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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통하여 물가
상승률을 낮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
나 동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경기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등
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물가상승률 편의가 발생
하는 등 정책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이 중 상당수가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를 사회후생함수와 상이한 형
태로 변형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목적함수의 변형 없이 일정기간 중 평균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근접시켜
야 한다는 제약조건만을 추가한 후 최적정책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중기물가안정목표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적정책 분석 결과 정책기조를 결정할 때 현재의 경기상황만을 고려하
기보다는 향후 경기전망과 대비한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후생
을 높인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연연하는 재
량적 정책을 수행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가
안정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등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핵심주제어: 최적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 재량적 정책, 동태적 불일치
경제학 문헌목록 주제 분류: C61, E52, E61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낮고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은행이 단순히 물가안정을
추구한다는 무형의 약속 대신 물가상승률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표하
고 경제주체도 중앙은행이 동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신뢰하는 경우 기대물
가상승률이 제어되므로 성장 등의 희생 없이도 효율적으로 물가안정을 달
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목표달성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는 결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목표달성에 전념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에
관한 많은 연구1)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책당국에게는 과거에 공약(commit)한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기보다는

단기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량적

(discretionary) 정책을 수행하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 경제주체도 이러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결국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물가
안정목표제 도입을 통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려는 유인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Rogoff(1985)의 보수적 중앙
은행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일반대중보다 물가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중앙
은행 총재를 임명함으로써 재량적 정책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량적 정책은 실제 물가상승률이 적정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도록 하는 물가상승률 편의(inflation bias)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동 편의를 상쇄시킬 정도로 물가안정을 ‘과도
하게’ 추구하면 된다는 취지이다.
1) Kydland and Prescott(1977), Barro and Gordon(1983) 등은 경제주체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
우 전체 기간의 최적화를 위한 조건이 매기의 최적화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였다. 이는 곧 전기에 결정한 정책에서 이탈할 유인이 당기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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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Svensson(1999), Cecchetti and Kim(2005) 등이 물가수준
타게팅(price-level targeting), 혹은 혼합타게팅(hybrid targeting)을 주장하
였다. 인플레이션타게팅(inflation targeting)을 채택한 중앙은행의 경우 물
가상승률의 안정만을 중시하므로 물가가 적정수준을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후생손실이

커지게

되는

반면

물가수준타게팅(price-level

targeting)2) 혹은 혼합타게팅(hybrid targeting)3)을 채택한 경우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후생손실도 그만큼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Woodford(1999), Söderström(2001) 등은 중앙은행이 금리 혹
은 통화량의 안정을 추구하면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alsh(1995)는 중앙은행의 보수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도록
하는 선형물가상승률 계약(linear inflation constract)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의 공통된 특징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사회후생함
수를 최적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의적으로 변형한 형태의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성과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 전통적으로 통화정책 분석에서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로 사용된 손실함수
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괴리된 정도와 생산이 균형생산량수준에서
괴리된 정도를 각각 자승하여 매기 누적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손실함수
는 분석의 편의성은 높으나 미시적 기초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Rotemberg and Woodford(1998)는 전통적인 형태의 손실함
수가 사회후생함수의 근사치임을 보여주었다4). 이는 통화정책 분석의 미시
2) Cecchetti and Kim(2005) 등 일부에서는 물가수준타게팅(price-level targeting)이라는 표현 대신 물
가경로타게팅(price-path targeting)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물가수준타게팅에 반대하는 측에서
는 금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물가수준타게팅하에서는 차기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해야 하므
로 경제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물가수준타게
팅이 반드시 물가의 절대적 수준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물가경로(price-path)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금기에 동 경로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
생할 경우 차기에는 동 경로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면 되므로 반드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물가경로타게팅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3) 물가수준타게팅과 인플레이션타게팅을 양 극단으로 하고 이를 적절히 절충한 형태의 타게팅을 말
한다. 즉 인플레이션타게팅은 전기 물가수준에 관계없이(bygone's be bygone) 물가상승률만 안정
시키는 형태이고 물가수준타게팅은 전기 물가수준을 전적으로 감안하여 차기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라면 혼합타게팅은 전기 물가수준을 부분적으로 감안하여 차기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형태이다.
4) 생산의 변동성이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소비평활화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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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초를 공고히 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손실함수가 단순히 분석의
편의를 위한 수학적 함수가 아니라 사회후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인 손실함수를 임의의 형태로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Mankiw(2005)는 기존연구에서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를 사
회후생함수와 다른 임의의 형태로 전제한 후 최적통화정책을 분석하는 경
향에 대해 'two wrongs making one right'이라 부르며 이를 비판하였다.
즉 재량적 정책으로 인한 오류(one wrong)를 중앙은행이 사회후생과 다른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도록 하는 오류(another wrong)로 해결(one right)하려
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중앙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에 대
하여 착각을 하고 있다면 경제구조에 대하여도 착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그러한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인 손실함수는
사회후생을 반영하는 형태 그대로 가정하면서 일정한 제약조건만을 추가함
으로써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약한 정책을 그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한
다고 가정하는 것은 여타 연구에서와 같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제약조건은
일정기간 중의 평균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중기’제약
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추가적인 공약장치(commitment mechanism)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의 공표만으
로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미흡한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의
또 다른 요소인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5)을 추가적인 제약조
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의 변동성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
일반물가수준이 변동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 간 상대가격의 왜곡이 커지게 되면서 상품소비가 최적
수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경제내에 가격을 그때 그때 조정하
지 못하는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은 가격을 조정한 상품과 조정하지 못한 상
품 간에 상대가격 편차의 확대를 초래하여 각 상품의 소비가 최적 수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5)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총재가 경질되는 등 매우 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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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매기 재최적화(re-optimization)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제약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재최적화 유인
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재최적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
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방법은 상태변수의
추가를 통한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 Marcet and Marimon(1998)의 취지6)를
살리고 있다. 다만 상태변수의 추가가 아니라 제약조건의 추가를 통해서 최
적해를 도출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본고에서 도입한 중기제약의 라그
란지 승수를 Walsh(1995)의 보상함수(물가상승률과 비례하는 중앙은행의
보수)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를 변경하
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이론적으로 모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기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매기7) 물가상승
률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2기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
로 동 기간 중의 평균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하는 통화정
게 책임추궁을 받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정부 혹은 국회 앞 증언 등 다소 느슨한 형태이다. 이러한
책임부담을 위한 성과 평가는 중앙은행이 정책을 결정하는 매기 매기에 걸쳐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정기간 평균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이론적 체계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목적함수와 책임부담을 대변하는 제약조건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6) 그들은 미래 변수가 포함된 최적화 문제에서 적절한 상태변수(co-state variable)를 추가하는 경우
매기 재최적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적의 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7) 1기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확립된 바는 없으나 통화정책 방향을 (재)결정하는 주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금통위 개최주기인 1개월이 된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변경주기, 즉 GDP 등 정책대상변수에 관한 통계자료의 산출주기인 분기로 볼 수도 있다. 한편 ①
통화정책 성과평가가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 ② 과거 1년 단위 (단순)물가안정목
표제를 2004년부터 3년 단위 ‘중기’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한 점, ③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취지
가 1차년도의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이탈한 경우 여타연도에 이를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하락을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 ④ 목표달성 여부를 연간 물가상승률의 3년 평균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기를 1년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기에 대한 명시적 가정이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2 이상의 기간 중 평균물가상승률에 대한 제약이 부과되기만 하면 이
를 ‘중기’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책 (재)결정 주기를 1기로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중앙은
행의 경우 이는 1개월 내지 1분기 이내의 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1년을 목표 달성 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통상의 물가안정목표제도 이러한 ‘중기’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
계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한 것이 아
니라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1기를 1년으로 가
정한다면 이는 단순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물가안정목표제로 제도를 변경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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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운용방식이다. 동 제도의 장점은 경제에 일시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하더
라도 이에 급격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개념의 도입이 반드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적 정책의 문제점은 중앙은행이
미래 전 기간에 걸친 후생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기 재최적화의
유인으로 인해 공약의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주체의 기대변화를 통
한 기간 간 최적화(inter-temporal optimization)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 중기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간 간 최적화와 유
사한 결과가 유도되어 이론적은 물론 실제적으로도 통화정책 효과가 제고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기개념은 물
가안정목표제의 제약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약강화로 볼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제약하에서의
최적화 조건은 생산갭과 물가상승률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모형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의 생산갭에서 미래 생산갭 평균을 차
감한 후 물가상승률과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불경기가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현 생산갭을 향후 전망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
으로 판단하여 경기확장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후생을 증
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최적시계는 충격의 지속성에 반
비례한다. 즉 충격의 지속성이 높은 경우 시계를 짧게 설정하여 물가상승률
의 지속성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
째, 재량적 정책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시계를 최적으로 설정하면 효율
적인 정책성과(second best)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실증분석 결과
2004년 중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으로 생산의 충격반응은 그 절대값이 감소
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은 생산의 충격반응에 비해 그 감소폭이
작았다. 이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후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간단한 형태의 중앙은행
최적화 문제를 상정하고 최적화 조건을 도출한다.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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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을 반영하는 손실함수이며 경제구조는 뉴케인지안 필립스곡선을
가정한다. 두 번째로 중앙은행 최적화 문제에 일정기간 중의 평균물가상승
률에 대한 제약조건을 추가하여 최적화 조건을 도출한다. 세 번째로 도출된
최적화 조건을 이용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시계를 도출한다. 네
번째로 시계를 최적으로 설정․운용하는 경우 재량적 정책 운용에도 불구
하고 정책의 성과가 개선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2004년 중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간단한 실
증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
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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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형
1. 기본모형

먼저 다음과 같은 중앙은행 최적화 문제를 살펴보자.

∞

t

2

2

min (1-β)E 0 ∑β [π t +λy t],

(1)

s.t π t =βE tπ t+1 +αy t +ε t,

(2)

t=0

ε t =ρε t-1+u t.

(3)

여기에서 π는 물가상승률, y는 생산갭, E는 기대연산자, λ는 생산안정가
중치, β는 시간할인율, α는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ε은 공급충격, ρ는 충격
의 지속성, u은 i.i.d 확률과정을 각각 나타낸다. 각 변수는 적절한 방식8)으
로 표준화된 변수이다. 식 (1)은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로서 손실함수라고 부
른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생산의 변동성이 사회후생을 저하시키므로 이들
변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 통
화정책 관련연구에서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식 (2)는 소위 New Keynesian 필립스곡선이다.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상품공급자의 가격조정 기회가 확률적으로 도래하는 경우 가격이 중첩되게
(staggered) 결정된다는 Calvo(1983)의 가정을 따르면 물가상승률의 움직임
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식 (3)은 외생적 충격의 확률과정으로서
충격이 일정한 크기의 지속성을 갖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중앙은행 최적
화 문제의 제약조건 역할을 하는 경제구조로서 식 (2), 즉 공급측면만을 고
려하고 수요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요측면을 나타내는 IS식에
8) 물가상승률의 경우 목표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생산의 경우 변동가격균형 생산량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 7 -

자유변수(free variable)인 금리가 포함되어 있어 동 식이 제약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9) 이는 곧 중앙은행이 수요의 변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마치 수요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상기 중앙은행 최적화 문제의 최적화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약
적 해(commitment solution)와 재량적 해(discretionary solution)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약적 해란 최초 도출된 최적화 조건을 이후
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해를 말하고 재량적 해는 매기
마다 최적화를 다시 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해를 말한다. 공약적 해는 최
초 1회 최적화를 실시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경
제주체는 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
시 이러한 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을 감안하게 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제
고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반면 재량적 해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전기의 최
적화 결과를 무시하고 매기 최적화를 다시 실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경제주
체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금기의 정책결정이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영향
을 주지 못하게 되므로10)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 된다.
식 (1), (2), (3)으로 구성된 중앙은행 최적화 문제의 공약적 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t = 1인 경우는 아래 식 (4), (5)와 같다.

π t +μ t =0,

(4)

λy t -αμ t =0.

(5)

여기에서 식 (4)와 (5)를 정리하면 식 (6)과 같다.

9) 명목금리의 하방제약 등으로 인해 금리가 자유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IS곡선 등 수요측 균형이 제
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명목금리 하방제약하의 최적
통화정책에 관하여는 Eggertsson and Woodford(2003)에서 자세히 분석되었다.
10) 물론 경제구조에 내생적 상태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정책결정이 현재의 상태변수를 통
해 미래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2) 식에서는 내생적 상태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
로 재량적 해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정책이 미래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8 -

π t =-

λ .
y
α t

(6)

t > 1 인 경우는

π t +μ t -μ t-1 =0,

(7)

λy t -αμ t =0.

(8)

여기에서 식 (7)과 (8)을 정리하면 식 (9)와 같다.

π t =-

λ
(y -y t -1).
α t

(9)

여기에서 μ는 라그란지 승수를 나타낸다. 식 (4)는 물가상승률의 변동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와 동 변동이 제약조건 즉 필립스곡선에 미치는 효
과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의미이다. 식 (5)도 마찬가지로 생
산의 변동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와 동 변동이 필립스곡선에 미치는 효
과가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식 (7), (8), (9)가 식 (4), (5), (6)과 다른 점
은 최적화 조건에 과거의 공약 준수를 의미하는 전기 라그란지 승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초 최적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전기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전기 라그란지 승수가 최적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주체들
은 금기에 차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특정 방
향으로 유도할 수만 있다면 기대 물가상승률의 변화만으로도 금기 물가상
승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차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주체에게 차기에도 일정한 준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는 믿음을 주는 것인데 그 방법은 전기에 기대되었던 금기의 물가상승률
변화 부분(즉 전기 라그란지 승수)을 금기의 정책결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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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적화 조건에 전기 라그란지 승수라는 가상의 상태변수가 포함되는 경
우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이는 최소 상태변수 해(minimal state
variable solution)가 아니므로 일종의 버블 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기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이 과거의 공약을 준수하여 식 (9)의 조건을 따르는 것
보다 2기를 다시 초기로 간주하여 최적화를 다시 실시하여 식 (6)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것이 바로 동태적불일치(dynamic inconsistency)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을 경제주체도 알고 있으므로 공약적 해는
신뢰성이 없는 해가 된다.
다음으로 재량적 해를 구해 보자. 재량적 해는 중앙은행이 매기 최적화를
실시하여 과거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내
일의 정책결정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 이러한 가정
하에 도출된 아래 식 (10), (11), (12)는 공약적 해의 초기 최적화 조건인 식
(4), (5), (6)과 동일한 형태이다. 이는 결국 재량적 해가 매기 재최적화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자명한 결과이다. 즉 설사 전체 기간에 걸친 최적화를
위하여 초기에 공약적 해를 구하였다 하더라도 차기에 전기의 공약을 무시
하고 최적화를 다시 하게 되면 결국 초기의 최적화 조건 (4), (5), (6)이 다
시 얻어지고 이를 매기 반복하면 이것이 바로 재량적 해가 된다.

π t +μ t =0,

(10)

λy t -αμ t =0,

(11)

여기에서 (10)와 (11)을 정리하면 식 (12)와 같다.

π t =-

λ .
y
α t

(12)

11) 주(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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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제약모형 12)

1 절의 기본모형에 평균물가상승률에 대한 제약( Σ H-1
, 이하 중
h=0 π t +h =0
기제약)을 추가한 중앙은행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13)

∞

t

2

2

min (1-β)E 0 ∑β [π t +λy t],

(13)

s.t π t =βE tπ t+1 +αy t +ε t,

(14)

t=0

H -1

E 0 ∑ π t +h =0
h=0

H≥1,

ε t =ρε t-1+u t.

(15)

(16)

식 (13), (14), (16)는 식 (1), (2), (3)과 동일하다. 위의 최적화 문제의 라
그란지 함수를 설정하면 아래 식 (17)과 같다.14)

12) 본고에서는 평균물가상승률에 대한 제약을 ‘중기’라 정의하였다.
∞
H-1
1
t
* 2
2
E 1 ∑β [( ∑ π t-h-π ) +λy t]와 같은 형태의 목적함수를 가
2
t=1
h=0
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이 과거 평균물가상승률을 안정화(average inflation targeting)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물가수준타게팅과 물가상승률타게팅을 일반화시킨 모형을 시도하고 있으나 목적함수가
사회후생함수가 아닌 점, H가 길어짐에 따라 π t -1,π t -2…π t -h가 모두 상태변수가 되어 해의 형
태가 매우 복잡지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Warburton and Kirdan(2005)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target inflation "over the medium term"을 이러한 과거지향적 평균물가상승률타게팅으로 보았다.
14) 내생적 상태변수가 없는 경우 라그란지 방법을 이용한 재량적 해와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하여 구한 해가 동일하다. 즉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외생적이라면 금기의 정책결정이 미래의 기대형성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
지 않기 때문이다 (Svensson 2006). 즉 동적계획법에서는 가치함수가 외생적 상태변수만의 함수이
므로 금기의 선택이 가치함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다만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경
우에도 전기의 라그란지 승수를 상태변수로 추가한 후 saddle-path property를 이용하여 구한 해
는 재량적 해가 아니라 공약적 해가 되나 이러한 경우는 본고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Marcet
and Marimon 1998).

13) Nessén and Vestin(2005)은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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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2

L 0 = E 0 ∑(1-β)β [π t +λy t +2μ t(π t -π t +1 -αy t -ε t)]
t=0

(17)

H-1

+2ν 0( ∑ π t +h).
h=0

여기에서 μ 및 ν는 각각 필립스곡선과 중기제약에 대한 라그란지 승수이
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μ와 ν의 시점이다. 즉 μ는 매기 필립스곡선에
대한 라그란지 승수이므로 시점에 따라 변하는 것이 허용되나 ν는 일정기
간 중 평균물가상승률에 대한 라그란지 승수로서 최적화 초기에 이미 정해
져 있으므로 시점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매기
식 (17) 형태의 최적화 문제를 반복적으로 재최적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
로 차기에 재최적화하는 경우에는 ν가 달라질 수 있다.15) 위와 같은 가정
하에 1계 조건을 구하여 보자. 아래는 0기 시점에서의 최적화 조건이다.16)

π t +μ t +ν 0 =0 ,

t는 0 에서 H-1까지,

(18)

λy t -αμ t =0,

t는 0 에서 H-1까지.

(19)

식 (18)을 H기에 걸쳐 합계한 후 식 (15)를 적용하면 식 (20)이 된다.
H-1

∑ [π t +h +μ t +h +ν 0]=0 ,

h=0

1 H-1
ν 0=
∑μ .
H h=0 t+h

(20)

15) 여기에서 한 변수의 현재시점에서의 기대치와 미래시점에서의 실제치가 다를 수 있다는 불일치성
(inconsistency)의 문제가 존재한다. 다음 장에서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제약하의 재량적 해가 공약
적 해와 동일하므로 공약적 해와 마찬가지로 1계 조건에서도 불일치성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16) 매기 동일한 최적화문제가 반복된다는 가정이 아닌 공약적 해는 해석적 방법으로는 일반적 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Smets(2000)의 부록에서와 같이 수치적 방법을 사용하여야만 한
다. 그러나 본고의 주제가 재량적 해의 개선방법에 관한 점, 공약적 해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제약이 무의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공약적 해를 도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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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 (19), (20)을 정리하면 아래 식 (21)과 같다.

λ
1 H-1
π t =- (y t ∑ y ).
α
H h=0 t+h

(21)

여기에서 잠시 식 (18)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식 (18)은 물가상승률
의 변동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정도( πt)는 두 제약조건을 동시에 만족시
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총손실, 즉 필립스곡선이 제약조건으로 작동함에
따른 손실( μt)과 중기제약이 작동함에 따른 손실( ν0)의 합과 같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 (19)는 생산의 변동이 사회후생을 감소
시키는 정도( λy t)가 필립스곡선이 제약조건으로 작동함에 따른 손실( -αμ t)
과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식 (18)에서 중기제약이
구속력을 갖게 됨에 따른 손실( ν0)은 0기 시점에서 향후 H기 동안 t에 따
라 변동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0 기 시점에서 최적화 할 때에
중기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수해야할 비용을 H기에 걸쳐 균등 배분함을
의미한다. 물론 1 기의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점 0 에서와 동일한 최적
화를 다시 실행할 것이므로 동일한 형태의 최적화 조건을 얻게 된다. 다만
중기제약이 구속력을 갖게 됨에 따른 손실은 0 기의 시점과 다를 수 있으
나 이때에도 동 손실을 H기에 걸쳐 균등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

이 없다.
그럼 이제 식 (21)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재량적 해는
식 (12)와 같이 물가상승률과 생산갭 간에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여 물가상승률과 생산갭이 각각의 목표치
에서 괴리되면 이때의 최적 통화정책은 각 변수의 괴리폭 간에 일정한 비율
이 유지되도록 하여 사회후생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기제
약이 추가되는 경우의 (재량적) 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서 괴리되는 정
도를 당기 생산갭이 미래 H기중 생산갭 평균에서 괴리된 정도와 일정비율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의미는 중기제약이 H기에 걸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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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이 H기 동안의
평균물가상승률이 목표치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면 생산갭도 이에
상응하게 동 기간 중의 생산갭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식 (21)을 통해 통화정책과 경기변동에 관한 보다 의미 있는 해석
도 가능하다. 즉 미래 생산갭의 평균을 차감한 당기 생산갭을 기준으로 통
화정책 방향을 판단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망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경기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다면 현 경기가 다소 부진하다고 하여 지나치게 확장적인 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망과 비교한 후 정책완화기조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 경우 지나친 확장정책을 지양하는 것이 최적의 정책이 된다. 이러
한 해석은 경기가 호조일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향후 경제전망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 경기 수준을 다소 비관적으로
판단하여 긴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의 결과를 다른 타게팅레짐(targeting regime)과 비교하여
보자. 먼저 주목할 점은 H가 무한대로 되는 경우 식 (21)은 식 (12)와 동일
해 진다는 점이다. 즉 미래 모든 기간의 생산갭 평균은 0이 될 것이므로 식
(21)의 우변은 생산갭 자체가 된다. 즉, H가 무한대로 된다는 의미는 중기
제약이 제약조건으로서의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결국 동 제약조건이
없을 때의 해와 동일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본고의 결과를 일반
적인 인플레이션타게팅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H가 1인 경우에는 생산갭의 평균과 생산갭이 동일하므로 식 (21)의
우변은 0이 되어 물가상승률은 결국 매기 0이 되므로 완벽한 물가안정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물가수준타게팅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식 (21)과 같이 생산갭에서 미래 생산갭의 평균을 차감한다는 본고의 결
과는 다른 연구에서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중기제약이 포함되지
않은 최적화 문제의 공약적 해인 식 (9)와 비교하여 보자. 식 (21)의 우변이
미래 평균치에 의한 추세치 제거이므로 식 (9)의 우변을 생산갭의 1차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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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추세치 제거로 본다면 생산갭에서 추세치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다. 또한 Svensson(1999)이 주장한 식 (22)와 같은 형태의 물가수
준타게팅(price-level targeting)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생산
갭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타게팅과는 다르게 아래 식
(22)와 같이 물가수준과 생산갭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물가수준타게팅의 주요한 특징이다.

p t =a+by t.

(22)

당기의 물가수준은 오랜 과거부터 물가상승률을 누적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식 (21)은 아래 식 (2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H는 물
가수준타게팅과 유사한 수준이면서도 자명한 결과( π t =0)가 되지 않는 2로
가정하였다.

t

t

t

t +1

λ
1
[ ∑y t- ( ∑y t+ ∑y t)],
α -∞
2 -∞
-∞
t
t +1
λ
=- ( ∑y t - ∑y t),
2α -∞
-∞
λ
y .
=
2α t+1

p t = ∑π t =-∞

(23)

위의 식을 식 (22)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Svensson(1999)에서 사용된 신고전파 필립스곡선과 본고에서 사용된
뉴케인지안 필립스곡선의 차이로 인해 우변이 yt대신 y t+1로 표현된 점이
다를 뿐이다.
본고의 결과를 혼합타게팅(Hybrid Targeting)을 주장한 Cecchetti and
Kim(2005)과 비교하여도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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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 =ηp t -1 +dy t.

(24)

그들은 식 (24)와 같은 형태의 최적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η가 1
이면 인플레이션타게팅, 0이면 물가수준타게팅을 나타낸다. 이를 적절히 변
형하면 아래 식 (25)와 같이 된다. 즉 현 물가수준을 과거 생산갭의 가중평
균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

i

p t =d ∑η y t-i.

(25)

i=0

혼합타게팅과 비교하기 위해서 H를 인플레이션타게팅의 경우인 무한대와
물가수준타게팅의 경우인 1 사이의 적절한 수(10)로 가정한 후 식 (21)을
식 (25)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시키면 식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λ t
1 10 t
( ∑y t),
∑ ∑y
α -∞
10 h=1 -∞ t +h-1
λ
(y +2y t +1+3y t +3 …10y t +9),
=10α t
10
λ
( ∑ hy
).
=10α h=1 t +h-1

p t = ∑ π t =-∞

(26)

본고의 결과는 식 (21)과 같이 물가수준과 미래 생산갭의 가중평균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Cecchetti and Kim(2005)의 결과도
식 (25)와 같이 물가수준과 과거 생산갭의 가중평균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
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립스곡선의 차이점(본고의 경우 케인즈학파 형
태, Cecchett and Kim(2005)의 경우는 신고전파 형태)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사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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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본고의 결과를 Walsh(1995)가 주장한 선형인플레이션계약
(linear inflation contract)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는 중앙은행에게 실제
인플레이션의 수준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재량적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7)

U CB =eπ t -Loss.18)

(27)

즉 정부가 중앙은행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식 (27)과 같이 사회후생을
나타내는 손실함수에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형태로 중앙은행에 대한 보상
함수를 추가한다면 설사 중앙은행이 재량적 정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결
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최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식 (27)을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미분하면 1계 조건
에 e(중앙은행에 대한 보상률)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는 본고에서의 ν와 유
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물가상승률의 수준에 비례하게 중앙은행의 손실
함수가 감소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Walsh(1995)의 경우에는 중
앙은행의 보수가 감소함에 따라, 본고의 경우에는 중기제약조건이 위배됨에
따라 손실함수가 증가하게 된다.

17) 다만 Candel-Sanchéz and Campoy-Miñarro(2004)에서는 Walsh(1995)의 결과가 최적이 아님을 주
장하였다.
18) Walsh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생산갭도 목적함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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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화정책의 최적시계 및 후생효과

1. 최적시계도출

전장의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본 절에서는 통화정책의 최적시계를 도출
하였다. 최적시계는 사회후생을 최대로 하는 H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식 (14), (16), (21)을 정리하여 최종해(final solution: 내생
변수를 외생변수로 표현한 식)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회후생함수를 H
의 함수로 표현한다. 이 때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H가 바로 최적시계
가 된다.
본 모형에서 상태변수는

ε 하나이고 본 모형이 선형-자승형(linear-

quadratic)이므로 각 내생변수는 동 상태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될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법(undetermined coefficient)을 이용하
면 아래 식 (28), (29)와 같은 최종해를 구할 수 있다.

y t =cε t,

(28)
H-1

Σ h=1 ε t+h
λ
).
π t =- c(ε tα
H

(29)

여기에서 c는 미정계수이다. 식 (14), (16), (28), (29)를 결합하면 식 (30)
이 된다. 여기에 양변에 있는 ε의 계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미정계수 c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최종해 식 (31), (32)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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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t =-

λ
(1-ρ H) ,
c(1)ε
α
(1-ρ)H t

λ
(1-ρ H)
λ
(1-ρ H)
)ε =- cβρ(1)ε ,
- c(1α
(1-ρ)H t
α
(1-ρ)H t
+(1+αc)ε t

y t =-

1
H

λ
1-ρ
(1)(1-βρ)+α
α
H(1-ρ)

ε t,

(30)

(31)

H

λ
1-ρ
1
ε t. (32)
)
π t = (1H
H(1-ρ)
α
λ
1-ρ
)(1-βρ)+α
(1H(1-ρ)
α

식 (31), (32)를 이용하여 최적시계를 도출하기 전에 본 최종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기제약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즉 H가 무한대로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식 (31), (32)는 기본모형(식 (1), (2), (3))의 최종
해인 식 (33), (34)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19)

y t =π t=

α
ε t,
λ(1-βρ)+α 2

(33)

λ
.
2 εt
λ(1-βρ)+α

(34)

또한 H가 1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π t =0, y t =- 1 ε t가 되어 완전한 물
α
가안정을 추구하는 결과가 됨을 알 수 있다.
19) 기본모형의 최종해의 도출은 Clarida, Gali and Gertler (1999)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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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식 (31), (32)를 식 (10)에 대입하여 사회후생함수를 H의 함수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t

2

2

(1-β)E 0 ∑β [π t +λy t] ≃Var π +λVar y ,
t=0

2

2

=c (d +λ)Var ε
여기에서 c≡-

1
d(1-βρ)+α

λ
1-ρ H .
d≡- (1)
H(1-ρ)
α
최적시계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로 하는 H이므로 식 (35)와 같이 사회후
생함수의 1차 미분이 0이 되도록 하는 H가 바로 최적시계이다.

d 2 2
c (d +λ)=0.
dH

(35)

식 (35)를 정리하면 식 (36)과 같다.

1-ρ H
=βρ(1-ρ).
H

(36)

식 (36)을 만족시키는 H의 값이 곧 최적시계가 되나 이를 해석적인 방법
(analytical solution)으로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계수( ρ 및 β)를 식 (36)에
대입한 후 H 값을 변화시키면서 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H를 구하는 수치적
인 방법(numerical solution)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시간선호율
( β)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계수이므로 충격의 지속성 ( ρ)에 서로 다른 수를
대입하면서 H의 변화에 따른 손실함수를 계산해 보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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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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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충격의 지속성( ρ)과 최적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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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0 .6

0 .8

1 .0

충격의 지속성( ρ)과 최적시계20)

<표-1>

충격의 지속성( ρ)

0.1

0.2

0.5

0.9

0.99

최적시계(H*)

11

6

4

3

5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충격의
지속성이 커질수록 최적시계( H*)는 짧아진다. 이는 충격의 지속성이 큰 경
우 재량적 정책에 따른 물가상승률 편의(inflation bias)도 클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다 강한 제약(작은 H*)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격의 지속성이 1에 근접할 경우 H*는 다시 커지게
되는데 이는 충격의 지속성이 커져 임의보행(random walk)에 가까워지는
경우 작은 H*를 통해 물가상승률 변동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게 되면 생산
의 변동성이 급증하여 오히려 사회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충격의 지속성, 시계, 타게팅레짐(targeting regime)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자. King(1999)은 시계와 타게팅레짐 간에 식 (37)과 같
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1 p t -p t .
π =π - (
)
*
H
pt
**

*

(37)

여기에서 π **는 금기 물가상승률 목표, π*는 적정물가경로의 기울기, p*
는 적정물가경로상의 한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의 해석에 따르면 H가

20)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적시계를 산출하지는 않았다. 물론 충격의 지속성을 추정한 후 이를 이
용하여 최적시계를 산출할 수도 있으나 지속성의 추정치는 모형설정에 크게 좌우되어 정확한 추
정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지속성 산출 대상기간 크기와 지속성이 반대로 움직이는 특
성에 따라 주 9)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추정치를 본고의
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점은 Mankiw(2005)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가충격, 환율충격 등의 공급충격이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을 감안하면 1기를 1년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지속성은 무시할 정도로 작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이를 <표-1>을 통하여 살펴보면 최적시계는 대체로 3년에서 6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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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것은 현 물가수준이 적정물가경로로 완만하게 수렴해 간다는 뜻이
며 극단적으로 H가 무한대인 경우 현 물가수준은 적정물가경로상으로 수렴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기저이동(base drift)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H가 작은 경우 현 물가수준이 적정
물가경로로 빠르게 수렴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H가 1인 경우는 물가수준타
게팅이 된다. 그러나 King(1999)은 시계의 의미는 제시하였으나 적정시계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Cecchetti and Kim(2005)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이 지속성21)을 갖는 경우 그
지속성의 크기에 따라 인플레이션타게팅과 물가수준타게팅 혹은 그 절충형
태인 혼합타게팅 중에서 최적 타게팅레짐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η *=

1-ρ
1
, ρ> .
2ρ
3

( = 1, ρ≤

1 .
)
3

(38)

식 (38)은 지속성이 1에 가까워지는 경우( ρ →1) 최적의 타게팅레짐은 물
가수준타게팅( η → 0)이 되고 반대로 지속성이 0에 가까워지는 경우( ρ →0)
에는 인플레이션타게팅( η → 1)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37)과
(38)을 종합하여 보면 충격의 지속성이 클수록 적정시계는 짧아진다는 본고
의 결론과 일치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2. 후생효과 분석

지금까지 분석에서는 중기제약이 추가되는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과 최적
시계를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의 추가가 사회후생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최대화 문제에서는 새로운 제약

21) Cecchetti and Kim(2005)에서는 생산의 내생적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 본고의 외생
적 충격의 지속성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사용한 신고전파 필립스곡선에 일정한 가정을 추
가할 경우 내생적 지속성과 외생적 지속성이 동일해지므로 본고의 분석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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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목적함수의 극대치가 감소한다. 이는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수의 선택 폭이 좁아짐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가 포함되는 경제적 최적화의 경우
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경제주체의 기대를 적절히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보다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통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공약을 통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도 사실은 전기의 공약을 금기에 그대로 이행하여야만 한다는 제약하에
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22) 따라서 제약하의 최적화도 그것이 적절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중기제약 모형의 최종해인 식 (31) 및 (32)를 다시 살펴보면 물가상승률
과 생산갭이 모두 ε 의 선형함수임을 알 수 있다. 식 (14)의 상태변수가 ε
t
t
하나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ε 외에 μ
t
t-1
이라는 상태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공약적 해와는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
없으며 극대치 또한 동일할 수 없다. 그렇다면 ε 의 선형함수 형태인 해 중
t
에서 최적인 해, 즉 단순한 준칙에 공약한 해(commitment to a simple
rule)의 형태와 비교해 보자. 중앙은행이 식 (39)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준
칙(simple rule)을 미래에도 준수할 것이라고 공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39)

y t = ĉε t.
이를 식 (1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40)을 얻게 된다.

π t=

1-α ĉ .
ε
1 -βρ t

(40)

22) 식 (9)의 전기 라그란지 승수( μ t-1)가 포함된 것이 바로 전기의 공약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제약조
건의 추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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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 (40)을 이용하여 손실함수 식 (13)을 최소화하는 ĉ를 구한 후 이
를 다시 식 (39), (40)에 대입하면 식 (41)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π t =-

λ(1-βρ) .
yt
α

(41)

이를 이용하여 최종해를 구하면 식 (42), (43)과 같다.

y t =π t=

α
ε t,
λ(1-βρ) 2 +α 2

(42)

λ(1-βρ)
ε t.
λ(1-βρ) 2 +α 2

(43)

식 (41)은 Rogoff(1985)의 ‘보수적 중앙은행’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물가
안정에 대한 선호가 일반대중( 1-λ)보다 큰 중앙은행 총재( 1-λ(1-βρ))를
임명하는 것이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때 식 (42), (43)을 식 (31), (32)와 비교해 보면 중기제약하의 최적화문제에
서 도출된 물가상승률과 생산갭의 최종해와 단순한 준칙을 공약하는 경우
의 최종해가 각각 동일해지기 위한 조건은 식 (44)가 성립할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ρ H .
1-βρ=1(1-ρ)H

(44)

여기서 좌변은 단순한 준칙을 공약한 경우 중앙은행의 보수성 정도(생산
갭의 안정을 희생하는 정도)이며 우변은 중기제약이 부과되는 경우 중앙은
행이 현재의 생산갭을 미래 생산갭의 평균으로 표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 식 (44)는 최적시계를 위한 1계 조건인 식 (36)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는 중앙은행이 최적시계를 설정하는 경우 비록 최선의 결과(공약적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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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어려우나 차선의 결과(단순한 준칙하의 공약적 해)는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적시계와 손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3>을 통하
여도 쉽게 알 수 있다. H가 무한대로 될 경우가 재량적 정책에 해당하므로
손실은 A가 되고 중기제약하23)에서의 손실은 B이므로 A-B가 결국 중기제
약의 이득이 된다.

<그림-3>

최적시계와 중기제약하의 손실
ρ = 0.1

1.162

C

중기IT의 이득
Loss
1.161

A

B

1.160
1

11

21

31

H

23) 이 때의 중기는 최적시계이다.

- 26 -

41

Ⅳ. 실증분석
본장에서는 이전의 이론적 분석을 응용하여 2004년 이후 물가목표 적용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이 물가상승률과 생산갭의 움직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하였다.24) 이를 위하여 먼저 식 (31), (32)를 다시
살펴보자. 이 두 식을 간단한 H의 함수로 나타내면 식 (45), (46)과 같다.

y t =c(H)ε t,

(45)

π t =d(H)c(H) ε t,

(46)

여기에서 c≡-

1
,
d(H)(1-βρ)+α

λ
1-ρ H .
d≡- (1)
H(1-ρ)
α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변화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및 생산의
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 또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2004년 중기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을 H의 변동으로 해석한다면 2004년 전후 기간의 충격반응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
게 된다. 위의 c(H)와 d(H)에 대한 정의식을 살펴보면 식 (47)과 같은 관계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25)

24) 물론 현 중기물가안정목표제는 2004년부터 2006년, 2007년부터 2009년중의 평균물가상승률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고의 가정(rolling horizon)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장의 목적이 충격
이 기간에 걸쳐 분산되는 정도의 변화를 검정하는 데 있으므로 그러한 가정의 차이는 분석결과의
해석과 무관한다.
25)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충격 반응계수, 즉

c(H)d(H)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물가상승
률의 충격반응과 생산갭의 충격반응의 비율, 즉 d(H)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
승률의 충격반응이 c(H)와 d(H)의 상호 상쇄효과로 인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실증분석에 적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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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0,
∂H

∂|d(H)|
>0.
∂H

(47)

위의 이론적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실증 가능한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26)

|c| > 2004 < |c| < 2004
∂y
∂y
⇒
<
∂ε > 2004 ∂ε

| |

| |

< 2004

|d| > 2004 >|d| < 2004
∂π ∂y
∂π ∂y
⇒
>
/
/
∂ε ∂ε > 2004 ∂ε ∂ε

|

|

(48)

,

|

|

.

(49)

< 2004

위의 식 (48), (49)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벡터자기회귀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식 (50)과 같이 설정하고 이를 추정, 식별
한 후 필립스곡선의 충격에 해당하는 물가상승률 충격에 대한 물가상승률
과 생산갭의 반응을 살펴보자.

A(0) π t =A(L) π t-1 + ε 1t .
yt
y t-1
ε 2t

[ ]

[ ] [ ]

(50)

여기에서 L은 시차연산자, A(0),A(L)은 계수행렬, ε1,ε2는 상호 독립인
외생충격과정을 나타낸다. 추정대상기간은 1991년부터 2003년을 하나의 추
정대상기간으로 하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를 또 다른 추정대상기간으로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27)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전기 대비 증
감률을, 생산갭은 HP필터로 추세치를 제거한 (log)실질GDP를 사용하였다.
시차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기준으로 하여 2로 설정하였다.
26) 본장은 시계 변경에 따른 충격반응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단순’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물
가안정목표제로의 정책체계변화(regime shift)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27) 중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2004년) 이후 기간의 관찰치가 매우 적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06년을
추정대상기간으로 하지 않고 1991년부터를 추정대상기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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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은 Cholesky Decomposi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
로 하고 있는 충격은 필립스곡선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충격으로서 상기
VAR에서는 ε1에 해당한다. New Keynesian 모형(NK 필립스곡선 및 IS 곡
선)의 특성상 수요충격은 당기에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급
충격은 당기에 생산갭에 영향을 미치므로 Cholesky Decompostion을 이용
하여 충격을 식별하는 경우 식 (50)에서와 같은 변수의 순서가 적합하다.
위의 VAR모형을 추정, 식별한 후 각 기간별 충격반응함수를 구하여 보
면 <그림-4>와 같다.

<그림-4>

공급충격에 대한 생산의 반응

0.004
0.002
0.000

생산의 반응
(1991-2006)

-0.002
-0.004
-0.006
-0.008
-0.010

생산의 반응
(1991-2003)

-0.012
-0.014
-0.016
1

2

3

4

5

6

7

8

9

10

<그림-4>에서 중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기간을 포함한 기간(1991
년부터 2006년) 중 공급충격에 대한 생산 반응의 절대값이 제도도입 이전
(1991년부터 2003년) 기간에 비해 유의하지는 않으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 (48)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시계의 증가로 인해 생산이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생산안정에 대한 중요도가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충격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반응을 보면 아래 <그림-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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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공급충격에 대한 물가상승률과 생산의 반응

0.006

0.002

0.004

0.000
물 가 상 승 률 의 반 응 (우 축 )
(1991-2006)

-0.002

0.002
0.000

-0.004
-0.006

물 가 상 승 률 의 반 응 (우 축 )
(1991-2003)

생 산 의 반 응 (좌 축 )
(1991-2006)

-0.002
-0.004

-0.008
생 산 의 반 응 (좌 축 )
(1991-2003)

-0.010

-0.006
-0.008

-0.012

그러나 위의 그림만으로는 식 (49)를 검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기간에 대
하여 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과 생산의 충격반응 간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계산해 보면 아래 <그림-6>과 같다.28)
<그림-6>

물가상승률 및 생산갭의 누적충격반응 비율

0.3
0.0
-0.3

물가상승률 누적반응/생산 누적반응
(1991-2003)

-0.6
-0.9

물가상승률 누적반응/생산 누적반응
(1991-2006)

-1.2
1

2

3

4

5

6

7

8

9

10

28) 충격반응 간 비율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므로 단순 충격반응이 아닌 누적 충격반응 간의 비
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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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를 보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의 공급충격에 대한 물
가상승률 및 생산의 반응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모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
의 충격반응보다는 생산의 충격반응이 그 절대값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과 생산갭의 충격반응의 비율은
제도도입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번째 명제인 식 (49)에 부
합하는 것이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유의성은 낮았으나 이론
적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시계의 증가가 물가상승률의
(상대적)변동성은 높이고 생산의 변동성은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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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일정기간 중의 평균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
하는 중앙은행의 최적화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중기물가안정목표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기제약하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화 조건은 당기 생산갭에서 미래 생산갭의 평균을 차감한
것과 당기 물가상승률 간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최적시계
는 충격의 지속성과 반비례한다. 셋째, 동 결과는 차선(second best)의 결과
이다. 넷째, 물가상승률과 생산의 충격반응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은행이 중기제약이라고 하는 다소 느슨하지만 구체적
형태의 제약을 스스로 부과함으로써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으로 인해 신뢰
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통화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보
인 것이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이론적으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를 변형하지 않고 단순한 제약
조건만을 부과함으로써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목적함수는 사회후생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자
의적인 목적함수의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
식이야 말로 ‘제약하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29)이라는 물가안정목표
제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최적화의 조건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이다. 일정기간 중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일정수준이 되도록 유지한다는 제약은 물가상승률과 생
산갭을 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의미가 된다. 경제에 충격이 발
생하였을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충격이 적절한 기간에 걸
29) Bernank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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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분산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경기변동과 통화정책에 관하여 흥미로운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즉, 향후 경기불황(마이너스 생산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의 경기상황만을 근거로 확장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현 경기를
향후 경기전망과 대비한 상대적 수준으로 평가하여 정책 완화기조를 적절
히 조절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단기적인 경기변동
에 연연하는 재량적 정책을 수행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가안정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분석에 한계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먼저 중기제약하의 최적화
문제의 공약적 해는 도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공급측면 외에 수요측면, 해외측면 등을 포함한 거시구조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본고의 결론을 일반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 점은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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