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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시경제 사이클 분석의 중요성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장기 추세치(또는 적정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상황이 반복되는 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거시 안정화정책은 이 같은 순환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순환현상을 분석
하여 현재 경제가 처한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과열되
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둔화되고 있을 때 긴축적인 정책
을 수행한다면 경제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정책당국들은 실물 변수를 위주로 거시
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 대응해왔다. 이는 금융 부문
이 실물 부문에 의존하여 변동하고 독자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다는 고전학파적 견해가 학계 내에서 주류를 형성한 데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안정기(Great moderation)가 지속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그동안 정책당국이 실물사이클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
한 나머지 금융 과열로 인한 경제시스템 내 실물 및 금융 간 불균형 누적을 포
착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적
인 인식이다.
또한 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기 침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실물사이클 뿐만 아니라 금융사이클을 포함하여 거시경제 사
이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Ⅱ.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개념 및 특징
1.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개념
실물사이클 또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실질 국내총생산 규모가 장기
평균적인 수준(장기 성장추세)보다 크거나 작은 호경기 및 불경기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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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물 경기의 순환적인 변동 현상은 단기적인 총수요 부족(Keynes
학파), 외생적인 충격이나 정부 규제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신고전학파), 기술
발전 또는 생산성 진보(Kydland, Prescott 등의 실물경기순환이론) 등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반해 금융사이클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
로 금융 위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주기적인 변동 또는 그러한 변동이 금융
제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하는 금융 변수들의 변동 추세 등을 의미한다
(Borio 2012, Ng 2011, Plašil et al. 2013). 실물사이클은 GDP 등으로 대표되는
실물 부문의 변동 추세를 의미하는 반면 금융사이클은 금융 및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동 또는 실물과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융사이클은 총 신용 규모, GDP 대비 신용
비율, GDP 대비 은행대출 비율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
표들은 급격한 신용 증가가 금융불균형을 유발하여 시스템적 리스크를 누적시
킬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 이외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격도 금융사이클 지표로 활용되고 있
다. 이는 자산가격이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과 기대의 쏠림현상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특징
정책당국과 학계에서는 실물사이클이 통상 4∼8년의 단기적인 주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통화 및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이 정책금리
조정에 따른 신용 증감, 유효수요 증감에 따른 기업의 투자 변동 등을 통해 효
과를 미치는 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 또한 경기변동을 수요 또는 공급
측면의 일시적인 충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이탈된 경제가 다시 균형점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와도 관련있다 하겠다.
반면 금융사이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실물사이클에 비해 확장기 및
수축기의 지속기간이 길고 정점 및 저점 간의 폭도 크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금융사이클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면 금융변수들의

1) 총요소생산성(TFP) 등 기술 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중장기
실물사이클은 정책금리 조정, 재정 지출 등 통상적인 거시경제 정책수행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Comin and Gertler 2006, Blanchar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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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이 GDP 사이클에 비해 대체로 주기가 길고 진폭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Classens et al. 2012, Drehmann et al. 2012).

<Table 1> Comparision of Medium-term and Short-term Cycles between
Financial Variable and GDP
Variables

Shortterm1)

Mediumterm2)

Amplitude3)(%)

Duration(quarter)

Expansion

Contraction

Expansion

Contraction

Credit

6

-6

10

6

Housing prices

4

-6

13

8

Equity prices

25

-28

19

6

GDP

4

-3

5

4

Credit

140

-7

53

8

Housing price

48

-16

19

15

Equity prices

121

-48

20

12

GDP

38

-3

48

5

Notes: 1) The results are taken from Classens et al. (2011)
2) The results are taken from Drehmann et al. (2012)
3) Percentage change from trough to peak (expansion) or peak to trough (contraction)

이처럼 금융사이클이 실물사이클보다 주기가 긴 특성을 보인다거나 개념상
중기적인 주기를 가져야한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Drehmann et al. 2012, Borio 2012).2) 먼저 금융사이클의 핵심 동인(driver)인
신용과 자산가격 간 동조성이 중기사이클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중기사이클의 진폭이 단기사이클의 진폭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실물사
이클에 비해 금융사이클에서 보다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금융변수의 중기사이
클 정점이 금융위기 발생 시기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2) 또한 신용과 GDP 변동을 각각 중·단기 사이클 요소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신용의 경우 전체
변동에 대한 단기 사이클 요소의 기여도가 GDP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음(Aikma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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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Volatility of Medium-term Cycles1)2)

<Table 2>

Credit

Credit/GDP

GDP

Australia

4.52

7.36

3.25

Germany

1.80

2.83

1.73

United Kingdom

3.73

5.28

1.93

Japan

4.34

3.39

3.06

Norway

6.28

4.99

2.55

Sweden

6.78

5.98

1.84

United States

3.87

4.92

1.51

Notes: 1) According to Drehmann et al. (2012), financial variables like credit, credit/GDP
have larger tendency to increase more in medium-term cycle than in short-term
cycle compared to GDP.
2) Measured as the ratio of (standard deviation in medium-term cycle/standard
deviation in short-term cycle)

Ⅲ.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간 관계
1.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간 동조화 현상 : 금융의 경기순응성 유발
기존 연구들은 실물사이클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해지
는 경제적 충격의 크기에 비해 실물사이클의 변동폭이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관측하고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금융 부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는 금
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사
이클을 확대시키는 경기순응적인(procyclical) 속성, 즉 금융시스템의 상호증폭
메커니즘(mutually

reinforcing

mechanism)에

초점을

두고

있다(Financial

Stability Forum 2009).
이와 같은 금융의 경기순응성 발생 원인으로는 몇 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Borio et al. 2009, Athanasoglou et al. 2014). 그 요인으로 먼저 자금수요자
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3)(information asymmetry)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은행 등 자금공급자가 개별 자금수요자의 신용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
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나 업황과 같은 총량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3)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에 따른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반영하여 금융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 모형
이 고안된 바 있다(Bernanke and Gertl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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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경우 대출 등에서 경기순응성이 유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
기 불황 기에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들에게까지 자금 조달 기회가 제한됨으로
써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경기 호황기에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4)
또한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이 금융
의 경기순응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자 및 주주 간 본인·대리인 문
제가 발생할 경우 단기 성과에 기반을 둔 성과체계로 인해 경영자들이 경기 호
황기에 과도한 위험선호 성향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Landau 2009).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현상도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Financial Stability Forum 2009).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
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 경기 순응적 대응이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과
정을 통해 집합적으로는 비합리적 수준의 경기 순응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 하강기에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
별 금융기관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와 동일한 행
동패턴을 보일 경우 자산 투매 현상(fire sale)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체계 및 제도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저규
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규제 등 건전성 관련 규제, 공정가치(fair value
accounting) 회계제도 도입 등이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5) 예를 들어 경기 불황으로 규제자본비율을 하회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은행
의 신용공급능력은 더욱 위축되게 된다.

2.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간 괴리 발생 : 금융불균형 유발
최근에는 금융사이클을 단순히 실물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
로 간주하기 보다는 금융 고유의 내생적인 동인(driver)을 고려한 별도의 거시
경제순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공학, IT 기
술 발달 등에 따른 금융혁신으로 신용 및 자산가격 상호 간 자기강화적
(self-reinforcing) 작용에 따른 신용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실물경기와 무관
4) 실제로 유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신용 요건과
담보 제공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ECB 2009). 반면 그리스의 경우
2009년 경기불황 시 은행들의 대출조건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출거절률이 상승한 바 있다
(Bank of Greece 2010).
5) Basel II 자본규제체계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Gordy and Howells (2006), 공정가치 회계와 경기순
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IMF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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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금융사이클이 확대되면서 실물과 금융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견해에 따르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항상 동조화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
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간 괴
리 발생 시 이를 간과할 경우 현 경제 상황에 부적합한 정책적 대응을 할 가능
성이 높고 그 결과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은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 금융사이클이 상승 국면에 진입한 이후에도 실물경기 부진에 대
응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고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축
적된 시스템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6)
(Borio 2012)

3.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의 상호작용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실물사이클의
수축 또는 확장 국면의 양상이 금융사이클 국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7)
먼저 실물사이클 수축기의 금융사이클 국면별 양상에 대해 실물사이클의 수
축기가 금융사이클의 수축기와 일치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기
하강의 폭이 크고 수축기의 지속기간도 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
이클 수축기를 동반한 실물사이클 수축기가 금융사이클 확장기를 동반한 실물
사이클 확장기 이후 발생할 경우에 실물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물사이클 확장기의 금융사이클 국면별 양상에 대해서는 실물사이클의 확
장기가 금융사이클의 확장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물경
6)

U.S. Business and Financial Cycle

7) Classens et al. (2012), Drehmann et al. (2012), Jorda et al. (201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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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승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실물사이클이 저
점을 막 통과한 경기회복 시점이 금융 호황기와 맞물릴 경우 경기회복의 강도
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사이클 각 국면 별 정책적 대응
1. 정책대응의 일반적인 원칙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경기순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으로 구체
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정책금리 조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책수단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응
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으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부문별 규제자
본 부과(SCR, Sectoral Capital Requirement),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규제 등이 있다. 경기대
응 완충자본은 가장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바젤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 의
해 논의되고 제정된 새로운 은행 규제체계인 BASEL III에서 도입이 권고되었
다. 이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금융사이클 과열로 인해 시스템적 리스크가 축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사이클이 상승하는 경우 은행의 자본 적립 수준을
높이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 자본 적립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
때 BCBS는 금융사이클을 측정하는 지표로 신용GDP갭을 권장하고 있다. 부문
별 자본규제 부과는 금융 사이클이 과열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기대응 완충자본과 유사하지만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자본 적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때 자본비율을 높이면 자본 추가 적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은행들에게 전보다 대출을 감소시키거나 대출 이자율
을 높일 유인이 발생한다. 실제로 Martins and Schechtman (2013)는 브라질 자
동차 대출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자동차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였을
때 자동차 대출의 스프레드가 상승하였음을 보였다.
LTV ‧ DTI 비율 규제는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각
각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치와 차주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대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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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전부터 주
택시장에 버블이 존재하였던 홍콩, 한국 등 상당수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어 상
당기간 활용되어 왔다. 그래서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도 경기대응 완충자본에
비해 매우 다양한 바 Lim et al. (2011), Igan and Kang (2011), Crowe et al.
(2011) 등이 LTV ‧ DTI 비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다르고 실물사이
클과 금융사이클의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실물사이클 변동에는 통화정책으로,
금융사이클 변동에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각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
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8)(IMF 2013, Beau et al. 2012)
이러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는 통화정책과 거
시건전성정책이 특성 상 실물 및 금융 사이클 변동에 대한 대응에 각각 비교우
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통화정책만을 실시한 경우와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를 금융부문을 포함한 DSGE 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도 금융사이클
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대응 효과를 입증한다. 금융충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
성정책으로 대응할 때 경제안정화 효과가 큰 반면 실물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기술충격의 경우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Angelini et al. 2012, Kannan et al. 2009).
아울러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환율경로 및 신용경로 등 다양한 경로(Mishkin
1996)를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효과를 금융 부문에 한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또
는 부문별 규제자본 부과 등을 활용할 경우 전반적인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Ingves 2013) LTV·DTI 비율 규제는 주
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대
출금리와 각종 금융시장의 금리 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각각 개별적으로 실물 또는 금융 사이클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사이클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LTV 비율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경로나 부의 효과 경로를 통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양 정책 간 조합(policy mix)을 통해

8) <참고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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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화 효과를 제고할 근거가 된다. 만약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사이클 국면을 감안한 통화정책 수행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거시건전성정책을 활용
해 실물사이클에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IMF 2013). 다만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하는 가운데에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효율성,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각각 실물과 금융 사이클 변동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운용
할 필요가 있다.

2. 국면별 최적 정책대응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이 항상 동조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 다르기 때
문에 최적 정책조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두 사이클의 국면 조합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 금융사이클은 실물사이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기가 길어 1주기 동
안 여러 주기의 실물사이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조합들을 구분할 수 있다.

<Table 3>

Combinations of Financial and Business Cycles
Business Cycles

Financial Cycles

Expansion

Contraction

Expansion

A

C

Contraction

B

D

즉 각 사이클의 갭(=실제-잠재)이 0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사이클 국면을 확장
기(갭>0)와 수축기(갭<0)로 나눈다면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국면의 조합으로는
A(확장, 확장), B(확장, 수축), C(수축, 확장) 및 D(수축, 수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분석을 단순화하여 국면 조합을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서로
동일한 경우와 서로 다른 경우의 2가지로 나누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확장,확장)과 (수축,수축), (확장,수축)과 (수축,확장)은 정책대응을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정책대응 관점에서는 동일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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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이클 국면이 비슷한 경우 )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유사한 경우에는 양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최적 정책조합을 달성한다면 보다 낮은 강도의 정책대응을 통해서도 더
높은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갭이 모두
음(-)인 경우 양 정책당국이 모두 확장적 정책을 수행한다면 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은 실물(금융) 사이클 외에 금융(실물) 사이클도 소폭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양 정책이 여타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한다.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단위를       9)로 표시하면 <부록
A>에서와 같이 정책손실 규모“L”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의 최적 정책단위는 각각 2.1(=40/19) 및 1.6(=30/19)(Example ③)로서 각 정책
이 개별적으로 수행될 경우의 2.5 및 2(Example ①)보다 정책수행 단위가 작아
낮은 강도의 정책대응으로도 그 효과가 충분함을 나타낸다.
실물사이클 갭이 음(-)인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동
정책수행이 금융사이클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금융
사이클에 대한 대응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양 사이클 국면이 상이한 경우 )
양 사이클 국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정책손실 규모 “L”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정책조합은 개별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보다 강도 높은 정책대응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실물사이클 갭은 음(-)이고 금융사이클 갭은 양(+)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책수행을 한다면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은 긴축적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통화(거시건전성)정책은 실물(금융)사이클 외
에도 금융(실물)사이클을 상승(하강)시켜서 정책효과 간 상충을 초래한다.
<부록 A>에서 최적 정책조합인 Example ⑤의 정책수행 단위 (2.9(=55/19),
-1.6(=-30/19))가 개별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Example ④의 정책수행 단위
(2.5, -1.0)보다 절대값이 큰 것도 정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대응 규모가
더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실물사이클 갭이 음(-)인 경우 통화정책
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수행 시 금융사이클 증폭효과까
지 감안해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PU: 정책수행 단위조합, MP: 통화정책 수행단위, MPP: 거시건전성정책 수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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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
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하여
적기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 변수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물 및 금융 사
이클의 국면을 정확히 포착하는 한편 이에 바탕을 두어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
가 상호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정책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글로
벌 금융위기는 실물경기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이 금융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에 따라 장기간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축적되면서 촉발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정책당국들이 정도 높은 경제분석을 통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동시에 상
승 및 하강하거나 상승과 하강이 엇갈리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 사이클이 동일한 국면에 있는 경우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양 정책 간
상호 보완효과를 감안하여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때
보다 약한 강도로 추진하고 상이한 국면에서는 보다 강하게 추진하여야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수단들이 여러 정책당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는 거시경제 정책당국들 간 경제시스템 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형태, 국면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최적 정책조합을 선택하기 위한 협의 및 상호협력
이 긴요하다 하겠다.11) 정책당국들 간 협의 없이 각자의 정책목표만 추구한다
면 최적 정책조합의 달성에 실패하게 되어 실물 및 금융 부문의 변동성이 확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협력이 필요한 사례의 하나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예를
들 수 있다. BCBS는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하나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각 국은 동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물 및 금융 사이클에 대한 정책당국들 간 일치된 견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규제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11) 2014년 5월 발표된 IMF의 FSAP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법제
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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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는 실물사이클에 집중된 반면 금융사이클에 대해
서는 최근에야 연구가 시작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도입
예정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도 금융사이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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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정책 운용 예시>
A.1.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효과 추정 및 비교12)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각각 수량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통화
정책의

효과는

       ,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는

       라 표시할 수 있다. PE는 정책효과(Policy Effect),
PR은 실물사이클에 대한 효과, PF는 금융사이클에 대한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현재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적정 수준으로부터의 갭을 모두 -10이라고 하고
통화 및 거시건전성정책의 실물 및 금융 사이클에 대한 한 1단위 정책수행 효
과를 각각      ,       라고 가정하자. 이때 정책 수행단위가
양(+)의 값을 가지면 갭이 확대되므로 이는 확장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가정은 통화정책은 금융(1)보다 실물(4) 사이클에, 거시건전성정
책은 실물(1)보다 금융(5) 사이클에 보다 큰 정책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반영
한다.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
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가정하면 이는 정책손실함수 값 “  ”을 최소화(0)함으로
써 가능하다. 일반적인 DSGE 모형에서 정책당국의 정책손실함수는 산출과 물
가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이는 가계의 효용함수 극
대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유도된다. 그런데 Cúrdia and Woodford (2009)는 일반
적인 새케인지언 DSGE 모형에 시간선호가 다른 이질적 가계를 도입한 모형에
서 정책당국이 산출과 물가의 변동성만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책손실함수에 금
융마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스프레드의 변동성까지 더하는 형태로 정책손
실함수를 설정하는 것이 가계의 효용극대화를 통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였다. 또한 Cecchetti and Kohler (2012) 등 다수의 학자들은 정책손실함수로 일
반적인 정책손실함수에 신용의 변동성을 추가하는 형태의 정책손실함수를 설
정해 최적 정책을 도출하였다.

           ,     : 실물사이클 갭,     : 금융사이클 갭

12) <부록 A>에서 제시된 예시는 설명의 목적으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방식의 정책적 대응을 정책손실함수에 따라 논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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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

Example ①

Example ②

Examples for the Conduct of the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Policy effects1)

Gaps before
conduct of
policies
(A)

Monetary
(B)

Business

-10.0

10.0(4×2.5)

2.0(1×2.0)

2.0

Financial

-10.0

2.5(1×2.5)

10.0(5×2.0)

2.5

Business

-10.0

40.0(4×10.0)

10.0(1×10.0)

40.0

Financial

-10.0

10.0(1×10.0)

50.0(5×10.0)

50.0

Gaps after conduct
of policies
Macroprudential
(D=A+B+C)
(C)

Notes: 1) Unit effect×Policy unit

실물사이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사이클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이 적용되는 경우(Example ①)와 금융사이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실물사
이클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적용되는 경우(Example ②)를 비교하면
각 정책이 그 효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적용되는 Example ①이 양호
함을 알 수 있다. 즉, Example ①의 경우 현재 각 사이클의 갭이 –10인 상황에
서 “L”을 최소화(0)하기 위해 통화정책 2.5단위(2.5×4=10.0), 거시건전성정책 2단
위(2×5=10.0)를

수행하면

전체

경제의

정책손실함수

값(L)은

10.3{=(-10.0+10.0+2)2+(-10.0+2.5+10.0)2}이 된다. 반면 Example ②의 경우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모두 10단위(1×10.0=10.0) 시행하게 되고, 전체 경제의
정책손실함수 값(L)은 4,100.0{=(-10.0+40.0+10.0)2 +(-10.0+10.0+50.0)2}이 된다.

A.2. 국면별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예시
양 사이클 국면이 동일한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실물 및 금융 사이
클 갭이 모두 –10.0으로 음일 때 양 정책당국이 협력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
으로 대응한다면 Example ①에서 보듯이 양 정책은 (2.5, 2.0)단위 시행된다.
반면 양 정책당국이 서로 협조한다면 보다 작은 정책수행 단위를 통해 정책
손실함수 값(L)을 0으로 최소화가 가능하다. 즉,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각 m 및 p 단위 시행한다면 -10+4×m+p=0과 -10+m+5×p=0에서 각각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최적 수행단위로서 m=2.1(=40/19), p=1.6(=30/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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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도출13)할 수 있다(Example ③).
양 사이클 국면이 상이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갭이 각
각 –10.0, 5.0 일 때 양 정책당국 간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한다면(Example
④) 정책손실함수 값(L)이 0보다 커서 협력 하에 대응하는 경우 (Example ⑤)보다
악화된 결과가 발생한다. 즉 Example ④의 경우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각
2.5 및 –1.0 단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정책손실함수 값은 7.3(=(-10.0+10.0-1.0)2+
(5.0+2.5-5.0)2)이 된다. Example ⑤의 경우는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각 m
및 p 단위 시행한다면-10+4*m+p=0과 5+m+5*p=0에서 각각 m=2.9(=55/19),
p=-1.6(=-30/19)의 값이 도출되고 정책손실함수 값(L)은 0이 된다.

<Table A.2> Examples for the Conduct of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Example ③

Example ④

Example ⑤

Policy Effects1)

Gaps before
conduct of
policies
(A)

Monetary
(B)

Business

-10.0

8.4(4×2.1)

1.6(1×1.6)

0.0

Financial

-10.0

2.1(1×2.1)

7.9(5×1.6)

0.0

Business

-10.0

10.0(4×2.5)

-1.0(1×-1.0)

-1.0

Financial

5.0

2.5(1×2.5)

-5.0(5×-1.0)

2.5

Business

-10.0

11.6(4×2.9)

-1.6(1×-1.6)

0.0

Financial

5.0

2.9(1×2.9)

-7.9(5×-1.6)

0.0

Gaps after conduct
of policies
Macroprudential
(D=A+B+C)
(C)

Note: 1) Unit effect×Policy unit
13) 실물과 금융 사이클 갭이 현재 각각    수준이라 하자. 통화정책 한 단위가 실물 및 금융 사이
클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각각   , 거시건전성정책 한 단위가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상승
시키는 효과를 각각

  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정책당국의 Loss Function은

     ×    ×       ×    ×   이 된다. 이때 Loss
Funciton을 극소화시키는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단위 MP와 MPP는 결국 Loss Function을 MP
와 MPP에 대해 1계 미분을 실시해서 구해낼 수 있다. 즉

  ×   ×    ×     ×   × 


  ×    

  ×   ×    ×     ×   × 


  ×    
의 해로 최적 정책조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식의 해는 결국
 ×    ×     ×    ×    을 만족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
될 것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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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

Policy Mix of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Notes: Suppose there are gaps (-10,-10) in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as shown in left
panel, which mean optimal stimulus would be (10, 10) in both cycles. If there are no
coordination between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authorities, then
monetary(macroprudential) policy authority aims to make the business(financial) cycle
gap 0 because the effect of monetary(macroprudential) policy on business(financial)
cycle is relatively higher. Therefore, line OM1`(OP1`) represent monetary
(macroprudential) policy. However, in this case, it could be easily shown that adding
two lines make larger effects than desired stimulus levels, which means there are
excessive responses in macroprudential(line P1P1`) and monetary(line M1M1`) policies.
It is because monetary(macroprudential) policy affects not only business(financial)
cycle but financial(business) cycle at the same direction. However, if there are gaps
(-10, 5) in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as shown in right panel, line OM2`(OP2`)
represent monetary (macroprudential) policy in the case of no coordination. In this
case, it could be also shown that adding two lines make smaller effects than desired
stimulus levels, which means there are insufficient response in monetary(line M2`M2)
and macroprudential(line P2`P2)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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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Considering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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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or the maxim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it is critical to choose an optimal
coordination between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depending on the
phase of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in which the current economy is placed.
In this context, we examine a conceptual framework of operation of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considering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In general, it is known that monetary policy is better suited for stabilizing the
real economic fluctuations while macroprudential policy for preserving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use of each policy needs to consider the effects from
monetary policy on financial stability and from macroprudential policy on real
economic stability.
When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are in the same phase, it is desirable for
each policy to be implemented with a lower intensity than the case where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target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when business and financial cycles are in the
different phase, each policy should be performed with a greater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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