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금융안정 도모 방안*
1990년대 초 이래 세계경제가 저물가 하에서의 고성장(Great Moderation)을 지
속한 것은 생산성 향상,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뿐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안착되면서 외생적 충
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및 경기 변동성이 뚜
렷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물가안정목표제가 금융불균형의 축적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는 무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안정이 금융안정
의 토대가 되는 측면도 있으나 물가안정기에 축적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
래하였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 운영이 자동적으로 금융안정까지 보장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와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까
지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대
응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물가와 경기상황뿐 아니라 자산가격, 신용총량 등
금융안정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정책목
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산가격 등에 수시로
대응할 경우 빈번한 금리조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평상
시와 금융불안기를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준칙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물가안정목
표의 변동 허용폭(tolerance range)도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조사국 물가분석팀 강환구 과장(4급)과 장정석 차장(3급)이 집필하였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한
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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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간 상충소지가 최소화되도록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금융안정
관련 지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이탈하면 시간을 두고 목표 수
준으로 유도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데 따른 재량 확대가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금융불안이 감
지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금융안정 관련 변수에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통화정
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관련 변수에 대응하는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여 물가안정목표제의 준칙(rule)적 성격을 유지하고 일시적 물
가안정목표 이탈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운영의 투명
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기본방향
Ⅲ. 구체적 보완방안
1.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 개선
(1) 금리준칙 보완
(2) 유동성조절 수단 확충
2. 물가안정목표제 설계 개선
(1)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및 변동 허용폭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Ⅳ. 맺음말

January 2011

25

Ⅰ. 머리말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이하 IT로 지칭)는 뉴질랜드가 1989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09년 말 현재 26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다.1) 지난
20여 년간 세계경제가 저물가 하에서의 고성장(Great Moderation)을 지속한 것은 생
산성 향상,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뿐 아니라 IT의 확산이라는 제도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T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
이션이 낮은 수준에 안착되면서 외생적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및 경기 변동성이 뚜렷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2)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IT가 금융불균형의 축적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는 무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물가안정이 금융안정3)의 토대가 되는 측면도
있으나 물가안정기에 축적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IT의 성
공적 운영이 자동적으로 금융안정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4)
이에 따라 최근 학계 및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까지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IMF(2009)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시 자산가격 동향 등 거시 금융리스크 징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선의의 무대응
(benign neglect) 또는 사후적 관리(mop-up after) 전략을 선호해 온 미 연준도 글로
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산가격 변동에 내포된 정보를 통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5)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IT를 채택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달성하
기 위한 IT 개선방안을 크게 Ⅱ장의 기본방향과 Ⅲ장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구분하였
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시 IT 운영개선 부분과 IT 설계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1) Roger(2009)
2) IT 도입 이후 물가 및 경기안정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Cerisola∙Gelos(2005), Gurkaynak et al.(2005), Levin
et al.(2004), Truman(2003), Hyvonen(2004) 등을 참조하라.
3) 특정지표를 기준으로 수량적 정의가 가능한 물가안정과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고 있다. 대체로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금융안정으로 정
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참고 1>「금융안정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
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4) Borio∙Lowe(2002), Borio∙White(2004), White(2006)
5) 미 연준의 선의의 무대응 또는 사후적 관리전략과 관련해서는 Greenspan(2002), 최근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Bernanke(2010)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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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방향
현행 IT 하에서는 물가안정만 유지되면 자산가격 움직임,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크지 않아 저물가 하에서 오히려 금융불균형이 축적∙확
산될 가능성이 높다. Borio∙White(2004)에 의하면 상당수의 거품 확산∙붕괴 사례
(boom-bust cycles)가 물가안정기에 발생하였고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Frappa∙Mesonnier(2010)의 연구에 의하면 IT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IT 국가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는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
하지 않으며 금융불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IT 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IT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금리준칙을 수정하여 자
산가격, 신용총량 등 금융안정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해
야 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았듯이 금융불균형의 축적∙확산에 사전적
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둘째, IT의 근간인 준칙(rule)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정책목표 추가로 금리조정 여
부, 시기, 폭 등에 관한 선택이 복잡해지는 만큼 정책운영의 재량(discretion)적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상충될 수도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추구하
기 위해서는 정책 선택 및 운영에 있어 재량 여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자산가격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재량적 정책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정책목표 추가와
정책운영의 재량 확대가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및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목표간 우선순
위를 설정하여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6)
셋째, 금리정책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가격이나 신용총량 등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금리 조정만으로 물가 및 자산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6) Batini∙Tereanu(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는 경우 물가불안에 대응한 금
리조정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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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IT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IT 개선을 위
한 구체적 보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구체적 보완 방안
IT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보완방안은 IT
의 운영과정과 설계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IT 운영과정에서는 금리준
칙에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시중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
고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모색해 본다. IT 설계과정에서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경우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치, 변동 허용폭 및 적용기간을 어떻게 설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IT 운영방식 개선
(1) 금리준칙 보완
금리 결정시 물가 및 경기상황 외에 금융안정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적극 반영해야 하
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는 자산가격 변동 등에 의한 금융불안이
물가 및 경기상황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간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7)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자산가격 변동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는 경기 및 물가 전
망에 반영되므로 물가전망만을 포함하는 정책반응함수를 통해 자산가격 변동에 간접 대
응할 때 효과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Posen(2009)은 직접적 대
응이 자산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특히 개방경제의 경우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통화가치를 절상시켜 수출여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 이후 저물가 기조하에서도 자산가격 급등락 등의 금융불안 현상이 실물경
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총수요가 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
도 금융불안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8) 자산가
7) Bernanke∙Gertler(1999), Blinder∙Reis(2005)
8) Cecchetti et al.(2001, 2002), Filardo(20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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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거품 식별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통적인
금리준칙에서 고려하는 생산갭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
다. 또한 자산가격 거품이 사전에 제거되지 못하고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자산가격 거품 식별의 어려움 또는 이와 관련된
판단착오에 따른 비용은 금융위기 발생 후 감당해야 할 비용에 비하면 무시할만한 수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리준칙에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포함시켜 금융불안에
대응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9)
금리 결정시 고려해야 할 금융안정 관련 변수로는 주택가격이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나10) 신용팽창 없이는 지속적인 자산가격 상승이 불가능하다11)는 점에서
신용지표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 Schularick∙Taylor(2009) 등에 의하면 과거 대
부분의 금융위기는 신용팽창이 자산가격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Blinder(2008)와 Mishkin(2008)은 신용팽창과 무관한 거품(예: 1998 ~2000년
미국의 정보기술주 거품)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나12) 신용팽창에 의한 거품(예: 최근 미
국 주택시장 거품)에는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3)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금리결정시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고려할 경우, 즉 금리준
칙에 금융안정 변수를 추가할 경우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나라 자료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DSGE 모형에서 금융안정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통상적인 금리준칙(모형 1), 주택가격을 추가한 준칙(모형 2), 신용지표만 추가한
준칙(모형 3), 주택가격과 신용지표를 모두 추가한 준칙(모형 4)으로 구분하여 모의실험
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모수값은 Bayesian 방식15)으로 추정하였다.

9) Akram et al.(2006), Kannan et al.(2009)
10) 또 다른 대표적 자산가격 지표로 주가지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Cecchetti et al.(2001)은 주가의 경우 변동성이 심해
통화정책적 대응을 위한 고려대상 지표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주가지수 변동이 내포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가지수와 주택가격지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총자산가격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자산가격지수를 활용한 최근의 분석 사례로는 Alessi∙Detkin(2009)이 있다.
11) Kiyotaki∙Moore(1997)
12) 정보기술주(information technology stock) 거품과 같은 주식시장 거품이 생산성 향상 이외의 다른 요인, 예를 들
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 및 통화정책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거품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금융기관들의 주식 보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식시장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금융
제도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13) 이와 유사한 견해로 Bean(2003), Disyatat(2005) 등은 기초요인(fundametals)에 의한 자산가격 변동에는 간접 대
응하고 거품으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에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4) 1999.1/4~2010.2/4분기중 GDP갭, 인플레이션(CPI)갭, 명목금리(CD금리)갭, 실질주택가격갭, 국내신용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갭은 HP 필터를 통해 산출된 추세치와의 격차율이다.
15) 개별 모수를 확률변수로 취급하여 사전분포(prior)를 가정한 후 Kalman 필터를 통해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모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추정된 모수값은 <참고 2>「DSGE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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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일반적 금리준칙
∙ 총 수 요 : y†

=

∙ 총 공 급 : p†

=

∙ 금리준칙 : r†

=

ly†–¡+(1-l) y†≠¡-u¡ (r†-p†≠¡)+u†
dp†–¡+(1-d) p†≠¡+k¡y†–¡+v†

q¡r†–¡+(1-q¡ ) (q™p†≠¡+q£y† ) + ƒ†

여기서 y : GDP갭, r : 명목금리갭, p : 인플레이션갭
(모형 2) 금리준칙에 주택가격 포함
∙ 총 수 요 : y†

=

∙ 총 공 급 : p†

=

∙ 주택가격 : q†

∙ 금리준칙 : r†

=
=

ly†–¡+(1-l) y†≠¡-u¡ (r†-p†≠¡)+u™q†–¡+u†
dp†–¡+(1-d) p†≠¡+k¡y†–¡+v†

w¡q†–¡+(1-w¡ )q†≠¡-w™ (r†-p†≠¡)+w†

q¡r†–¡+(1-q¡ ) (q™p†≠¡+q£y†+q¢q† ) + ƒ†

여기서 q : 주택가격갭
(모형 3) 금리준칙에 신용지표 포함
∙ 총 수 요 : y†

=

∙ 총 공 급 : p†

=

∙ 국내신용 : d†
∙ 금리준칙 : r†

=
=

ly†–¡+(1-l) y†≠¡-u¡ (r†-p†≠¡)+u£d†–¡+u†
dp†–¡+(1-d) p†≠¡+k¡y†–¡+v†

n¡d†–¡+(1-n¡ )d†≠¡-n™ (r†-p†≠¡)+e†

q¡r†–¡+(1-q¡ ) (q™p†≠¡+q£y†+q∞d† ) + ƒ†

여기서 d : 국내신용갭
(모형 4) 금리준칙에 주택가격 및 신용지표 포함
∙ 총 수 요 : y†

=

∙ 총 공 급 : p†

=

∙ 주택가격 : q†

∙ 국내신용 : d†
∙ 금리준칙 : r†

=
=
=

ly†–¡+(1-l) y†≠¡-u¡ (r†-p†≠¡)+u™q†–¡+u£d†–¡+u†
dp†–¡+(1-d) p†≠¡+k¡y†–¡+v†

w¡q†–¡+(1-w¡ )q†≠¡-w™ (r†-p†≠¡)+w†

n¡d†–¡+(1-n¡ )d†≠¡-n™ (r†-p†≠¡)+n£q†–¡+e†

q¡r†–¡+(1-q¡ ) (q™p†≠¡+q£y†+q¢q†+q∞d† ) + ƒ†

분석 결과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포함한 준칙 하에서 손실함수 값이 작게 나타나 주택
가격, 신용지표 등을 감안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

30

MONTHLY BULLETIN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금융안정 도모 방안

로 분석되었다.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포함한 준칙 중에서는 주택가격 또는 신용지표 하
나만 고려하는 것보다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할 경우 정책성과가 가
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6)

<표 1>

금리준칙의 계수17) 및 손실함수 값
금리준칙계수(최적반응계수)
주택가격갭(q¢)

신용갭(q∞)

손실함수 값

물가갭(q™)

생산갭(q£)

모형 1

4.208

2.112

—

—

4.325

모형 2

4.522

1.843

0.735

3.784

모형 3

5.048

2.826

모형 4

4.797

2.095

—
0.623

—
0.717
0.208

3.744

3.920

다만 변동성이 큰 주택가격에 대응할 경우 빈번한 금리조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
제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이한 준칙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
다. 즉 금융안정기와 같은 평상시에는 물가와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되 금융불
안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안정 변수를 감안한 준칙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
는 것이다. 이 경우 IT의 준칙적 성격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금융안정 관련 변수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리준칙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과거 금융위기에 앞서 주택가격갭률 및 신용갭률이 크게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동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준칙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6) 김양우∙우준명(2008)은 CPI와 주택가격의 결합지수인 동태적 요소지수(DFI: Dynamic Factor Index)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금리준칙을 사용할 경우 손실함수 값이 가장 작아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고 및 김양
우∙ 우준명(2008)의 분석 모두 단순한 DSGE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정교한 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17) 본고에서 추정된 물가갭 및 생산갭의 계수값이 통상적인 금리준칙 계수값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리 수준 대신
금리갭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January 2011

31

<그림 1>

주택가격갭률, 신용갭률과 금융위기

주: 음영부분은 외환위기(1997.4/4~1998.4/4), 신용카드 위기(2003.1/4~2003.3/4), 글로벌 금융위기
(2008.4/4~2009.3/4)를 표시

(2) 유동성 조절수단 확충
금리정책이 물가안정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고 과도한 신용팽창을 단
기간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 유동성 조절수단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금리정책과 유동성조
절이 완전히 독립적인 정책수단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팽창을 수반한 자산가격의 급등이 금융불안의 주 요인이
라면 거시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의 변경 없이 선별적 유동성 조절
을 통해 과도한 신용 팽창을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행 한은법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지급준비자산제도와 신
용한도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지급준비자산제도는「한은법」제63조18)에 근거한다.예를 들

18)「한은법」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제14조(지급준비자산)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
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
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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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동산 관련대출 증가 등으로 신용이 팽창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관련 여신에 비례하
여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 제도를 활용할 경우 특
정자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 속도를 조절하여 해당자산 가격 상승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특정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측면 이외에도 관련자산이 부실화할 경우에는 부
실화 이전에 적립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부실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
행되기 위해서는 특정부문이나 자산의 거품형성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신용한도제는「한은법」제28조16호19)에 따라 특정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과
도하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문별 신용한도를 설정
하여 유동성을 제한하는 방안이다.신용한도제 적용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부문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 제도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중앙은행이 도입한 은행 자산총량 규제20)와 유사하다.
신용한도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경영자율성 침해논
란, 시장왜곡, 금융중개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도 있어 시행시 시장참가자들의 이해와 함
께 금융감독기구의 협조가 긴요하다. 한편 신용한도 배분시 경매방식을 활용하거나 신
용한도에 대한 금융기관간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시장기능 약화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2. IT 설계 개선
(1)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및 변동 허용폭
주택가격, 신용지표 등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할 경우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치 및 변동 허용폭(tolerance range)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
석하였다.이론적으로 물가안정목표의 적정수준(적정 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또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19)「한은법」제28조16호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
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 제한(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UBS, Credit Suisse에 대해 공적자금지원과 함께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배율을 현재의 약 50배에서 25배 이내로 제한하였고 2013년부터는 적용대상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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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나 이 방법은 사회후생함수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21)
여기서는 앞서의 DSGE 모형에서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모형 1)와 물가안정
과 금융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경우(모형 4)를 대상으로 중앙은행의 목적함수 즉, 손실함
수를 최소화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을 추정하였다.22) 추정 결과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은
두 경우 모두 3.1%로 동일하였지만 추정된 적정 인플레이션의 표준편차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추구할 경우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치를 변경할 필요는 없지
만 변동 허용폭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

■ 물가안정 (모형 1)
■ 물가안정+금융안정 (모형 4)

DSGE 모형에 의한 적정 인플레이션
중심치

변동범위1)

3.1%
3.1%

1.9~4.4%
1.4~4.8%

주: 1) 중심치 ± 시변(time-varying) 적정 인플레이션의 1 표준편차

앞에서 평상시와 금융불안기를 구분하여 상이한 준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물가안정목표의 변동 허용폭도 이원화하여 금융안정 관련 변수를 고려해야 하
는 금융불안기에만 변동 허용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물가
안정목표의 변동 허용폭을 이원화 하더라도 그 격차가 과도할 경우 IT의 본래 의미가 퇴
색되고 물가안정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이다.

21) 본고에서는 IT의 대상지표가 CPI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물가안정목표의 적정수준에 대해 논의한다. 이 경우 모형에
자산가격이 포함되더라도 적정 자산가격 수준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반면 IT의 대상지표에 자산가격이 포함되
는 경우(예를 들면 CPI와 주택가격의 가중결합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정 자산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할 경우에도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의
비용 및 편익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산가격 급변동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
동 금융위기의 비용은 일종의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22) 자세한 내용은 <참고 3>「금융안정 고려시 적정 인플레이션」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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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IT하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경우 금융 요인이 인플레이션 및 경기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망시계(forecast horizon) 및 정책시계(policy horizon)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정책목표간 상충 가능성을 완화
하기 위해서도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을 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급변동
하는 금융안정 관련 변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되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목표 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두 목표간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림 2>

소비자물가 및 금융안정 관련 변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또한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이 짧을수록 기간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금리 조정 폭이
커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도 물가목표 적용기간이 장기화되면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불안
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조정폭이 줄어들어 금융안정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
다.23)

23) Akram et al.(2006), Disyata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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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와 마찬가지로 DSGE 모형에서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모형 1)와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경우(모형 4)를 대상으로 최적 정책시계(optimal
policy horizon)24)를 추정하였다. 최적 정책시계는 Batini∙Nelson(2000)에 따라 확률
적 모의실험(stochastic simulation)을 통해 외생적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
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25)으로 시산하였다.
추정 결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경우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할 경우에 비해 최적 정책시
계가 3~4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 å)에 따르면 최적 정책시계가 물가
안정만을 고려할 경우 5분기, 금융안정까지 고려할 경우 10~21분기로 추정되었고 상대
적 기준( ®)에 의하면 물가안정만을 고려할 경우 4~5분기, 금융안정까지 고려할 경우
16~25분기로 추정되었다.

<표 3>

최적정책시계 시산 결과
기본모형 (모형 1)
k
å

확장모형 (모형 4)
k
®

k
å

k
®

■ 공 급 충 격

5분기

4분기

21분기

22분기

■ 수 요 충 격

5분기

5분기

17분기

18분기

■ 주택가격충격

—

—

24분기

25분기

■ 신 용 충 격

—

—

10분기

16분기

이러한 결과는 IT 하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할 경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장기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수의 IT 운영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을 특정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적용기간을 장
기화하거나 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 본고에서 최적 정책시계는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중앙은행이 최적경로에 따른 정책 운영으로 해
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
25) Batini∙Nelson(2000)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
준( å)과 상대적 기준( ®)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기준( 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특정 범위(±0.1%) 이내로 작아지
는 시점이고 상대적 기준( ®)은 인플레이션 압력 최대치의 90%가 소멸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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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적용기간

기간 특정
총재 임기
기간 불특정
기
타

국

가

캐나다: 5년, 한국: 3년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칠레, 남아공, 멕시코, 체코
영국1), 태국1), 호주2)

주 : 1) 정부가 매년 동일한 물가목표를 제시
(영국은 2004년 이후, 태국은 2009년 이후 동일 목표 유지)
2) 총재∙재무부장관 교체시 협정 체결(1993년 이후 동일 목표)

다만 적용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을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물가 및
경기에 대한 전망시계(forecast horizon) 또한 확대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Ⅳ. 맺음말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물가안정이 반드시 금융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중앙은행이 금융불안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었다. 본고
에서는 IT를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대응 방
향을 제시하였다.
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금리 결정시 금융안정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적극 반
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상충될 수도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화정책의 재량여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중장기적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대응 여부, 시기, 강도 등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
표 설정 단계에서도 변동 허용폭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정책운영 여지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경제 여건과 무관한 신용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유동성 조절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다만 정책운영의 재량 확대가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IT의 기
본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금융
불안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금융안정 관련 변수에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통화정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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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IT의 준칙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전환
되는 조건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일시적 물가안정목표
이탈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운영의 투명성과 설명책임
(accountability)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1>

금융안정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26)
특정지표를 기준으로 수량적 정의가 가능한 물가안정과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체로 금융기관이 금융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
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금융안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Crockett(1997)은
금융안정을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금융기관의 안정’
과‘금융시장의 안정’
으로 구분한다. 금융기관의 안정(financial institution stability)은 개별 금융기
관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
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이다. 금융시장의 안정(financial market stability)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변수들이 경제의 기초여건을 제
대로 반영하고 있고 기초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거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Mishkin(1997)은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는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
는 상태를 금융안정으로 정의하였으며 Goodfriend(1987)와 Cukierman(1990)
은 직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정의로서 은행위기가 없고 금리를 포함하는 자산가격
이 기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금융안정으로 정의한다. 한편
Ferguson(2002)은 금융불안정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그 반대 상태를 금융안정으
로 정의하였는데 금융불안정은 중요한 금융자산 가격이 펀더멘털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거나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 기능 및 신용가용성이 급격히 왜곡된 상태
가 나타나면서 총수요가 경제의 잠재능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26) <참고 1>에서의 논의는 Issing(2003), 신호순∙박종석(2002), 정지만∙신관호∙박창균(2009)에서의 금융
안정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 개관 부분과 동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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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ing(2003)에 의하면 금융안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결정되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가 다르게 설정된
다. 예를 들어 금융안정을 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Mishkin(1997),
Crockett(1997)의‘금융기관의 안정’
),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이
부각되며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반드시 상충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각각 별개의 수단으로 달성될 때 최선(firstbest)의 결과를 얻는다.
금융안정을 금리안정을 포함하는 자산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정의할 경우
(Goodfriend(1987), Cukierman(1990), Crockett(1997)의‘금융시장의 안정’
,
Ferguson(2002)),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 단기적 상충관계가 형성되며 중
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의 수준을 목표로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가격 수준보다는 자산가격의 변동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변동이 제
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자산가격의 안정
측면에서의 금융안정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제도 전반적
인 차원에서의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며 별도
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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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DSGE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모형 1)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l

beta, 0.5

0.43

9.35

q™

normal, 1.5

1.53

7.78

u¡

normal, 0.1

0.10

10.6

q£

normal, 0.5

0.67

4.03

0.81

8.29

0.52

5.69

0.49

9.72

d

beta, 0.5

0.37

3.00

r…

inv. gamma,

k¡

normal, 0.1

0.09

8.72

r√

inv. gamma,

q¡

beta, 0.5

0.80

16.3

rƒ

inv. gamma,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1.5
1.5
1.5

(모형 2)
모수

40

l

beta, 0.5

0.40

6.82

q™

normal, 1.5

1.55

7.84

u¡

normal, 0.1

0.10

10.5

q£

normal, 0.5

0.72

4.39

u™

normal, 0.05

0.04

9.16

q¢

normal, 0.1

0.10

10.1

0.92

7.65

0.54

5.78

0.97

9.23

0.48

9.77

d

beta, 0.5

0.34

2.80

r…

inv. gamma,

k¡

normal, 0.1

0.09

8.60

r√

inv. gamma,

w¡

beta, 0.5

0.47

18.8

r∑

inv. gamma,

w™

normal, 0.1

0.10

10.2

rƒ

inv. gamma,

q¡

beta, 0.5

0.7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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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l

beta, 0.5

0.46

7.39

q™

normal, 1.5

1.53

7.73

u¡

normal, 0.1

0.11

10.6

q£

normal, 0.5

0.77

4.88

u£

normal, 0.05

0.04

8.83

q∞

normal, 0.1

0.10

9.96

d

beta, 0.5

0.33

3.26

r…

inv. gamma,

0.98

7.84

k¡

normal, 0.1

0.09

8.68

r√

inv. gamma,

0.52

6.19

n¡

beta, 0.5

0.43

12.7

r“

inv. gamma,

1.54

8.90

n™

normal, 0.1

0.10

10.1

rƒ

inv. gamma,

0.49

9.77

q¡

beta, 0.5

0.79

15.7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모수

사전분포, 평균

추정치

t-값

l

beta, 0.5

0.40

4.80

q¡

beta, 0.5

0.74

13.7

u¡

normal, 0.1

0.10

10.3

q™

normal, 1.5

1.44

7.87

1.5
1.5
1.5
1.5

(모형 4)

u™

normal, 0.05

0.05

9.91

q£

normal, 0.5

0.67

4.53

u£

normal, 0.05

0.05

10.3

q¢

normal, 0.1

0.10

10.2

d

beta, 0.5

0.87

11.0

q∞

normal, 0.1

0.10

10.1

0.11

6.04

0.54

8.53

0.99

9.40

2.02

2.60

0.49

9.47

k¡

normal, 0.1

0.10

10.1

r…

inv. gamma,

w¡

beta, 0.5

0.49

14.5

r√

inv. gamma,

w™

normal, 0.1

0.10

9.87

r∑

inv. gamma,

n¡

beta, 0.5

0.61

4.81

r“

inv. gamma,

n™

normal, 0.1

0.10

10.2

rƒ

inv. gamma,

n£

normal, 0.1

0.10

9.44

1.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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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금융안정 고려시 적정 인플레이션
DSGE 모형(모형 4기준)에서 총수요, 총공급, 주택가격, 국내신용으로 이루어지는 아
래와 같은 거시경제 구조의 제약 하에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적정 인플레이
션(p†ø π † )을 도출한다.
○ 거시경제 구조
∙총 수 요 : y†

=

∙총 공 급 : p©† å π

∙주택가격 : q†

∙국내신용 : d†

ly†–¡+(1-l) y†≠¡-u¡ (r†-p†≠¡
© å π ) +u™q†–¡+u£d†–¡+u† .......(1)

=
=
=

dp†–¡+(1©åπ
d) p†≠¡+
© å π k¡y†–¡+v† ...................................(2)

w¡q†–¡+(1-w¡ )q†≠¡-w™ (r†-p†≠¡)+
© å π w† ........................(3)

© å π n£q†–¡+e† ..............(4)
n¡d†–¡+(1-n¡ )d†≠¡-n™ (r†-p†≠¡)+

여기서 p†© å π = p†-p†ø π † , p†ø π † 는 적정 인플레이션
○ 손실함수 : W

€
= Eº ¡
†≠º b† [p©† å π +ˇy€† ] .................................................(5)
¶

식 (1)~(4)를 이용하여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Lagrange 함수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 Lagrange 함수

= Eº ¡†≠º b†
¶

1
2

øπ†

[ (p†-p† ) €

+

ˇy€† ]+m¡†[ (p†-p†ø π † ) -d( p†–¡-p†–¡)
øπ† -

øπ†

y v m y y
y†≠¡+u¡ (r† - (p†≠¡-p†ø ≠π † ¡ ) ) -u™q†–¡-u£d†–¡-u†]
+m£†[q†-w¡q†–¡-(1-w¡ )q†≠¡+w™ (r† - (p†≠¡-p†≠¡))
øπ†
-w†]+m¢†[d†-n¡d†–¡-(1-n¡ )d†≠¡+n™ (r† - (p†≠¡-p†ø ≠π † ¡ ) )
-n£q†–¡-e†]
( 1 -d) ( p†≠¡-p†≠¡)-k †–¡- †]+ ™† [ †-l †–¡-(1-l)

여기서 m¡†, m™†, m£†, m¢†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ian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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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1계조건(FOC)을 구하기 위해 식 (6)을 p†, y†, q†, d†, r†에 관해 각각 편미분하
면 균형식 (7)~(11)을 얻을 수 있다.
1
∂
= p†-p†ø π † +m¡¯†-bdm¡¯†≠¡-(b ) (1-d) m¡¯†–¡ ...................................(7)
∂p†
u¡
m™¯†–¡- wb™ m£¯†–¡- nb™ m¢¯†–¡=0
b
1
∂
= ˇy†-bkm¡¯†≠¡+m™¯†-blm™¯†≠¡-( ) (1-l) m™¯†–¡=0 .....................(8)
∂y†
b
1
∂
= -bu™m™¯†≠¡+m£¯†-bw¡m£¯†≠¡-( ) (1-w¡) m£¯†–¡-bn£m¢¯†≠¡=0 ............(9)
∂q†
b
∂ = -bu£m™¯†≠¡+m¢¯†-bn¡m¢¯†≠¡-( 1 ) (1-n¡) m¢¯†–¡=0 .......................(10)
b
∂d†
∂
= u¡m™¯†+w™m£¯†+n™m¢¯†=0 .......................................................(11)
∂r†

균형식 (7)~(11)을 만족하는 모수값은 <참고 2>에서 추정한 모수값과 동일하고
Billi(2008)에서와 같이 제로금리하한이나 모형설정오류를 가정하지 않는 경우 정상상
태에서의 최적 인플레이션갭은 0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최적 인플레이션(p†ø π † )은 중앙
은행이 설정하는 현재와 미래의 최적 물가 및 생산갭 경로에 의해 결정된다.
손실함수의 시간선호율(b)은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의 경우 BOK-DSGE
2007 추정치인 0.9958을, 금융안정을 고려한 (모형 4)의 경우 강희돈(2006)에서 이용
한 일반 가계와 유동성 부족 가계 효용할인인자의 가중치인 0.9767을 이용하였다.손실
함수의 GDP갭 가중치(ˇ)는 0.1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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