생(1985년 9월～1987년 2월)
1980년대 중반 미 달러화의 고평가로 인해 국제적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자,
1985년 9월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미달
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들의 평가 절상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시
장에 개입할 것(플라자 합의)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축소시
키기 위해 엔화를 절상22)하고 국내수요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미국-일본-독일 3국 중앙
은행간 정책공조를 통해 1986년 1월 ～ 1987년 2월 기간중 공정할인률을 5.0%에서
2.5%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표 2>

일본의 공정할인율 인하 내용

시행일

공정할인률(%)

1986. 1
1986. 3
1986. 4
1986.1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비

고

- 미연준 및 독일연방은행과 공조
- 미연준과 공조
- 미·일 재무장관의 환율안정에 대한 공동성명

1987. 2

3.0 → 2.5

- 루부르합의

이러한 금융완화조치에 따라 1983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해 왔던 주식, 토지 등 자산가
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주가는 토지가격 상승에 앞서 1986년부터 급등하기 시
작하였고 토지가격은 198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자산가격에 버블징후가
22) 1985년말부터 1987년말까지 대미달러 환율이 200.5￥/U＄에서 123.5￥/U＄로 60%이상 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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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1986년 10월 및 1987년 2월 금리인
하 발표시 금융완화 조치로 파생되는 제반 경제동향23)에 대하여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공표함으로써 자산가격 급등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었다.

나. 자산가격 버블 확대(1987년 2월～1989년 5월)
공정할인률 인하 등 통화정책의 완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으
로 기업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커지자 은행들은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부동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24)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1985년말 15,000엔25)을 하회하던 NIKKEI 225 평균주가가
1989년말에는 40,000엔을 초과하는 급등세를 나타내었으며 부동산시장에서도 특히 6
대 도시 상업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 1985년말 현재 6대 도시 상
업지 기준으로 30내외에 그쳤던 地價지수(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가 1990년에는 105
를 상회하였다.

23) 일본의 중심통화지표인 M2+CD는 당시에 연 10%내외의 높은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
14
12
10
8
6
4
2
0
-2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4) 이에 따라 1984년중 각각 6%, 5%이던 총대출금중 부동산업과 금융 및 보험사 등에 대한 대출비중이 1990년 중에는
11%, 10.5%로 증가하였다.
25) 물가상승을 제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다.
즉, 실질 주가 = (명목 주가/소비자물가지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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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본의 평균주가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80.1

1983.1

1986.1

1989.1

1992.1

1995.1

1998.1

2001.1

주 : NIKKEI 225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

<그림 11>

일본의 지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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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

이렇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지속 등으로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승세를 보인 데
다 1987년 봄을 전후로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자 일본은행은 조심스럽게
정책기조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7년 4월에는 상업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창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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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신중한 대출 태도(prudent lending attitude)’
를 견지해줄 것을 요청하였
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3개월 만기 CD금리를 비롯
한 단기금리의 인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1987년 10월 미국에서 블랙먼데이가 발생하
자 미국과의 정책협조를 위해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은 다시 완화기조로 선회하였으며 이
에 따라 자산가격 버블 축소를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다시 지연되었다.
1988년 11월 일본중앙은행은 통화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단기금리에 대한 통제 강화와
함께 금리재정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금융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표 3>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통화정책기조 변환 과정

시행일
1987. 8말
1987. 10. 20
1988. 7～9

조치내용

비고

1988. 11

- 단기시장금리 인상 유도
-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완화
- 점진적 긴축기조로 전환 모색
(CD수익률 0.7%p 상승)
- 단기금융시장에 대한「신금융조절방식」도입

1989. 5. 30

- 공정할인률 인상(2.5% → 3.25%)

미국의 블랙먼데이(10.19)

다. 긴축기조로의 정책전환 및 자산가격 버블 붕괴(1989년 5월 이후)
일본은행은 지가 및 주가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버블현상이 심화되고 경기과열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공정할인률을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5%에서 6.0%로 인상하였다. 재무성도 토지가격의 급등세에 대응하여 1990년 3월 금
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규제하는 부동산관련 대출의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표 4>

일본의 공정할인율 인상

시행일

공정할인률(%)

1989. 5. 30
1989. 10. 11
1989. 12. 25
1990. 5. 20

2.5 → 3.25
3.25 → 3.75
3.75 → 4.25
4.25 → 5.25

- 창구지도를 통해‘보다 절도 있는 대출운용’을 요청

비

고

1990. 8. 30

5.25 → 6.0

- 걸프전 발발

-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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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금융긴축과 부동산관련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주가와 토지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자산가격의 버블은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실물경기도 침체국면으로
돌입하였다. 즉, NIKKEI 255 평균주가는 1992년 7월 15,000엔(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
화) 대로 하락하였고 6대도시 상업지 지가지수도 1995년에는 40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
에 따라 주가 및 지가를 결합한 자산가격지수의 자본손실(capital loss) 규모는 1990～
93년중 연평균 GDP의 159%에 달한 것으로 추정26)하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면서 일본경제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V. 示唆點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가격의 상승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촉진 등
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급격하고 과도한 상승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자산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선제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
가격의 버블은 어느 정도의 잠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산
가격의 버블이 상당기간 진행된 후에 통화당국이 뒤늦게 경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금
융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자산가격 버블의 확산-붕괴과정(boom-bust cycle)을 촉
진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만으로 자산가격의 버블을 방지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여 자산가격 버블의 형성 초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
써 자산가격의 급변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실물경기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가격 버블의 속성상 버블이 진행중일 때 버블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대
응이 쉽지 않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 생산성향상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가격 버블로 간주하여 통화긴축으로 대응하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산가격 상승이 버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경제력 향상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가격 버블의 확산과 붕
괴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 진폭이 확대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
26) Okina, K., M. Shirkawa, and S. Shiratsuka, "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special edition),
Februa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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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수준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물가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필요하
다면 금리인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통화당국은 일반물가 이외에 자산가격, 통화 및 신용공급 상황, 금융기관의 경
영행태 등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도 정책적 고려에 포함시켜
야 한다. 통화 및 신용공급의 과도한 증가는 자산가격의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화정책 수행시 시
장에 과잉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가격 버블이 수반
하는 신용팽창은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신용창조의 행태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가격의 버블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융기관들이 용인되는 위험수준보다도 높
은 기대수익률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이에 대한 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통화당국은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항상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 연준이 블랙먼데이 당시 대응한 것처럼 중앙은
행들은 결제자금 부족사태 발생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에서 백악관의 발표보다도 연준의 성명이 시장에
효과적이었던 것은 연준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인식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구축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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