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타게팅에 관한
최근 논의
김 병 기*, 송 승 주**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
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과장(02-759-5485, bkkim@bok.or.kr)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장(02-759-5414, ssong@bok.or.kr)
본고는 2010년 7월까지 저자들이 수집한 문헌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본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강준오 기획국장과 한상섭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해준 김효진, 김공영 연구원
및 서동희 前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차례>
Ⅰ. 검토배경 ···································································································1
Ⅱ. 인플레이션 타게팅 개관 ·····································································2

1.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의의 ··········································································2
2. 인플레이션 타게팅하에서의 통화정책 운영 ············································3

Ⅲ. 금융위기 이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 5

1. 대안정화(Great Moderation) ···································································· 5
2.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불안 ······································································ 8
3. 공급충격 ······································································································ 11
4. 환율안정 ········································································································12

Ⅳ. 금융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4

1. 소극적 방임정책(Benign Neglect)에 대한 재고 ··································14
2. 물가수준 타게팅 ··························································································15
3. 재정적자 기조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6

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7
<참고문헌> ··································································································21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관한 최근 논의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 이하 IT)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
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의
통화정책 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를 말한다. IT는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통화량 및 환율 목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
로서 각광을 받아왔으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IT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보면 주
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한 결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비판론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IT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기관의 잘못된 유인체계(distorted incentives)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IT가 위기수습에 기여하고 있다는 옹호론이 대립하고 있다.
일부 반론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물
가안정을 중시하는 가운데서도 유동성과 자산가격의 변동에 더욱 유의
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안정
과 거시건전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다. 반면, 자산가격 버블이나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
고 통화정책 체계로서 IT도 이에 부응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제한적 재량(constrained discretion)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운영, 중앙은행의 투명성 증대 등 IT의 핵심적 특징은 통화정
책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주제어: 인플레이션 타게팅, 통화정책, 중앙은행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58, E52

Ⅰ. 검토배경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 이하 IT)이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은 통화정책 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이
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IT에 대한 반성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
산가격 버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
었으며 차제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체계를 전면 수정할 필요하다는 것이
다. 반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기
관의 잘못된 유인체계(distorted incentives) 등에 기인한 것으로 IT와는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한 IT가 오히려 금
융위기 수습에 기여할 것이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IT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자산가격 버블, 금융안정, 환율안정 등 통화정
책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IT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T에 관한 주요 중앙은행과 경제학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 본 다음 향후 과
제 등 시사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IT를 개관하여 설명
한다. Ⅲ장에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있었던 IT에 대한 시각을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불안, 공급충격, 환율안정 등과 관련하여 정리한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IT에 대한 시각이 어
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대신 물가지수의
수준을 직접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식인 물가수준 타게팅에 대해서
도 간략히 소개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
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중앙은행이 당면한 과제를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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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플레이션 타게팅 개관
1.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의의
IT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공개적으로 설정하고 운용목표(주로 정책금리)를 조정하여 이를 달
성하는 방식의 통화정책 체계를 말한다. IT의 주요 특징은 ① 명시적인 물
가상승률 목표범위 및 달성기간 공표, ② 물가목표 달성을 중앙은행의 최우
선 정책과제로 인식, ③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④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로 정리될 수 있다.1)
IT하에서 미리 설정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이 경제예측 및 정책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파급시차까지 고려하
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화정책이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경제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기관, 발달된 금융시장 등
을 토대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2)
즉, IT하에서 통화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중앙은행의
정책능력과 정교하면서도 선진적인 통화정책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IT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일
부 선진국과 한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그리고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
국으로 확산되었다.3) 이와 같이 IT가 많은 국가로 확산된 것은 다음과 같
은 이유에 기인한다.4)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연실업율가설(natural rate of
1) Bernanke and Mishkin(1997) 참조.
2) 한국은행(2005), Svensson(1997, 2009b), Freedman and Ötker-Robe(2010) 참조.
3) Roger(2009)에 의하면 2009년 현재 26개국이 IT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래 29개국이 IT
를 도입하였으나 핀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이 유로지역에 편입되면서 IT를 중
단하였다.
4) Freedman and Laxton(2009), 한국은행(200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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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hypothesis)이 대두되었다. 더구나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다
양한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통화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time
inconsistency)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IT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이 인플레
이션을 2%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여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2%에서
형성되면 통화당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경기를 진작하려는 유혹
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주체가 정
책당국을 불신하게 되므로 정책당국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T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2%에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5) 셋째, 통화량 및 환율 목표제 등 중간목표제가 한계를 노정하기 시
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협의통화 및 광의통화 지표간 괴리가 확대되고 통화
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도 명확치 않게 되었다.6) 환율목표제의 경우에도 여
러 차례의 외환위기7)를 거치면서 고정․관리변동환율제도의 부작용이 부각
되었다.

2. 인플레이션 타게팅하에서의 통화정책 운영
IT를 도입한 중앙은행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
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최우
선적으로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도 고려한다.8) 이와 관련하여
Bernanke(2003b)는 IT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misconception)를 다음과 같
5) 이지순(1994) p. 668 참조.
6) 1982년 11월 캐나다은행은 M1목표제를 폐기하였는데 당시 Gerald Bouey 총재는 “We
didn't abandon the monetary aggregates, they abandoned us.”라고 말하였다 (Mishkin,
2000에서 재인용).
7) 1992년 ERM, 1994년 멕시코, 1997년 동아시아 등.
8) King(1994, 2002), Bernanke and Mishkin(1997), Svensson(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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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오해는 IT를 채택한 중앙은행은 기계적인 준칙을 적용하여 통화정
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T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미래 물가와 성장
에 대한 전망경로에 기초하여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높
은 수준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둘째 오해는 IT하에서 중앙은행은
오로지 물가안정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IT를 도입한 모든 중앙은행은 물
가안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유의하
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마지막 오해는 IT가 금융안정과 상충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IT하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원활하게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보통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인 정책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9)하는데 이러한 정책금리
조정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거쳐 총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조정을 통해 이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조정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시스템이 건실해야 한다.10)
한편, IT하에서는 명시적인 중간목표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경
제성장 및 고용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점에서 IT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정책 재량권이 확대될 것
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IT는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최우선적으로 달
성하겠다는 공약(commitment)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책 재량
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11) 아울러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9) 통화량목표제, 환율목표제 등을 통해서도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IT를 도
입한 중앙은행이 반드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monetary policy operational
framework)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IT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물가안정을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금리가 아닌 환율 조정을 통하
여 이를 달성하고 있다 (Taylor 2000).
10) 한국은행(2005), p. 56 참조.
11) Bernanke(2003a)는 이를 제한적 재량(constrained discretion)으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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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를 채택한
대부분 중앙은행은 정책결정 내용과 그 배경을 즉시 공표하고 중앙은행 정
책결정기구의 의사록을 공개하는 한편 통화정책 보고서 및 경제전망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총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정책방향을 국
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의 투명성과 의사소통을 중시하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
성함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IT는 그 명시적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2000년대 이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체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12)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IT를 명시적
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요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투명성 증대, 미래
지향적(forward-looking)이고 선제적인(preemptive) 정책운영 등 IT의 특징
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13)

Ⅲ. 금융위기 이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 대안정화(Great Moderation)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6년까
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GDP 변동성은 1970～8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1/3 로 각각 하락하였다. Stock and
Watson(2002)은 이러한 현상을 “Great Moderation”이라고 지칭하였다.
12) Roger(2009)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을 사실상 IT를 채택한 비공식
IT국가들로 분류하고 있다.
13) Bernanke(2003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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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GDP 및 인플레이션 변동성

GDP 변동성1)

인플레이션 변동성2)

주: 1) 표준편차의 5개년 이동평균, 실질GDP 기준
2) 표준편차의 5개년 이동평균, GDP 디플레이터 기준
출처: Schoenholtz(2006)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안정이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가 혼재하고 있다. 먼저 Ahmed et al.(2004), Stock and Watson(2002) 등은
외부충격의 완화에 따른 단순한 행운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
였다. 반면에 McConnell and Perez-Quiros(2000)는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시
장 발달, 무역 및 자본 자유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Clarida et al.(2000), Romer and Romer(2002) 등은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 수행기능의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
다.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능력 향
상을 주된 요인의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IT가 실제로 물
가안정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많은 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IT가 중장기적으로 물가·
경제 안정 달성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 및 환율 등 외부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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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에도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4) 다만 선진국(OECD)을
대상으로 IT 도입국과 비도입국을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IT 도입 여부와
물가․경제 안정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15)
<그림 2> IT도입 전후 물가상승률 및 성장률 변화

(수준1) 기준)

(변동성2) 기준)

주: 1) 연율의 중간값 기준 2) 연율의 표준편차 기준
3) 비IT 저소득국가: 중국,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25개국
IT 저소득국가: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15개국
IT 고소득국가: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4개국
출처: Roger(2009)

IT가 물가․경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러한 안정기조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하
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으로 물가가 안정세
를 유지함에 따라 주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완화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에 따라 신용팽창, 과도한 위험선호, 무역 및 자본이동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4) Mishkin and Schmidt-Hebbel(2007), Vega and Winkelried(2005), Roger(2009) 참조.
15) Neumann and von Hagen(2002), Ball and Sheridan(2005) 참조.
16) Bean(2009), White(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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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an and Shin(2008)은 금융기관의 신용확대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
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이고 소폭의 정책금리 조정이 금융기관
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용증가세에 무시할 수 없는
(non-negligible)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Altunbas et al.(2010)
도 미국, 유럽지역 국가 등 16개국 643개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
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은행의 위험선호(risk-taking)
경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17) 그러나 주요 중앙은행 대부분은 소비자물
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증가세 확대 등에
대해 소극적 또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8)
2.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불안
글로벌 경제는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자산가격 버블 붕괴와 금융불
안19)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친 닷컴버
블(dot com bubble) 붕괴로 인한 주가 급락이며, 두 번째는 2007년 이후 본
격화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주택가격 폭락 및 금융불안
이다.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은 2000년대 초 경기호황의 근본 원인을
‘신경제(New Economy)20)’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즉, 경기호황하의 물가안
정을 잠재성장률 상승에 따른 결과로 인식함에 따라 미 연준은 저금리 기
17) 윤재호(2010)도 우리나라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8) Krugman(2006), Taylor(2008), Blanchard et al.(2010) 참조.
19) 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신뢰
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의 하부구조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
는 상태를 말한다(한국은행, 2010).
20) 정보기술 발전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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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장기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저금리와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배경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 및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00년 3월 미국 Nasdaq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급
락세로 반전(닷컴버블 붕괴)되자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
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
나,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Greenspan(2002)은 통화정책을 적기에 긴축기
조로 전환하였다면 1990년대 말의 버블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은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닷컴버블 붕괴 이후 기업은 부채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대응한 반
면 가계는 주택담보 차입을 늘렸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버
블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물가안정 하에서도 주요국
의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장기간의 저금리와
금융파생상품21) 발달로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미
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
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였다(영국 FSA 2009, EC 2009).
사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수 년 전부터 주요 중앙은행은 통화정
책 면에서 자산시장 버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 미
연준은 중앙은행이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자산시장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전제조건22)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버블이 해소되
거나 붕괴될 때 사후수습(mop up after)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23)을 견
지하였다(Greenspan 2002, Blinder and Reis 2005, Mishkin 2007).
반면 유동성관리를 중시하는 유럽중앙은행(ECB)는 자산가격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ECB, 2005).24) 실제로
21) MBS(motrgage-backed security), CDO(collateralized debt olb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 등
22) Kohn(2006)은 ① 자산시장 버블여부에 대한 판단 가능성, ② 통화정책을 통한 자산가격
의 통제 가능성, ③ 자산버블 억제비용 대비 편익의 비교 우위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
하였다.
23) 이를 '소극적 방임정책'(benign neglec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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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ECB는 통화분석을 근거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
(Fischer and Westermann 2007).25)
당시 학계와 중앙은행의 다수 의견은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추가적인 정책목표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미 연준 및 ECB는 자산가격이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
는 목표변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변수라는 시각26)을 가지고 있었다.
미 연준의 Ferguson(2002)은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같은 수준
으로 적극 추구할 경우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의 상충 가능성, 시장에서 도덕
적 해이가 높아질 가능성,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계도 통화당국이 자산가격을 정책반응 함수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얻
을 수 있는 편익은 크지 않다는 견해에 동조하였다(Bernanke and Gertler
2001 등). 물가지수에 자산가격을 포함시킬 경우 자산가격의 가중치를 산정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Bryan et al. 2002) 자산가격 또한 미래의 상품가
격이나 기대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Filardo
2000)는 지적이 있었다.27) 더욱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산가격 버블이나
불균형이 포착되더라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
다.28) 또한 과잉 유동성, 과도한 위험선호, 자산가격 버블 등에 정책금리 인
24) ECB는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도구로서 두 개의 축(two pillars)을 활용하는데 제1
축인 경제분석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제
2축인 통화분석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 및 유동성 상황을 점검한다.
25) ECB는 당시 발표된 의결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Evidence pointing to
increased upside risks to price stability over the medium to longer term comes
from the monetary analysis” 라고 표현하였다.
26) ECB는 Asset Price Bubbles and Monetary Policy(ECB 2005)라는 제목의 논고에서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The ECB does not target asset prices. However, it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asset price movements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stability
of consumer prices over longer horizons.”
27)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시장 불균형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변동성을 동시에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
었다(Cecchetti et al. 2002).
28) 1987～89년중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3～6%에서 8～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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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Blanchard et al. 2010).

3. 공급충격
IT를 도입한 통화당국은 유가상승 등 공급충격이 있을 경우 정책적 딜레
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
하면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반면 경기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가속이 불가피하다. Stiglitz(2008)는 인
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기계
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인 IT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
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도국이 원유, 곡물 등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경기와 고용은 크게 둔화
되는 반면 그 원인(원유, 곡물가 상승)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IT는 인플레이션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준칙이 아니라 충격의 종류 및 파급 영향,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통화정책
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다(Svensson 2009a). 따라서 IT하에서는 負의
공급충격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중
앙은행이 재량을 발휘하여 정책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다.29) 다
만 동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은 민간 경제주체의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
록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인 기간에 목표범위 이내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Svensson 2009a).30)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는 Bernanke and Gertler (1999)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행의
Yamaguchi(1999) 부총재는 당시 물가상승률이 0%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29) IT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킴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정책대
응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측면도 있다.
30) 즉,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정책대응이 장기적인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1 -

4. 환율안정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이 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안정은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신흥시
장국을 대상으로 한 IMF의 최근 연구(Ghosh and Ostry 2009)에 의하면
페그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은 물가안정 면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
택한 국가들은 경제성장 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
석되었다.31) 그러나 환율제도가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다양한 만큼 강건(robust)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Tavlas et al. 2009). 또한 분석 대상국의 금융시장 발전단계 등
여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Aghion et al.
2006)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흥시장국은 IT를 도입한 후에도 취약한 경제구조와 미발달된 금
융시장 등을 반영하여 선진국에 비해 외환시장에 빈번히 개입하고 환율도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32) IT하에서라도 중앙은행이 환율의 움
직임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면 위험프리미엄 상승 등
국외로부터의 충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
다(Roger et al. 2009). 그러나 환율안정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중앙은행
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Stone et al. 2009).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IT를 도입한 이
후 환율의 국내물가 전가효과(pass-through)가 약화되고 환율의 변동성도
완화되었으며(Prasertnukul et al. 2010) 통화정책의 독자성도 확대된 것으
31) 다만 페그환율제도나 관리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정책당국이 거시정책을 독자적으로 수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보다 외환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IMF의 다른 연구(Rogoff et al. 2003)에서는 환율제도와 인플레이션 및 경
제성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Stone et al.(2009). 동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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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Kim and Lee 2008, 김소영․신관호 2009). 이와 관련하여
Eichengreen(2004)은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비교적 크고 외환자유화가
진전되어 있어 환율이 명목 기준지표(nominal anchor)로서 적합하지 않으
며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을 고려하는 정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
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산가격 버블 붕괴보다는 외화유동성 경
색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확산되었다. 금번 글로벌 금
융위기 발생 전․후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IT를 도입한 국가들이 그렇
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oger(2009)는 IT 도입국가들이 비도입국에 비해 2007년 원유 및 국제원자
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비교적 잘 억제하고 2008년에 글
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외부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IT국가들과 비IT국가들의 지표 추이

(물가상승률1) 및 성장률1))

(CDS2))

주 : 1) 연율의 중간값 기준 2) 중간값 기준
3) 비IT 저소득국가 : 중국,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25개국
IT 저소득국가 :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15개국
IT 고소득국가 :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4개국
출처 : Rog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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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 소극적 방임정책(Benign Neglect)에 대한 재고
각국의 정책당국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물가가 안정되더
라도 금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Blanchard et al.
2010). 이와 함께 시장자율규제(market discipline)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건전성 감독 등도 금융안정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
게 되었다(Caruana, 2010).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
어 물가상승률 이외에 유동성과 자산가격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
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White
2009, Blanchard et al. 2010, Caruana 2010). 아울러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
해서는 통화, 재정 및 금융감독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Blanchard et al. 2010). 특히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고 위험
확산을 예방하려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Blanchard et
al. 2010, FSF 2009).
그러나 자산가격 버블이나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측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
지 못한 상황이다(Smaghi, 2009).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금융위기가 주로
과잉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빠른 유동성 증
가세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유동성과 통화정책간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는 계속 분석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33)
시각을 좀 더 좁혀 IT가 금융안정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 여러 주장이 혼재하는 상태이다. Disyatat(2005)은 IT만으로는 금융안정
33) 과거에는 통화량이 유동성 상황을 대변하였고 통화량과 민간신용간에도 밀접한 관련성
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민간신용의 움직임이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chularick and Tayl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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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을 통화정책 반응함수에 포함하는 방
식으로 중앙은행이 금융불안에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Wadhwani(2008)는 IT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자산가격 상
승 및 금융불안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
였다. 반면, Svensson(2009b)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IT와 관련이 없으
며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제약조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4)

2. 물가수준 타게팅
물가수준 타케팅(price level targeting)은 물가상승률 대신 물가지수의 수
준 자체를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물가상승
률을 타게팅하는 IT와는 달리 물가수준 타게팅의 경우 특정 연도에 목표지
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보정한다.
<그림 4> IT와 물가수준 타게팅 비교

(물가수준 기준)

1) 2)

(물가상승률 기준)

주: 1) 0기에 물가수준은 100으로, 인플레이션과 물가수준 목표는 각각 2%의 상승률을 가정하고
1기에는 실제 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전제하고 계산하였다.
2) 물가수준 타게팅의 경우 실제치와 목표치와의 괴리를 5기간에 걸쳐 보정한다고 가정한다.
34) 평시에는 감독,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 등의 유사시
에만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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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준 타게팅은 IT에 비해 미래 물가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Ambler, 2009).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는 캐나다은행이 2006년 이후
물가수준 타게팅 통화정책 체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nk of Canada, 2006).

3. 재정적자 기조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IT에서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한다
(Fraga et al. 2003).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일부 남유럽 국가는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와 같이 정부부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통화정책이 무력
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남미국가의 사례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
부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
면 오히려 국가부도 확률이 높아지면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져 인
플레이션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에 봉착할 가능성이 발생한다(Blanchard
2004). 결국 정부재정이 부실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Sims 2005).
그러나 재정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
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다면 중앙은행의 정책목표 달성이 상대
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Beningo and Woodford(2006)는 재정적자 기조
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IT가 최적 통화정책에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났다.36)
35) 브라질은 1980년대 초반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하여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있다(Loyo 1999).
36) 재정적자 확대 등 재정충격(fiscal shocks)이 발생할 경우 통화당국이 단기적으로는 물
가상승을 용인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적 통화정책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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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IT에 대한 반성론과 회의론이 제기
되었다. 물가와 자산가격이 괴리되면서 물가가 장기간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었
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물가안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는 중앙은
행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Blanchard et al. 2010). 아울러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을 중시하면서도 자산가격 및 유동성 동향 등에 과거보다 더욱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Corbo, 2010).
<그림 5>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와 주택가격

(우리나라)

1)

상승률

(미 국)

주: 1) 우리나라는 서울지역 주택매매가격, 미국은 Case-Shiller 지수 기준
2) 1990.1월～2010.2월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국민은행,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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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이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과 붕괴, 금
융의 경기순응성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무엇보다도 먼
저 자산가격의 버블 여부를 적시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
다.37) 중앙은행이 특정 자산가격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유동성 증가가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Demirgüç-Kunt and
Servén, 2009).
둘째,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버블 여부에 대한 평가와 금융의 경기순응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화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가 필
요하게 되었다. IT와 관련하여서는 통화정책의 최적시계, 자산가격을 물가
지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물가목표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Blanchard et al.(2010)은 물가목표를
2%에서 4%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
민(2010)은 현재 3년인 물가목표 시계를 폐지하고 물가목표를 중장기적 관
점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만
일 그렇다면 물가안정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
아야 할 주요 과제이다. 중앙은행이 복수목적을 가지는 경우 이들의 중요도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수평적인 중요성을 지니
는 목표(dual mandate)인지 아니면 수직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목표
(hierarchical mandate)인지는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38) 중앙은행이 자
산가격 버블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욱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대
37) 자산가격의 버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산출갭(output gap) 추정과 비교해 어렵지 않다
는 의견도 있다(Srejber 2006).
38) Meyer(2004)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vensson(2008)은 유연한 IT
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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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정도는 중앙은행 목적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목표를 부여받게 되면 정책금리 외
에 다른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39) 정책금리 조정만으로 금융
의 경기순응성이나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Dale 2009, Blanchard et al. 2010)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
기 위해 정책금리를 조정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경우에는 커뮤니
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정책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성공적으로 버블 형성을 예방하거나 금융 불균형
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물가는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현상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신뢰도
(accountability)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Dale, 2009).
중앙은행이 당면한 제반 과제에 대한 여러 논의는 결국 통화, 재정 및 감
독정책(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어느 주체가 무슨 수단을 확보하여 어
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권한의 배분(assignment)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Allsopp, 2009). 최근 Blanchard et al.(2010)은 통화정
책과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은 모두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므로 중
앙은행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40) 저명한 경제학
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Squam Lake Group41)(2009)도 금융안정에 대한 책
39) Bank of England(2009)는 자기자본비율, LTV, 지급준비율 등을 거시건전성 정책관련
수단으로 예시하고 있다.
40) 동 논문에서는 “Central banks are an obvious candidate as macroprudential

regulators. …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monetary policy decisions for
leverage and risk taking also favor the centralization of macroprudential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entral bank. … The alternative, that is, separate
monetary and regulatory authorities, seems worse.” 라고 언급하였다.

41) 2008년 가을 금융규제 개혁안을 제안하기 위해 결성된 동 그룹은 비당파적이고 독립적
인 모임으로 15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 모임의 명칭은 첫 모임을 가진
장소(미국 뉴햄프셔주 Squam호)에 유래한다. 참여학자로는 Martin Baily, Andrew
Bernard, John Campbell, John Cochrane, Douglas Diamond, Darrell Duffie, Kenneth
French, Anil Kashyap, Frederic Mishkin, Raghuram Rajan, David Scharfstein, Robert
Shiller, Hyun Song Shin, Matthew Slaughter, René Stulz가 있다. 신현송 교수는 인용
된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는 동 그룹의 회원이었으나 2010년 1월 우리나라 청와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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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감독
하는 당국이 되어야 한다42)고 권고하고 나섰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는 여러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여 영국
과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
화정책 체계로서 IT도 재정립된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제한적 재량(constrained discretion)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운영, 중앙은행의 투명성 증대 등 IT의 핵심적 특징은
통화정책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
다.

경제보좌관에 임명되면서 탈퇴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동 그룹의 인터넷 웹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란다.(http://www.squamlakegroup.org)
42) 원문에서는 "The central bank should be the systemic financial regulator" 라고 표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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