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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화정책미국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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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화정책의목표

• 12 U.S. Code § 225a - Maintenance of long run 
growth of monetary and credit aggregate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hall maintain long run growth of the monetary and 
credit aggregates commensurate with the economy’s 
long run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on, so as to 
promote effectively th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s.

• 12 U.S. Code § 225a - Maintenance of long run 
growth of monetary and credit aggregate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hall maintain long run growth of the monetary and 
credit aggregates commensurate with the economy’s 
long run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on, so as to 
promote effectively th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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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화정책의수단

• 12 U.S. Code § 353 - Purchase and sale of cable 
transfers, acceptances and bills

Any Federal reserve bank may, under rules and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purchase and sell in the 
open market, at home or abroad, either from or to 
domestic or foreign banks, firms, corporations, or 
individuals, cable transfers and bankers’ 
acceptances and bills of exchange of the kinds and 
maturities by this chapter made eligible for 
rediscount, with or without the indorsement of a 
member bank.

• 12 U.S. Code § 353 - Purchase and sale of cable 
transfers, acceptances and bills

Any Federal reserve bank may, under rules and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purchase and sell in the 
open market, at home or abroad, either from or to 
domestic or foreign banks, firms, corporations, or 
individuals, cable transfers and bankers’ 
acceptances and bills of exchange of the kinds and 
maturities by this chapter made eligible for 
rediscount, with or without the indorsement of a 
membe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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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화정책한국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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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목표

•한국은행법제1조(목적)
①이법은한국은행을설립하고효율적인통화신
용정책의수립과집행을통하여물가안정을도모
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②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을수행할때에는금
융안정에유의하여야한다.

•한국은행법제1조(목적)
①이법은한국은행을설립하고효율적인통화신
용정책의수립과집행을통하여물가안정을도모
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②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을수행할때에는금
융안정에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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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수단

•제68조 (공개시장조작)
①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
라통화신용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자기계산으
로다음각호의증권을공개시장에서매매하거나
대차할수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상환을정부가보증한유가증권
3. 그밖에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유가증권

②제1항각호의유가증권은자유롭게유통되고
발행조건이완전히이행되고있는것으로한정한
다.

•제68조 (공개시장조작)
①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
라통화신용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자기계산으
로다음각호의증권을공개시장에서매매하거나
대차할수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상환을정부가보증한유가증권
3. 그밖에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유가증권

②제1항각호의유가증권은자유롭게유통되고
발행조건이완전히이행되고있는것으로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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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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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추진 틀(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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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대주주여신한도

• 은행법제35조의2(은행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
한도등)
• ①은행이그은행의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제외한
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에게
할수있는신용공여는그은행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
는금액과그대주주의그은행에대한출자비율에
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을초과할수없다.
• ⑦은행은그은행의대주주의다른회사에대한출
자를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은행법제35조의2(은행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
한도등)
• ①은행이그은행의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제외한
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에게
할수있는신용공여는그은행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
는금액과그대주주의그은행에대한출자비율에
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을초과할수없다.
• ⑦은행은그은행의대주주의다른회사에대한출
자를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를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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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제64조제1항

제64조(금융기관에대한여신업무) ①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바에따라금융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여신업무를할수
있다.

1. 금융기관이받은약속어음·환어음또는그밖의신용증권의재할인·
할인및매매. 다만, 한국은행이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만기가되는
증권으로한정한다.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을담보로하는 1년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신용증권
나. 정부의채무또는정부가보증한채무를표시하는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채무를표시하는유통증권
라. 그밖에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증권

제64조(금융기관에대한여신업무) ①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바에따라금융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여신업무를할수
있다.

1. 금융기관이받은약속어음·환어음또는그밖의신용증권의재할인·
할인및매매. 다만, 한국은행이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만기가되는
증권으로한정한다.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을담보로하는 1년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신용증권
나. 정부의채무또는정부가보증한채무를표시하는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채무를표시하는유통증권
라. 그밖에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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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제65조제1항~제2항

제65조(금융기관에대한긴급여신) ①한국은행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 4명이상의찬성으로금융
기관에대한긴급여신을할수있다. 이경우제64조제1항에따
른담보외에임시로적격성을부여한자산도담보로할수있다.

1. 자금조달및운용의불균형등으로유동성이악화된금융
기관에긴급히여신을하는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나그밖의우발적사고등으로
인하여금융기관에지급자금의일시적부족이발생함으로
써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초래될것으로인정되어일시
적으로여신을하는경우

②제1항제1호에따라여신을받은금융기관에대해서는이를
상환할때까지금융통화위원회가대출과투자를제한할수있
다.

제65조(금융기관에대한긴급여신) ①한국은행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 4명이상의찬성으로금융
기관에대한긴급여신을할수있다. 이경우제64조제1항에따
른담보외에임시로적격성을부여한자산도담보로할수있다.

1. 자금조달및운용의불균형등으로유동성이악화된금융
기관에긴급히여신을하는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나그밖의우발적사고등으로
인하여금융기관에지급자금의일시적부족이발생함으로
써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초래될것으로인정되어일시
적으로여신을하는경우

②제1항제1호에따라여신을받은금융기관에대해서는이를
상환할때까지금융통화위원회가대출과투자를제한할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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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대출구분)한국은행의금융기관에대한대출은다음과같이구분하여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자금수급을조정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한다)

2. 금융기관이중소기업등에대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하 “금융중개
지원대출”이라한다)

3. 금융기관이지급또는결제하는데필요한일중의일시적인부족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
이라한다)

제3조(대출형식)자금조정대출및일중당좌대출의형식은 ｢한국은행법｣제64조제1항
제2호에따른증권담보대출로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형식은 ｢한국은행법｣제64조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어음재할인또는증권담보대출로한다.

제4조(재할인및증권담보대출대상증권)①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또는금융중
개지원대출을실행하기위하여재할인또는담보로취득하는증권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증권으로한다.

1. 금융기관이대출로취득한어음등신용증권. 다만한국은행이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
것에한한다.

2. 정부가발행하였거나원리금상환을보증한채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발행한주택저당증권

②한국은행이대출의담보로취득할수있는증권의요건과담보인정가액등세부사항
은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한다)가정한다.

제2조(대출구분)한국은행의금융기관에대한대출은다음과같이구분하여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자금수급을조정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한다)

2. 금융기관이중소기업등에대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하 “금융중개
지원대출”이라한다)

3. 금융기관이지급또는결제하는데필요한일중의일시적인부족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
이라한다)

제3조(대출형식)자금조정대출및일중당좌대출의형식은 ｢한국은행법｣제64조제1항
제2호에따른증권담보대출로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형식은 ｢한국은행법｣제64조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어음재할인또는증권담보대출로한다.

제4조(재할인및증권담보대출대상증권)①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또는금융중
개지원대출을실행하기위하여재할인또는담보로취득하는증권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증권으로한다.

1. 금융기관이대출로취득한어음등신용증권. 다만한국은행이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
것에한한다.

2. 정부가발행하였거나원리금상환을보증한채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발행한주택저당증권

②한국은행이대출의담보로취득할수있는증권의요건과담보인정가액등세부사항
은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한다)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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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및증권담보대출대상증권의기본요건) ①규
정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증권은 ｢은행법｣제34조제2항
및 ｢은행법시행령｣제20조제2호에따른자산의건전성분류기
준에의하여정상적인여신으로분류되는것으로한다. 다만, 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재할인또는대출담보증
권으로취득할수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대주주, ｢은행
법｣제37조에따른자회사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계열관계에있는회사에대한대출로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발행한신용증권으로서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제공한신용증권총액의 10%를초과하는신용증권

제1조의2(재할인및증권담보대출대상증권의기본요건) ①규
정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증권은 ｢은행법｣제34조제2항
및 ｢은행법시행령｣제20조제2호에따른자산의건전성분류기
준에의하여정상적인여신으로분류되는것으로한다. 다만, 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재할인또는대출담보증
권으로취득할수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대주주, ｢은행
법｣제37조에따른자회사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계열관계에있는회사에대한대출로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발행한신용증권으로서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제공한신용증권총액의 10%를초과하는신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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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만기제약

• 제64조에근거한대출은예외없이만기 1년이내의단기대출뿐
• 제65조에근거한대출은만기제약없으나활용불가능

• 만기 1년이내의대출형식에기반하여국책은행자본확충을지
원하는펀드를조성하는것은대단히불안정한지원형식
• 최장 1년이후에는한국은행은도관은행으로부터자금을회수
해야하는데이경우별도의재원이투입되지않는한자본확충
펀드는존속불가능

• 국민연금등을동원하는방법도상정해볼수는있으나이것은
별도의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이고, 국민연금을동원하려면
처음부터동원하는것이안정적

• 당초부터만기를수차례연장할의도를가지고대출을집행하
는경우그자체가한국은행법의취지를위반할가능성

• 제64조에근거한대출은예외없이만기 1년이내의단기대출뿐
• 제65조에근거한대출은만기제약없으나활용불가능

• 만기 1년이내의대출형식에기반하여국책은행자본확충을지
원하는펀드를조성하는것은대단히불안정한지원형식
• 최장 1년이후에는한국은행은도관은행으로부터자금을회수
해야하는데이경우별도의재원이투입되지않는한자본확충
펀드는존속불가능

• 국민연금등을동원하는방법도상정해볼수는있으나이것은
별도의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이고, 국민연금을동원하려면
처음부터동원하는것이안정적

• 당초부터만기를수차례연장할의도를가지고대출을집행하
는경우그자체가한국은행법의취지를위반할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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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적격어음제약

• 현재언론에거론되는자본확충펀드의구조는어음재할
인에근거한구조
• 한국은행이기업은행에자금지원한후,
• 기업은행은단독또는자산관리공사와함께특수목적회사(SPC) 
설립한후, 이회사에한은자금재대출

• 특수목적회사는기업은행에어음발행하고, 기업은행은이를한
은에재할인

• 그러나이구조는대출세칙제1조의2 제1항제1호위배
• 신설할특수목적회사는기업은행의계열회사
• 따라서특수목적회사가발행한어음은계열회사에대한대출의
대가로기업은행이취득한어음이므로재할인적격어음이아님

• 현재언론에거론되는자본확충펀드의구조는어음재할
인에근거한구조
• 한국은행이기업은행에자금지원한후,
• 기업은행은단독또는자산관리공사와함께특수목적회사(SPC) 
설립한후, 이회사에한은자금재대출

• 특수목적회사는기업은행에어음발행하고, 기업은행은이를한
은에재할인

• 그러나이구조는대출세칙제1조의2 제1항제1호위배
• 신설할특수목적회사는기업은행의계열회사
• 따라서특수목적회사가발행한어음은계열회사에대한대출의
대가로기업은행이취득한어음이므로재할인적격어음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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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신용보강제약

• 도관은행에증권담보대출형태로한국은행이대출하기위해
서는정부의지급보증필요
• 한국은행은정부또는그와사실상동등한신용도를가진기구의지급보증
이존재해야제64조에의한증권담보대출이가능

• 정부지급보증방안은앞의정부재정부담참조
• 정부지급보증이없는경우에는도관은행이십조원내외의국채, 정부보증
채, 통안채를보유하고있어야대출가능

• 신용보증기금의보증에는다양한문제존재
• 신용보증기금의보증여력이이미한계에도달
• 정부가기본재산확충할것이라면직접정부재정부담방식의자본확충을
추진하는것이더바람직

• 한국은행이신용보증기금의보증여력을확장시킨후, 기금의신용보강을
받는것은결국한국은행의신용에기반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제64조적
용에문제

• 도관은행에증권담보대출형태로한국은행이대출하기위해
서는정부의지급보증필요
• 한국은행은정부또는그와사실상동등한신용도를가진기구의지급보증
이존재해야제64조에의한증권담보대출이가능

• 정부지급보증방안은앞의정부재정부담참조
• 정부지급보증이없는경우에는도관은행이십조원내외의국채, 정부보증
채, 통안채를보유하고있어야대출가능

• 신용보증기금의보증에는다양한문제존재
• 신용보증기금의보증여력이이미한계에도달
• 정부가기본재산확충할것이라면직접정부재정부담방식의자본확충을
추진하는것이더바람직

• 한국은행이신용보증기금의보증여력을확장시킨후, 기금의신용보강을
받는것은결국한국은행의신용에기반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제64조적
용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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