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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강연: “선진일류 Global BOK”를 기리며!

“The issues are global and so interlocked that to consider the problems of one sector,
oblivious to those of another, is but to court disaster for the whole. While Asia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ateway to Europe, it is no less true that Europe is the gateway to Asia.
And the broad influence of the one cannot fail to have its impact upon the other.”
Douglas MacArthur, Farewell Address to Congress, 19 April 1951

한국은행 총재로 부름을 받고, 파리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비전과 포부를 담은 취임사를 마
무리하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러갔습니다. 동양사회에서 널리 의미가 부
여되고 있는 12간지의 한 주기를 끝내고 새로운 주기가 막 시작되는 ‘창립 60주년’을 맞이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나온 60년 전통에 국제적 경쟁력을 더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
로 도약하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였던 모습이 아직도 머리
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과 “선진일류”라는 서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두
목표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시도 나의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6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에 내가 한국은행 총재로 오게 된 시대적
소명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재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들은 한국은행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평범한 경험적 진리는 지난 4년 동안 마음
한 구석에 항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선을 넓혀 놓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매
우 명료하지만 단순한 목적의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임기를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았던지, 그리고 어디에 그 많은 에너지가 숨어 있었는
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직접 남기고 가는 글은 아마 200자 원고지로 1500장 분량은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글을 쓰지 않았으니,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 여유와
관용보다는 긴장과 격정 속에 한국은행의 도약이라는 일념아래 토해낸 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호응하는가보다는 옳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비록 소수일지라도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난 4년을 소회하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업
적들에 대하여 개별 과제를 열거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을 회고하는 기회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과는 훗날 역사가 당연하게 평가할 것이며, 지금은 단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보고,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의 동기 및 원칙을 반추
함으로써, 그들로부터의 미래지향적인 시사점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
자 합니다.1)
지난 4년 임기동안 직원들에게 수많은 글을 남긴 목적은 약속을 문서화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한 이후
에도 실천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나
나 자신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의미도 강하였다. 그런데 과연 퇴임 순간까지 이러한 관행을 유지할 것인
가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고, “Silence is golden”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선진 중앙은행총재
들의 관행들을 수개월에 걸쳐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지금까지 수행해온 일에 대해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기록을 남기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생각을 정리하였다. 외국에서는 중앙은행총재의 고뇌가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를 고별강연을 통해 Archive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현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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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임사라는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형식보다는 고별강연을 통해 그동안 고민하였던 문
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로 이 자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만나면 헤어
지게 되어있는 자연의 섭리와 그동안 쌓아온 인간적 정리에 대하여 회포를 푸는 이임사도
관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나름의 의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평생을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정책을 공부하여 온 사람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다양한 기관
에서 조직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해 본 매우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
안 동고동락했던 동료직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지식과 경험을 강의내용에 담아 전달하는 것
은 개인적으로는 특권인 동시에 도덕적 의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직 총재로서
직원과의 마지막 대화 시간을 이런 형태로 이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강연은 다섯 가지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 6
년 정도 온 세계경제가 경험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였던 경제
위기관리 정책과제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향후 정상화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진(after
shock)에 대처할 시사점을 찾도록 하고, 둘째는 위기이후 변화하게 될 새로운 중앙은행의
역할에 상응하는 통화정책의 기조변화,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중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정책간의 조화에 관해 논의하며, 셋째는 선진일류로 도약하면서 국민의 중
앙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개혁, 즉 “Never Before”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창조정신
을 바탕으로 하는 주요활동에 관하여 분석하고, 넷째는 지난 4년간 조직의 거버넌스 변화,
조직운영에 관한 몇 가지 주요 특징적인 원칙 및 철학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리고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없었던 장기발전과제, 즉 미완의 과제
(unfinished business)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함께 일하였던 모든 동료들에게 한국은행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저의 강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2)

서 한은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며, 오늘 강연의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며, 향후 한은
의 정책방향을 나타낸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혹시 남아 있을 오류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밝힌다.
강연의 편의를 위해,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를 다수 사용한 점, 무리하게 세세한 번역을 하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외국어를 혼용한 것, 그리고 시간적 제약으로 참고목록을 논문의 경우처럼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2)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farewell address, 즉, Eisenhower(1961), Nixon(1974),
Delay(2006), Annan(2006) 등의 정치지도자 뿐 아니라 Trichet(2011), King(2013)의 farewell speech,
그리고 Shirakawa총재와 Bernanke의장 등이 퇴임에 앞서 BIS총재회의 직후 행한 비공식적 연설을 참
조하였다. 특히 MacArthur(1951)의 의회연설은 의례적인 이임인사가 아니라 일생의 경험을 정리한 역
사적인 내용이었고, 양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초유의 일이었으며, 그러나 60여년
전에 이미 “the issues are global and so interlocked”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략의 수립과 정책결
정에 있어서 global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한 혜안과 경륜이 스며든 유익한 참고자료이었으며 고
별강연을 결정하게 만든 직접적 동기를 유발하였다. 한편 Bernanke(2014)는 퇴임 수주 전인 1월초 미국
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The Federal Reserve: Looking Back, Looking Forward”란 주제로,
King(2013) 역시 “A Governor looks back – and forward”란 제목으로, 그리고 Subbarao(2013)도
“Five Years of Leading the Reserve Bank: Looking Ahead by Looking Back” Reserve Bank of
India라는 고별강연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설은 경제학자로서 매우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여겨졌다. 이것
이 바로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이임사 대신 고별강연 형태의 글을 남기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사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년퇴임 시에 고별강연을 통해 후학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관행화되
어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중앙은행에서도 향후 이런 전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일부
분은 지난 2월 24일 호주 Sydney에서 개최되었던 BIS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BIS-ACC의장으로서 행한
나의 farewell speech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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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위기의 글로벌화, 위기관리대책의 진화와 정책대응>
지난 6년 동안의 세계 각국의 경제운영은 한 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
제위기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존 경제학 교
과서에서 논의되었던 각종 이론의 효용성이 매우 제약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었
으며, 모든 과제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각 나라들이 유사한 문제에 당면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특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대응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선진경제는 이자율이 이미 영(零)%대의 하한에 달하여 (zero
lower bound, ZLB)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이자율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
하게 되었고, 비전통적인 수단들을 새롭게 개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신흥경제
권은 국제결제통화를 갖지 못한 상황(original sin)에서 선진경제의 양적완화정책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불확실한 경제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에 골몰해야 하였
으며 동시에 적합하지 않은 과거 경제여건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
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했습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가 서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에 처해 있지만 정책수단에서는 서로 차별화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위기의 상징이었던 80년대 남미의 경제위기, 금융
자유화의 과속에 기인한 80년대 말~90년대 초의 스칸디나비아 금융위기, 교역재와 비교역
재간의 상대가격 왜곡상태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여파에 기인한 남미의 90년대 제 2
차 경제위기, 기업의 과다부채 및 경직된 환율제도와 감독체계의 미비 등에 기인한 90년대
말의 아시아 경제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 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4)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이 서로 교차하면서 위기를 유발하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한편 경제의 boom and bust cycle은 현실적인 시장경제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원천적인 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불완전성
등 완전하게 극복할 수 없는 제약들이 상존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경계
3)

현 경제상황에 대한 총재의 인식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회의를 포함한 일련의
회의 등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여 기록으로 배포하였고, 직장생활에 대한 소회는 최근 3월호 “한은소식”에
소개되었으며, 기타 시도되었던 제도개혁에 관해서는 직원들에게 이미 많은 글을 통해 제시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반복하지 않고자 한다.
4) 지난 1998년 경희대국제대학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신흥경제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때에 개발한 강의가 “Economic Crisis Management”였었
고, 당시로서는 아마도 국내 최초의 경제위기관리 과목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외국 대학교로부터 강의
syllabus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직후였고, IMF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여
하히 소화하느냐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때였으므로 그 과목에 대한 외국공무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
았었다. 당시 정부의 요청으로 Los Angeles, San Francisco, Tokyo, Osaka, Hong Kong,
Singapore, Canberra 등 한국과 거래가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언론인 등 여론주
도층을 상대로 IMF program과 한국정부의 위기극복노력을 설명하고 토론한 경험이 경제위기를 이해하
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경제위기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은 2010년 8월3일, 한중일 중앙은행총
재 회의기간에 Bank of Japan의 초청으로 정책위원 및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Financial
Crises and Policy Responses: A Korean Perspective”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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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주시하고, 불균형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특히 글로벌 충격의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들이 우리가 과거의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사료됩니다.5)
현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에 연유하였으며,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과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위험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
들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Basel III 등 글로벌 금융규제개혁논의도 이
러한 이슈들에 집중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
한 인식에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와 금융부문의 경쟁력제고라는
두 목적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특히 신흥경제권이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규
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억제해야 하므로 모든 경제에 동일한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경우, 금융발전
단계가 뒤쳐져 있는 신흥경제권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선진경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대
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금융위기의 사례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금번 글로
벌 금융위기는 종합적 위기6)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지역에
서의 다양한 형태의 위기의 특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 환경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선택의 폭이 매
우 제약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언제나 “국제금융 상황변화에 의존적인(contingent)” 결
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변
적인 대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외적 요인을 간과하고 내부지향적인 사고에서 국내 특유요인에 집중된 시각에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정책당국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위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
고 평상시의 상황에나 적용될 수 있는 과거 경험의존적인 주장이 의사결정을 지배한다는 뜻
입니다.7) 특히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한 가지 책무만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나마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조합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금융안정이라는 책무가 추가된 이후에는
정책의 상충여지를 줄이면서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목표 중 어느 것 하나, 대단하게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소위 차
선(second best)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실증적인 증거가 미연준
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1907년 bank run을 초래하였던 미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 오랜 협의를 거쳐 1913년에 창설되었으며, 실제로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중앙은행 업무의 골격이 갖
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Bernanke, Federal Reserve and Economic Crisis, Princeton University
2013 참조)
6)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자유화가 과도하게 급진전된 효과, 공공부채의 급증,
양적완화정책의 부정적 파급영향과 같은 인접경제에 대한 전염효과, 경직된 환율제도, 선진경제의 양적
완화로 급증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 폭 확대 등으로 무고한 방관자(innocent
bystander)에 대한 폐해,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의 미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7) 예를 들어, Taylor rule을 연구목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미연준에서도 유효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술하지만 Taylor Rule보다는 optimal control rule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데, 우리나라에서 이 준칙의 추정치를, 더욱이 시계열이 평상시까지 포함하면서, 기준으로 정책수행의 방
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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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의 고민을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 통화정책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
나,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화정
책에 있어서도 “완화적인 기조”라는 것에 대한 상황판단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과연 더 완화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도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철학적으로 Keynesian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실증분
석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을 위시
한 일부 유럽국가에서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EU의 협약을 지
키기 위해 재정긴축정책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재정건전성 정책 수행의 결과로 경기회복조짐이 보이고 있는 실정
입니다. 통화나 재정정책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것이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
한 경제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위기 당시에는 단기적
시각에 매몰되게 되어 이러한 구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 구
조적으로 비용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누군가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
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단기적 시각이 압도하는 현실에서 이를 어느 정도 만족시
키면서도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안정의 의구심을
갖고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의 원천적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8)
조금 더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예시하면, 위기관리상황에서의 최대 난관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type I error를 최소화해야 하는 방안의 모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
나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type II error를 자주 촉발하게 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하는 type I error의 대가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특히 글로벌화가 심화된 여건에서는 tail risk가 systemic risk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위기가 올 확률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
하고 tail측면을 거론하다 보면 잘못 signal을 보내는 type II error를 쉽게 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누적되면 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type II error의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인 심리효과까지도 감안하면 그 폐해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나타나는 비용은 아닐지라도, 정책책임자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큰 지
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글로벌 유동성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적완화정책의 후유증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가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시장의 변동 폭을
증대시키게 됨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개방된 경제체제의 환경에서 정책운영을 하
는데 있어서, 특히 작은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적 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
니다. 글로벌 추세가 확대될수록 환율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9) 경험
8)

최근 미국 FOMC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QE tapering과 금리정상화과정에서 이
러한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Jeremy Stein, “Incorporating Financial Stability
Considerations into a Monetary Policy Framework”, March 21, 2014를 참조 바란다.
9) 우리나라 경제운영에 있어서 환율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단지 개발연대에서는 수출 진
흥과 지원의 측면에서 고환율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경제선진화를 통해 국민후생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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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환율은 over-shooting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시장은 over-responding하고, 이에
따라 정책당국자는 over-reacting하게 되는 경향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Type II error
가 극대화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잠재성장력이 얼마나
감소하였느냐를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취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GDPgap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주목을 받고 논의되었던 경제변수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잠재성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행한다면, 위기 시에 minus GDPgap이 절대규모로 과다 추계될 위
험이 있으며 이는 정책의 과잉반응을 불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이라는 표현자체가 이
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
는 노력에도 용기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이 사회에서 잘 인식되지 않은 측면
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 훗날 판단하여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불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QE는 그런 수단을 도입하지 않
았을 경우에 비교하여 보면 (즉 counterfactual한 분석), 타당한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
다. 물론 QE의 장단점을 고려한 순한계기여도(net marginal contribution)가 plus인 상황에
서 QE를 종료하고 출구전략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직도 QE를 수행
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담당자들이 유념해야 할 정책이슈라고 믿고 있습니다.10)
물론 위기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최근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기는 많은 경우
여진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진은 금리정상화과정에서 신흥경제권
에서의 특정한 특이 상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전염효과를 일으키면서 변동 폭을 키우는 형
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11) 대외환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경험을 필요로 하며, 용이
한 일은 아닙니다만,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에 국제적 안목을
갖추면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2)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시
화시켜야한다는 맥락에서 그런 옛 시각에서는 당연하게 벗어나야 하며, 시장의 fundamental과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정해져야 한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변동 폭이 커질 경우 거시건전성 정
책으로 이에 대처함으로써 환율의 변동 폭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성은 국제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금리의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에 경제
를 침체에 빠뜨리려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경우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려는 뜻에서 risk-averse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기관보다 더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게 되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근거 없
는 비난성 주장은 극복해야 하겠지만, 또한 의도적으로 crying wolf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는, 경제에 대한 분석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비관적으로 예견하
여 경계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고는 볼 수 있다.
11) 2013년 5~6월 기간 Bernanke의장의 QE tapering가능성에 대한 기자회견이후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였으며, 이것이 Bernanke shock이라고 불리었으며, 지난 3월 19일 FOMC회의 직후 Yellen의장이
양적완화축소 종료이후 금리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a considerable time”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약 6개월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한 이후 우리나라를 위시한 아시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맞이
한 것도 시장의 과민반응의 사례이다. 의도하지 않은 부적절한 의사표시였다는 것은 옳지 못한 평가라고
보이며, 시장반응을 테스트하고 향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
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신흥경제권이
금리상승을 과거 1994년의 Mexico처럼 견뎌내지 못하고 이의 부정적 전염효과가 확산될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12) 국내적인 시각이란 옳고 그름의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Bernanke(2013)에서 “central
bank is not a regular bank, it is a government agency”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은도
큰 틀에서 정부”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크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특유의 역
사적 유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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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경계선 위를 걸으면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지식과
현명함은 계속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Ⅱ. 위기이후의 중앙은행 역할 확대에 따른 통화정책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빛과 그림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조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통화정책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한 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만의 위기라는 수사가 암시하듯이 과거의 정형화된 이론과 경험의 효
용성은 크게 제약받게 되었고, 글로벌 현상으로 나라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듯이 경제정책들
도 경계가 모호해졌고 서로 의존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수단이 한계를
보이게 되자 중앙은행의 역할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선진경제에서 ZLB의 제약이후
각종 비전통적 수단이 활용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전통적인 수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록 ZLB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지만, 중앙은행의 적극적 활동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경제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의 도입이 기대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신흥경제들도 “유효한 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제약받는 상황에
도달하였으므로 실제로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하였으며, 실천 가능한
정책의 선택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13) 중앙은행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등
매우 많은 학문적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한 논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의 관건인 자산 가격 안정
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통화정책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유용성에 대한 논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Great Moderation이라고 불리는 지난 20여년간 낮은 물가와 성장이 병존할 수 있다
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이 오히려 금융불안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귀결이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과 같이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mandate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소위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하느냐에 관한 문제의 제기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DPgap이 상당기간 마이너스
의 수치를 보여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FOMC처럼 물가
안정과 고용의 극대화라는 dual mandate를 염두에 두고 불거져 나온 논쟁이라고 할 수 있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다.
13) 신흥경제에서는 한편으로는 ZLB가 아니므로 금리수준의 변동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정책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시각도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일 당시, 호주, New Zealand, 태국, 폴
란드 등 다수의 신흥경제권의 정책금리가 그 수준정도에 머물렀음은 흥미로운 실상이라고 하겠다. 잠재
성장률, 인플레 기대심리, 실업률을 포함한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많은 거시경제변수들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정책금리가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이론적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분석의 대
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 논쟁점은 2013년 Jackson Hole Meeting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로 상이한 환경의 미국과 일본경제가 ZLB에 처하여 있듯이 위의 국가들도 effective lower
bound에 처하여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최근에 들어, 국내의 사정에 따라 태국은 하향, New
Zealand는 상향조정하였다. 물론 환율이 Hong Kong과 같은 currency board체제가 아닌 이상, 통화
정책의 직접적 목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금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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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14) 물가수준목표제(price level targeting)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과 더불어 명
목GDP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15)
현실적으로 지난 1990년 초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제시되었고16) 이 목표제를 도입한 국가중
에 이를 포기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특정정책이 모든 면을 다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는 못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그 단점이 장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오랫동안 inflationary bias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17)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
의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부과되면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요인
으로 실물과 금융의 연계(real-financial linkage)가 지목되면서 기존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위기청산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사전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소위 cleaning vs. leaning agains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
다.18)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이전에는 그 어느 것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에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의 책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연준(FRB)은 거시
경제안정(macroeconomic stability)과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의 양대 책무를, 통화정책을 결정하
는 FOMC는 본문에서 명기한 물가안정(price stability)과 최대고용(maximum employment)의 책무를
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물가안정으로 정의하고,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물가안정을 담당하도록 좁은 범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5) 2013년초 한국경제학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의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
경제포럼 제6권제1호, pp 23-55). 한국은행총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었으며 당시에 국제적으로 새로
이 부상되었던 통화정책의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하여 학계
의 의견을 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당시까지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 과거의 중앙은행의 기능에
국한되었던 논의가 조금 더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노력이었다. 다양한 통화
정책체제에 대한 논의는 상기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한국은행이 오랫동안 발간하여 오던 물가보고서를 작년에 인플레이션보고서로 개명하였다. 물가수준
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는 하나 기
본적으로 물가수준이 낮다는 의미의 저물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둘을 혼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
의 목표가 물가상승률이지 물가수준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특히 물가수준목표제가 논의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구별을 짓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물가보고서를 인플레이션보고서로 개명한 것이
다. 단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물가안정목표제라고 초기부터 오래 사용하여 온 것을 감안하여 이 어휘
를 바꾸지는 않았다. 아마 적절한 때에 이 명칭의 변화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17)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게 되면서 한은의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금통위직후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였듯이, 인플레이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유류나 곡물을 포함한 국
제상품가격이 낮고, 비록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 품목에 걸친, 즉 broad-based한 현상이 아
니며(core inflation이 1%대 중반을 넘고 있으며), 우리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9%수준에 오
랜 기간 잘 안착되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2015년 기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정할 때, 상한을 당시의 4.0%로부
터 3.5%로 낮춘 것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
으나, 하한을 2.5%이하로 낮추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 역시 inflationary bia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수속하는데 디플레를 대처하
는 것보다 더 관심이 크다는 측면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다.
18) 이와 관련한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는 William White, “Should Monetary Policy ‘Lean or Clean’”
August 2009, FRB of Dallas를 참조하기 바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clean’을 주장하는 목소
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Stein(2013) “Lean, Clean, and In-Between”, NBER Conference에
서는 실질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lean’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실용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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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금융안정의 책무는 규제나 감독당국의 책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
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BIS 등을 주축으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논문들이 발
표되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금융위기 이후 많은 중앙은행들이 ‘lean’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더 큰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
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 수년 동안 Basel III라는 글로
벌 규범이 제정되었고 미국에서는 Volcker Rule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19)
그런데 2013년 Nobel 경제학상 수상자로 Eugene Fama와 Robert Shiller가 Lars Hansen과
더불어 공동으로 수상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경제학계는 정신적 충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증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어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는 두 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실상이 그만큼 혼돈 속
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시장
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거품(bubble)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인간의 행동경
제학의 바탕위에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행태로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분석이 상충
함에도 불구하고 두 견해 다 인정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20) 시장은 결국 합리적 계산과
비합리적 감성적 행동의 혼합에 의하여 작동한다는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논쟁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규정짓는데 큰 어려움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은 금융규제의 완화를 지지하게 되고
반대로 시장이 비합리적이라는 가정은 규제의 강화를 촉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
의 핵심수단인 이자율을 금융안정의 거시건전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근본적 문제
까지 제기되는 것입니다.21)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선진경제에서는 ZLB상
황에서 Forward Guidance를 통하여 이자율의 변동과정에 대하여 시장과 소통할 수밖에 없
다는 점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미연준이 QE를 연내에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ECB와 일본은행의 QE정책의 지속성여부와 규모의 변화가 관건이 되
겠고 차후로는 금리의 정상화수순을 밟는 출구전략의 시행시점이 관심이 될 것입니다. 일본
은행은 오래전부터 Forward Guidance를 시행해왔고, 미연준의 경우에는 “for an extended
period”, calendar-based,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등의 state-dependent한 주요 지표기준의
threshold-based, 그리고 data-dependent라는 기준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통화정책을 투명
19)

본 강연의 주제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Basel III와 같이 양적으로 방대한 규제가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의는 Haldane, BOE, “The Dog and Frisbee” Jackson Hole Conference, 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20) 당시 한 외신은 “Rational Irrationality”란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며, Nobel Committee는 “The
Nobel Laureates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asset prices.”라는
평을 내렸다.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분석능력을 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한 군중심
리(mass psychology)에 의거한 행태의 bias와 시장의 불완전성 등의 영향을 고려한 양 측면이 모두 현
실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현대 경제학이 당면한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21) Cechetti and Kohler(2012), “When capital adequacy and interest rate policy are
substitutes”, BIS Working Paper 379,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공
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정책을 비교적 훌륭하게 수행하여 온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Choongsoo Kim, “Macroprudential Policies:
Korea’s Experiences”, IMF Conference on Rethinking on Macro Policy II: First Steps and
Early Responses, April 16-17, 2013, IMF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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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심리를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과
Forward Guidance가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경제정책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소통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키다 보니 심지어 이것을 중앙은행이
다음 달 통화정책의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번 달이 아니
고 다음 달이냐는 타이밍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는 현실이 한 좋은 예입니다. 단기금리가 다
음 달에 움직일 것을 단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그 효과를 나타내므로 실제로 중기적 시각
에서 정책금리가 어느 수준에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기적 타이밍의 문제로 통화정
책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22) Forward Guidance가 취약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실업률 등 지표로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전망에 오류가 생기면 중앙
은행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전망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연준의 경우, 시장에서의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양적완화조
치지속과 금리정상화 시기를 늦추는 이슈를 Optimal Control Rule을 예시하여 금리의 경로
를 예상하도록 한 것은 Forward Guidance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
다.23)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정책수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효
과가 다를 뿐 아니라 의미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명료한가의 문제, 전달
력이 충분한가의 문제, 경제주체들의 이해(利害)관계를 벗어난 이해(理解)도의 문제 등이 다
각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용에 동
의하지 않는 표현을 마치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함으로써 정책의 내용
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화당국의 신뢰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면 결국 모든 부담이 정책당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24)
22)

심지어 일부 학계에서 조차 금리결정의 단기적 타이밍에 대해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금리결정 투표결과를 발표하게 된 이후로는 개별위원의 찬반여부에 과
다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다. 지난 12월의 미 연준의 경우가 좋은 대비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QE
tapering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2013년 9월의 9:1의 반대 결정이 그 이후 12월에는 9:1의 찬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연 초부터 시점선택의 문제로 이해하였지, 9월과 12월 사이에 무슨 경제상황이 변하여
의사결정이 1:9에서 9:1로 급반전하였는지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
명의 반대자가 서로 다른 위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원이 과거와는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결과였다.
23) Yellen(2012) “The economic outlook and monetary policy” New York,에서 forward
guidance의 이론적 배경인 optimal control rule을 시사한 후, English et al (2013), “The Federal
Reserve’s Framework for Monetary Policy – Recent Changes and New Questions, IMF,
Reifschneider et al (2013), ”Aggtregate Supply in the US: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the Conduct of Monetary Policy“ IMF 등에서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Taylor Rule
은 ZLB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미국의 잠재성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정보량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명료한 것과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결과이며, 경제현상이라는 것이 전술하였듯이 복잡다기한데 상충하는 다양한 정보를 적절하게 구
별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판단에 혼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one-handed economist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전언되어 오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금통위의 의결문 내용이 매우 풍부하여졌고,
문장도 명료하여졌다고 판단한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판단 문단이 추가되었고, GDPgap, 인플레이션기
대심리, 중기적 시계에서의 결정 등이 새로 추가된 개념들이다. 그리고 6주후에 공개되던 의사록을 2주
후로 앞당겼고,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언제나 소통의 문제를 제기
하는 경우가 생겼다. 통화당국은 중기적 시계에서 장기적 금리동향을 예상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인데,
아마도 앞의 주에서 논의한 대로 단기금리변화의 방향과 시점을 알려 주는 것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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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Forward Guidance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어떠한 지표들을 개발
하여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으며25), 그리고는 이러한 경제상황변화에 대한 이
해가 전문가적인 견지와 부합할 수 있겠는 지가 관건일 것입니다.26)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부문에서의 합리적으로 수긍하는 자세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noise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더 커져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금융에 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
제주체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정치,
정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나 이러한 독립성이 건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27),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
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지난
5~6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새로운 정상화를 추구하는 전환점
(turning point)에 이르렀고 이런 시기에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는 향후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Ⅲ. “Never Before”의 새로운 창의정신 개척>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룩한 업적들은 한 마디로 “Never Before“28)로 상징될 수
측면이 많다고 사료된다.
25) 경제의 변동요인이 국내보다는 대외요인에 의거할 때에는 Forward Guidance로 활용할 지표에 제약
이 따르게 된다. GDPgap, 실업률 어느 것 하나 유용한 지표가 되기 어렵다. 더욱이 GDPgap은 추정방
법에 따라 결과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경제지표로서의 활용도에서 이견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26) 선진경제에서도 최근 Forward Guidance의 유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Chris
Giles (Nov 14, 2013), “Four Problems that Question the Efficacy of Forward Guidance,” FT.
Plosser(2014)는 “Perspectives on the US Economy and Monetary Policy”, speech at the
Banque de France,에서 어떻게 종료될지가 불분명할 경우 결과적으로 예상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내비쳤으며, Filado and Hofman(2014)은, “Forward guidance at the zero
lower bound,” BIS Quarterly Review, 정량적 FG보다는 정성적 FG가 선호되는데 이는 예측이 틀렸을
때 중앙은행의 신뢰에 흠이 갈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는 것이며, 낮은 금리를 오래 지속시킨다는
signal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불안정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하
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의 FOMC에서도 향후에는 실업률지표를 FG에서 폐기하고, 정량적 방식에서 정
성적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을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상황이 변하게 되면, FG도 상응하게 변화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27) 경제현상의 이해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해석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논리적 근거가
없이 주장만 제기하는 것은 signal이라기보다는 noise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작년 5월 미 연준의
tapering시사이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9월이 아닌 12월에 결정이 이루어졌어도 실기논쟁
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의아스럽게까지 느껴지고, 금리의 동결횟수가 거론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이외
에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8번의 인상/인하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미국·영국·일본은 차치하고라도 ECB,러시아,중국,터키 등이 7번, 필리핀,대만,멕시코,
말레이지아 등이 모두 6회이하로 변동시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의 경제보
다 더 변동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궁금한 것이다. 인플레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국제금
융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이 우리가 자주 움직이기
를 기대한다면 시장의 여건을 분석해 볼 때,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Forward Guidance를
수행한다면 설령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noise 유발 현상에 대하여 여하히 대처할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28) Winston Churchill의 명연설 중의 하나인 “Never was so much owed by so many to so few”
에서 따 온 것으로서 “창립 이래 처음”이라는 뜻의 수사학적(rhetoric)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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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혁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립이래 처음“이라는 표현은 항시 추구하는 새로
운 과제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왜 과거에는 시도되지
않았을까? 아마 과거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시작을 촉발하게 만든 것은 비전이 명
확하게 설정된 데 연유한다고 믿습니다. 즉, ”선진일류“와 ”글로벌“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투철하지 못
하면 과거 했던 일을 반복답습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던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니셔티브를 잡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하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
지는 것은 누구든지 막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한은의 개혁을 더욱 빛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한은을 유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지난 4년간 이룩한 과제들을 몇 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내부적으로 보면, knowledge institution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적 축적노력과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제도정비노력을 각각 들 수 있겠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활동노력과 직원들의 수월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각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부적 지적축적 노력을 보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자각하
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Issue Note, Discussion Paper 발간 뿐 아니라 대외공
동연구도 활발하게 촉진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조사연구논문 수가 2010년 42편에
서 2013년 105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거나 국제공동연구가 2011년에 5건으로 시작하였으
나 2014년에는 20건으로 늘었다는 등의 과거와 수치를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
로 획기적으로 변화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한은 직원들의 우수한 잠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였다는
것보다 더 큰 수확은 없을 것입니다. 「아카이브」구축은 한은이 선진일류가 되기 위한 초
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골든 북」창간 등은 새로운 아이디어 표출의 표본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29) 한 마디로 우리보다 후진조직은 갖추지 못했지만 이미 갖추고 있는
조직들은 우리보다 선진국가라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제도정비노력은 지적능력을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직원들의 잠재
력배양 및 직장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재개발원이나
커뮤니케이션국의 설립은 공공기관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하
는 기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적절하게

before”라는 표현이 처음 시도되었다는 순순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개가 이
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한국은행 7대보고서”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선택
하였다.
29) 「골든 북」창간의 근저에는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
이 과연 중앙정부의 상황이나 의견에만 국한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다.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의 업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현실적으로 16개의 지역본부를
두어 운영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지역경제의 경기상황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이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
고 필요한 경우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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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것은 조직의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진조직일수록 조직보다 개인
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도 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자운용원을 반(半) 자율적인(semi-autonomous) 기구로 만든 것도
업무효율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원칙을 제도
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를 갖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고속도로를 닦아야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로 traffic jam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력조
정을 소홀히 한 기관은 승진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마련이며, CDP제도
를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본인의 전문경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대외적 요인을 보면 지난 수년 간 온 세계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금융개혁에
매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30) 한은의 전문가들도 과거와는 달리 국제규범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Basel III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과
정에서 우리들이 직접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국내의 이해관계
자에게 정례적으로 진행상황을 알려주어 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양 방향에서의 기여는 매우
컸으며, 선진중앙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BIS 등 국제기구와 유수 외국중앙은행에 진출한 한은직원들의 활동도 본인들의 발전 뿐 아
니라 내부의 동료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전파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31) 우리가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FTA 등 실물경
제 교류가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무역결제를 위주로 Local Currency Swap을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석유 및 자원이 풍부하고 국부fund의 규모가 방대한 Islamic Banking을 포함하
여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으로의 교류의 영역확대를 꾀하는 등의 노력도 향후 한국은행의 업
무 지평을 확대하는데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knowledge
institution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며, 많은 직원들이 보고서를 통한 수준 높은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중앙은행처럼 글을 쓰는 사람
들이 많아지고, 유익한 기록을 조직에 남기는 직원들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30)

과거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국제fora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규범제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한국은행으로서는 매우 큰 활약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규제나 감독당국이 아닌 한국은행이
FSB-RCG for Asia의 공동의장을 수임하여 활동하였고, 다른 집행간부들 및 부서장들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금융규제 제정에 있어서 한국특유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등 국
익보호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BCBS에서 고유동성 자산에 국내특수은행의 금융채를 포함시키고, 통
안계정 예치금을 전액 현금유입액으로 인정시키는데, 또한 신용환산율 적용에 있어서 국내 사정이 적절
하게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국익을 대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적
agenda setting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미 남들이 짜놓은 agenda에 들어가서
국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사전에 준비해서 agenda 설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중앙은행이 모든 분야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
다.
31) 실제로 G30, Bretton Woods Committee, Davos, Economic Club of New York, IMF Special
Conference 등 세계적 권위의 국제 forum으로부터 처음으로 초대받아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토론의 장에 한국은행의 참여가 당연하게 기대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 13/20 -

조직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나가게
될 때, 조직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Never Before”는
안일과 일상적 반복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고통과 인내가 바탕이 되어야 창출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진일류 Global BOK”를 만드는 것의 일환으로 “Never Before”가 시도되었습니다만, 조
직운영의 철학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
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겸비해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
입니다. 우리는 19세기말 20세기초, 국가의 개화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무기에 대항하여 맞설 신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
다. 결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32) Guus Hiddink 축구감독이 불러일으킨
변혁도 글로벌 시각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치열함과 고통은 잘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이 없는 과거의 시
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33)

<Ⅳ. 선진일류 중앙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 및 조직운영의 철학>
지난 4년간 한국은행운영을 지배해온 기본원칙을 주요한 이념으로 축약하여 설명하면, 왜
Global BOK여야 하나?, “한은은 나에게 무엇이며 나는 한은에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핵심
이나 정책부서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하고 또한 왜 혁신은 중앙이 아닌 주변(periphery)에서
나와야 하는가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을 마음에 담아두면
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공표된 Bank of England의 개혁내용이 바
로 우리가 4년전 시도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34) 한국은행
팀장과 부서장 회의에서 자주 인용하던 내용이다. 「Korea and Her Neighbors」, Isabella Bird
Bishop, 1898,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인화, 1994, 국제화에 뒤떨어지고 폐쇄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외세의 침략에 따른 개화기 당시의 한국의 참담한 모습을 그렸고,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역작이다. 그런데 그 저술의 후반부에 당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된 이국땅에서 한국인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 한국인의 능력을 확인한 후, 제도가 잘 정착되면 한국이 아시아의 미래에 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갈파하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래예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중요성에 대하
여 외국인의 눈으로 본 매우 드라마틱한 반전의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다.
33) Hiddink라고 해서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개혁은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우선 상황을 악화시킨 후 시간을 두고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개혁의 일반적 법칙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었다. 기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때
는 계속 5:0의 스코어로 참패를 해서 오대영이란 별칭이 붙기도 했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의 인재와 새
로운 시스템에서의 유망주 발탁 사이에 많은 관심과 갈등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34) 지난 3월 18일 the Bank of England는 조직개편의 내용을 발표하였다(Mark Carney, “One
Mission. One Bank. Promoting the good of the people of the United Kingdom” March 18,
2014) 칸막이(silos)를 없앤 것은 우리의 직군제 폐지와 매우 흡사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연구 사업을
chief economist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우리의 연구위원회 구성으로 종합적 연구를 하도록 한 것에 비
교되며, 300여년의 역사상에 두 번째로 여성을 deputy governor위치에 임명하는 등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여 분위기를 쇄신하였으며, 조직을 근대화시키겠다는 것은 유능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그
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정보의 비공개(secrecy)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One Bank”를
표방한 것은 소위 핵심부서라는 개념을 없애고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
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위에서 열거한 특성들 모두가 우리가 개혁을 시
도하였던 당시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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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회에 융합하도록 하는 길이
었는데, Carney 영란은행총재도 영국국민의 복리향상이 중앙은행의 목표라는 점을 밝히면
서, “What is the Bank of England for?”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Carney총재
가 민과 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직장생활을 경험한 외부인사라서 내부조직의 문제를 신선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Global BOK”여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
다.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Wall Street에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혁신이 가속화된 것으로 지칭되었고,
따라서 글로벌화가 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글로벌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도 강력한 글로벌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장기적 국가경제발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이러한 추세는 피
할 수 없고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으므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 관건은, 개방된 부문은 경쟁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대외 개방이 되지 않은 부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
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나 조직의 경우 공히 균형 잡힌 올바른 제도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보상과 처벌을 아우르는 인센티브
를 뜻합니다. 내부적인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 국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념적인
관점에서 잣대가 정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글로벌 규범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995년 초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협상대표로 봉직할 때 중앙은행제도를 포함한 선진경제의 제도들을 비교분석하면서 글
로벌화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확신이 총재부임이후 단 한 순간
의 주저함 없이 Global BOK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은은 나에게 무엇이며 나는 한은에 누구인가?”라는 일면 철학적이며 자기성찰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본인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조직의
연륜이 짧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조직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직에서만 생활해 온 구성원들은 조직문화에 함몰되어 있어서 조직을 키우는
것에 소홀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경험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 이해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조직의 이해관계는 잘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해 오지 않은 데에도 연유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자기 자신
을 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 스스로 기강을 세우지 않으
면 발전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이 어지럽게 변동할수록 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capacity building을 위해서도 자기에게 스스로
수 있다. 1694년에 :... to promote the publick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이라는 설립목
적을 갖고 창립된 선진 중앙은행의 대명사인 영란은행에서도 silo와 secrecy가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실제로 information asymmetry를 유발하는 정보 갭이 존재한다면 herd
behavior가 자연히 발생하게 되고, moral hazard와 adverse selection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선진과 신흥 중앙은행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조직도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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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핵심정책부서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하고 또한 왜 주변부서(periphery)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가를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조직을 혁신시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조직을 변화시킬 유인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구성원들이 한 조직
에 오래 봉직하는 경우 몸에 익은 손쉬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다수가 반길 리가 없으므
로 개혁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도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
이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5) 이것이 바로
왜 이 세상에 한 때 훌륭했었지만 오래 살아남은 민간조직이 흔치 않은 이유입니다. 단지
공공기관은 법에 의하여 존재하는 경우입니다만, 사회의 변화에 부응한 조직의 진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으므로, 변화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조직의 경쟁
적 발전을 위해서는 level playing field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기회의 공평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역량극대화를 도모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이 발권과 결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으며, 더욱이 이
부문이 통화신용정책의 중요 수단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된다
는 조건에서만 통화신용정책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결코 부서간의 중요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한국은행
의 약 1/3정도의 인력이 종사하는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가 한국은행 업무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과 국가 모두를 위해
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Ⅴ. 한은을 떠나면서: 미완의 과제 및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미완의 과제(unfinished business)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며, 시간을
갖고 해결하되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여 한국은행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는 여
러분들 스스로 고통을 마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남의 손
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는 철칙을 잊지 말고, 개인이익에 못지않게 조직발전을 우선시하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뇌하기 바랍니다.
35)

Einstein은 변화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고, 심지어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라고 정의하였다. 물론 조직원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이
개혁이, 위로부터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추진된 경우, 만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러한 노력이 체화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의
governance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개혁의 주도층이 바뀌게 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유인도 생긴다. 특히 대외적 경쟁에 직면하여 있지 않고 조직의 장의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공
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Steve Jobs의 전기에 나오는 일화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ple사는 소비자 수요조사를 안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가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연유하는 것이다. Jobs는 Ford를 인용하면서, 만일 수요자한테 물어보았으면 “빨리
오래 달리는 말”을 선호하였을 것인데, Ford는 자동차를 만들어 마차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으
로서,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것이 생산자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조직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명구라고 생각한다.

- 16/20 -

중앙은행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느 나라에도 중앙은
행은 하나 밖에 없으므로 중앙은행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
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앙은행 내부의 경험이 필요하되 국가경제에
서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도 요구된다는 뜻
입니다.36)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시장에는 hedge, speculative, ponzi finance가
혼재하면서 작동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37) 더욱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복
잡성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과연 유효한지를 항시 점검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향성투자에 대하여 일일이 미시적
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어떤 동기에 의한 시장의 변동이
일어나는지는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
지 말아야 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국내외 시장의 변동을 감지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해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얕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국내와 국외의 주체들이 dynamic하게 real time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
를 감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통이라는 명분아
래 결과적으로 중앙은행과 시장의 관계가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 빙빙 도는 강아지”와 같은
형국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명료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정책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Minsky Moment라고 불리는 시장상황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중앙은행과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의 안정이 염려되는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지 시장에 이끌려 다
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새롭게 정립하려는 중앙은행의 위상
이었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상황에서는 시장은 끊임없이 중앙은행을 테스트하고자 하게
36)

중앙은행 총재의 자격과 경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친 경
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미연준의 Bernanke의장이나 Yellen의장은 모두
백악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Chairman, Council of Economic advisor)을 역임하였고, 미
연준 이사중에서도 백악관 근무 경험자가 다수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제일 강하다는 독일
Bundesbank의 경우에도 Weber 전임 총재와 현 Weidmann 총재 공히 Merkel 총리의 경제보좌관을
역임하였다. 정치지도자와 같이 근무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경험과 정무적 감각을 익히는 것의 중요
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사고는 국제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선진국의 경험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무적 경험이 서로 독립적임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유익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7) 금번 글로벌금융위기로 재발견된 것이 Minsky의 금융불안정 가설(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이라 할 수 있다. Hedge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Speculative는 원금은 roll over하면서 이
자만 갚는, Ponzi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통해 이자를 갚는 금융행위를 뜻하며, 외부의 충격이 없
어도 이러한 내재적인 행동으로 자본주의에서는 경기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금융불안정의 요인으
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경제에서의 양적완화(QE)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된 상황에서
시장에는 항시 투기성 자본이 방향성(투기적 목적도 포함)투자를 통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행태가 항시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2013년 4월 기준금리가 2.75%일 당시 국고채 3년 금리가 2.44%까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 역전이 상당한 폭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깊은 주
의를 필요로 하는 현상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소통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시도가 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Blinder(2004)가 저서 「소리 없는 혁명, 율곡
출판사, 원저 The Quiet Revolution」에서 이자율의 term structure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은행
은 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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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을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에 이끌
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38)39) 한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한편에서는 시장과 정보를 교류하면
서 조화로운 정책을 수행함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규율(market discipline)을 유
지할 정도로의 경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 현실적으로 양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이를 통하여 선진일류 중앙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건을 초과하는 크고 작은 개혁과제들을 숨쉴틈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개혁피로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겠으나, 개혁의 일상화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
다. 항시 변화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피로라는 것은 주동적이
아닌 피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개혁은 교육과 같아서 종착역
이 아니라 여행길”이라는 명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몇 가지 미완의 과제를 적시하면 아래
와 같습니다.
첫째, “선진일류”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knowledge institution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
원들의 교육훈련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선진일류기업은 직원의
10%가 항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반의 비율이라도 목표로 삼아 나가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내용도 중앙은행 업무역할에 specific한 것이어야 효과가
있으며 general한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
에서 Academia보다 더 academic해짐으로써 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었
다는 것이 선진일류 중앙은행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40)

38)

커뮤니케이션은 ZLB라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수단으로 신
흥경제권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욱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Great Moderation시기에는
건설적 모호함(constructive ambiguity)이 중앙은행 소통의 덕목으로 오랜 기간 받아들여져 왔다. 복잡
한 금융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하려다 정보해석상의 오류에 따른 불필요한 noise 위험을 줄이고, 또한 한
편으로는 시장은 과잉반응하게 되어 있는 속성을 감안하여, 그리고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피한다
는 다 목적적 의미도 있다고 본다. 미 연준의 많은 보고서에서 guidance가 threshold이지 trigger가 아
니라는 표현이 강조되는 것은 중앙은행의 약속(commitment)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Yellen (April 2013), “Communication in Monetary Policy,” Society of American Business
Editors and Writers 및 Bernanke (Nov. 2013) “Communication and Monetary Policy” National
Economists Club Annual Dinner를 참조 바란다. 물론 시장으로서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당초 이자율전망 경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기
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말할 나위 없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은 경제에 대한 이해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시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 선진 중앙은행과 같이 금융경제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배
가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39) 중앙은행이 지휘자가 되느냐, 추종자가 되느냐는 시장을 보는 이론적 실증적 시각의 차이에 연유하는
측면도 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을 신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Chicago 학파 류) 시
장을 종국적으로 대부분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겠으며, 시장이 불완전하고 시장이 주는 signal이 왜곡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는 (예를 들어 Keynesian 학파 류) 시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Blinder(2004)는 전자의 경우를 “겁쟁이 중앙은행”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연준과 맞
서 싸우면 안 된다”,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 빙빙 도는 강아지”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40) Academia보다 더 academic해졌다는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Academia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중
앙은행이 이론적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금융위기를 구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개발해 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선진국의 Academia는 “publish or perish”로 대표되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앙은행에도 앞으로 그러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시대가 도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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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과 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론
적 연구만을 하고 시장은 논리적 분석 없이 현실만을 관찰하는 관행은 선진일류 중앙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의 변화를 분석·연구할 능력을 키워 나가
야 합니다. 이론적 토대가 취약하면 결국 분석하는 시야가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지난 수
년간 한은의 분석능력은 과거에 비해 그야말로 괄목할 발전을 성취하였습니다만, 시장담당
부서와 정책·조사·연구담당부서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종합적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하
고, 연구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복합적으로 연계된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명
실상부한 선진일류 중앙은행으로 발돋움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셋째, 원화의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국제화에 중앙은행이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우
리나라가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바로 금융의 선진화에 달려 있으며, 국제화가
관건입니다. 아마 최근의 추세에서는 중국 등 신흥경제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주춤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자원교역나라들을 중심으로 매우 적극
적으로 Local Currency Swap을 체결하였으며 중앙은행업무의 지평을 크게 확대한 바 있습
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키우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으며, 성공하면 기축통화를 사용
하지 않는 경제에 큰 시사점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41) 외환시장에서 시장원칙에 적
합한 과감한 조치들이 추진되어 다시 한 번 동북아지역의 financial hub을 구축하겠다는 의
지가 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내부평가제도의 재정립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동료평가(peer review)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조직생활에 있어서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나 낮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동료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라는 분석이 많으며 바로 이것이 대
다수 직장에서 동료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으므로 도입한 후 계속 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은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겠지만, 한국은
행에게 조금 더 확대된 금융안정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더 적합한 중앙은행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가 병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학술적으로도 정리가 더 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만, 금융안정의 기능이 확대되면 영
국과 같이 MPC와 FPC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제기될 것이며,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FSOC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41)

Local currency swap(자국통화표시 통화스왑)을 통해 그 일부분을 무역결제에 사용하는 방안이 어
떠한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의 경제경험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부문
이라고 사료된다. 특정 교역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과 local currency를 사용하여 교역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가에 따라 선택되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에 따라 환율이 급변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으며, 이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겠다. 원천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Triffin Dilemma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이슈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에서 주도권을 쥐
고 연구해야 하고, 이론적 측면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 제반 제도여건의 차이에 다른 장애요인을 적절하
게 제거해 주는 노력이 뒤따라야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
화의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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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무리되는 전
환점에 임무를 마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발발이후 대처한 결과
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몇 년 후를 위
해 여러분들이 계속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의 G20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G20국
가들의 성장률을 2%p 늘리자는 합의안을 communique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획기적인 분
위기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물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
계부채 및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2012년 연말대비 성장률이
2013년에 3%대 중반수준으로서 거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해 있고, 주식, 채권, 경상수
지 및 환율 등의 변수로 대표되는 국내 및 국제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정되어 있
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만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결코 자화
자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다른 신흥경제권과는 차별되도록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
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3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
향조정하였다는 것은 기록에 남을 것이며,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 4년간 이러한 업적을 이루
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하여 높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고별강연의 제목이 “선진일류 Global BOK”입니다. 이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
한시도 쉬어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직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선진일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의 덕으로 일류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보다 못지않아야 합니다. 선진조직에서는 상위직이 바쁘고, 후진조직에서는 하위직이 바쁩
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였을 때에만 국제경쟁에서 국익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
여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립목적은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곁에
다가가는 중앙은행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긍지입니다. 넓고 편한 길보다는 좁고 힘든 문
으로 들어간다는 각오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풍노도라고 표현해도 좋을만한 격동의 지난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지
펴놓은 불길이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며, 그동안 조직경영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한 유
능한 집행간부·부서장·팀장들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 줄 것을 믿으며, 한국은행이 더욱 도약
하기 위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의 이니셔티브를 기대합니다.
MacArthur의 Farewell Address중 global에 관한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강연원고를 시
작하였는데, 다시 한 번 MacArthur를 인용하면서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개인적 인연을 일일이 가슴에 품으
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사라지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년 3월 31일
총재 김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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