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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Ⅰ. 論議 背景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5월 학계 등의 비판을 수용, 通貨政
策 運用體系를 일부 변경한 바 있음
― 통화정책전략인 兩軸(two pillars) 접근법에서 通貨分析을 제1축
에서 제2축으로 우선순위를 낮추고
M3 증가율 기준치(reference value)의 적정성 검토를 每年末 실시
하던 것을 中長期的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완화
― 物價安定의 定義를 “중기적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2% 미만”
에서 “2% 미만이면서 근접하는 수준(below but close to 2%)”으로
구체화

□ 그러나 최근 ECB의 최우선 목표, 통화량 지표의 중요성, 정책의
투명성,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및 성장 격차 등 다양한 주제에 걸
쳐 ECB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확대

이하에서는 ECB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최근 논의내용을
논점별로 간략히 정리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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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通貨政策 運用方式에 대한 最近 論議
1. 政策 目標
□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ECB의 최우선 목표는 ‘物價安定’, 후순위
목표로서 ‘높은 수준의 雇傭과 안정적 經濟成長’이 규정되어 있
으나 실제 정책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 Gerlach(2005), Gali et al.(2004) 등은 2001∼03년중 물가가 상승
세를 보이고 M3 증가율이 기준치(4.5%)를 상회하였으나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등 ECB가 성장을 중시함으로써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비판
* ECB 출범 이후 83개월(1999.1∼2005.11) 중 물가목표(2% 미만)를 초과
한 기간이 57개월로 전체의 2/3에 달함

― 반면 최근에는 ECB가 물가안정목표에만 집중하여 유럽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

□ 이에 대해 ECB는 출범 이전에 비해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이 크
게 낮아졌고 중장기 인플레이션기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
는 등 物價安定 目標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반박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
화와 규제완화 등 경제구조개혁과 R&D투자 확대 등이 선결과
제임을 지적(ECB 2005a)

- ii -

2. Two pillars 戰略의 有用性
□ ECB는 經濟分析 및 通貨分析의 兩軸(two pillars) 체계를 채택하여
금리중시 통화정책에서 통화량(M3) 변수를 중시함으로써 불필요
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Svensson(2002)은 엄격한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가 내생적
으로 결정되므로 two pillars 체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따라서 one-pillar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
― Begg et al.(2002)은 통화증가율이 높아질 때 금리를 인하한 경
우가 많은 등 ECB의 실제 정책금리 결정에 통화가 전혀 역할
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
― Gerlach(2004)는 통화증가율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유
용한 정책지표이기는 하나 별도의 pillar로 강조할 필요는 없으
며 다른 정보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최근 資産價格 不安이 증대되면서 통화정책에서 통화와
신용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ECB의 two pillars 체계
를 옹호하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음
― Goodhart(2005)는 통화분석은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거품을 조기
에 인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화분석축의 폐지에 반대
ㅇ 통화, 특히 광의의 통화증가율은 자산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소득, 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파급되므로 통화의 움직임을 배제한 금리정책은 오도될 가능
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음(Congd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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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2005), Issing(2005a) 등은 통화분석은 현실경제에 대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은행의 短期主義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ECB의 two pillars 체계는 순수한
물가안정목표제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주장
― 통화와 물가간의 관계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
으나 Bundesbank(2005)는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통화량 변
동을 제외한 근원통화(core money)* 개념으로는 통화-물가간 1:1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
*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유동성 증가. 일시적 통화수요나 포트폴리오 변
화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통화증가율 추세치를 구한 후 여기에서 실질
GDP 성장에 따른 통화수요 증가분을 차감하여 산출
core money ＝ △ m - λ△ y i
단, △ m：통화량 증가율 추세치, △y i：실질GDP 증가율 추세치,
λ：통화수요의 소득탄력성

3. 資産價格 변동에 대한 政策對應
□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중앙은행은 자
산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 한하여 대응해야 한
다는 것임(Bernanke and Gertler 2001 등)
― 이는 자산가격의 거품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통화긴축의 필요성을 일반대중에게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
□ ECB의 경우도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목표로 하지
는 않으나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거품을 조장
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추진(ECB 2005b)

- iv -

― 통화신용의 급증과 자산가격 상승이 동반할 경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전망과 通貨政策基調의 적정성을 재점검
― 거시경제 전망이 유사하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버블 형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긴축적인 정
책을 채택(“leaning against the wind" approach)
ㅇ 거품 여부의 판단은 어려우나 통화정책이 잘못 대응한 경우*
에 비해 대응하지 못한 경우의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
* Trichet(2005)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당초 목표보다 낮아지는 것
을 감수해야 할 필요한 보험료(necessary insurance)에 비유

□ 이러한 ECB의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전략은 통화량을 중시
하는 two-pillars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많이 인용
되나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음
― 실증분석 결과 通貨信用 增加와 住宅價格과의 관계는 일부 국
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며* 유로지역 전체로는 분명하지 않
음(Annett 2005)
*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국가(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주택대출비율
(LTV)이 높은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자가주거비율이 높은 국
가(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남

ㅇ 이는 ECB의 통화정책보다 각국의 租稅 및 金融規制․監督政
策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함을 시사
― 자산가격의 추이도 국별로 차이가 커 자산가격 붕괴에 따른 傳
染效果가 유로지역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없음
(Detken and Smet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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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경제지표에 의한 물가전망과 자산가격에 의한 장기 물가
전망이 반대방향으로 나올 경우 통화정책의 透明性과 커뮤니케
이션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Disyatat 2005)
ㅇ 물가에 대한 하방위험과 상방위험을 모두 표명해야 할 상황
에 처하게 됨

4. 政策의 透明性
□ ECB는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달리 政策委員會 議事錄 및 委
員別 投票內容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투명성이 미흡하다
는 비판을 받아왔음
― ECB는 정책위원회의 녹취록*도 유지하지 않고 있음
* 미 연준은 5년, 일본은행은 10년 후 녹취록을 공개. 반면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녹취록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ECB의 경우 정책위원회*의 의사록 및 개인별 투표결과가
공표되면 각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政治的 壓力에 직면할 우
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
* ECB 집행이사회 위원 6명, 각 회원국 중앙은행총재 12명 등 18명으로 구성

― Issing(2005b)은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확대할수록 투명성이 반드
시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Ehrmann and Fratzscher(2005)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ECB는 미 연준과 동등하고 영란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정도를
기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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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隔差 問題
□ ECB 출범 이후에도 회원국 간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축소되지 않
아 이에 대한 ECB의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Duarte 2003 등)

― 인플레이션 격차는 實質金利 격차를 초래하여 동일한 ECB의
통화정책이 저인플레이션 국가에는 긴축적으로, 고인플레이션
국가에는 완화적으로 작용하는 문제 야기
― 따라서 소비자물가(HICP) 작성시 국가별 또는 산업별 加重値 조
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면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
□ 그러나 ECB는 현재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크지 않은 수준
일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
는 각국의 構造改革 등을 통해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ECB
2005b 등)

―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ECB 출범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
져 현재 미국의 14개 주요 도시간 격차와 비슷한 수준
― 인플레이션 격차는 각국의 재정적자, 재화 및 노동시장의 경직
성, 경제개방화 정도 등의 차이에 주로 기인
― 소비자물가 작성시 국가별 또는 산업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
안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통화정책이 특정 국가 또는
산업의 構造的 非效率性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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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에 대한 大․小國間 影響力의 차이
□ ECB 정책위원회가 회원국간 경제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국(인)
1표제로 운영되어 小國들이 정책 결정에 과도한 影響力을 행사한다
는 비판이 제기(Heinemann and Huefner 2004 등)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 유로지역 전체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룩셈부르크의 GDP 비중은 0.3%에 불과

― 향후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등 소국들의 가입이 늘어날 경
우(빠르면 2007년경) 소국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ECB 정책위원들은 출신국이 아닌 유로지
역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며 실증분석 결과도 ECB의 통
화정책이 오히려 독일, 프랑스 등 大國經濟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
― Kool(2005)은 Taylor Rule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1999∼2004년
중 ECB의 금리정책이 소국보다는 독일, 프랑스의 경제상황과
가장 부합한다는 결과를 얻음
― von Hagen and Brückner(2002)도 GDP 비중, 역내무역 비중,
경제통계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국경제를 중심으로 유
로지역 전체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게 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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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示唆點
□ 이상과 같은 논의내용을 종합할 때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음
― 첫째, 金利中心 通貨政策 하에서 통화의 역할을 중시하는 ECB
의 two-pillars 정책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나 최근
자산가격 불안이 증대되면서 그 타당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ㅇ 通貨政策 視界인 1∼3년의 中期에 있어서는 통화물가간의
안정적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화증가율을 정
책결정의 중심변수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ㅇ 저물가기조 하에서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이 동반할 경우
보다 長期的인 관점에서 자산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리스크와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보는 점검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둘째, 자산가격 거품의 확산 및 붕괴는 경제 전반에 막대한 비
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거품형성 초기에 정책대응(lean against
the wind)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ㅇ 그러나 자산가격 거품을 사전에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자산
가격 동향이 일반물가와 상충되거나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경
우 등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
ㅇ 또한 이러한 대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mechanistic reaction)
안되며 통화신용의 동향과 자산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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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통화신용 증가와
주택가격이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모기
지 시장 발전이 주택가격 안정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은행중심의 모기지 대출이 시장중심
의 증권화된 모기지 금융으로 발전함에 따라 주택신용과 주택가격의
변동성 축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Schnure 2005)

― 셋째, ECB가 정책위원회 의사록 및 위원별 투표내용을 공개하
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
합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國家聯合體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ㅇ 또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투명성 수준이며 이를 확보하
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각국의 여건에 따
라 다양할 수 있다고 하겠음
* ECB는 보다 상세한 정책결정문(statement) 발표, 총재 연설 및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미 연준과 동등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두
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넷째,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나 정책결정시 국별 영향력 차
이문제는 ECB나 聯邦制 國家 고유의 문제라 하겠으며 통화정
책으로 직접 대응하기도 어려움
ㅇ 다만 지역간 인플레이션 격차에 따른 통화정책의 지역별 파
급효과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재화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 경제의 柔軟性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ㅇ 또한 지역간 경제상황의 격차가 현저한 경우 전체 경제상황
평가에 이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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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論議 背景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5월 학계 등의 비판을 수용, ECB 출
범 당시의 通貨政策 運用體系를 일부 변경한 바 있음
― 통화정책전략의 兩軸(two pillars)인 通貨分析(제1축 → 제2축), 經濟
分析(제2축 → 제1축)의 優先順位를 상호 교체*
* 이로 인해 通貨는 “중요한 역할”(prominent role)에서 “통제변수중 하
나”로 격하

― M3 增加率 基準値(4.5%)가 실제 증가율과 지속 괴리되어 현실
성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每年末 실시하던 M3 증가율 기준치
(reference value)의 적정성 검토를 中長期的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기로 변경
― 또한 物價安定의 定義를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中期的*으로 “2% 미만인 수준 유지”에서 “2%
미만이면서 근접하는 수준(below but close to 2%) 유지”로 구체화
* ECB는 ‘中期的’ 개념에 대해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통화정책 파급기간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등 때문에 기간을 사전에 특
정하는 것은 바람직(not advisable)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플러스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설정함으로써 제로 명목금리
및 디플레이션 위험을 예방하고, HICP의 측정오차 가능성
및 유로지역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 존재 등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
□ 그러나 ECB의 통화정책 완전 수임(1999년) 후 5년 경과에 따른 업
적평가 시도, 유로지역의 경제부진, EU 확대(2004년) 등에 따라 최
근 ECB통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논의가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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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학계 일부에서는 ECB가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하지
않는 데다 유로지역 전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상황을 중시하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ECB의 信賴性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반면 독일 등 저성장국가 정부인사들은 ECB의 통화정책이 경
제성장 및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으며, 금년 7월
유럽의회는 見解 差異를 이유로 ECB가 제출한 "2004년 경제평
가 보고서"의 승인을 거부
□ 이하에서는 ECB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을 정
책 목표, Two pillars 전략의 유용성 및 통화량지표의 중요성, 정
책의 투명성,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정책대응, 회원국간 인플레이
션 격차 문제, 정책에 대한 대․소국간 영향력의 차이 등 주요
사안별로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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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通貨政策 運用方式에 대한 최근 論議 內容
1. 政策 目標
□ ECB의 설립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CB의 최우선 목
표로 ‘物價安定’, 후순위 목표로 ‘높은 수준의 雇傭과 안정적인
經濟成長’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 ECB가 物價安定보다 經濟成長을 중시함으로써 실제 행동(deeds)
과 대외공약(words)간 不一致를 나타낼 경우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

(ECB는 물가안정보다 經濟成長을 중시한다는 견해)
□ Gerlach, Galí 등*은 실증분석 결과 ECB가 基準金利 결정시 인플
레이션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하거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을 동
시에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ECB가 設立目標에 상치되게 행동한
다고 주장
* Gerlach(2005), Galí et al.(2004), Fourҫans 및 Vranceanu(2004) 등

― ECB의 통화정책 출범(1999년) 이후 2/3를 넘는 기간중 유로지역
의 HICP 상승률이 ECB의 물가안정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등
ECB가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
* 1999년 1월 ∼ 2005년 11월(83개월)중 HICP 상승률이 2% 이상인 기간이
57개월로 전체의 69%를 차지
** 2000년 11월 ECB Duisenberg 총재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중
기적으로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이 최대 2%를 계속 초과하는 것은 ECB의
실패이며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가설적 상황”이라고 증언

- 3 -

― 특히 ECB는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상승세에 있고 M3 증가율이
기준치(4.5%)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던 2001 ∼ 2003년 중에도 基
準金利를 계속 인하함으로써 物價安定보다는 經濟成長을 중시
하는 듯한 행태를 보임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1) 및 기준금리2) 추이
5

(전년동월비, %)

유로지역의 M3 증가율 및 기준금리2) 추이
10

(전년동월비, %)

유로HICP 상승률
기준금리

4

M3 증가율
기준금리
M3 증가율 기준치(4.5%)

8

인플레이션기대
3

6

2

4

1

2

0
99.1

00.1

01.1

02.1

03.1

04.1

05.1

12

0
99.1

00.1

01.1

02.1

03.1

04.1

05.1

12

주: 1) 인플레이션기대는 경제전문가들의 중기 인플레이션기대(향후 2년)를 서베이하여 산출
2) 기준금리는 ECB의 Repo rate
자료: 유로통계청

□ 한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현재 경기가 부진한 주요국의
정부인사들은 ECB가 통화정책 결정시 物價安定에 집착하여 經
濟成長 및 雇傭(失業)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

(ECB는 物價安定을 최우선목표로 한다는 견해)
□ ECB 고위 인사들은 ECB가 출범 이후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유로지역의 물가를 크게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중장기 인플레이
션기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物價安定 目標를 성공
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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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3년 5월의 물가안정 목표 구체화 조치로 유로지역의
금리 하락 및 인플레이션기대 억제, ECB 물가안정 목표에 대
한 불확실성 축소, 시장의 기준금리 예측 용이화 등을 성취
□ 또한 ECB가 경제성장을 소흘히 한다는 비판에 대해 ECB(2005a)는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각국 정부
의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등의 構造改革, 財政健全性 維持 등이 중요하다고 반박

2. Two pillars 戰略의 有用性
(1) Two pillars 戰略의 不透明性
□ ECB는 통화정책전략 수립을 위해 物價安定 危險要因을 포괄적으
로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經濟分析 및 通貨分析의 兩軸(two pillars)
戰略을 이용
― 經濟分析(제1축)은 주요 경제 및 금융변수*를 분석하여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한 短‧中期的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데 초점
* 생산지표, 수요지표, 재정정책, 자본 및 노동시장, 전반적인 물가‧비용지표,
환율추이, 세계경제 및 국제수지, 금융시장 등

― 通貨分析*(제2축)은 通貨量 增加率 基準値(M3 증가율 4.5%**)를 바
탕으로 中‧長期的인 인플레이션 추세를 평가
* 통화분석은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간에 중장기적으로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전제(통화주의) 하에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통화량 증
가율 기준치를 산정하고 동 기준치와 실제 통화량 증가율 비교를 통하
여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추세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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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의 M3 增加率 基準値(4.5%)는 △m ＝ △y ＋ △p －△v 식에
의거 HICP 연평균 상승률(1.0 ∼ 2.0% ⇒ 1.5%), 잠재성장률(2.0 ∼
2.5% ⇒ 2.25%) 및 M3 유통속도 하락률(매년 0.5 ∼1.0% ⇒ 0.75%)에
관한 장기적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3개월 이동평균치

□ 그러나 학계의 대다수 인사들은 兩軸 戰略이 금리 중시 통화정책
에서 통화량(M3) 변수를 중시하는 二元化된 체계여서
명목기준지표에 대한 혼란* 및 금융시장의 신뢰저하를 초래하므
로 통화분석 폐기, 兩軸 통합 또는 物價安定目標制 도입 등이 필
요하다고 주장
* 양축 전략을 多重目標制로 오해하거나 경제분석은 직접적인 물가안정목표
(a direct inflation target)로, 통화분석은 통화정책의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잘못 인식

― Svensson(2002)은 엄격한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가 내생적
으로 결정되므로 two pillars 체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one-pillar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
ㅇ Eijffinger(2003)도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화분석축을 폐기하여 단축 체계인 유연한(flexible) 물가안정
목표제로 이행할 것을 주장
ㅇ Gerlach(2004)는 실증분석을 통해 통화증가율이 장기 인플레
이션을 설명하는 유용한 정책지표이기는 하나 별도의 pillar
로 강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정보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
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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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Gros(2005)는 1999년 1월 ∼ 2005년 6월중 유로지역의 M3
증가율은 6.3%로서 ECB의 기준치(4.5%)를 지속적으로 크게 상
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ICP 상승률은 목표치(2%)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어 兩軸 戰略이 모순된 통화정책결정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다고 지적
유로지역의 M3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9

(전년동월비,%)
M3 증가율

8

HICP 상승률

7

ECB의 M3 증가율 기준치

6
5
4
3
2
1
0
1999.1

2000.1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10

자료: 유로통계청

― 또한 von Hagen 및 Brückner(2002)는 ECB가 명확하게 通貨量
目標制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ECB 통화정책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주장
* Duisenberg는 M3 증가율이 기준치로부터 이탈하더라도 통화정책위원회
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ECB의 전략이 통화량목
표제와 다르다고 지적

ㅇ 즉 ECB가 양축 전략에 의거 통화량 증가율 기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通貨量目標制가 아니며 인플레이션율 목
표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物價安定目標制가 아니
라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ECB 통화정책에 대
한 혼란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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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자산가격 불안이 증대되면서 통화정책에서 통화와
신용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ECB의 two pillars 체계
를 옹호하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음
― Issing ECB 이사(2005a)는 兩軸 戰略이 ECB와 경제주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이고, 현실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
에 정책의 투명성이 일부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히 통화분석은 短期主義에 대항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ECB의 통화정책 전략체계는 순수한 物價安定目標制보
다 상위개념이라고 반박
― 또한 Goodhart(2005)는 통화분석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거품을 조기에 인식, 先制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통화분석축의 폐지에 반대*하는 한편
Ubide(2005)는 명료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통화분석축 개념
을 金融安定軸 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거품이 초기 또는 급속한 진행 단계에
있는 경우 이의 식별 및 정책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자산가격의 균형이탈이 은행들의 민간대출 등 급격한 통화량 증
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통화분석축을 이용하는 중앙은행은 거품의
조기식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즉시적‧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안정축은 통화부문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부문의 대차대조표를 포
괄해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통화분석축(8 ∼ 12분기 전망에 초점)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조기 경보신호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경기순환
주기에서 파악되지 않는 장기 인플레이션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 Gros(2005)는 통화분석축을 통한 통화 및 신용 분석이 통화정책
담당자들에게 경제동향 및 중기 인플레이션에 관한 신뢰성 있
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오류를 예방하고 中期指向的
通貨政策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화분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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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예측을 위
해 사용하는 필립스곡선모형이 output gap 측정 및 예측에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도 심각
한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유로지역의 실질GDP 및 민간신용 추이
(전년동분기비, %)

5

15

실질 GDP(좌축)
민간신용 (우축 )

4

13
11

3

9
2

7

1

5

0
1999.1/4

3
2000.1/4

2001.1/4

2002.1/4

2003.1/4

2004.1/4

2005.1/4

(2) M3 증가율 기준치(reference value)의 유용성
□ 금리중심 통화정책 하에서 通貨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통화증가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또는 통화가 미래의 인플레
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豫測指標가 될 수 있는가에 그 초점이 있음
□ 通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각국의 통화정책준칙이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경제모형에서 통화의 명시적인 역할이 없다
는 점*,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도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
정된다는 실증분석 결과 등을 그 근거로 제시
* Taylor rule의 금리정책 준칙, 일반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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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g et al.(2002)은 ECB가 통화증가율이 높아질 때 금리를 오
히려 인하한 경우가 많았음을 들어 실제 정책금리 결정에 통화
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
― 한편 Löchel 및 Polleit(2005)는 ECB가 통화정책지표로서 M3 增
加率 基準値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 지표인 物價 갭(price gap)
개념을 이용할 것을 주장
ㅇ M3 增加率 基準値 제도는 M3 증가율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
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通貨 過不
足과 이것이 物價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때문에 통화정
책의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반면
장기 인플레이션율목표와 실제 인플레이션율간의 차이인 物
價 갭(price gap)은 實質 通貨量 증가율과 實質 潛在産出量 증
가율의 차이로서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 척도가 될 수 있음*
* 이 주장은 물가수준이 잠재산출량 단위당 통화량으로 결정된다
( P*=MV*/Q*)는 P-star model에 근거.
M3 증가율 기준치 산출방정식( △m =△y+△p-△v )을 다시 표기하면
-----------①
실제물가수준( p)은
p =m+v-y
-----------②
장기물가수준( p*)은 p*=m+v*-y*
물가 갭은 ②식과 ①식의 차이로서 유동성 갭과 산출량 갭으로 분해 가능
-----------③
p*-p=(v*-v)+(y-y*)
한편 ③식은 아래와 같이 변형 가능
( ∵v = p-m+y)
p*-p=[v*-(p-m+y)]+(y-y*)
-----------④
p*-p=(m+v*-p)-y*
즉 ④식은 物價 갭 (p*-p)이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實質 通貨量 증가
율(화폐유통속도 변동 및 물가상승률 조정후)과 實質 潛在産出量 증
가율간 差異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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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Issing ECB 이사(2005b) 등은 경험적으로 通貨가 인플
레이션과 중장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通貨가 미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최상의 지표
(a natural indicator)라고 반박

― Issing 이사는 通貨量은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기본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흘하게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의 많은 연구
들은 통화량이 經濟活動 測定 및 豫測 指標로서 통화정책 결정
에도 유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M3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長期的 豫測力이 여타 실
물 및 금융지표에 비해 우수한 등 유로지역에서는 通貨量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先行指標 속성이 더욱 확연하다고 주장
* Leeper 및 Roush(2003), Deutsche Bundesbank(2005) 등

ㅇ 또한 通貨指標는 속보성과 정확성이 높아 산출량 갭 등 지표
작성에 시간이 걸리거나 명료성이 부족한 여타 경제지표에
비해 사용상 간편
ㅇ Congdon(2005)도 통화, 특히 광의의 통화증가율은 자산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소득, 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파급되므로 통화의 움직임을 배제한 금리정
책은 오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 Neumann 및 Greiber(2004)는 通貨量 增加額은 인플레이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部分(根源通貨量 增加*)과 인플레이션과 관련
이 없는 部分(단기적 통화수요 변화나 포트폴리오 변화 및 실질GDP의
추세적 증가 등에 따른 통화량 증가)으로 분리가능하며, 따라서 장기

적으로 M3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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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根源通貨(core money) 증가율은 일시적 통화수요나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한 통화증가액을 제외한 명목통화 증가율 추세치가 실질통화수요 증
가율 추세치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 m - λ△ y i를 이용하여 산출
( △ m：통화량 증가율 추세치, △y i：실질GDP 증가율 추세치, λ：통화수요의
소득탄력성)

M3 증가액의 구분

전체
M3 증가액

일시적 증가
(단기적 통화수요 또는 포트폴리오 변동)
추세적 증가( △ m)

물가에 영향이 없음

λ△y i
근원통화 증가

물가에 영향

ㅇ 특히 Bundesbank(2005)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근원 M3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1：1 대응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지적

3. 資産價格 변동에 대한 政策對應
□ 資産價格 변동과 通貨政策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중앙은행은 자
산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해야 한
다는 것임(Bernanke and Gertler 2001 등)
― 이는 자산가격의 거품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통화긴축의 필요성을 일반대중에게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
□ ECB의 경우도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목표로 하지
는 않으나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거품을 조장
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추진(ECB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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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貨信用의 급증과 자산가격 상승이 동반할 경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전망과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을 재점검
□ 이에 따라 현재 ECB는 住宅關聯 信用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
는 한편 주택가격 등 資産價格 변동위험을 평가하여 필요시 이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펀더멘털과 괴리된 資産價格 변동에 대처
― 다만, 자산가격 변동에의 대응을 위해 현재의 양축 전략을 수정
하거나 자산가격을 HICP의 한 항목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그러나 1998년 이후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수
회원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유로지역의 가계부채도
급증*하면서 ECB의 資産價格(住宅價格) 변동에 대한 對應方法이 효
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
* 가계부채/경상GDP 비중：1995년 43% → 1998년 46% → 2004년 54%

― 특히 금융규제 철폐, 은행산업 경쟁심화 등으로 金融部門과 住
宅市場간 관계가 깊어져 자산가격의 급등에 따라 金融不均衡도
심화되면서
資産價格(특히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 관련 논
란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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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 동향 1)

(%)

1971 ∼ 2003

1995 ∼ 2003

1998 ∼ 2003

독일

0.1

－1.2

－0.8

프랑스

1.8

3.9

7.5

이탈리아

1.8

0.7

4.3

아일랜드

3.3

8.8

8.9

스페인

3.7

5.8

9.4

네덜란드

2.7

6.9

7.2

핀란드

0.9

4.0

3.7

벨기에

2.2

3.3

3.9

미국

1.7

3.4

4.6

영국

3.8

7.3

10.4

스웨덴

0.3

4.6

6.6

일본

0.9

－2.4

－2.7

호주

2.8

5.9

8.8

캐나다

2.0

1.3

3.1

주: 1) 연평균 증가율(실질가격 기준)
자료: Banque de France Bulletin Digest February 2005

(ECB의 對應戰略이 效果가 없다는 견해)
□ ECB의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전략은 通貨量을 중시하는
two-pillars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많이 인용되나
다수 전문가들은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 지적
― IMF의 A. Annett(2005)는 실증분석 결과 유로지역내 통화신용
증가와 주택가격과의 관계는 일부 국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며* 유로지역 전체로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ECB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景氣逆行的 介入政策(lean against
the wind)은 주택가격 변동행태 및 通貨와 住宅價格간 관계가

국별로 상이한 유로지역에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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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국가(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주택대출비율
(LTV)이 높은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자가주거비율이 높은 국
가(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남

ㅇ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信用 및 通貨量의 단기․중기적 예측
력은 일부 국가들에게만 한정되고 각국별 주택가격 변동률
차이는 상당부분 각국간 제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또한 住宅價格이 상품가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
가 거의 없어 ECB의 개입근거도 미약
ㅇ 이는 주택가격 변동 억제를 위해서는 ECB의 통화정책보다
각국의 조세 및 금융규제‧감독정책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의성이 높아지
기 위해서는 유로지역내 주택금융시장의 통합이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
― 한편 Detken and Smets(2004)는 자산가격의 변동추이가 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산가격 붕괴에 따른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유로지역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으며
Disyatat(2005)는 일반 경제지표에 의한 물가전망과 자산가격에
의한 장기 물가전망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커뮤
니케이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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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의 對應戰略이 有效하다는 견해)
□ ECB(2005a)는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경기역행적 개입정책이 결점
이 많은 여타 방법에 비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
히 중앙은행이 자산가치의 대폭 변화* 및 시장위험의 대폭 확대
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클수록 더욱 매력적인 방법이 된
다고 평가
* 자산가격 급등락(asset price booms & busts)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Detken and Smets(2004)는 실질자산가격이 추세치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0% 이상 이탈하는 경우로 정의

― ECB의 경우 양축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통화신용의 급증과 자산
가격 상승이 동반할 경우 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전망이 유사하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버블형성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긴축적인 정책
을 채택(“leaning against the wind" approach)
ㅇ 통상 物價安定目標制는 短期(1 ∼ 2년) 인플레이션 전망에 바탕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불균형 축적 및 자산가격 변동폭의
확대를 事前에 豫測하기 어려운 반면*
ECB의 通貨政策 戰略은 中期的 物價安定을 목표로 통화 및
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격 거품을 事
前에 認識 가능
*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通貨가 物價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가격 급등으로 발생하는 거품을 확인
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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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자산가격 거품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 후생을 높
이는 방안인 바, 이는 거품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화정
책이 잘못 대응한 경우*에 비해 대응하지 못한 경우의 비용
이 훨씬 더 크기 때문
* Trichet(2005)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당초 목표보다 낮아지는 것
을 감수해야 할 필요한 보험료(necessary insurance)에 비유

□ 한편 ECB 등의 분석*에 의하면 유로지역 회원국간 住宅價格 變動
率의 차이가 과거 15년간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경제 변수인 可處分所得 및 住宅모기리론金利가 주택가격 움
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
는 여건이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
* ECB(2003). Kasparova and White(2001). Iacoviello(2000). Brounen et
al.(2005)
회원국간 실질주택가격 변동률 차이 1) 추이

주: 1) 연간 변동률의 표준편차
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3) 유로지역 9개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자료: ECB(2003), “Structural factors in the EU housing markets"

- 17 -

회원국별 실질주택가격 변동요인 분해 (1995 ∼ 2001년중)
(연평균 상승률, %)
1)

독일

프랑스

주택가격

－0.46

3.43

－0.88

4.94

1.64

9.53

실질GDP

1.59

2.54

1.86

3.64

3.45

3.29

실질

－1.81

－2.25

－3.75

－3.91

－6.56

－4.89

명목

－1.75

－2.65

－6.91

－5.44

－6.60

－1.66

주택용건설투자/GDP

7.31

4.20

4.52

6.37

5.71

5.84

주택모기지론/GDP

8.58

1.78

4.01

15.07

28.51

25.90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주택모기지론
금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2)

주택가격

5.54

－3.44

13.05

3.06

4.27

3.55

실질GDP

4.40

2.56

9.09

2.41

3.54

6.76

실질

－5.09

－0.90

－3.56

－2.20

－8.23

－1.41

명목

－2.60

－2.00

－2.12

－1.26

－13.97

－0.97

주택건설투자/GDP

4.12

6.48

6.55

5.00

5.02

3.38

주택모기지론/GDP

1.00

5.98

7.46

3.70

7.48

－1.82

주택모기지론
금리

주: 1) 구서독 주택가격
2) 주택모기지론/GDP 비율의 대상기간이 1997－2000년
자료: ECB(2003), “Structural factors in the EU housing markets"

― 아울러 주택가격, 임차료 및 주택모기지론금리 변화에 따른 가
계의 부, 소득 및 지출 등의 변화는 수요 및 인플레이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며 賃借料는 가계지출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중요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ECB가 물가 동향 등 經濟狀況 평가시 住宅市場에 대해서도 분
석할 필요가 있음
회원국별 소비자물가지수중 임차료의 비중 1)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10.9 6.6

2.7

2.6

2.0

7.5

7.9

주: 1) 2005년 기준
자료: ECB(2005c), Monthly Bulletin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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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5

6.4

3.3

3.5

<참고 1>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방법
1. 비개입정책 (hands-off approach)
□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변동에 대해 物價安定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외에는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
― 경기침체를 초래할 정도로 금리인상 폭이 커야 거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資産價格 安定을 정책목표에 추가할 경우 經濟的 厚生損失로 이
어질 수 있음.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및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
― 다만 거품파열로 인한 금융불안 및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는 이를 방지 또는 완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

2. 적극적 개입정책 (activist view)
□ 통화정책은 자산가격을 명백히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물가안정 목표가 되는 物價指數에 자산가격을 구성항목으로 직접 포함하
거나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에 명백히 대응해야 하며, 특히 자산가격
거품 확인시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 자산가격 급등이 주로 펀더멘털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와
통화정책을 통해 거품파열이 가능한 경우에 유효
― 그러나 통화정책으로 자산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條件(적절한 거품 파열시점, 거품 파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 억제
방안 등에 대한 이해 필요)이 충족되어야 하며 政策失手에는 비용이 수
반된다는 점이 문제

3. 경기역행적 개입정책 (“lean against the wind” approach)
□ 통화정책은 거품 징후를 보이는 자산가격 상승에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
― 자산가격은 物價安定과 관련된 情報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긴
축적 개입을 통해 자산가격 거품과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 및 신용경색
을 예방
― 자산가격 거품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화긴축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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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政策의 透明性
□ ECB는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정책위
원회 議事錄과 委員別 投票內容을 비공개
― ECB는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및 독자적 책임성 도모, 일반인
의 정보 접근권보다 문서의 비밀유지를 우선한다는 정관 등에
따라 의사록 등을 최장 30년간 비공개
ㅇ ECB는 정책위원회 녹취록*도 유지하지 않고 있음
* 미 연준은 5년, 일본은행은 10년 후 녹취록을 공개. 반면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녹취록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

― 또한 ECB는 정책위원회 회의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넓
게 일반인에게 알리고 있어 의사록의 비밀유지가 일반인의 이
익을 침해하지 않는 점도 문서 비공개 사유라고 설명
□ 이에 대해 금융시장 및 학계는 ECB의 信賴性 및 責任性 강화를
위해 통화정책 결정과정관련 정보, 특히 통화정책위원회의 議事
錄 및 委員別 投票內容의 公開가 필요하며
이것이 현재 ECB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총재의 금리결정관련
기자회견 및 ECB 고위인사들의 강연 등보다 유용하다고 주장
― 議事錄 및 投票內容 非公開는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
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손상, 정책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
성 증폭,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각 견해에 대한 상대적 비중 평
가 불가능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
이의 公開는 시장에 대해 미래의 금리조정 방향을 시사하는 장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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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投票內容 公開 대신 실시되고 있는 ECB 총재의 금리결정관련
기자회견은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고
ECB 고위인사들의 강연 또는 여타 발표내용과 금리정책 방향
이 달라질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
― 이밖에 정책위원들이 國家代表가 아닌 個人資格으로 정책결정
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出身國家의 압력을 근거로 이
의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
□ 그러나 ECB 고위인사들은 통화정책위원회 議事錄 및 投票內容의
公開가 각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에 대한 출신국가로부터의 투
표관련 압력 유발 및 이로 인한 솔직한 토론 방해, 정책위원간의
견해 차이 과장 등을 초래한다고 반박
― 금년 7월 유럽의회가 ECB의 2004년 경제평가보고서 승인을 거
부하고, 독일 등 경기가 부진한 국가의 정부인사들이 ECB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빈번한 언급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
하는 현실에서
ECB가 의사록 등을 공개할 경우 각국 정부가 직접 개입 또는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ECB의 통화정책 결정권한을 공유
하려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Trichet ECB 총재(2005b)는 정책결정 결과만 간단히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록 발간시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성명서(statement)를 발표하는 것이 정책결정
내용 이해에 더 유익하며,
통화정책위원회 전체의 합의형태로 회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통화정책위원회가 유로지역 전체를 우선시하는 집단적 책임이 있
음을 나타내고 있어 출신국가 이해와 연관시키는 잘못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원별 투표내용 공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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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ing ECB 이사(2004, 2005a‧b)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형태
는 각국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참고 2> “주요 중앙은행별
통화정책 결정내용의 커뮤니케이션체계 비교” 참조)

중요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실행불가능하며
정보공개를 확대할 수록 透明性이 반드시 제고되는 것이 아니
라고 주장
ㅇ 위원별 투표내용 공개로 위원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면 전체
정책위원회의 통화정책결정 배경보다 각 위원의 개인견해를
중시하는 위험도 수반
― ECB의 Ehrmann 및 Fratzscher(2005)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
한 실증분석 결과 ECB가 미 연준과 동등하고 영란은행보다 높
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
정 전략에 관한 最善의 接近法이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
한다고 주장
ㅇ ECB 정책위원회 및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경우
政策決定의 豫測可能性이 높은 반면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
원회는 낮은 수준
ㅇ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ECB의 合議制는 정책결
정에 대한 고도의 예측가능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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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앙은행별 정책결정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및 효과 비교

<통화정책결정 진행형식>
－위원견해의 대외표명
－통화정책 결정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정도
(시장에 대한 정책위원의
영향력)

ECB

미 연준

영란은행

합의제

위원별 견해 개진

합의제

합의제

합의제

위원별 투표제

높음

높음

중간

높음
(모든 정책위원이
유사한 영향력)

높음
(의장이 높은
영향력)

중간
(모든 정책위원이
유사한 영향력)

자료：Ehrmann and Fratzscher(2005),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by
central bank committees: different strategies, sam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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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중앙은행별 통화정책 결정내용의 커뮤니케이션체계 비교
중앙은행/국가

ECB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정책결정에 대한
초기커뮤니케이션>
1.정책결정 공표
•공표여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2

8

12

9

8

4

11

×

〇

〇

〇

〇

〇

¼

3

1½

3

×

〇

△

△

－

9

－

•공표주기(회/연간)
2.정책결정 설명
1) 보도자료 배포
•배포 여부

(MPC재량)

•자료 분량(쪽)
－
½
2) 기자회견 개최
•통화정책회의 후
〇
×
기자회견의 每回
(8월
제외)
개최여부
11
－
개최 빈도
(회/연간)
정책결정공표
45분
－
후 기자회견
전까지 소요시간
•기자회견문 배포여부

〇

×

8

〇

〇

½

½

〇
〇
(금리변경시)
1
½∼1

16
(2004년)

매분기

45분

90분 또는
4시간

－

－

－

수 시간

－

〇

〇

〇

×

×

〇

〇

분기
보도자료
슬라이드로
보고서
요약, 도표
프리젠테이션
중 서문
로 프리젠
테이션
(통화정책)
5슬라이드 10슬라이드
3쪽
(평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
보고서
보고서

－
－

－
－

－

－

×

×

－

－

•질의응답 실시여부

〇

×

×

〇

〇

Q&A 원고배포
<정책결정에 대한
후속커뮤니케이션>
의사록 공표
•공표 여부
•분량(쪽)
•공표시점
(회의후 경과기간)

〇

×

×

×

×

×
－

〇
7∼10

〇
20

×
－

〇
5∼9

－

5∼8주

13일

－

2주

방송매체

15∼19

－

매분기
5
기자회견
종료시
〇
(생방송)
블룸버그
TV

•방송 여부

8

－

－

이용가능시기

〇

매분기 및 매반기
금리변경시

－

작성주기
분량(쪽)

〇

△

－

•기자회견시 사용 경제전망
하는 참고자료
자료

〇

〇

－

3쪽

뉴질랜드

×

－

회견문 분량

전체
기자회견문
중 서문

×

일본

×

－

회견문 형태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연3회
70
정책결정
공표시
〇
(생방송)
인터넷

매분기
－
60
－
정책결정
－
공표시
〇
〇
(생방송) (생방송)
인터넷 블룸버그
TV

－

－
－

월중보고서의 통화정책
－
최근 경제 및 보고서 중
금융동향 중 제1장
당행 견해 (정책평가)
2쪽
1/2∼1쪽
－
(보고서)
경제활동 및
－
－
물가전망 중
당행 견해

－
－

－
－

연2회
－
3∼4
－
기자회견
－
개시전
〇
〇
(회견직후) (생방송)
블룸버그 텔레스카이
TV
TV

－

－

×

×

－

－

〇

×

×

〇

〇

〇

×

×

〇

〇

×
－

×
－

×
－

〇
15∼30

×
－

－

－

－

4∼6주

－

자료：O. Issing(2005b), "Communicat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Monetary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FRB of St. Louis Review, March/Ap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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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隔差 問題
□ EMU 출범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원국간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지속되면서 이것이 과다한 것으로서
ECB가 通貨政策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
다는 주장이 대립
―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實質短期金利 격차를 유발하여 동
일한 ECB의 통화정책이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하회하는 국가들
에게는 緊縮的으로,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는 국가들에게
는 緩和的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
를 확대시킬 우려

(인플레이션 격차가 크며 ECB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
□ Duarte(2003), Deutsche Bank(2004a‧b) 등은 ECB 출범 당시부터 현
재까지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지속되어 유럽중앙은행의 通
貨政策 選擇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ECB가 이의 시정에 적
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
― EMU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ECB 출범년도인 1999년에
는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감축에 실패*
* 회원국간 GDP 성장률 격차도 ECB 출범초기인 1999 ∼ 2000년중에 크게
줄었으나 2001년 이후 추가적인 감축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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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 인플레이션율 격차 추이 1)

회원국간 GDP 성장률 격차 추이 2)

8

3.0

표준편차
인플레이션 격차

7
6

1

ECB 출 범
2.5

0.9

2.0

0.8

1.5

0.7

1.0

0.6

ECB 출범

5
4
3
2
0.5

0.5

1

표준편차
상관계수평균
0.0
1993.2/4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

1995.1/4

1997.1/4

1999.1/4

2001.1/4

2003.1/4

0.4
2005.3/4

주: 1) 표준편차：HICP 상승률과 각 회원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간 격차의 평균치
인플레이션 격차 : 회원국중 최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소간 차이
2) 유로지역 12개국중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를 제외
표준편차：유로지역 9개국 GDP성장률의 단순평균과 각 회원국별 GDP 성장률간 격차의 평균치
상관계수 : 9개국 GDP 성장률 단순평균의 12분기 이동평균값과 각국 GDP 성장률의
12분기 이동평균값간 상관계수의 단순평균치
*

ㅇ 독일과 여타 유로지역 주요국들간 인플레이션 격차 도 유로
화 도입(1999년) 전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독일을 기준국가로 선정한 것은 유로화 도입 전 독일연방은행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독일이 낮은 인플레이션률을 유지하였다는 점
에서 유로화 도입 후 ECB의 물가안정 노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기 때문
독일과 여타국간 인플레이션율 격차 추이
3.0

(%P )
E CB 출 범

2.5
2.0
1.5
1.0
0.5
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

주: 1) 5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각각의 월별 물가상
승률에서 독일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수치의 단순평균치
자료: 유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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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EMU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은 소
비행태, 경기순환 등의 一時的 要因들보다 회원국간 교역재 및
비교역재 부문간 生産性 差異 등 構造的 要因의 차이
*

(Balassa-Samuelson 효과 )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경쟁 및 자본집중도가 높은 交易財부문이 非交易財부문보다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높을 경우 交易財부문은 단위노동비용의 상승 없는 임금상
승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낮은 非交易財부문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연결. 따라서 교역재 및 비교역재 부문간 勞動生産性 증가율이 큰 차이
를 보이는 국가들은 物價상승률이 높게 됨

― 이러한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통화정책 선택을 복잡하게
하고 고인플레이션 국가의 실질적 유로화 평가절상 및 수출경
쟁력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HICP 작성시 國家別 또는 産業別 加重値 부여 등을 통해 ECB
가 이를 통화정책면에서 적극 시정할 필요
ㅇ ECB가 고인플레이션 국가 또는 산업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
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유로지역 전체의 후생증가가 가능*
* 유로지역내에서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구조적 유연성이 상이한 데도
통화정책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직성이 높은 국가 또는 산
업이 거시경제적 충격에 따른 조정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며, 이
로 인해 유로지역의 후생손실이 초래됨

(인플레이션 격차가 작고 ECB의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 ECB(2005a), Issing(2005a), González-Páramo(2005) 등은 EMU 회원
국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1980년대부터 유로화 도입 직후까지 큰
폭으로 낮아져 이후 안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
션 期待도 안정되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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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1990년대초(EMU 1단계 시작)부터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으며 1999년 이후(EMU 3단계 시작)에는 미
국의 14개 주요 도시간 격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그 수
준도 1%포인트 내외에서 안정화
유로지역(12개국) 및 미국(14개 주요 도시, 4권역)의 인플레이션 격차1) 추이
(전년동기대비, %)

5.0
유로 12개국 HICP

미국 14개 주요 도시 CPI

미국 4권역

4.0

EMU Ⅰ

3.0

EMU Ⅱ

EMU Ⅲ

2.0

1.0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 1) 전년동분기대비 변동률의 표준편차. 미국 14개 주요 도시는 뉴욕, 필라델피
아, 보스톤, 워싱톤,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달라스, 휴스톤, 아틀란
타,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4권역은 북동부, 중
서부, 남부, 서부로 구분(미국 총소비지출의 41%를 차지)
자료: 유로통계청, 미 노동통계청

― 또한 ECB 출범 이후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 期待水準이 물가
안정목표(2%) 이하에서 유지되어 유로지역내 인플레이션 격차
를 축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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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의 실제 및 기대 인플레이션 1) 추이

주: 1) 전년동월비 상승률의 표준편차. 기대 인플레이션은 Consensus Economics 자료.
유로지역 12개국의 HICP에서 룩셈부르크는 제외. 유로지역 5개국은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자료: ECB

― von Hagen 및 Hofmann(2004)은 실증분석을 통해 유로지역 총
수요는 회원국간 실질금리 격차가 아니라 유로지역의 실질금리
수준이 결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격차에 따른 실질금리 격
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 또한 ECB 등은 EMU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일정 수준에
서 지속되는 것은 회원국의 經濟構造的 要因에 주로 기인하므로
ECB의 通貨政策보다는 각 회원국 정부 차원의 構造改革 등을 통
해 해소해야한다고 주장
― 인플레이션 격차는 일부 국가의 방만한 재정정책, 임금의 지속
상승, 생산‧요소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미흡한 구조개혁 등
構造的 要素가 일차적 원인이며, 회원국별 經濟收斂 速度와 가
계의 소비선호,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정도,
개방화 정도 등의 차이에도 일부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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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인플레이션 격차 지속의 원인으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Balassa-Samuelson 효과는 長期的으로는 성립하지만,
短期的으로는 노동생산성이 인플레이션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서비스부문 물가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고 실제
로 계량화하기도 곤란*
* 유로지역내 회원국간 1인당 GDP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Balassa-Samuelson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감소할 전망

― 따라서 인플레이션 격차 해소는 각 회원국 정부의 구조개혁 등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의 주장대로 HICP 산출시 특정
산업 또는 국가별 加重値 부여 등을 통해 통화정책적으로 대응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ㅇ 우선 특정 산업 또는 국가별 經濟構造의 硬直性 정도를 정확
히 측정하기 힘들어 加重値 등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데
다, 加重値 부여 등을 통해 通貨政策이 특정 산업 또는 국가
의 구조적 비효율성 등을 수용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부당
한 유인을 생성할 우려도 상존
ㅇ 또한 인플레이션 測定方法이 복잡해져 통화정책 결정배경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화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제약될 가능성
ㅇ 이밖에도 ECB가 유로지역내 산업간 또는 국가간 相對的 不
均衡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物
價安定이라는 최우선 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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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에 대한 大‧小國間 影響力의 차이
□ ECB 通貨政策委員會는 집행이사회 이사 6명, 각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可否同數인 경우 총재가 결정권을 행사)
― ECB 정책위원회에서 地域(國家別) 中央銀行들의 票決權비중은
67%로 미 연준(4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표결권 구성
집 행 이 사 회 지역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이사(A)
총재(B)
위원(C＝A＋B)

(명, %)
표결권 비중
(B/C)

<연방형 모델>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미 연준

1999년

6

6

12

64.7

2001년

6

12

18

66.7

1992년 전

7

11

18

61.1

1992년 후

8

9

17

52.9

1913년 전

0

12

12

100.0

1913년 후

7

5

12

41.7

<집중형 모델>
영국

9

오스트리아

9

캐나다

7

뉴질랜드

1

스웨덴

6

자료：Berger(2002), "The ECB and Euro-Area Enlargement"

□ 이러한 ECB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小國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과도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는 견해와 독일 등 大國
들의 影響力이 크다는 견해가 대립
― ECB는 통화정책 결정시 유로지역 전체의 평균수준을 근거로
하며 지역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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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國들의 影響力이 과도하다는 견해)
□ Heinemann and Huefner(2004)는 ECB 정책위원회가 회원국간 經
濟規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국(인) 1표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小國들이 通貨政策 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의 명목GDP는 유로지역 전체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룩셈부르크의 GDP 비중은 0.3%에 불과
** EU 집행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ECB와 다르게 각국의 인구규모를 반영하여
투표권을 구성

― 이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유로지역 전체보다 출신국 경
제를 우선시 할 경우 通貨政策의 非最適化를 유발
회원국별 명목GDP(2004년) 규모 및 표결권 비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명 목 GDP 비 중
표결 비중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 )
0

5

10

15

20

25

30

자료: 유로통계청, 자체 계산

― 특히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등 소국들의 향후 EMU 가입
가능성(빠르면 2007년경)이 높아 소국들의 표결 비중이 더욱 확대
되고 이에 따라 소국들의 영향력이 과다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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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행 ECB 정책위원회의 非
對稱的 議決權 구성을 지지
― 소국들이 EMU 가입조건으로 통화정책 결정시 政治的 프리미
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小國의 過大 代表性은 EMU의 통
합 촉진을 위해 필요
― 1국 1표제 원칙은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명과정을 분산시킴으로
써 ECB가 각국별 선호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大國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견해)
□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ECB 정책위원들은 출신국이 아닌 유로지
역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며 실증분석 결과도 ECB의 통
화정책이 오히려 독일, 프랑스 등 대국경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
― Kool(2005)은 실증분석 결과 ECB가 금리 결정시 독일(및 프랑스)
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고려하였다고 지적
ㅇ Taylor 규칙을 이용하여 1999 ∼ 2004년중 유로지역 전체와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ECB 정책금리 결정시 소국들이 자국 경제규모 이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가설은 거부된 반면, 유로지역의 단기
시장금리가 독일이 선호하는 금리 수준과 상당기간 일치하
여 ECB가 유로지역의 금리결정시 독일 등을 주로 고려하였
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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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n Hagen 및 Brückner(2002)도 ECB가 유로지역에 대한 경제
상황 평가시 독일 및 프랑스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
ㅇ EU 통합에 있어 독일 및 프랑스의 중요성, 50%를 상회하는
양국의 유로지역내 경제적 비중*, 양국의 경제지표 조기발표
에 따른 유로지역 경제지표에 대한 대용치로 활용가능성 등
이 그 이유
* 2004년중 양국의 유로지역내 GDP 규모 비중：50.6%(독일 29.0%, 프
랑스 21.6%)

― 한편 理論的인 측면에서는 소국은 비 유로지역 국가들과의 무
역비중이 높은 경우 실질환율 변화라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갖
게 되는 반면 EMU 중심국의 경우 비 유로지역 국가들과의 무
역비중이 낮아* 동 장치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ECB 정책은 小國보다는 大國의 경제상황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비 유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거래 비중 :
독일 55.6%, 프랑스 48.6%, 아일랜드 64.5%, 핀란드 65.2%

- 34 -

Ⅲ. 示唆點
□ 이상과 같은 논의내용을 종합할 때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음
□ 첫째,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 期待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ECB가 物價安定을 最優先的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것은 ECB의 대외공약(words)과 행동
(deeds)이 不一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ECB는 최우선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서 금융시장 등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또한 유로지역의 經濟成長 촉진을 위해서는 ECB의 통화정책
완화보다 각국 정부의 지속적 구조개혁, R&D 투자 확대 및 재
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ECB가 각국 정
부인사 및 금융시장 등에게 주지시킬 필요
□ 둘째, ECB 兩軸 戰略의 不透明性관련 논란은 ECB가 금리중심 통
화정책체계 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 및 M3 증가율 기
준치를 동시에 정책지표로 제시한 데다
목표(기준)치와 실제치간 괴리가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시장의
혼란 및 신뢰저하가 초래된 데 주로 기인하였는데
최근 자산가격 불안이 증대되면서 兩軸 戰略의 타당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 通貨政策 視界인 1∼3년의 中期에 있어서는 통화물가간의 안
정적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화증가율을 정책결정
의 중심변수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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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기조 하에서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이 동반될 경우
통화증가율을 활용하여 보다 長期的인 관점에서 자산가격이 물
가에 미치는 리스크와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ECB가 사용하는 M3 增加率 基準値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선행지표로서 유용성이 높으나 과거부터 누적된 통
화 과부족 및 물가상승압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오류위험을 해소하고 M3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기준치개념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
□ 셋째, 資産價格 變動에 대한 ECB 政策의 유효성 논란은 ECB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상당부분
기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거품의 확산 및 붕괴가 경제전반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거품형성 초기에 정책대응
(lean against the wind)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그러나 자산가격 거품을 사전에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자산가
격 동향이 일반물가와 상충되거나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경우 등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
― 또한 이러한 대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mechanistic reaction)
안되며 통화신용의 동향과 자산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다만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통화신용 증가와 주택
가격이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모기지 시
장 발전이 주택가격 안정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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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은행중심의 모기지 대출이 시장중심의
증권화된 모기지 금융으로 발전함에 따라 주택신용과 주택가격의 변동
성 축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Schnure 2005)

― 이와 아울러 景氣逆行的 介入政策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ECB가 자산가격 거품을 사전에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
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주택시장, 주택관련 신용 동향을 보다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 넷째, ECB 통화정책위원회 議事錄과 委員別 投票內容 등의 공개
주장은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방법 및 정책결정
배경을 이해하고 있을 때 通貨政策의 有效性이 제고된다는 점에
서 일면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ECB의 경우 국가연합체라는 조직 특성상 國家利己主義에 따른
政治的 壓力 유발 등 ECB의 獨立性 침해 및 獨自的 責任性 약화
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
― 또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투명성 수준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
양할 수 있다고 하겠음
* ECB는 보다 상세한 정책결정문(statement) 발표, 총재 기자회견 및 연
설 등을 통해 미 연준과 동등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ECB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회견시 금융시장이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언어(code
words)를 사용하는 등 정책의 독립성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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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EMU 회원국간 인플레이션 격차 과다 및 ECB의 대응여부
와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의 무차별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ECB는
최우선목표인 유로지역 全體의 物價安定 目標에 집중해야 하며
國家間 또는 産業間 상대적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격차에
직접 대응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담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
배적
― 한편 회원국가간 인플레이션 隔差 지속은 各國 制度 및 市場構造
의 柔軟性 差異에 따른 회원국간 또는 무역재‧비무역재간 生産性
격차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ECB의 통화정책보다는 각국 정
부의 규제완화와 재화 및 요소시장의 경쟁촉진이 더 효과적
― 또한 각 회원국의 財政健全化 노력도 필요
□ 여섯째, ECB 통화정책에 대한 대․소국간 영향력 차이 논란은 상
당부분 ECB 통화정책방향의 결정기반에 대한 의문 및 정책의 비
최적화 우려에 기인한 것인 바,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ECB가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서 通貨政策의 透明性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
견이 다수
― 이밖에 일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회원국별 經濟的 比重이 반영
되는 방향으로 정책위원회 意思決定構造를 변경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최적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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