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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

금융통화위원 이 일 형
* 본 자료는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금통위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작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이 성장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통
화정책과 금융안정과의 연계성, 그리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상황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을 이루
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화의 유용성과 상호 연계성, 또 상기 정책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언 요점과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
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한 것이고 적정 부문에 타게팅
(targeting)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정책은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정책의 혜택보다 비
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예: 금융 불균형 누적 시 중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경제상황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융 불균형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규제 완화를 통해 증폭될 수 있다. 최근 부
동산 규제강화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의 추가적 누적은 어느 정도 제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기조를 더 유
지하거나 변화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단기 및 중기
적으로 무엇인지 그 상충관계(trade off)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非)기축통화국이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므로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할 때 상대적 경쟁력과 구조적 차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교역재부문(traded sector)대비 비교역재부문(non-traded sector)의
가격 및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비교역재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바람직
하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해결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시장에 의한 조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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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정책의 목표

통화정책(환율정책을 포함)과 재정정책으로 대변되는 거시경제의 목표는 경제
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축소하여 시장운영에 필요한 판단과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증대시켜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통화정책
은 금리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소비 및 투자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조정하여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재정정책은 정부정책 중에서 거시경
제 운영에 관한 도구들, 즉 세율, 정부지출 및 재정흑자/적자 등을 통하여 경
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후자의

경우

특정

부문에

타게팅

(targeting)도 가능하여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그 성격 자체가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유용
하나 구조개혁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원배분 행태에 영향을
주어 준 영구적(semi-perpetual)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
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
니다. 원론적으로는 비(非)기축통화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독자적
인 통화정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개방경제들의 경우 환율제
도와 무관하게 독자적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1) 한편 재
정정책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정책효과가 타국으로 파
급(spill-over)됨에 따라 효과가 미약할 수 있지만, 실증분석을 보면 자국에 미
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
두 정책의 전달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를 진작
하고 동시에 원화절하가 수반되면서 수출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확
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관련 비용을 시장에서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금리를 상
승시켜 원화가 절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수출에서 내수로 상대적 비중을 조정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Kim K.K
Economic
2) Blagrave
Condition

and Lee I.H. "Exchange Rate Flexibility, Financial Market Openness, and
Growth" Asian Economic Papers 17:1, February 2018, MIT
P. et al "Fiscal Spillovers: The Importance of Macroeconomic and Policy
in Transmission" Spillover Notes 11, October 2017,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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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연계성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통화정책은 물가안
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변동성 축소는 곧 물가안정에 기여하
고 물가안정은 경기 변동성을 축소해 주기 때문에 두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
룰 때 더 효과적으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재정적자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
며, 정부의 순(純) 저축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즉 정부
의 저축을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금융시장에 긴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국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비용을 조달할 경우 지
출 용도에 따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운영에 따
라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전이되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연계성이 잘 나
타납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위기 이후에는 중앙은
행이 국채 및 MBS를 매입하며 장기금리를 낮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추가
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반면에 재정정책의 경우 세수의 변동이 경기에 민감한
관계로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er)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긴 했지만 그
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에는 추가적인 재량(discretionary)정
책이 필요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이었지만, 실업률 상승이 과도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이후 하락하는 실업률에 대비하여 재정적자 규모가 보다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기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여 거시경제정책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며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당부분을 미연준이 매입하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
준 데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대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중
앙은행의 채권매입은 추가적으로 장기금리 하락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연
준 개입의 추가적 기여는 그 당시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보유하고 있는 단기유
동성 자금의 확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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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시경제정책의 비용(COST)과 효율적 운영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사
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혜택(benefit)뿐만 아니라 비용(cost)도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
다.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규제의 변화에 따라 그 혜택과 비용도 크게 영
향을 받게 되므로 양자의 기여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은 유의해야 합
니다.
소비심리 위축을 포함한 통상적 경기변동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 시에는 확장
적 거시경제정책이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나 구조변화가 수반되는 장기적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거
시경제 정책이 상당한 비용(cost)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의 비용(cost)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민간부채 또는 정부부채의 급증입니
다.3)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더해 규제가 완화되
면서 민간부문의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경기를 과도하게 부양했습
니다.4)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다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가 개입하면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디레
버리징을 가능케 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풍
부한 달러 유동성에 힘입어 민간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며 경기를 부양
했습니다.
물론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채증가가
수반된 정책을 통하여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물가가 목표
치에 도달하고 GDP대비 부채의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장적 정책에 따른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경기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경제
에 부담을 가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증가를 수반한 통화정책의 결과
로 경기가 회복될 때 정책의 정상화(normalization)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책의 정상화를 무
조건 지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책 이행 중에도 그 효과
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이에
3) Kim K, Lee I H, Shim W "Redefining Liquidity for Monetary Policy" KIEP Staff Papers
18-01 Jan 2018, KIEP
4) Board of Governors of the FRS,"The Role of Financial Imbalances in Assessing the State
of the Economy" FEDS Notes April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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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련 사업자수 증가가 주택 과잉공급과 폐업자수의 증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한다면 결국 사회적 손실로 이어
지게 되므로 일시적 경기개선에 따른 대가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재정정책도 그 결과로 파생되는 비용(cost)이 무엇인지
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구조적 상
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고려되는 정부투자의 경우 우리
나라가 도달한 성장단계에서 현재 여타 선진국과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GDP대비 높은 투자율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는 현 시점에서는 더 많은 투자보다는 투자 효율성의 재고가 필요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의 과잉투자가 많은 부작용을 유발했음은 이미 잘 알려
진 사례입니다.5)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
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6)
요컨대 거시경제정책을 수립·이행할 경우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제의 구조적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또한 정책기조를 더 유지하거나 변화할 경우 지
불해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무엇인지 그 상충
관계(trade off)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글로벌 경제 안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정책수립에 있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어떤 외생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수출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지며 평균 경제성장률이
4.9%에서 2.8%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OECD국가의 평균성장률과의 갭
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
고 있어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타 국가들과 거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명목환율의 하락(원화 절상)으
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여타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시장환율로 계산한 GDP가 PPP
5) Lee I H, Syed M H, Xueyan L "Is China Over-Investing and Does it Matter?" IMF Working
Paper 12-277, November 2012, IMF
6) Cette G. Fernald J. Majon B "The Pre-Great Recession Slowdown in Productivity" Working
Paper 2016-08 Apr 2016 FRB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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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수치보다 크게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했
을

때

우리의

교역재부문(traded

sector)대비

비교역재부문(non-traded

sector)의 상대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선진국은 양
자의 상대가격이 세계평균과 유사하고 신흥국은 우리와 반대로 교역재부문의
상대가격이 더 낮습니다. 이는 신흥국이 세계경제에 진입하면서 비교역재부문
의 임금이 글로벌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우리의 경우 제조업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2000년대와는 달리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상승률이 더 가팔라서 상
대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우리의
수출물량 증가율이 세계 무역물량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과도 관
련됩니다.
상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교역재부문의 임
금상승률이 더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고 수출 증가를 저해할 것입니
다. 이로 인해 실질실효환율은 절하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교역재부문 임금
의 상대적 실질구매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내수도 함께 약화될 것
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구조의 정확한 이해와 글로벌 경제의 일원
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기초하여 거시경제정책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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