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政府 및 中央銀行의 債券發行
徐 秉 翰*
새고전학파의 物價決定理論에 의하면 물가는 현재의 통화와 미래의
기대통화를 가중평균한 恒常通貨(permanent money)에 의해서 결정되
므로 현재의 통화공급기조가 긴축적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팽창적인 통
화공급이 기대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한 債券發行은 그것이 장래의 화폐발행을 통하여 보
전되리라고 예상되면 未來의 期待通貨를 증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準財政的인 政策金融支援과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發壓力에 대처하여 中央銀行債인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이 크게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통안증권의 발행은 광의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元利金 償還에 따른 本源通貨의 增加
를 초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本源通貨 및 通安證券의 變動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縮約回歸式에 의해 추정한 결과, 통안증권은 2～3년 동안의 時
差를 두고 GNP디플레이터, 명목GNP, 명목금리 등에 대해 正의 效果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效果
的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우선 國內信用供給 및


* 金融經濟硏究所 先任硏究役. 본고는 필자가 FRB of San Francisco에 객원연구원으로 방문
시 쓴 논문(Seo, 1996)을 정리한 것으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安世一 수석연구역, 金亮
宇 선임연구역, 金玄儀 전문연구역, 그리고 연구를 보조해 준 姜勳求 행원에게 감사드린다.

外貨資産取得 등 중앙은행 貸借對照表상의 資産이 크게 증가하지 않
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公開市場操作手段으로서 中央銀行債보다는 원
리금 상환을 조세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國債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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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實證分析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政府 및 中央銀行은 公共支出의 所要財源을 租稅徵收, 貨幣發行 또는 國債나
中央銀行債의 發行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채무가 크게 累增됨
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국채 또는 중앙은행채의 추가적인 발행이 불가능하여
화폐발행을 통한 赤字補塡이 불가피해진다면 통화당국은 통화량의 증가와 인
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및 영국 등의 국가에서 1970년대말～1980년대초 通貨政策은 緊縮的으
로 운용하였으나 재정정책은 고금리의 국채발행을 통하여 대규모 財政赤字를
시현했는데, 국민들이 장래에 화폐발행을 통하여 재정적자가 충당될 것으로 예
상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信賴性이 상실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하에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초기 이래 중앙은행을 통
한 準財政的인 政策金融의 공급, 1980년대 후반 經常收支의 대폭적인 흑자 시
현, 1990년대 들어 海外資本의 지속적인 유입 등에 따른 (본원)통화의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
이션압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이 緊縮的인 통화공급하에서도 정부 및 중
앙은행의 채권발행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物價安定을 이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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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새고전학파의 物價決定理論을 원용하여 인플레이션과 公共部門 豫算
制約條件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서 本源通貨 및 中央銀行債의 변동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合理的期待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새古典學派의 인플레이션이론과 공공부문이 직면하게 되는
예산제약조건의 분석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公共支出을 위한 所要財源을 租稅
(貨幣發行에 의한 인플레이션稅 포함)에 의해 조달하든지 또는 國債(中央銀行
債 포함) 발행에 의해 조달하든지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통화정책
레짐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한 다음 縮約(reduced-form) 인플레이션식을 추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화안정증권은 인플레이션에 본원통화의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有意的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통화안정증권과 인플레이션간의 正의 關係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혁신 및
규제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安定的일 뿐 아니라 명목GNP, 명목임금, 명목
금리 등의 변동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장에서는 주요 결론
을 요약하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실증분석 측면에서의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하였다.

Ⅱ. 인플레이션과 公共部門 豫算制約條件의 連繫性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예산제약조건간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고전학파의 물가결정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고전학파의 물가결정이
론은 인플레이션이 通貨的 現象(monetary phenomenon)이며 경제주체의 期待
가 合理的(rational expectations)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1) 실질
통화수요함수는 Cagan(1956)의 통화수요함수 형태와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1) 전통적인 通貨主義(monetarism)의 견해는 통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이고 통화공급이 궁극적으로
통화당국의 지배하에 있지만 경제주체의 기대가 適應的(adaptive expectations)으로 형성된다
는 점에서 새고전학파의 견해와 다르다. 본고의 논의진행상 통화량은 궁극적으로 통화당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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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t /P t ) = c - β ( E tP t + 1 - P t )/P t

(1)

단, M : 통화량
P : 물가수준
E : 입수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기대의 조작부호
( E P : t+1시점의 물가에 대한 t시점에서의 합리적기대치)
β: 기대인플레이션 반응계수, c: 상수, t: 시점
t

t+ 1

위 식은 본장에서의 주요 분석내용인 물가수준의 결정행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實質通貨殘高에 대한 수요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과 負의 관계를 갖는다. 통화수요함수를 보
다 현실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는 실질소득, 실질금리 등의 여타 변수도 구체
적인 설명변수로 도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들 변수의 효과가 상수항에 반
영됨을 가정한다. 식(1)에 未定係數決定法을 적용하여 P t에 대한 解를 구한
후 市場의 基礎的 要因(market fundamentals)과 부합하지 않는 不安定根 및
投機的 버블(speculative bubble)을 배제할 경우2) 아래와 같은 물가결정식이
도출된다.
( E t P t + 1 - P t )/P t

∞

j

P t = Mt/α + ( 1/α ) ∑ ( β/α ) E tMt + j
j= 1

(2)

위 식에서 α=c+β>β이고 (β/α)<1이므로 유한한 물가수준이 정의될 수
있다. 동 식은 새고전학파의 물가결정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물가가 현
재의 실제 통화량과 미래의 기대 통화량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낸다. 이같은
새고전학파의 未來指向的(forward-looking)인 특징은 물가가 현재 통화량과 과
거의 실제 물가(통화량)에 의해 결정되는 전통적 통화주의의 過去指向的
(backward-looking)인 성격과 뚜렷이 구별된다.3)
2) 투기적 버블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적 균형조건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j

lim E t( β/α ) P t + j = 0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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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뒤에서 분석하는 예산의 장

식(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새고전학파의 물가결정이론에 따르면 물가
(인플레이션)와 통화량(통화증가율)간에는 單純相關關係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인플레이션은 현재의 실제 통화량과 미래의 기대 통화량을 加重平均한 값의
변동률에 의해 결정된다. 換言하면 소비가 현재소득이 아니라 현재소득과 미
래기대소득을 가중평균한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이 물가도 현재 통화 및 미래의 기대통화를 가중평균한 恒常通貨(permanent
money)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통화증가가 기대되어 항상통화가 증가할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현재의 통화정책이 팽창적이라 하더라도 항상통
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긴축에 의
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현재 통화증가율의 감소와 대응해서 낮아
지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통화증가율을 영구적으로 증가(감소)시킬 경우
인플레이션율은 통화증가율이 변화하는 즉시 통화증가율의 변동보다 더 큰 폭
으로 증가(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항상통화 증가율의 변화
에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현상(overshooting phenomenon)은 기대인
플레이션이 통화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기인하고 항상통화 증가율의 변화가 인
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새고전학파의 물가결정이론은 政策信賴性(policy credibility)이 정책
그 자체만큼이나 政策의 有效性을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항상통화는 실
제 또는 사후적인(ex-post) 정책보다 미래에 기대되는 통화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긴축통화정책이 신뢰성을 결여할 경우 -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공급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확장적인 통화공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기대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지 못한다. 오랫동안의 과거경험으로부터 聲價
(reputation)가 낮은 정부는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정책효
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식(2)에서는 물가가 과거의 통화정책과는 전혀 상관없
이 현재 및 미래의 통화정책경로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정책당
국의 과거 행태는 경제주체가 미래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
3)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一次定差방정식의 동태모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Sargent(1987) 및 Blanchard and Fisher(198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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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침으로써 물가결정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책신뢰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우선 통화당국이 전적으로 신뢰되고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일한 完全豫見(perfect foresight) 상황하에서 통화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M
π율로 증가할 것이라고 공표될 경우 식(2)에 E M
π , ∀ j
> 0을 대입하면
t

∞

t+ j + 1

=

t+ j

(1+ )

(3)

j

P t + 1 = Mt + 1/α + ( 1/α ) ∑ ( β/α ) Mt + j (1 + π )
j=1

( P t + 1 - P t )/P t = π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통화증가율과 完全相關關係를 나타낸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긴축운용하겠다고
공표하지만 정책신뢰성의 결여로 경제주체들에 의해 통화공급이 일시적으로
긴축되나 곧 확대될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경우 구체적인 예로 M M ,
π , ∀ j ≥ 1이라면
t+ 1

=

t

E tMt + j + 1 = Mt + j ( 1 + )

∞

{

j

P t = (1/α ) Mt +( β/α ) ∑ [ ( β/α )(1+ π )] Mt
j= 1

∞

}

(4)

j

P t + 1 = ( 1/α ) ∑ [ ( β/α )( 1 + π )] Mt
j= 0

( P t + 1 - P t)/P t =

( β /α ) π
1 - ( β/ α ) π

>0

따라서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하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새고전학파의 인플레이션이론은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평가하거나 미래의 통화공급에 관한 기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情報를 이용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政府 및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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央銀行의 豫算制約條件은 미래의 기대 통화공급이 국채 및 중앙은행채의 경로
에 의존함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 및 중앙은행이
每期에 직면하는 豫算制約條件(실질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부의 예산제약식(government budget constraint)
Gg t + ρGd t - 1 = τ t + ( Gd t- Gd t - 1 )

중앙은행의 예산제약식(central bank budget constraint)
CBg t + ρCBd t - 1 = st+ ( CB d t - CB d t - 1 )

통합정부의 예산제약식(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g t + ρ d t - 1 = r t + ( d t- d t - 1 )

(5a)
(5b)
(5c)

단, Gg: 정부지출 CBg: 중앙은행지출
τ: 조세수입
s: 시뇨리지(본원통화의 발행)
Gd: 국채
CBd: 중앙은행채
ρ: 실질금리(매기 일정한 실질금리가 국채와 중앙은행채에 적용됨을
가정)
g=Gg+CBg, d=Gd+CBd, r=τ+s
식(5a)는 기발행 국채(과거에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결과)에 대한 利子支給
을 포함하는 정부지출의 소요재원이 조세수입과 국채발행(차입)을 통하여 조
달됨을 나타낸다.4) 식(5b)는 중앙은행이 國內信用을 供給하고 外換을 買入하
는 등에 필요한 중앙은행지출의 소요재원은 본원통화 또는 중앙은행채를 발행
함으로써 조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식(5c)는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통
합정부(consolidated government)의 支出은 租稅收入, 貨幣發行, 國債 및 中央
4)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서도 차입할 수 있지만 이같은 재원조달은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통합
정부의 예산제약식에서는 內部去來로 상쇄될 뿐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전형적인 관계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직접적으로 화폐발행을 통하여 충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위 식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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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債의 發行을 통하여 충당됨을 의미한다.5)
이와 같은 統合政府의 豫算制約條件에 의해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不可分
의 關係를 갖게 되는데 통합정부의 赤字와 租稅收入 및 貨幣發行을 어떻게 결
정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最適租稅理論(Barro 1979, Mankiw
1987)에 따르면 일정수준의 공공지출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경우 통합정부의
赤字는 조세부과나 화폐발행(인플레이션세)에 따르는 厚生減少 또는 歪曲效果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조세수입증가 한
단위당 초래되는 限界歪曲效果가 동일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수
입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모든 세율을 동일한 방향으로 변경시켜야 할
뿐 아니라 조세의 한 형태로서 인플레이션율도 여타 세율과 正의 관계를 갖도
록 해야 한다.6)
이 경우 국채(중앙은행채)는 조세의 왜곡효과를 현재와 미래에 걸쳐 平準化
(smoothing)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永久的인 적자요인이 발
생할 경우에는 세율을 변경시킴으로써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一時
的인 지출증가 또는 조세감소에 직면해서는 현재 및 미래의 조세로 인한 왜곡
효과가 均等해지도록 국채발행을 통하여 적자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이
와는 달리 불가피한 조세의 증가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국채의 元利金을 償還하는 시점에서 조세증가에 따른 왜곡효과를 더 크게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적조세이론은 적자발생요인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를 모를 경우 공공적자와 조세 및 화폐발행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적자 발생요인의 성격과 관계없이 效率的
인 債務管理政策에 의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유지불가능한 채무를
5)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값싸게 차입할 경우 정부의 재원조달비용은 감소되나 중앙은행의
재원조달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통합정부의 재정적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Phelps(1973), Tobin(1986), Mankiw(1987) 등은 통화정책을 광의의 정부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플레이션을 조세의 한 형태로서 경제왜곡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Lucas(1986), Kimbrough(1986) 등에 따르면 통화는 中間財(intermediate goods)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 한편 Romer(1985)는 거래과정의 모델을 통하여 인플레
이션稅가 적절함을 보여주고 Barro(1987)는 인플레이션세가 지하경제활동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인플레이션세가 정확히 어떤 상
황에서 次善的 最適(second-best optimal)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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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식(5)에 기대값을 취하고 미정계수결정법에 의해 현재의 채무에 대한 解를 구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長期的 借入制約條件(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을 유도할 수 있다.
(6a)
∑
ρ
τ
∞

Gd t = E t

(1+ )

-j

j=0
∞

CBd t = E t ∑ (1+ ρ )

-j

j=1

∞

d t = E t ∑ (1+ ρ )

-j

j=1

(

t+j

- Gg t + j )

( st + j - C Bg t + j )

(r

t+j

- gt + j)

(6b)
(6c)

위 식은 영구적으로 채무발행을 통한 재원조달(perpetual debt finance)이 불
가능함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7)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채무
의 現在割引價額이 0이 되어야 성립한다.
lim E t( 1 + ρ )

→

j

-j

∞

bt + j = 0

단, b는 식(6)에서의 Gd, CBd를 나타냄

(7)

이와 같이 영구적인 차입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정부 및 중앙
은행의 債務償還能力을 능가하는 국채 및 중앙은행채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합리화될 수 있다. 이는 또한 實質金利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효율적인 경제에서 공공채무의 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낮아 국민소득에 대한
공공채무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 수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7)
식(6)에 따르면 정부 및 중앙은행은 每期에 있어서 국채 및 중앙은행채 발
행잔액을 將來에 期待되는 基礎豫算收支(채무이자지급분 제외) 黑字合計의 現
在割引價額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예산의 균형조건은 약한
7) 그러나 動學的으로 非效率的인 경제(Wilcox 1989)에서는 공공채무가 무제한적으로 증가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예산이 장기적으로도 균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적자에
의해 미래의 흑자가 시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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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리카도 同等性(Ricardian equivalence)이라 일컫는데 정부(중앙은
행)의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현재에 국채(중앙은행채) 발행을 통하여 조
세(본원통화)를 감소시킬 경우 장래에는 조세(본원통화)를 증가시켜야 됨을 의
미한다.8)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는 基礎豫算收支를 적자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예산수지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채 및 중앙은행채가 無制
限的으로 增加하게 되므로 이같은 적자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는 없고 증
가하는 공공채무의 과정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지속불가능한 정책은 궁극적으
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持續可能한 재정 및 통화정책은 정부 및
중앙은행의 장기적 차입제약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일련의 적자(채무발행)과
정을 따를 것이다. 다시 말해, 때때로 발생하는 경제충격으로 인해 기초예산
수지의 적자가 초래될 경우 장래에 흑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존의 적자를 상
쇄시켜 장기적으로는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한다.
본장에서 설명한 새고전학파의 인플레이션이론과 정부의 예산제약조건으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공공지출이 외생적으로 일정수준에 주어질 경우 전통적
인 통화주의류의 긴축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
션은 물론 通貨的 現象(monetary phenomenon)이지만 Sargent and
Wallace(1981)의 논문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통화공급의 과정 및 인플레이션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公共赤字過程의 결
과라는 점에서 財政的 또는 政治的 現象(fiscal or political phenomenon)이라
고 볼 수 있다.
8) 강한 의미에서의 리카도 동등성정리는 현재 부족한 조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가 합리적 경제주체들에 의해 富(wealth)가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조세부채의 현재할인가액
으로 간주됨으로써 소득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이다. Barro(1974)는 非歪曲
的인 租稅, 完全資本市場 등을 가정하는 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통하
여 동 가설이 성립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Blanchard(1985), Judd(1987), Feldstein(1988) 등은
조세가 상대가격의 왜곡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므로 국채에 의한
富效果(wealth effect)가 작용함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Sims(1994)에 의하면 화폐와 국
채(중앙은행채 포함)를 다같이 政府의 負債로 간주할 경우 약한 의미에서의 리카도동등성은
성립하지만 강한 의미에서의 리카도동등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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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實證分析
본장은 우리나라에서 利子支給附 中央銀行債의 변동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채
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통화정책레짐
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우
리나라 中央銀行도 통화가치의 안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는 오히
려 상충되는 이른바 準財政活動(quasi-fiscal activities)을 상당한 정도로 수행
하여 왔다. 예를 들면, 韓國銀行은 정부가 우선시하는 경제부문에 시장금리보
다 훨씬 낮은 금리로 政策的인 選別金融을 공급(自動再割引)하여 왔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이 관여하지 않고 정부예산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는 移轉
支出(金利補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管理變動換率制하에서 환율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비교적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그리고 1980년대 초
반이래 다양한 금융자유화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주요 통화정책수
단으로서 信用 및 金利에 대한 直接規制에 상당히 의존함과 아울러 중앙은행
채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시장에서 매매조작하는 準公開市場操作(open
market-type operations)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9)
通貨安定證券은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대폭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1990년대
들어서의 지속적인 자본유입에 직면하여 통화당국이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外換市場에 개입함에 따른 본원통화의 증가를 不胎化(sterilization)하는 과
정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1989년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명목GNP의
12.5% 그리고 본원통화량의 200%까지 달하였다. 한편 통화안정증권의 만기
가 대부분 1년 미만인 관계로 빈번한 借還發行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동 증권
에 대한 대규모 이자지급은 중앙은행의 收支를 악화시킴으로써 통화정책의 효
율적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0) 그 결과 정부예
9)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자유화과정 및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함정호 外(1994)
참조.
10)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발달된 많은 개도국에서 중앙은행은 통화관리수단으로 중앙은
행채의 발행 및 상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국채보다 중앙은행채를 통화관리수
단으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국채를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특정부문에 强制引受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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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였을 때 한국은행 수지는 종종 손실을 시현하였
다. 中央銀行의 損失은 일종의 숨겨진 財政赤字이며 손실발생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화폐발행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충당(monitization of fiscal deficits)하
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을 광의의 정부 財政政策의 一部로 간
주할 수 있다.11) 그러나 이하에서는 단지 분석의 편의상 통화정책을 중앙은
행의 貸借對照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중앙은행의 활동으로서 규정하기
로 한다.
인플레이션 회귀식은 1973～1995년중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자료의 초기값을 1973년으로 채택한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
였다. 첫째로 규제된 금융시장에 비해 短期投資金融會社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1970년대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통화정책의 波及經
路에 변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1972년 이전에는 평잔통화총량
및 대표시장금리(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의 자료가 미비되어 있다. 그리고 연
간자료는 이용가능한 自由度(degree of freedom)를 크게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분기자료 대신 연간자료를 사용한 것은 단기적인 분기자료로는 물가와 통화
및 재정정책변수간의 체계적인 연계성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
이다. 이는 공식적인 물가통계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반응하
지 않고 정부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관리하는 가격에 대해 때때로 변경을 허
용하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급변하는 데 기인할 수 있다.12)
키는 등 非市場原理(captive market)에 의해 정부의 채무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에서 국
채를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채를 통화관리수단으
로 이용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적 비용때문에 국채의 사용을 반대하는 논거는 통화관리에 따
른 (금리)비용을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고 오히려 공개시
장조작 대상증권으로 국채를 사용할 경우 통화관리비용의 透明性을 제고시켜 財政規律을 확
립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현의(1995), Quintyn(1994)
참조.
11) 일국 통화의 獨占的 發行機關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에 중앙은행은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중앙은행의 손실 초래는 통
화정책 및 금융제도가 市場 또는 金融原理와 크게 반하여 운용됨을 시사하고 나아가 경제전
반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중앙은행 손실의 발생원인과 통화정책상의 시사점에
관해서는 Vaez-Zadeh(1991) 참조.
12) 언론 및 방송의 주요 기사로 흔히 등장하는 바와 같이 公式的인 物價指數는 명시적 또는 암
묵적 價格管理에 의해 크게 왜곡되어 일반물가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서병한 1993, 이승철․홍성종 1994). 그리고 뉴케인지안모델에서 物價硬直性의
원인으로서 가격관리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Ball, Mankiw, and Romer(1980)와 Gordo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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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 및 財政政策의 변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縮約(reduced-form)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n

n

i= 0

i= 0

π t = ∑ α iM t - i + ∑

n

b iF t - i + ∑ c iB t - i + e t
i= 0

단, π: 인플레이션율의 代用變數(GNP디플레이션 변화율, 實物資産에 대한
名目收益率의 대용변수로서 명목소득 증가율 등)
M: 통화(본원통화, M1, M2) 증가율
F: 잠재GNP 대비 실질재정적자의 변동13)
B: 통화안정증권 증가율14)
e: 교란항
전통적인 명목소득 또는 인플레이션 축약회귀식에서는 위 식의 첫번째항(및
두번째항)을 포함시키지만 세번째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같은 전통적인
회귀식은 뒤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M (및 F )과 B 가 因果關係에 있거나 공통적
인 요인에 의해 함께 변동할 경우에는 적절한 관련변수를 제외시키는 문제점
(omitted variables problem)을 내포하고 있다.15)
기초자료에 대해 單位根(unit root)의 존재여부를 검정한 결과, 금리를 제외
한 모든 수준(log level)변수의 경우 분명하게 不安定性(nonstationarity)을 나
타내지만 수준변수를 1次差分한 변화율변수는 상당히 안정적이거나 적어도 한
계적으로는 안정성을 보이므로 식(8)의 인플레이션식을 전통적인 계량분석방
참조
13) 실질재정적자는 명목지출과 명목수입의 차를 GNP디플레이터로 나눈 값이고, 잠재GNP는 로
그를 취한 GNP를 상수 및 추세항에 회귀하여 殘差項의 時系列相關을 수정한 식으로부터 구
한 추정치이다.
14) 위의 인플레이션식에서는 중앙은행채만을 포함하고 국채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채발행
의 누증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됨에 따라 통화당국이 金利安定을 도모할 경우 間接的으로 통
화공급의 증가가 초래되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통화제
도하에서 국채발행에 의해 直接的으로 통화증가가 이루어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는 예외적임을 반영한다.
15) Glick and Hutchison(1990)은 새고전학파의 “政策의 非效果性(policy ineffectiveness)” 명제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
책의 비효과성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절한 관련변수를 생략함에 따라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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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설명변수의 最適時差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변수
에 대해 0과 4사이의 시차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추정한 다음 Theil의 최대
(最小標準誤差)기준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을 나타내는 회귀식을 선택
하였다. 모든 변수에 대해 공통적인 시차를 적용하는 시차선택의 접근방법은
비유의적인 시차변수를 포함함으로써 效率性은 다소 떨어뜨리지만 不偏推定値
를 제공하고 시차선택에 있어서 자의성을 줄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는 달리 順次的으로 특정변수의 비유의적인 시차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고려하
고 있는 설명변수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1>은 명목GNP증가율 및 GNP디플레이터변화율식에 대한 계수추정치
와 주요 통계량을 보고하고 있다. 과거 2기까지의 시차를 포함하는 회귀식에서
이 가장 높게 나타나16) 최초 2기의 관찰치를 시차설명변수로 이용함으로
써 실제의 추정은 1975년부터 시작된다. <표 1>의 식(1a)와 (2a)에서 각각
명목GNP 증가율과 GNP디플레이터 변화율을 本源通貨增加率과 潛在GNP 대
비 實質財政赤字 비율의 변동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더빈
왓슨 통계량이 두 식에서 다같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보다 적절하게 설정된 식(1b) 및 (2b)와 비교하기 위하여 殘差項의
時系列相關을 수정하지 않았다. 本源通貨는 명목GNP와 GNP디플레이터에 공
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당기 및 1기 시차변수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
지만 개별계수들의 합은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리고 <표 2>에서 본원
통화의 당기 및 시차변수가 명목GNP 및 GNP디플레이터와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統合假說은 각각 5% 및 1% 수준에서 기각됨을 보여준다.
本源通貨의 경우와는 달리 實質財政赤字는 명목GNP 및 GNP디플레이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개별계수의 추정치도 전
통적인 수준에서 비유의적일 뿐아니라 당기 및 시차변수의 추정계수와 개별계
수들의 합이 負의 값으로 나타나 이론적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
R

R

2

R

2

2

16) 인플레이션율을 본원통화 변화율만으로 회귀하였을 때는 과거 3기까지의 시차를 포함할 때
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동 결과는 미국에서 통화정책이 명목GNP 또는 물가에 3～4년
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Friedman and Schwartz(1982)와 Hafer(1985)의 발견과 부합한
다.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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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通貨 및 財政變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效果
명목GNP

상수

a0
a1
a2
∑ai
b0
b1
b2
∑bi
c0
c1
c2
∑ci
R

2

S.E.E.
DW

(1a)
0.09(3.73)**
0.20(1.62)
-0.05(0.37)
0.31(2.34)**
0.46(3.74)**

(1b)
0.09(5.57)**
0.08(0.88)
-0.12(0.18)
0.28(3.57)**
0.24(2.60)*

-3.01(1.66)
0.64(0.45)
-0.18(0.14)
-2.54(0.81)

GNP디플레이터
(2a)
(2b)
0.02(0.73)
0.01(1.12)
0.03(0.27) -0.14(2.44)
-0.01(0.04) -0.08(1.13)
0.41(3.05)** 0.42(8.07)**
0.44(3.48)** 0.18(3.10)**
-2.02(1.10)
0.49(0.34)
-0.49(0.34)
-1.63(0.51)

0.07(4.24)**
0.04(3.57)**
-0.00(0.48)
0.11(4.23)**
0.39
0.051
1.00

0.72
0.034
1.76

0.09(7.90)**
0.05(6.58)**
0.00(0.56)
0.14(8.12)**
0.43
0.051
0.76

주: ( )안은 계수추정치에 대한 t-통계량(절대값)
*, **: 5%, 1% (양측검정)수준에서 유의적인 통계량
: 조정 결정계수, S.E.E.: 추정식의 표준오차, DW: 더빈왓슨통계량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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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0.022
1.95

<표 2>
귀무가설
ai=0
bi=0
ci=0

인플레이션에 대한 通貨 및 財政變數 效果의 F-統計量
명목GNP

(1a)
4.90(0.02)*
1.20(0.35)

ai=ci
∑ai=∑ci

(1b)
5.30(0.01)**
8.18(0.00)**
4.86(0.02)*
1.36(0.26)

GNP디플레이터
(2a)
(2b)
**
5.55(0.01) 34.95(0.00)**
0.55(0.66)
24.60(0.00)**
35.23(0.00)**
0.42(0.52)

주: *, ** : 5%, 1% 수준에서 유의적인 통계량
( )안은 한계유의수준

정적자가 명목GNP와 GNP디플레이터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
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높은 信賴度를 갖고 기각할 수 있다. <표 2>에서 귀
무가설 bi=0에 대한 F-통계량이 두 식에서 다같이 비유의적일 뿐아니라 <표
1>에서 개별계수들의 합에 대한 t-통계량도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들은 물가
및 소득의 변동에 대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고려하고 나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中立的(neutral)임을 의미한다.17) 따라서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비유의적인
재정적자의 변수를 자유도를 절약하기 위해 설명변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1>의 식(1b)와 (2b)는 각각 명목GNP증가율과 GNP디플레이터 변화율
을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의 변화율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양식에서 모두 는 식(1a)와 (1b)에서보다 약 2배로 증가하였고 DW
값도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時系列相關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같은 결
과는 식(1a)와 식(2a)의 경우 自己相關된 관련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써 회귀식이 명백히 잘못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볼 수 있다.
R

2

17) Glick and Hutchison(199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재정정책효과의 중립성에도 불구
하고 재정정책을 통하여 GNP의 構成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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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安定證券을 명목GNP와 GNP디플레이터 회귀식에 본원통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본원통화에 대한 개별계수의 합이 각각
0.24와 0.18로 나타났다. 동 결과를 식(1a)와 (1b)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식(1a)
에서는 0.22 그리고 식(1b)에서는 0.26만큼 上向偏倚를 갖는데 이는 본원통화
와 통화안정증권이 正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반영한다. 이들 두 변수간의 비교
적 높은 상관관계(0.46)는 중앙은행의 국내신용 및 외화자산에 충격발생시 체
계적인 政策對應이 따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화당국은 外
貨資産의 변동에 의해 本源通貨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
화안정증권을 매매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外換市場介入은 본원통화의
변동을 1～2분기 내에는 거의 완전하게 不胎化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본원
통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창규 1995, 서병한 1995).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채인 통화안정증권은 미래의 기대 通貨
供給에 관한 情報變數(information variable)로서 본원통화의 효과를 고려한 후
에도 인플레이션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화안정증권 변수에 대한 개별계수의 합이 명목GNP식에서는 0.11 그리고 GNP
디플레이터식에서는 0.14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표
2에 보고되어 있는 것처럼 당기 및 시차계수를 결합검정한 결과 명목GNP와
GNP디플레이터 회귀식에서 다같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기 및 1기 시차변수의 계수는 유의적인 陽의 값을 갖지만 2기 시차변수의
계수는 실질적으로 0의 값을 갖는다. 통화안정증권 변수에 대한 이같은
결과는 당기 및 1기 시차변수의 계수가 陽 또는 陰의 값을 갖고 비유의적이거
나 한계적으로 유의하지만 2기 시차변수의 계수가 크고 유의적인 본원통화 변
수에 대한 결과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본원통화와 통화안정증권이 動態的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인플
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통화정책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를 고려하면 합리화될 수 있다. 과잉(과소)유동성이 존재하여 인플레이션(디
플레이션)이 초래될 경우 통화안정증권의 賣却(買入)을 통하여 본원통화의 증
가를 下向(上向)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과 본원통화 및 통화
안정증권 변화율이 장기적으로는 正의 관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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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율은 단기적으로 본원통화 변화율과 負의 관계를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변화
율과는 正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식(1b)와 (2b)의 실증분석결과는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수준의 중앙은행지출을 위한 소요재원으로서 본원통화와 중앙은행채를 동
일한 율로 代替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
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의 단기
및 과거 시차변수계수의 값이 개별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설은 명목GNP식에서
는 5% 유의수준 그리고 GNP디플레이터식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그러나 본원통화와 통화안정증권의 개별계수들의 합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이같은 결과는 多期間 豫算制約條件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이 단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적으
로 성립함을 반영한다. 통화안정증권의 元利金 償還이 본원통화의 증가를
통해서 보다 새로운 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민간경제주체가 통
화안정증권과 동 증권으로부터 파생된 金融商品(BMF, CMA 등)을 純富(net
wealth)로 그리고 이자지급분을 可處分所得의 일부로 간주하여 그들의 支出決
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지출구조에 변화
가 없는 한 恒常通貨가 통화안정증권의 동태적 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
므로 강한 의미에서의 리카도 同等性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명목GNP 또는 GNP디플레이터와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
권의 관계에 대해 全 標本期間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는 , DW, 추정계수
의 유의성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동 추정결과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도 安定的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플레이션과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간의 실증적 관계의 안정성을 검정하
기 위해 두가지 기법을 원용하였다.18)
먼저 Brown 등(1975)에 의해 개발된 Cusum-squares檢定을 실시하였다.19)
R

2

18) 계량경제분석에서 安定性(不安定性)이라 함은 회귀식의 추정계수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일
정(변화)하다는 통계적 발견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시계열자료의 추정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상이한 유형의 불안정성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정의되지는 않는다. 안정성의
개념 및 다양한 유형의 불안정성에 관해서는 Boughton(1981) 참조.
19) Cusum-squares 통계량은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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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검정기법은 일련의 逐次回歸式으로부터 얻어지는 1期先行 豫測誤差를 제곱
한 값이 거의 일정한 율로 축적되는지를 조사하는데 전통적인 Chow검정기법
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構造變化의 가능성이 있는 시점(breakpoint)을 선택할
필요성이 없는 이점이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명목GNP와 GNP디플레이터 회귀식에 대한 檢定統計量이 상하의 5% 유의수준
값을 능가하지 않으므로 양식의 추정계수가 안정적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20)
다음으로 Chow(1960) 豫測檢定(predictive test)을 실시하였다21). 동 기법은
변수간의 관계가 특정시점까지 안정적이다가 구조변화를 겪은 다음 그 이후에
는 새로운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동 검
정에서는 구조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사전적으로 선택해야 하
는데 회귀식에서 局外的인 殘差(outlier residual)를 나타내고 Cusum-squares
검정통계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1987년을 구조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을
分岐點으로 채택하였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1987년은 최초로 경상수지가 만
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시점이다. 명목GNP와 GNP디플레이터 회귀식
에서 1987년을 분기점으로 선택하여 계산된 F-통계량(괄호안은 한계유의수준)
은 각각 2.54(0.20)과 2.29(0.19)로 나타나 추정관계식의 구조적 변화 또는 추정
r

sr =

∑

t = k+ 1

2

wt /

T

2
∑ wt

t = k+ 1

,

r = k+ 1...T

단, k: 설명변수의 수(상수항 포함)
T: 최종의 표본점
w : t-1시점에서 끊어서 회귀했을 때 t기의 1기선행 예측오차의 제곱
동 검정은 최초의 k개 관찰치부터 시작하여 매번 1개 관찰치씩 추가해 가면서 마지막 관찰
치까지 반복회귀하는 과정을 따른다. 안정적 구조의 귀무가설하에서 E(sr)=(r-k)/(T-k)이고
의 값을 주어진 유의수준하에서의 값과 비교하게 된다. 逐次的 殘差(recursive
residual)를 사용하는 또다른 검정방법으로는 Cusum검정이 있다:
σ ∑
단, σ는
표준오차,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귀무가설하에서
. 그러나 Cusum-squares검
정이 Cusum검정보다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Brown, Durbin, and
Evans(1975) 및 Garbade(1977) 참조.
20) 後方(backward) Cusum-squares통계량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1) 예측검정은 부분표본(subsample)중의 하나가 과소하여 즉 관찰치의 수가 회귀변수의 수보다
적어 共分散檢定(ANACOVA)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특히 유용할 뿐아니라 Wilson(1978)이
증명한 바와 같이 공분산검정보다 檢定力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t

sr - E ( sr )

wr = ( 1/ )

E ( wr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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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

<그림 1> 명목GNP회귀식에 대한 Cusum-squares검정



CUSUM of squares ----- 5% 유의수준

<그림 2> GNP디플레이터회귀식에 대한 Cusum-squares검정



CUSUM of squares ----- 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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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수

通貨 및 財政變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效果
(1a)
0.06(2.39)*
0.25(2.05)
0.13(0.92)
0.25(1.93)

a0
a1
a2
a3
∑ai 0.63(5.14)**
b0 -0.98(0.55)
b1 0.70(0.50)
b2 1.04(0.83)
∑bi
c0
c1
c2
c3
∑ci
R

2

S.E.E.
DW

주: 표 1 참조

명목임금

(1b)
0.05(3.24)**
0.14(1.62)
-0.03(0.32)
0.31(4.36)**
0.42(4.94)**

(2a)
0.12(5.82)**
-0.10(1.00)
0.09(0.70)
0.13(1.14)
0.15(1.61)
0.27(2.64)*

(2b)
0.11(12.91)**
-0.21(4.72)**
0.01(0.15)
0.20(4.23)**
0.08(2.19)*
0.08(1.56)

0.31(0.22)
-0.27(0.22)
-0.09(0.08)
0.21(0.22)
0.16(0.05)

0.76(0.25)
0.06(3.80)
0.05(4.96)
0.01(1.54)

0.05(6.13)**
0.04(6.02)**
0.02(4.52)**
0.01(1.93)**
0.12(7.31)

0.12(4.65)**
0.53
0.049
0.93

명목금리

0.38
0.039
0.37

0.82
0.03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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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0.016
2.42

<표 4>

인플레이션에 대한 通貨 및 財政變數 效果의 F-統計量

귀무가설
ai=0
bi=0
ci=0

ai=ci
∑ai=∑ci

명목임금

(1a)
9.27(0.00)*
0.61(0.62)

(1b)
12.09(0.00)**
8.76(0.00)**
7.96(0.00)**
8.71(0.02)

명목금리

(2a)
(2b)
3.26(0.04)** 28.42(0.00)**
0.05(0.99)
14.40(0.00)**
23.65(0.53)**
0.42(0.53)

주: 표 2 참조

계수의 불안정가설은 기각된다. 동 Chow예측검정 결과는 앞서의 Cusumsquares검정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대용변수로서 GNP디플레이터 변화율과 비교하여 名
目賃金變化率 또는 名目金利가 計測誤差(measurement error)를 적게 내포할
수 있어 일반물가의 실상을 보다 잘 반영할 지도 모른다.22) 따라서 <표 3>과
<표 4>에서는 名目賃金變化率, 會社債流通收益率23)과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
권의 변화율과의 관계를 앞서의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회사채유통수익률의 경우 1년 더 긴 시차를 갖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
하면 <표 1>과 <표 2>의 결과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을 시사한다.
22) 이론적으로 임금 또는 명목금리의 변동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
적일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가격이 명시적․묵시적으
로 관리되는 여건하에서 CPI 또는 PPI 편제상의 문제점과 비교할 때 임금지수는 계측오차의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명목금리는 금융규제로 인해 下向偏倚되어 있지
만 직접관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상의 모호성이 거의 없이 측정될 수 있다.
23)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치로서 여러 금리지표 가운데 가장 연속적이고 일관
성이 있는 자료이다. 동 금리지표가 代表市場金利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60～90일 만기
상업어음과 같은 단기금융상품 금리와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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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未來指向的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豫算制約條件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현재의 통화공급기조가 긴
축적이라 하더라도 國債 또는 中央銀行債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物價
安定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새고전학파 거시경제이론의 시사점을 검
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의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화안정증권은 본원통화의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미래의 기대 通貨供給에 대한 情報變數(information variable)로서 인플
레이션의 변동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
은행의 國內信用供給 및 外貨資産取得 등(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항목)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단지 本源通貨와 通貨安定證券(대차대조표상의
부채항목)을 代替하거나 調整하는 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효과
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원통화와 통화안정증권
간의 相互作用效果(interaction effects)를 간과할 경우 미래에 기대되는 통화정
책의 중요성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
로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과 인플레이션간의 유의적인 正의 關係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혁신 및 규제완화를 겪어오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
라 명목GNP, 명목금리, 명목임금의 변동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과 같은 연구주제는 통화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중요
한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향후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이 짧은 연간자료를 축약 인
플레이션식에 의해 분석하였으나 분기 또는 월간자료를 이용한 VAR(Vector
Auto Regression)접근방식을 통하여 인플레이션과 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
간의 보다 短期動態的인 關係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채보다 중
앙은행채를 주요 통화관리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의 경험을 비교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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