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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양적완화
• 개념적 정의
•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화정책
- 목표: 경기안정화 및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 수단: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

지준금에 대한 이자지급
•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 목표: 경기안정화 및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 수단: 신용공여,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
or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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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전통적 통화정책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완화)

목표 경기안정화 금융안정

(최종대부자기능)

경기안정화 금융안정

수단 공개시장조
작

재할인대출 신용공여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

• 양적완화란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을
때 유동성공급을 위해 자산매입 등을 통하여 신용
을 완화하는 정책

신용공여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지급준비율

지준금에 이자지급



Federal Funds Rate와 한국의 정책금리 추이



Fed의 자산 증가

• 2007년 8,000억달러 à 2015년 4조5,000억달러로 증가



Fed의 Credit Easing



유럽의 양적완화
•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여전히 중기적 물가상승률 목

표를 중시 (2%)
- 커버드 본드, 국채매입, 장기RP거래, 외화유동성 공급

• 정상적인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순차적이 아니
라 보완적이라고 생각

- 제로금리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양적완화 가능
-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구조조정, 부실정리, 재정적자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Forward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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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적완화
• 2001년부터 이미 양적완화 정책 시행
- 2013년 아베 정부의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 시행
- 인플레이션율 2% 달성 목표

• 정책과정
- 장기간 제로금리를 수행했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통화공급량 확대
- 장기국채 매입, 매입 국채 만기 연장, ETF, REIT 매입 등

(정부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데 대한 논란)
- GDP대비 중앙은행 보유 자산 규모 2012년 33%à2016년 76%

• 효과
-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증대 및 경기부양 효과
- 수출증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소비, 투자 진작에는 효과가 제한적

•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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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 출범 전후 일본 경제 성과 (예산정책처, 2016)



한국형 양적완화?
• 개념?
- 구조조정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

• 산은채 인수에는 한은법 개정필요(정부보증채가
아님)

• 수출입은행에는 현재 출자 가능(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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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참여
-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구조조정 참여
- 중앙은행의 목표: 한은법

: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제1조 1항)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조 2항)
: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4조 1항)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제 80조)

: 정부대행기관의 예금 수신 및 대출(정부보증 한정) 가능
(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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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 구조조정과 금융안정
-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유발하는가?
-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금융불안이 예상되는가?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어 금융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의 정도



Discussion
3. 구조조정 참여 방법
- 대출

- 자본확충펀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출자

2008년 이후 한은 대출, 출자, 출연 사례

시기 규모

대출 산업은행

(은행자본확충펀드)

2009.3 3.3조

(조건부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산업은행

(회사채시장정상화)

2014.3, 
2015.10

3.5조

3.4조

출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2012.7
2015.6

1,350억

2,000억

출연 신용보증기금 2009 1,378억

2008년 이후 한은 대출, 출자, 출연 사례



2016.6.8.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은 기업은행에 대출(10조)하고 기업은행이 후순위대출
-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시 수은 출자



Discussion
4.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
- 공조인가 독립성 훼손인가?
- 한국은행과 정부의 유인구조
- 구조조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 자금지원(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성, 
사후 monitoring을 할 수 있을까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외환위기)과
특정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참여는 다르다.

-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한은의 발권력 활용
- 통화정책 vs.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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