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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경험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1998년의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물가
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의 성과와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금리 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콜금리의 시계열적인 특성은 뚜렷이 변화하였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의 콜금리의 움직임에 근거해 볼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 이전
기간과는 달리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경제구조 모형에 기반 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
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언제나 물가안정
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의 통화정책은 확장적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심지표를 현재의 근원인플레
이션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로 전환하고, 정책시계를 현재의 3년에
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물가상승률 수준을 현재의 3%에서 2% 수준으
로 하향조정하고, 상하 변동 폭은 현재의 0.5%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통화정책이 잘못된 경우에 대한 처벌함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
고 적어도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의사결정자가 본인의 재임기간 중
에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시계를 의사결정자의 재임기간
보다 단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분적으로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압도하기도 했던 경험을 감안
할 때 이를 추가로 허용하기 보다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착이 우선과제임
을 주장하였다.

Ⅰ. 문제의 제기
1998년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제 물가
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지도 7년 가량이 지났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
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원리나 우리나라에서의 운용경험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오정근(1998),

송욱헌(1999)의 연구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될 무렵의 초창기 연구에 해당하고, 박형수ㆍ신관호
(2000)은 보다 진전된 모형을 기반으로 최적 통화정책을 도출하려 하였다.
아울러 김양우(2001)은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와 정책시계의 문제를 분석하였
다.

그 이후 김기화(2002)는 최적 정책시계의 문제를, 이명활(2002)은 최적

물가상승률 목표의 수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명활(2003)은 박

형수ㆍ신관호(2000)과는 다른 맥락에서 테일러 준칙으로 한정한 최적 금리
준칙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려 하였다.

한편 졸고(2002)는 보도자료와 한국

은행의 내부 예측치에 근거하여 2001년과 2002년의 통화정책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였고, 차현진(2003)은 콜금리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통화정책 집행구
조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최적 물가상승률 목표나 정책시계를 도출하는
계량경제학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하거나 혹은 반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실증
적 분석은 비교적 간략한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과 제
도개선 모두를 적당한 비중으로 동시에 검토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였고, 그 방법론과 결론을 가능한 한 이
후의 제도개선과 연관시키려 노력하였다.

- 1 -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밝힌 성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의 콜금리의 움직임에 근거해 볼 때 한
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 이전 기간과는 달리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에 상
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경제구조 모형에 기반 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언제나 물가안정을 최
우선의 과제로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2002년과 2003년의 통화정

책은 확장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의 중심지표를 현재의 근
원인플레이션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로 전환하고, 정책시계를 현재
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물가상승률 수준을 현재의 3%에서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상하 변동 폭은 현재의 0.5%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의사결정자가 본인의 재임기간 중에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시계를 의사결정자의 재임기간보다
단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분적으로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압도하기도 했던 경험을 감안할
때 이를 추가로 허용하기 보다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착이 우선과제임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

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과정을 간단히 살펴 본 후, 제3절에서는 간략한 경
제구조모형을 추정하여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의 정책운용 경험을 평가
하고 제4절에서는 향후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
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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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가안정목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과정

1. 물가안정목표제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와 제6조에 정부정책과의 조화 의무 및 통화정책방향의 협의 및 공표 의무
가 규정되어 있다.

<표 1>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한국은행법의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개정 2003.9.3>)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개정 2003.9.3>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2003.9.3>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그러나 정작 물가안정목표제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아무
런 보완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
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연간목표제를 중기목표제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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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였으나 정작 한국은행법이나 대통령령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긴밀
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은 제6조의 문리적 해석에 의

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한국은행의 권한이며 다만 금융
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
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가안정목표를 정함에 있어 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
도 주로 집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할 뿐 통화신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1)
이처럼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할 경우 그것은 단지 중
앙은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물가안정목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중앙
은행이 제6조 제3항의 선언적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물가안
정 의무를 해태할 가능성마저 야기하고 있다.

2.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과정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는 공식적으로 1997년 말에 13개 금융개혁법
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

행의 기본법인 한국은행법이 이 13개 금융개혁법안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개정에 의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물가안정을 유일한
정책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 개정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1일 이후 우리나
라는 명시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그 이후 1999년
5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콜금리 목표치를 시장에 공표하면서 물가

1) 예를 들어 금융통화위원회에 의한 통화신용정책의 심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에는 통화신용정책의 구체적 집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지만 정작
물가안정목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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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목표제의 정책수단으로 그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통화총량이 아니라 콜
금리라는 단기이자율이 사용되게 되었다.2)
제도의 초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물가상승률의 측정지표로 소비자물
가상승률이 사용되었으나 2000년부터 석유류 등 일부 원자재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의 상승률인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목표대상지표로 채
택하였다.

정책의 시계와 관련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공표하는 연도별

목표제를 이용하다가 2003년 한은법이 개정된 이후 2004년부터는 3년을 정
책시계로 하는 중기 목표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3)
물가안정의 목표수준은 도입 초기인 1998년에는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하
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기준 9±1%의 수준이었으나, 1999년에는 이를
3±1%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2000년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율 기준으로

2.5±1%로 더욱 인하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다시 이 수준을 3±1%로
상향 조정하여 2003년까지 유지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중기 목표제를 채
택하면서 3±0.5%를 새로운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콜금리는 1999년 5월 공식적인 통화정책수단의 지위를 획득할 때의
4.75% 수준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25%의 정점에 도달한 뒤,
2001년 2월부터 일시적인 조정기를 제외할 때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2004년 11월 이후 3.25%의 저점에 머물던 콜금리는 2005년 10월
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12월 현재 3.75%의 수준을 보이고 있
다.

2)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의 목표수준을 공표한 것은 1999년 5월이
최초는 아니다. 예를 들어 차현진(2003)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초로 콜금리 수준을 공개
적으로 언급한 때는 1998년 9월이다. 그러나 이때의 목적은 물가안정의 의지를 공표한다기 보다
는 오히려 그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고금리를 인하(8.1%를 7%로 인하)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는 부분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한 가장 좋은 배경자료는 한국은행(2005b)이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전개
와 최근까지의 운용경험이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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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경험
이 절에서는 먼저 한국경제에 대한 간단한 구조모형을 추정한 후 이 모
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구조모형을 통
해 운용경험을 평가하는 데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존재한다.

객관적

평가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모형에 의한 운용 경험 평가가 우
월할 수 있지만, 모형설정의 자의성이나 구체적인 통화신용정책 운용상의
특수성 등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자료 등 구체적인 집행
상의 여건을 분석하는 시도는 이미 졸고(2002)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한 구조모형에 의한 평가를 시도해 보기로 한
다.

1. 간략한 구조모형의 추정

이 절에서 사용하는 구조모형은 기본적으로 5개의 구조방정식과 1개의
통화정책 방정식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형으로 이명활(2003)의 모형을 기본
으로 하여 추정기간을 새로 확장한 신광수(2005)의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사
용하였다.

이명활(2003)에 의하면 우선 GDP 성장률은 실질이자율과 실질

통화량, 그리고 해외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명목통화량 증

가율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소득증가율의 대리변수인 GDP 증가율,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는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기대부 필립스 곡선을 묘
사하기 위해 GDP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명목

원달러 환율의 증가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것으로 모형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물가상승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
를 고려하였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물가방정식(물가방정식 (1))으로 현재
의 물가상승률은 과거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고 그 외에
원달러 환율 및 명목임금의 증가율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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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태는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추가한 방정식(물가방정식 (2))
이다.
통화정책을 묘사하는 방정식은 콜금리 방정식으로 콜금리는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되, 물가상승률로는 현재의 물가상승률
또는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은 분기별 실질

GDP의 성장률로 계산하였고, 그 밖에 월별자료인 소비자 물가지수, 전산업
명목임금, 평잔 M3,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등은 모두 해당 분기동안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기별 자료로 변환하였다.

해외의 수입수요 변수로는

미국의 GDP 증가율을 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전산업

명목임금,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은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
하였다. 그 외의 변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계정조정된 시계열을 이용하
였다.

콜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로 계

산하였다.

분석기간은 1986:1부터 2004:4까지로 하였다.

추정방식은 미래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방정식은 개별 방정식을 OLS로 추정하였고, 미래 물
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의 4기까지의 시차
변수와 원달러 환율 증가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의 1기 시차변수를 도구변
수로 이용하여 추정하였다.4)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이 연구에서 기본모형으로 채택한 신광수(2005)의 모형은 이명활(2002)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추정기간을 늘리고 추정기법을 달리 하여 추정한 것이다. 실제 추정에서는 연립방정식 편의는 무
시하고, 다만 미래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미래변수와 해당 추정식의 오차항과의 상관관계를 처리
하기 위해 과거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참고로 신광수(2005)는 이 모형
을 이용하여 최적 금리준칙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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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방정식>
y t = 0.0243+0.4355y t -1 -0.1217
(2.95)

[ 12 { (call -π )+(call
t

(5.32)

t

]+0.1505(m3

t -1 -π t -1)}

(-1.34)

t -1 -π t -1)

(3.27)

+0.0540USy t -0.0739dummy98
(0.32)
(-5.02)
R 2 =0.80

SE=0.02

<통화량 방정식>
m3 t = -0.0001-0.0276(call t -call t -4)+0.0024y t -1 +0.0848π t -1
(-0.03) (-0.71)
(0.05)
(0.84)
+1.3925m3 t -1-0.4272m3 t -2
(12.97)
(-3.83)
R 2 =0.98

SE=0.01

<명목임금 방정식>
wage t = 0.0095+0.2502y t -1 +0.0127y t -2+0.2477
(0.72) (1.21)

(0.07)

[ 12 (π

t -1 +π t -2 )

(1.09)

] +0.6609wage

(6.05)

R 2 =0.67

S E=0.04

<환율 방정식>
ex

t

= 0.0017+ 0.2680yen t +0.5948ex t - 1+0.2772dummy974+0.6167dummy981
(0.25)
(4.05)
(13.13)
(4.99)
(10.84)
R 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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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

S E= 0.05

<물가 방정식 (1)>
π t = -0.0077+0.6141

[ 12 (π

(-1.89)

t -1 +π t -2 )

(8.36)

] +0.1903y

t -1+0.0355ex t -1+0.1073wage t -1

(4.04)

(2.25)

(3.18)

+0.0313dummy98
(3.23)
R 2 =0.81

SE=0.01

<물가 방정식 (2)>
π t = -0.0063+0.3587

[ 12 (π

(-2.11)

t -1 +π t -2 )

(4.04)

] +0.0584y

t -1+0.0082ex t -1+0.0376wage t -1

(1.26)

(0.57)

(1.08)

+0.0239dummy98+0.5789Eπ t +1
(3.35)
(3.58)
R 2 =0.91

S E=0.01

<물가 방정식 (2)‘>5)
π t = -0.0066+0.3935

[ 12 (π

(-2.32)

t -1 +π t -2 )

(6.90)

] +0.0702y

t -1+0.0115ex t -1+0.0492wage t -1

(1.97)

(1.02)

(2.02)

+0.0247dummy98+0.5041Eπ t +1
(3.66)
(8.48)
R 2 =0.91

S E=0.01

위의 추정결과를 보면 일부 계수의 경우에 그 유의성이 강하지 않는 경
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계수의 부호는 모두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값을

5) 도구변수추정법으로 추정한 원래의 물가 방정식 (2)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때때로 콜금
리가 음수가 나오거나 장기 물가상승률이 현저하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일치성을 부분적으로 희생하고 도구변수추정법 대신 OLS로 추정한 물가 방정식 (2)‘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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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추정의 전체적인 적합도 역시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콜금리 방정식의 추정과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변화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물가안
정목표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통화정책의 주

요 조작변수로 그동안까지 사용했던 통화총량 대신에 콜금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의문은 과연 1999년을 계기로

콜금리의 시계열적 특성이 변화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또 시계열적 특성이
변화했다면 콜금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이나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도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1999년을
전후하여 콜금리의 시계열적 특성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추정에 사용된 콜금리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 3가지였다.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사용한 경우>
call t = α+βπ t +γy t
call t = α+βπ t +γy t +δcall t -1
call t -call t -1 = α+βπ t +γy t

<1기 후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사용한 경우>
call t = α+βEπ t +1 +γy t
call t = α+βEπ t +1 +γy t +δcall t -1
call t -call t -1 = α+βEπ t +1 +γ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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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후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사용한 경우>
call t = α+βEπ t +4 +γy t
call t = α+βEπ t +4 +γy t +δcall t -1
call t -call t -1 = α+βEπ t +4 +γy t

여기서의 물가상승률이 동기대비 상승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물
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는 뜻은 현재의 물가지수와 4분기전의 물가지수 사
이에 포함된 물가충격을 이용하였다는 뜻이 되므로 완전히 과거지향적
(backward-looking)인 물가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분기 후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였다는 뜻은 결국 다음기의 예상 물가지수와 3분
기 전의 물가지수 사이에 포함된 물가충격을 이용하여 콜금리를 결정한다
는 뜻이므로 과거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되 과거를 조금 더 중시하는 물가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분기 후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사
용한다는 뜻은 4분기 후의 예상 물가지수와 현재의 물가지수 사이에 포함
된 미래의 예상 물가충격을 현재의 콜금리 결정에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완전히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물가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위의 콜금리 방정식을 1987:1 ∼ 1997:4 까지의 전반기
와 1999:1 ∼ 2004:4 까지의 후분기로 나누어서 추정한 결과이다.6)

1기 후

의 예상 물가상승률( Eπ t+1)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구변수추정법을 사용하였
다.7)

6) 실제의 추정기간은 도구변수의 시차항과 미래변수의 존재 때문에 위의 추정기간보다 단축된 경우
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표>의 각주 2)와 3)을 참조.
7) 사용된 도구변수는 상수항, 물가상승률의 4분기까지의 과거 시차항, GDP 성장률의 2분기까지의
과거 시차항, 환율상승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1분기 시차항이었다. 그리고 설명변수에 콜금리의
1기 시차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구변수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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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가안정목표제 시행을 전후한 콜금리 시계열의 특성 변화

설명변수
상수항
πt
yt
call t-1
R2

상수항
Eπ t +1
yt
call t-1
R2

상수항
Eπ t +4
yt
call t-1
R2

전반기(1987:1 ∼
수준
시차 포함
0.1093*** 0.0470***
(0.0115)
(0.0146)
0.7532*** 0.3514**
(0.1442)
(0.1339)
-0.3390*** -0.1994**
(0.1067)
(0.0863)
0.5993***
(0.1114)
0.45
0.68
0.1106*** 0.0458***
(0.0181)
(0.0157)
1.2691*** 0.5670**
(0.3660)
(0.2426)
-0.7715*** -0.3661**
(0.2669)
(0.1599)
0.6030***
(0.1127)
-0.02
0.63
0.1221*** 0.0403*
(0.0257)
(0.0219)
0.3669
0.1414
(0.3737)
(0.2611)
-0.1922
-0.1250
(0.2049)
(0.1369)
0.7076***
(0.1181)
-0.05
0.51

1997:4)
일차차분
0.0054
(0.0101)
0.0828
(0.1263)
-0.1061
(0.0935)

0.04
0.0021
(0.0132)
0.0735
(0.2673)
-0.0609
(0.1950)

0.06
0.0029
(0.0190)
0.0189
(0.2770)
-0.0271
(0.1518)

0.01

후반기(1999:1 ∼
수준
시차 포함
0.0481*** 0.0018
(0.0070)
(0.0059)
-0.1864
0.1329*
(0.1405)
(0.0712)
0.0204
0.0751***
(0.0563)
(0.0257)
0.7447***
(0.0800)
0.20
0.85
0.0379*** -0.0062
(0.0084)
(0.0058)
0.0956
0.2645***
(0.1854)
(0.0735)
0.0606
0.0981***
(0.0603)
(0.0221)
0.8001***
(0.0747)
0.02
0.88
0.0473*** -0.0080
(0.0070)
(0.0104)
-0.1011
0.3523**
(0.1866)
(0.1453)
0.0247
0.0510*
(0.0426)
(0.0251)
0.8254***
(0.1355)
0.14
0.70

2004:4)
일차 차분
-0.0141***
(0.0037)
0.2424***
(0.0748)
0.0938***
(0.0300)

0.36
-0.0186***
(0.0036)
0.3480***
(0.0806)
0.1113***
(0.0262)

0.54
-0.0198***
(0.0048)
0.4532***
(0.1300)
0.0558*
(0.0298)

0.23

주1) 괄호속의 숫자는 표준오차이고 *, **, ***는 추정값이 10%, 5%, 1% 오차한계에서 유
의함 표시.
주2) 전반기 추정기간의 경우 Eπ
,
가 포함된 추정식의 경우 도구변수의 시차항
t +1 Eπ t +4
때문에 실제 추정기간은 1998:1부터 시작함.
주3) 후반기 추정기간의 경우 미래변수를 포함하므로 Eπ
가 포함된 추정식의 경우
t +1

2004:3 까지,

Eπ t +4 가 포함된 추정식의 경우 2003:4 까지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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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를 보면 우선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전반기와 물
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된 후인 후반기 사이에 콜금리 시계열의 움직임이 뚜
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기의 경우 주어진 추정식 형

태가 콜금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콜금리가 명시적으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된 후반기
에는 주어진 추정식 형태가 (수준변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콜금리의 움직임
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기에는 콜금리와 경

제성장률간에 지속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는 반면, 후반기에는 이
상관관계가 대부분의 경우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변화하여 경제가 과열될
경우 콜금리가 상승하는 정상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물가상승률, 특
히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콜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이다.8)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추정성과가 좋은 방정식인 콜금

리 시차변수가 포함된 추정식 그룹의 전반기 추정결과와 후반기 추정성과
를 비교해 보면 물가상승률 추정계수와 관련하여 전반기에는

π t, 혹은

Eπ t+1 변수가 5% 오차한계에서 유의함을 보인 데 반해, 후반기에는 Eπ t +1,

또는 Eπ t +4 변수가 1% 또는 5% 오차한계에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이

물가상승률이 동기대비 증가율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반기에는 주로 과
거지향적인 물가정책(즉 과거에 물가가 상승하면 현재의 콜금리를 인상하
는 정책)을 사용했으나 후반기에는 주로 미래지향적인 물가정책(즉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의 콜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했
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

8)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 관측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전반기의 계수와 다르다는 가설검정을 수행할 만큼 정밀하게 추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표
준오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전반부의 계수와 후반부의 계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해
의 추정계수와 표준오차는 각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반부의 콜금리 일차차분 방정식의 Eπ
t +1

각 0.3480, 0.0806이므로 95% 신뢰구간을 구해 보면 (0.1868, 0.5092)가 되는데 이는 전반부의
의 추정계수인 0.0735 보다 유의하게 큰 값임을 알 수 있다. 마찬
일차차분 방정식에서 Eπ
t +1

가지 방식으로 후반부의

Eπ t+4의 추정계수인 0.4532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해보면
(0.1932, 0.7132)이므로 전반부의 Eπ
추정계수인 0.0189 보다는 유의하게 크다.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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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당한 정도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펼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표본 내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평가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간단한 구조모형도 추정하였고, 물가안정
목표제가 시행되고 난 후의 콜금리 움직임에 대한 시계열적인 특성도 파악
했으므로 이 양자를 결합해서 과연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면
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정해 볼 수 있게 되었다.9)

구체적으

로 구조모형과 콜금리 방정식을 결합한 후 적정한 시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당해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바라본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콜금리 방정식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만

일 중앙은행이 특정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의 모습에 근거하여 콜금리 방정
식이 규정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률 등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현실에서 중앙은행은 반드시 이런 통계적 운동방정식(law of
motion)에 기속되지 않고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런 재량적인 통화정책의 결과가 곧 물가상승률의 실적치로 귀결된다. 따라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과연 중앙
은행이 추정된 콜금리 방정식이라는 통계적 운동방정식에 전적으로 기속된
다고 가정할 때 어떤 가상적인 물가상승률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9)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성과를 검증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어진 경제구조 방정식에서 우선 통화
당국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도출한 후, 과연 현실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이런
최적 금리준칙에 근거한 정책과 부합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광수(2005)는 앞에
서 검토한 경제모형에 대해 콜금리의 일차차분 방정식 형태의 중앙은행 반응준칙을 상정하고 손실
함수값을 최소화하는 반응준칙의 계수값을 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수값이 내부
해(interior solution)를 갖지 못하고 탐색구간의 경계에서 국지해(corner solution)을 가지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적 금리준칙을 상정하는 대신 외환위기 이후 실제로 한
국은행이 통계적인 의미에서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리준칙을 대용하였다. 이 경우 만
일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실제 행동이 추정된 콜금리 준칙의 예측치와 괴리를 보이는 것
은 한국은행이 최적 준칙에서 괴리된 행동을 보였다기보다는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전 구간에
서 보였던 평균적인 행동과 괴리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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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런 가상적인 물가상승률이 공표된 물가안정목표 범위내에 존재하는
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만일 중앙은행의 콜금리 결정이 통계적 운동방정식과 괴리
를 보인다면 그 방향은 어느 쪽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원

론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은 주어진 운동방정식을 따를 경우에 초래된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을 보다 확실
하게 목표 범위내로 안착시키기 위해 콜금리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중앙은행은 때때로 물가안정

목표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런 일탈이 콜금리의 재량적
설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이 때는 사후적으로 나타날 물가상승률

은 목표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표본내 동태적 시뮬레이
션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다만 앞에서 추정한 구조모형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물가방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콜금리 방정식 역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합하면 매우 다양한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물가방정식은 과거지향적인 물가방정식
(1)을 이용하고 콜금리 방정식은 미래의 물가상승률( Eπ t +1)이 포함되고 콜
금리의 과거값( call t-1)이 시차변수로 포함되는 형태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을 시도하기로 한다.10)

시뮬레이션의 시점은 1999년 이후 매년 제1분기로

정하였고 2010:4까지 미래값을 계산하였다.
제시된 <그림 1-1>을 보면 만일 1999년 1사분기의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구조모형과 콜금리 방정식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비록 3% 수준은 초과하지
만 상당히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보면 2001년에 매우 가파른 물가상승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2>에 제시된 콜금리의 추이를 보면 실제

10) 물가방정식에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이 포함될 경우 콜금리가 음수로 나타나거나 혹은 모형 자
체가 수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콜금리 방정식의 경우에는 <표 1>에 잘 나
타나 있듯이 본문에서 사용된 콜금리 방정식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방정식이어서 동태적 추
정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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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는 이 시기 이후에 당초 1999년에 예상되었던 경로보다 더 인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목표제와 부합하지 않
았던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2001년 들어 1999년의 시점에서
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가상승에 직면한 중앙은행이라면 당연히 기준 경로
보다 콜금리를 더 인상해야 마땅한데 실제는 오히려 기준경로보다 콜금리
를 더 인하했기 때문이다.11)

물론 이런 콜금리 인하의 이면에는 2001. 9.

11.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사태에 따른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배려도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2002. 5.에 단 한
차례 일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2004년말 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준수하는 중앙은행의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12)

11) 실제로 한국은행은 2000. 10에 5.25%였던 콜금리를 2001년 들어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1.
9.까지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4%까지 1.25% 포인트(약 24%)를 인하하였다.
12) 실제로 이 시기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가계부채의 양산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을 전적으로 9․11사태의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신용경색이 해소된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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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99:1분기의 시점에서의 예상 및 실제 인플레이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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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99:1분기의 시점에서 예상한 콜금리와 실제 콜금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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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통화정책을 펼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
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01년의 미처 예상되지
않았던 물가상승 충격을 경험한 이후의 시기에 대해 각 년도의 첫 분기를
시작점으로 하여 그 시기에서 바라본 미래의 물가상승률은 어떠했으며, 이
러한 예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가상적으로 앞에서 추정한 바 있는 콜금리
방정식에 따라 통화정책을 집행했을 경우 콜금리는 어떠했을 것인가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1>과 <그림 2-2>에는 2002년 1분기의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물가상승률의 예상경로와 통계적 콜금리 준칙에 의한 콜금리의 권고경로가
나타나 있다.

우선 <그림 2-1>을 보면 2002년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장기

안정수준인 3%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콜금리는 그 당시의 4%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거의 5% 수준에
도달한 후 이후 약간씩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의 콜금리
경로를 보면 2002년 2분기에 약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하
락기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행동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준수하
는 중앙은행의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이탈한 한국은행의 행동은 2003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타나 있다.

그런 모습은 <그림 3-1>과 <그림 3-2>에 잘 나

우선 <그림 3-1>을 보면 2003년의 시점에서 바라 본 미래의

물가상승률 역시 지속적으로 3%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간에서는
심지어 4%를 초과하기도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계적

콜금리 준칙이 권고하는 바는 즉각 콜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5.5%를 초
과하는 수준까지 이러한 인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
고와는 달리 한국은행은 오히려 콜금리를 2003년부터 다시 인하하는 정책
을 취하였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와 부합하

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04년 1분기의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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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그림 4-1>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3%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었

던 과거 두 해와는 달리 2004년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물가상승
률이 3%를 하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그 당시

의 실적치인 3.75%의 수준에서 3%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인하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의 콜금리 실적치는 이러한

권고를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4년의 통화

정책은 모형의 권고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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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2:1분기의 시점에서의 예상 및 실제 인플레이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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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02:1분기의 시점에서 예상한 콜금리와 실제 콜금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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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03:1분기의 시점에서의 예상 및 실제 인플레이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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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3:1분기의 시점에서 예상한 콜금리와 실제 콜금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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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04:1분기의 시점에서의 예상 및 실제 인플레이션의 추이
.060
.055
.050
.045
.040
.035
.030
.025
2000

2002

2004

CALL RATE(Actual)

2006

2008

2010

CALL RATE(Simulated)

<그림 4-2> 2004:1분기의 시점에서 예상한 콜금리와 실제 콜금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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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은행의 실제 통화정책을 모형의 권고와 대비해 볼
때 권고와 부합하는 통화정책이 집행된 시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권고와 정
반대의 방향으로 통화정책이 집행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

와 관련해서는 2002년과 2003년에 시행된 확장적 통화정책이 그 현저한 예
로 나타났다.13)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2004년 들어 어느 정도 원

론적인 형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러한 모형의 결론은 졸고(2002)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졸고(2002)는 한국은행의 물가상
승률 예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은행의 실제 통화정책 집행실적이 물가상승률 예측자료에 근거
한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의 행동과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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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의 모색
이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 인플

레이션율은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3년 동안 평균 상승률 3%를 유지하
는 것이고 상하로 0.5% 포인트의 여유를 두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첫째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 물가지수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둘째 연간목표제와 중기목표제중 어떤 것이 적정한가
셋째 중기목표제를 채택할 경우 3년의 정책시계는 적정한가
넷째 3%라는 평균 물가상승률 목표의 수준이 적정한가
다섯째 0.5%의 여유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등이 될 것이다.

그 밖에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할 경우 다음

과 같은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여섯째 위의 물가안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하
는가
일곱째 만일 중앙은행이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여덟째 다른 경제목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 달성
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대답을 모색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가 당
면한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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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원인플레이션의 적정성 여부

현실의 물가상승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는 다양하다.

물론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는 않다. 따라서 어떤 물가지수를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정책당국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선택의 기준에 대

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경제주체들의 향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향후 물가상승에 따라 그들의 실질 생활수
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목임금의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
성이 크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지수를 안정
시킴으로써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
다.14)

이런 측면에서 물가지수를 선정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소비 바스켓

에 포함되어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총망라하여 적정한 비중으로 가중한
물가지수를 정책집행의 대상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서 이

런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이다.

왜냐

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근로자의 소비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원물가지수보다 우월하며, 수입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GDP 디플레이터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이다. 아무리 우수
한 물가지수라고 해도 통화당국이 통제변수를 조작함으로써 해당 물가지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무의
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통상 가장 우수한 물가지
수로 거론되는 것은 근원물가지수이다.

왜냐 하면 근원물가지수는 농산물

과 원자재 가격 등 통화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고 있기 때

14) 뿐만 아니라 이런 목적의식은 당초에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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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런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활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의 목표변수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15)

여기까지가 어떤 물가지수를 통화정책의 준거로 채택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표준적으로 제시되는 논거들이다.16)

그러나 통제가능성은 지수 자체의

특성에도 연유하지만 통화정책의 다른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목표
수준을 하나의 수치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를 제시하여 실제 물가상승
률이 이 범위 내에서 변동하도록 완충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17)

즉 통제가능성의 오차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연간목표제를 탈피하여 중기
목표제를 채택한 나라의 경우 일시적인 통제가능성의 상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제가능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근

원 물가지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킬 우려
가 있다.
그렇다면 근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중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이
런 모든 측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까지의 논의를 감안하면

물가지수의 선택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에 있어 통화당국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허용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통화당국에 보다 광범위한 융통성

15)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은 포함하지만 수입재의 가격
변동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통제
가능성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16) 추가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물가지수의 조작 가능성(possibility of manipulation)이
다. 일반적으로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가중치가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가격을 통제
할 경우 그것이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쉽고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비해 파셰 지수는 가중치가 당해 기간의 거래량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는 물가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작가능성을 염려할 경우에는 GDP 디플
레이터가 가장 그럴듯한 물가지수가 될 수도 있다.
17)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행초기에는 상하 1% 포인트의 여유범위를 허용하였고, 중기목표제를 채택
한 2004년부터 이 폭을 0.5%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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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할 경우에는 통제가능성의 측면을 보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고, 반
대로 통화당국의 운신의 폭을 심하게 제약할 경우에는 통제가능성의 측면
을 상대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목표가 단

기에 치중하고 허용오차의 범위가 작을수록 불가피하게 근원물가지수를 준
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정책시계가 장기화하고 허용오차의 범위가 클
수록 원론적으로 생계비의 변동을 더 잘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적절
한 기준 물가지수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3년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관리
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일부 예상하지 못한 농산
물 작황의 변동이나 석유류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3년에 걸
쳐 순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통화당국에 허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기 물가안정목표에는 상하 0.5% 포인트의 허용오차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분기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6% 포인트

(연율 기준 1.5% 포인트), 최대 12% 포인트(연율 기준 3% 포인트)의 여유
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에 해당된다.18)

이것은 대부분의 물가상승률 추정방

정식에서 나타나는 오차항의 표준편차가 대개 1% 포인트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19) 매우 관대한 변동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계속 채택할 경우 기준 물가지수를 현재의 근원 물
가지수에서 통상적인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18) 즉 장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목표 물가상승률의 평균수준을 유지해 온 어떤 경제에서 어떤 한 분
기에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 상승이 한 분기에만 유지될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상
승률 증가폭이 6% 포인트 이내이기만 하면 통화당국이 아무런 추가적 행동 없이도 물가안정목표
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만일 이 충격이 1년동안 유지될 정도의 지속성을 가진 충격이라
면 허용가능한 상승률 증가폭은 1.5%가 된다.
19) 앞절에서 살펴 본 분기별 자료에 근거한 물가상승률 추정식에서의 오차항의 표준편차(즉
standard error of estimation, SE)는 미래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언제나 1% 정도였다. 그런데 물가충격의 표준편차가 대략 1% 정도일 경우 다음 분기의 물가상
승률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대략 점추정치 ± 2% 정도가 된다. 따라서 어떤 분기에 ± 6% 포인
트의 여유분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관대한 변동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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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시계의 중기화 문제

한국은행은 2004년에 3년을 정책시계로 하는 중기목표제를 채택하였다.
한국은행이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한 이유는 대략 정책시차가 1년
내외이고, 정책파급효과의 불확실성이 크고,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20)
과연 이 주장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정책시차의 문제를 살펴보자. 만일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상당한 정
확도로 예측되고 정책시차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하면 정책시차 그 자체가
1년을 넘어선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책시
차가 2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크기가 불변이면 미리 2년 전에 향후 2년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당
연히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보다 먼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바로 앞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하는 것 보다 예측오차가 클 수밖에 없고 정
책시차 역시 장기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long and variable lag)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책시차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목표시계를 연간에서 중기로

장기화하자는 문제의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시계화가 필
요하다는 주장을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시차 문제의 이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선제적 통화정책

의 문제란 정책시차가 상당히 길 경우에 어떻게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책시차가 없이 통화정책이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영향
을 미칠 경우에는 선제적 통화정책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책시계 중기화의 마지막 논거인 통화정책의 유연성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논거의 핵심은 예기치 않은 물가변동이 있을 때 단기 정

20) 한국은행(2005a) pp.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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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목표를 준수해야하는 체제에서는 이를 급격하게 상쇄하기 위해 무리한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 데 정책시계를 중기화하면 이런 무리한 통화정
책의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통화정책의 가
능성을 줄이는 방법에는 정책시계를 중장기로 운영하는 방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운용하면서도 여유 영역을 증가시켜 무
리한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유연

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책시계의 중장기화와 오차변동폭의 확대는 서로 대
체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
한가?

연간 목표제를 유지하면서 다만 허용 변동폭만을 확대하는 것은 일

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오차를 수용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이에 비해

중기목표제를 유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큰 물가변동을 흡
수하는 데 큰 장점을 보인다. 왜냐 하면 중기목표제하에서는 매우 큰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이것이 시간을 두고 흡수될 수 있지만 연간 목표제하에서
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기목표제가 연간목표제보다 언제나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
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물가변동은

거의 언제나 그 충격이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정책당국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설사 연간 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통화당국이라고 해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의 물가상
승률 목표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심각한 평판의 저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매우 예외적인 물가충격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중

기목표제 뿐만 아니라 설사 연간 목표제라고 해도 이를 평판의 저하 없이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판의 문제는 오히려 중기목표제하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
다.

연간 목표제는 물가안정목표를 수정할 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

21) 예를 들어 1974년의 예외적인 물가상승이 제4차 중동전이 촉발한 석유파동에 기인했다는 점은
통화당국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경우 물가안정목
표제를 일부 완화하는 데 따르는 신뢰도의 저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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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석유파동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중들이

모두 충격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물가
안정목표를 변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기목표제하
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률만을 목표수준 부근에서 유지하
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목표수준에서 이탈하는 것이 가능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특별한 물가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surprise inflation)을 창출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

는 근로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는 순간 물가안정목표제는 그 근본부
터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두루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의 평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연간 목표제를 유지하되 허용오차폭을
물가충격의 변동폭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예외적인 충격이 올 경우에는 적
당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목표수준 자체를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중기목표제를 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단기
적으로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유인을 교정하기 위
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물가상승률의 평균 뿐만 아니라 그 분산에도 제약
을 가하는 방법 등 별도의 제약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책시차의 문제와 정책유연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자. 이제까
지의 논의에 의하면 정책시차의 문제를 생각하면 중기시계화가 바람직하고,
정책유연성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 답은 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자를 통합하여 고려할 경우에는 정책의 시계를 중기화하되, 평판
의 저하 문제를 교정할 추가적 장치를 부가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적정 중기정책시계의 설정

중기 목표제를 채택할 경우 두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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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응함수의 시계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함
수의 시계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자는 콜금리를 정
책변수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반응함수의 경우

call(t) = call(t-1)+α{Eπ(t+k)-π*}+β{y(t)-y*}

에서 k를 얼마로 하는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정의함
에 있어서

Cost =

1 K
2
2
∑ [δ{π(t+k)-π*} +(1-δ){y(t+k)-y*} ]
K k =1

K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k에 관한 한 특별한

수치를 공표한 바는 없고, 손실함수와 관련해서는 분기를 하나의 기간으로
정의할 때 K=12, δ=1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반응함수의 정책시계를 지칭하는 k는 원칙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와 경제의 구조방정식 체계가 주어져
있을 때 최적 k는 손실함수값을 최소화하는 시계이기 때문이다.22)
이에 비해 손실함수의 시간적 포괄범위를 지칭하는 K의 값을 정하는 것
은 그리 쉽지 않다. 우선 이것은 목적함수의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
에 피상적인 최적화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사회의 경제여건

과 통화정책의 운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특히 K를 결정함
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물가충격의 변동성과
22) 적정 k를 찾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명쾌하다고 해서 현실에서 이를 찾는 것이 언제나 용이한 것만
은 아니다. 특히 경제구조를 묘사하는 구조방정식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포함하는 합리적 기대모
형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명활(2003)은 k=2 또는 k=3을 적정한 값으
로 제시하였으나, 김기화(2002)는 k=7을 적정한 값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Lee(2005)는 k=1과
k=4를 대표적 시계로 간주하여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수(2005)는 이명활과 유사한 구조의 경제모형을 최근까지의 자
료를 이용하여 재추정한 후 k=6 내외의 시계를 최적시계로 제시하여 오히려 김기화(2002)쪽의 결
론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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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저하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충격의 변동

성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평판저하의 가능성이 작을수록 K를 크게 설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K를 현재대로 12분기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예기치 못했던 대규모 물가충격의 경험
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우리에게는 대략 5번의 대규모 충격이 있었던 것으
로 보여진다.

그것은 각각 제1차 석유파동(1974), 제2차 석유파동 및 광주

사태(1979∼1980), 3저호황기(1987∼1989), 최근의 외환위기(1997∼1998) 등
이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물가충격이 도래했을 때 과연 중앙은행이 기존

의 물가안정목표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이를 여러 기간에 걸쳐 중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충격이 도래했

을 때에는 아무리 중기목표제라고 해도 중앙은행이 정치권과 협의하여 목
표 물가상승률 범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재조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경우 K를 정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시계가 증가함에 따른 평판저하의 가능성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5

년에 한번씩 대통령선거가 돌아오고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온
다.

따라서 어떤 한해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그 해에 전국규모의 선거가

존재할 확률은 대략 40% 정도가 된다.23)

만일 전국규모의 선거가 도래할

때마다 통화당국이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을 창출할 유인이 있다고 극단
적인 가정을 채택할 경우 통화당국은 평균적으로 약 2.5년에 한번씩 확장적
통화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다.24)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책시계를 그 이

하로 줄여야 보다 확실하게 대중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고 중앙은행의
평판 저하 가능성에 따른 열등한 균형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경우 보다 현실적인 중기
시계는 1년보다는 길고 현재의 3년보다 짧은 기간 예를 들어 2년 정도가
23) 어떤 해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확률은 1/5이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
을 확률은 1/4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확률은 1/5 + 1/4
-(1/5)(1/4) = 2/5 가 된다.
24) 어떤 임의의 해에 선거를 맞이할 확률이 2/5 이므로 그 주기는 5/2 = 2.5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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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적정 물가상승률 목표의 설정

현재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은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 3%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연 3%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물가상승률 목표는 어떤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또 정책시계나

허용 오차밴드 범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결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현행 근원 물가지수 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로자의 실
질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보다 더 적합한 지수임을 살펴보았다.

물

론 근원 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등 일시적인 물가충격의 교란효과를 탈색
시켰다는 점이나 통화당국이 단기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석유류
가격의 변동 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통화당국의 통제가능성이
높은 지수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근원 물가지수를 계속 기준 지수로 사용할 때의
적정 물가상승률 수치와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변경할 경우의 적정 물
가상승률 수치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근원 물가지수를 기준 지수로 사용한 경우의 적정 물가상승률 목표에 관
한 기존의 논의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명활(2002)를 들 수 있다. 이명활
(2002)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이용한 분석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수준과
변동성간의 관계분석 및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분석이 있다. 이
명활(2002)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2% ∼ 5%의
상승률 목표를 최적으로 제시하였고,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을 통해서는
3.1%를 최적목표로 제시하였다.25)

25) 이명활(2002)는 또한 비교역재 부문에서의 각국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근거로 3.2%라는 최적목표
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것의 근거 지수가 근원 물가지수인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인지는 확실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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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 지수로 채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명활(2002)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방편의를 고려하고 여기에 디플
레이션에 대한 완충폭을 더하여 1.5% ∼ 2.1%를 최적 상승률 수치로 제시
하였다.

그런데 통상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

률 수치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연구결과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적정 물가상승률 수치를 찾는 또 하나의 직관적인 방법은 경제의 구조모
형이 주어져 있을 때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가져다주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적정 물가상승률 수치만
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수치를 함께 고려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앞 절에서 경제의 구조모형을 간단하게 추정해 본 바 있다. 따라
서 만일 우리가 적당한 잠재 성장률 수준을 모형에 대입할 경우 그와 부합
하는 장기적 물가상승률 수준을 계산해 낼 수 있다.

다음 <표 2>의 결과

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4.5% ∼ 5.5%로 설정하고 다양한 물가상승률 방정
식에 대해 장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다.26)

26) 구체적으로는 앞절의 구조모형을 이용하되 물가방정식만을 과거지향적 물가방정식(물가방정식
(1)), 미래지향적 물가방정식(물가방정식(2)), 그리고 이명활(2003)에 제시된 물가방정식 중에서 하
나를 교대로 선택하였다. 잠재성장률은 4.5% - 5.5%로 설정하여 2005:1부터 2020:4까지 총 64
분기 동안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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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장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잠재성장률 설정치

물가방정식 (1)

4.5%

2.5%

-0.6%

1.1%

5%

2.9%

0.2%

1.1%

5.5%

3.4%

1.1%

1.1%

물가방정식 (2)

1)

이명활(2003)

2)

주1: 방정식 (2)의 경우 도구변수 추정계수 이용한 경우 최적 물가상승률 목표가 모두 음수
로 나왔기 때문에 표에서는 OLS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제시했음.
주2: 이명활(2003)에서는 물가방정식이 GDP gap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므로 GDP gap
을 0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음.

위 결과에 의하면 우선 잠재 성장률 수치가 증가할수록 그에 부합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앞절에서 제시한 구조모형

은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물가방정식이 과거지향적으로 설계된 경우 적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2.5% ∼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방정식에 미래
의 예상 물가상승률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0.6% ∼ 1.1%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방정식 (2)와 유사하게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추가한 이명활(2003)
의 물가방정식에 근거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치 역시 물가방정식 (2)와 유
사한 수준인 1.1%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수치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연히 미래지향적 물가방정식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 이

유는 미래지향적 설계는 합리적 기대가설에도 부합하고, 실증분석의 측면에
서도 현실의 물가상승률을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경
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적정 물가상승률 목표는 약 1% 내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급격하게 물가상승률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적정 물가상승률 목표는 약 2% 내외
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1%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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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 오차범위의 설정

적정 오차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준 지수의 성격,
통화정책의 시차, 통화정책 성과평가 기간의 길이, 적정 물가상승률 목표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적정 물가상승률의

크기를 정하는 것과 적정 오차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가목표를 준수하는가의 여

부가 하한의 준수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실질적으로 상한의 준수를 의미하
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제약은 “목표 물가상승률+
상방 허용오차”의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허용오차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 없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준
수해야 하는 상한”만을 규정하면 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 하

면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물가예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단
순히 상한만을 공표할 경우 근로자들이 자칫 이 수준을 평균수준으로 오해
하거나, 혹은 심지어 통화당국이 추후에 슬그머니 이 수준을 평균으로 재해
석한 뒤 또 다른 허용오차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참가자에게 명쾌한 신호를 보내고 통화당국에 의한 재해석의 여지를 봉쇄
한다는 의미에서는 목표 물가상승률 수준과 허용오차를 동시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적정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앞에

서 근원 인플레이션보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준지수로 더 바람직하고
그 목표수준은 대략 2%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 정
책시계는 현재의 3년 보다는 2년 정도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도 살
펴보았다.

이 경우 만일 0.5% 정도의 상하방 오차범위를 허용한다면 특정

분기를 기준으로 약 4% 정도의 상방 혹은 하방 충격을 허용하는 셈이 된
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물가상승률 추정식의 오차항의 표준편차가 1%
포인트를 넘지 않으므로 이는 표준편차의 4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완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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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물가

충격에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6. 적절한 처벌함수의 도입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적 논거는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를 단일하게 하여
중앙은행이 불필요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화정
책의 성과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중앙은행의 유인체계를 잘 정렬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인체계를 정렬하는 궁극적인 장치는 결국 보상
과 처벌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단지 성과평가 기준을 단일명료하게 하여

보상과 처벌의 의사결정을 쉽게 하는 데 기여할 뿐이고 유인장치는 궁극적
으로 훌륭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열악한 성과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유지된
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성과에 대해 보상과 처벌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생
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사회가 훌륭한 통화정책을 펼친 통화당국(우리나

라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물

론 이론적으로야 금융통화위원의 보수를 통화정책의 성과와 연계하는 방법
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유인체계의 핵심은 보상 보다는 처벌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처벌을 유효하게 강제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통화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
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통화정책의 집행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과거의 통화정책을 돌아보는
복고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시계가 단기에
서 중기 혹은 장기로 연장될수록 집행시점과 평가시점의 괴리가 커지게 되
어 실효성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27)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7)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7인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임기 3년)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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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가능하면 정책시계를 단기화하여 집행과 평가의 괴
리를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다.

7.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콜금리의 유효성

우리나라는 1999년 5월부터 명시적으로 콜금리를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화정책

은 사실상 콜금리를 일정한 목표수준에 고정시키는 정책으로 변질되어 콜
금리와 다른 이자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고28) 시중에 공급되는 신
용의 총량이 거의 자동적으로 내생화됨으로써 오히려 물가불안을 방관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29)
물가는 외생적인 물가충격에 의해 변동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신용의 총량이 변동함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총수

요 관리의 핵심은 잘 관측되지 않는 신용의 총량을 유효하게 관리하는 것
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과거에 신용의 일부에 불과한 M2라는 특정 통화
지표의 산술적 관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실한 바 있
는데, 최근에는 이와 유사하게 콜금리의 지표관리에 집착하는 것 같은 인상
을 주기도 한다. 그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의 총량이나 유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여 콜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 통화정책이 다시금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통제가능성이 보다 확실한 RP 금리에 의
는 4년이다. 따라서 연임의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경우 3년 시계의 중기목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금융통화위원이 재임중에 결정한 통화정책에 대해 재임중에 평가받은 확률은 1/4(부총재의 경우는
0)에 불과하다. 만일 이 정책시계를 2년으로 축소하면 재임시의 결정에 대해 재임시에 평가받을
확률은 1/2(부총재의 경우는 1/3)로 증가하게 된다.
28) 예를 들어 2005년 6월의 경우 콜금리는 계속 정책적 노력에 의해 고정되었지만 시중의 금리상승
을 우려한 투기적 행동에 의해 실제로 시중의 실세금리는 8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
다.
29) 뿐만 아니라 차현진(2003)은 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신사와 카드사는 한국은행에
지준을 적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콜금리의 조절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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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조적 통화정책 집행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신용의 총량의 향배나 유동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유연한 정책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8.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물가안정목표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제약된 정책수단을 이용해 다
수의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
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그 대전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를 거론하는 것
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다른 정책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 그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실제 통화정책의 운용경험을 보면 통화
정책의 목표와 운용은 괴리를 보여 왔고 그 괴리가 언제나 통화정책의 남
용만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은 1844년

은행법(Peel's Bank Act)의 통과 이후에 명목상으로는 엄격한 통화학파
(Currency School)의 주장에 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도록 제약받았으나 실
제로는 경제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은행학파(Banking School)의 주장처럼
신속하게 추가 신용을 은행제도권에 공급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해
왔다.30)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은행법 제4조에 “물가안정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정책과의
조화”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31)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를 현
재 상태대로 혹은 보다 명시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로 유지 혹은
30) 이에 관해서는 졸고(1996) 제2장 제3절의 두 학파간 논쟁 부분을 참조.
31) 이 조문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부양, 실업퇴치, 환율
안정, 수출촉진, 부실 금융기관 지원, 주식시장 부양, 주택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정부의 경제정책
을 측면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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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대해 대단
히 부정적이다. 그것은 다른 정책목표의 추구가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서
는 안되기 때문도 아니고, 경제위기의 발생시 통화당국이 신속하고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필자가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유는 이미 현재의
조문하에서도 형식적인 물가안정목표제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물가안정
에 대한 통화당국의 일반적인 평판(reputation)까지 위협받았던 적이 존재
했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문제라기보다는 물가안정목표제 그 자체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궁극적 의지를 보다 명백하고 확실하게 시장
참가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는 그런 평판이 확
고해진 이후에 상황에 따라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2)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과 2003년의 통화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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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1998년의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물가
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의 성과와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금리 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콜금리의 시계열적인 특성은 뚜렷이 변화하였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
후의 콜금리의 움직임에 근거해 볼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 이전 기
간과는 달리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경제구조 모형에 기반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언제나 물가안정을 최
우선의 과제로 추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과 2003

년의 통화정책은 확장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심지표를 현재의 근원인플레이
션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로 전환하고, 정책시계를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물가상승률 수준을 현재의 3%에서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상하 변동폭은 현재의 0.5%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을 제안하였다.
넷째, 통화정책이 잘못된 경우에 대한 처벌함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
고 적어도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의사결정자가 본인의 재임기간중에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시계를 의사결정자의 재임기간보다
단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분적으로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압도하기도 했던 경험을 감안할
때 이를 추가로 허용하기 보다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착이 우선과제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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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로는 사용한 경제모형이 기본적으로 폐쇄경제를 전제로 한
것이고 특히 국내 자본시장과 해외 자본시장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적어도 본 연구의 모
형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는 추후의 연구에 의해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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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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