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머 리 말

지난 몇 년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방식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부를 수 있
을 정도로 크게 변하였습니다. 정책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이에 상응하여 국민
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의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물가목표를 정한 후 이
를 달성하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도입되었으며 금리를 중시하는 시장친화적 통화
정책 운용방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 통화정책 운용체계하에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일반
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인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통화정책의 달
라진 면모를 좀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집필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일반적인 목적과 통화정책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이론적 측면에
의존하기보다는 통화정책 실무자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가
능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자가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필을 담당
한 정책협력팀 직원들과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사국, 금융시장
국, 정책기획국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1년 12월
政策企劃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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