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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 of Financial Innovation:
Securitization, Liquidity and Optimal Monetary Policy
(자산 증권화가 유동성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함의)
양준구

(연구 배경)
□ 증권화*는 금융시장 구조 및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증권화가 유동성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및 중앙은행 통화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2011년 이래 주택저
당증권(MBS)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

ㅇ 본고는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자산의 증권화와 유동성 및 통화정
책 간의 관계를 분석
(분석 모형)
□ 유동성 충격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지역 경제를 상정한 후 네
가지 가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증권화가 유동성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증권화가 도입된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
* (Case I) 두 지역 중 어느 곳도 증권화가 불가능(두 지역의 생산성이 동일하거나 상이)
(Case II) 두 지역 중 한 지역만 증권화가 가능(두 지역의 생산성이 동일)
(Case III) 두 지역 모두 증권화가 가능하며 두 지역의 생산성이 동일
(Case IV) 두 지역 모두 증권화가 가능하나 두 지역의 생산성이 상이

□ 은행은 일부 경제주체의 유동성충격에 대비해 유동자산(화폐)을 보유
하는 한편 수익률이 높은 비유동자산(자본)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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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Case I의 분석을 통해 증권화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경제에 필요한 유동
성의 크기 및 달성되는 후생수준이 측정되며 이를 다른 경우와 비교 분석
ㅇ 유동성 충격을 겪는 경제주체는 유동자산(화폐)을 인출하여 소비하므로
자본을 인출하는 경제주체에 비해 낮은 수준의 후생을 경험하며,
두 지역의 생산성이 다를 경우 저생산성 지역의 후생은 고생산성 지역
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됨
ㅇ 증권화를 통해 경제전체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수준은 유지되면서 수
익률이 높은 자본투자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증권화 도입 이전(case I)
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 자원이용이 가능
ㅇ 한편 자본과 화폐 간 상대적 수익률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의해 변동
함에 따라 통화정책은 은행이 보유자산을 증권화하고 타 은행이 증권
화한 자산을 매입하는 의사결정에 영향
□ 일부지역만 증권화가 가능한 경우(case II) 증권화가 가능한 지역(A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B지역)에 비해 화폐보유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자본
의 보유비중을 늘림
ㅇ 자산의 증권화로 인해 A지역은 소비와 후생이 증가하며 완전위험분산
*

(perfect risk sharing) 이 가능
* 유동성충격을 겪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않은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이 동일한 상황

ㅇ B지역은 보유화폐 중 일부를 A지역 발행 증권구매에 사용하며 증권수
익률이 화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B지역 소비자의 후생 역시 증가하나
완전위험분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두 지역 모두 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자산을 증권화하는 경우(case III) 두
지역 소비자들은 모두 완전위험분산이 가능
ㅇ 경제는 모든 가용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자본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소
비 및 후생이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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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생산성을 가진 두 지역에서 자산이 증권화되는 경우(case IV) 두 지
역 모두 완전위험분산이 가능
ㅇ 저생산성지역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비해 증권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며, 이는 보유현금의 많은 부분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비
싼 가격의 A지역 발행 증권 구매에 사용하기 때문
□ Case II와 III의 경우 최적 통화정책은 프리드만 준칙(Friedman rule)*을 따
르는 것이나, Case IV의 경우 프리드만 준칙이 불성립
* 자산수익률과 화폐수익률을 일치시킴으로써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없도록 통화정
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프리드만의 주장

ㅇ Case IV의 경우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정책수단(화폐량 조절 또는 단기금리
조정)은 1개인 반면 두 지역의 생산성이 다름으로 인해 정책목표는 2개

인 데에 기인
ㅇ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모두 고려하여 두 지역 평
균 수준의 자본수익률과 화폐수익률을 일치시키는 통화정책을 수행

(시사점)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화폐와 자본 간 상대적 수익률 변동을 통해 은
행의 자산 증권화 의사결정과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
ㅇ 경제 내 서로 다른 지역의 생산성이 동일할 경우 프리드만 준칙을 따
르는 것이 최적이나, 생산성이 다를 경우 최적 통화정책은 서로 다른
생산성의 평균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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