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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eity of Inflation Target
(물가안정목표의 내생성 연구)
김소영, 임근형

(연구 배경)
□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30여개국에서 운영될 만큼 중요한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하나로 정착
되었으나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특히 물가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경제구조를 반영한 적정 인플
레이션에 맞추기보다 과거 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설정
하려는 경향, 즉 내생성 문제의 가능성이 지적
ㅇ 물가목표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면 물가목표 자체가 바람직한
거시경제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목표치 변경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정 문제도 야기될 우려
⇒ 본 연구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물가목표
설정 과정에 있어서의 내생성 존재 여부를 다양한 계량 분석을
통해 추정
(분석 방법)
□ 물가목표의 내생성 존재 여부를 직전 기간의 실제 인플레이션과
물가목표 간의 ① 산포도 (scatter plot) 작성, ②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③ 패널회귀 방법을 통해 확인
□ 분석대상 국가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 중인 19개국*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가나,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태국, 터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 물가목표에 대한 의사결정 회수가 1회 이하이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도입하여 제도 운영 경험이 짧은 13개 국가는 제외
문의처: 임근형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349)
※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
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 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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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산포도 분석: 다수 국가 (13/19개국)에서 물가안정목표와 직전 기간 중 인플
레이션 실적 간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
ㅇ 그러나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우리나라, 브라질, 멕시코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음
□ 인과관계 검정: 다수 국가 (13/19개국)에서 과거 인플레이션 변화가 당기의
물가목표 조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
ㅇ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페루, 태국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인플레이션 → 물가목표」로의
인과관계가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움
□ 패널회귀 분석*: 직전 기간 중 인플레이션 실적이 물가목표 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패널회귀는 각 국가의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추정계수는 개별
국가의 특성이 아닌 분석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속성을 의미

ㅇ 아울러 물가목표 달성 부담이 내생성을 유발하는 원인인지 확인한 결과
물가목표 달성 성과가 낮은 국가일수록 실제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뒤
따라 물가목표를 조정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분석결과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인플레이션 실적이 물가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통화
정책 당국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에 있어 내생성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 물가목표가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의 명목준거(nominal
anchor)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플레이션 실적
보다는, 경제구조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및 중기 물가경로에 부합
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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