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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퍼런스 개요

□ 주제：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
□ 개최시기 : 2007년 6월 18～19일
□ 개최장소 :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9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인사, 국내
외 저명학자, 주한외교사절, 당행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4명 참석
― 해외인사는 발표자, 논평자, 사회자 등 46명 참석
*

ㅇ B. Eichengreen
York

U)

ECB(P.
BIS(R,

(UC Berkeley),

교수를
Moutot),

McCauley)

비롯하여
캐나다

*

T. Sargent
미연준(C.

중앙은행(P.

(New

Hakkio),
Jenkins),

등 주요국 중앙은행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이코노미스트가 참석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해외자문교수겸 컨퍼런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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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구성
일시
6.17(일)

6.18(월)

주요 일정
19:00～21:00 환영만찬
09:00～09:10 개회사
09:10～09:45 기조연설

주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한국은행 총재
Eichengreen 교수

10:00～13:00 Session 1

사회 : 강문수 한국은행 금통위원

- 통화정책 수행의 투명성

발표 : Geraats 교수
논평 : Cecchetti 교수
Moutot 부국장

- 중앙은행의 예상금리경로
공표와 사회후생 : 기대의
일치와 창조적 모호성

발표 : Wyplosz 교수
논평 : Hakkio 박사
Veldkamp 교수

13:00～14:30 오찬
14:30～16:00 Session 2
-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와 통화정책

발표 : 정규일 한국은행 차장
논평 : Cogley 교수
Eggertsson 박사
한국은행 총재
사회 : 사공일 이사장

18:30～20:30 만찬
08:30～11:30 Session 3

6.19(화)

사회 : Hayashi 교수

- 국가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경제불균형

발표 : Quadrini 교수
논평 : Imrohoroglu 교수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최근의 국제불균형 및
저금리현상의 평가

발표 : Gourinchas 교수
논평 : McCauley 소장
김준한 한국은행 차장
사회 : Sargent 교수

11:40～13:00 종합토론

토론 : Dooley 교수
Jenkins 부총재
이지순 교수
Truman 박사
13:00～14:30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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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총재 개회사
□「2007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기조연설을 해 주실 Barry Eichengreen 교수님, 그리
고 Thomas Sargent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자, 발표자,
논평자 분들께 특히 깊이 감사드림
□ 이번 컨퍼런스는「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를 주제
로 하고 있음
― 이번 주제는 글로벌화의 진전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개방경제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결정사항
이나 그 과정을 일반 국민 및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공
개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사원의
비밀(Secrets of the Temple)’로 비유될 만큼 비밀스럽
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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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는데 이는 중앙은행 외부의 요구와 중앙은행 자체의
필요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함
― 외부적으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차원의 정책내용
설명 및 정보공개 요구가 증대
―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의 책
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도화
― 중앙은행 스스로도 금융자유화, 금융혁신 등으로 과거
와 같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상
황에 처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들은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은행도 1998년
개정 한은법 시행 이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오고 있
음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매월 통화정책 결정내용
을 회의종료 직후 공표하고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배경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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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심의 과정에서의 주요 토
의내용을 의사록에 기록하여 6주후 공개
― 그 밖에 매년 두 차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재가 국회에 출석하여 통화정책 운
영상황을 설명
□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이 통화정책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화 진전 등 통화정책 여건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그 전략과 수단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내외금융시장 통합으로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의 경우
금리,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반
면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약화되므로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글로벌화의 진전에 맞추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
션의 대상을 해외투자자로까지 넓히고 정보공개의 범
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앙은행은 커뮤니케이션만으로는 신뢰성을 유지
할 수 없으므로 통화정책 역량 강화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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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받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경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 및 판단력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또한 Alan Blinder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
은 ‘말한 대로 행동(it will do what it says)’ 해야 좋
은 성과(good track record)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일관성 있게 달성해 가는 모습
을 보여줄 필요
□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공
급충격, 글로벌 불균형 등 다른 현안문제들도 함께 논의
될 예정임
― 공급충격의 경우 최근 일반의 인플레기대심리가 안정
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화정책 운영을 어
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공급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
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및 세계
경제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간주
되고 있으므로 그 배경과 영향, 향후 전개방향 등 다각
적인 측면에 대해 토론해 보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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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
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될 여러 석학들과 중앙은행 인
사들의 고견은 한국은행은 물론 각국 중앙은행 정책운
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음
□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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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조연설
❚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회고하며
(Ten Years After the Asian Crisis)

￭ 발표
― Barry Eichengreen(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은 외환보유액 확대, 금융
시장 개방, 변동환율제 도입, 중앙은행의 신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하여 위기 재발 가능성을 크게 낮춤

◇ 다만 중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세
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환율의 경직성으로 인
한 중앙은행의 위기 대처능력 부족이 다소 우려됨
□ 금번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시아 외환위기 10주년에 즈음하여 외환위기
의 원인과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상황 변화로 인
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짐
― 각국 정부가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기업이 투자결
정을 신중히 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외
환보유액이 크게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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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외채 비중 및 부채비율 하락, 채무만기 장기화, 자
국통화표시 채무비중 상승 등으로 외채 상환 불능 가능
성이 매우 낮아짐
□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정학적 위
험 등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중국의 경우 투자증대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913년 이전 미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
― 과거 미국의 경우 풍부한 토지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
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각각 해외투자를 유
치하여 성장세를 유지
― 이러한 성장세하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보가 불완
전하고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산가
치의 급등락에 따른 위기발생 가능성이 있음
□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등 중국 정책당국의 경제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폭이 낮아 과거 미국의
사례와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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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표논문 및 논평의 주요 내용
1. Session 1
❚ 통화정책 수행의 투명성
(Commitment, Transparency and Monetary Policy)

￭ 발표
― Petra M. Geraats(University of Cambridge)

◇ 민간경제주체가 통화정책을 고려하여 미래 인플레이션
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더라도 거시경제 변동에 관한 정
보가 부족한 경우 미래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됨
◇ 이 경우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총생산을 증대시키기 위
해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정책
결정시 참고한 거시경제정보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견해는 민간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고려하여 미
래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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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총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이 미래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즉시 예상함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 명목변수는 높아지더라도 실물변수는 변동이 없게 됨

□ 본고는 민간이 합리적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더라
도 거시경제 변동에 관한 정보가 중앙은행에 비해 부족한
경우 미래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총생산을 증가시키기 위
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유인을 갖게 됨을 이론모형을 통해 보임
□ 이와 같은 문제는 중앙은행이 유통속도의 충격 등 통화정
책 결정시 참고한 정보를 민간에 공표함으로써 해결 가능
― 민간부문은 공표된 정보를 통해서 유통속도 및 미래 인
플레이션의 변화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됨
― 한편 중앙은행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준수하도록 제도적
인 제약을 받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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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1)
― Stephen G. Cecchetti(Brandeis University)

□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경
제상황에 대한 해석, 정책결정 내용,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미래 정책에 대한 전망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정보공개와 관련한 기존의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중앙은행은 최소한 ① 단기, 중기, 장기별 인플레이션 목
표, ②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 ③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Walsh(2007)에 따르면 외생적 충격 그 자체를 공개하
면 민간부문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Woodford는 정보공개를 통해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
고 봄
― Morris and Shin은 중앙은행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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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인플레이션 및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 위해
서는 미래 정책금리의 경로(interest rate path)를 사전
에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로는 정책금리가 결정
되는 이론 모형을 사용하여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금리 경로를 매기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은 현실
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금융시장의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방안은
정책이 시장의 변화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
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정책금리 경로를 민간부문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지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금리경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금리경로 공개를 통해 중앙은행의 책무와 통화정책 투
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장기금리가 효과적으로 변
동하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증대됨
― 반면 금리경로가 공개된 후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
함에 따라 실제 정책금리를 공표된 대로 변동시키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음
― 본인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경로를 공개한 이후 민간
부문의 금리예상이 공표된 정책금리 경로를 반영하여
조정된다면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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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2)
― Philippe Moutot(The European Central Bank)

□ 본 논문이 기존의 논문과 다른 점과 학술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서술할 필요
― 본 논문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앞서 정책결정을 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민간이 거시경
제 변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
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Barro and Gordon의 모형도 민간부문이 중앙은
행의 정책결정을 관찰하고 난 뒤에 의사결정을 하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Geraat 교수의 모형은 세 가지 방안을 이용하여 인플레
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는데 각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 중앙은행이 총생산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물가안정
을 목표로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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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를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총생산보다 물가안
정을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효과
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적 통화정책을 방지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매우 모호하게 설정하
여 민간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
⇒ 평균 인플레이션은 낮출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산
출량의 불확실성은 높아지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
법을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 정책결정 방식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통
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나 공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음
ㅇ 정책결정은 어떠한 경제모형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이 공표한 내용을 기대형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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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예상금리경로 공표와 사회후생 :
기대의 일치와 창조적 모호성
(When Central Banks Reveal Their Interest Rate Forecasts：
Alignment of Expectations vs. Creative Opacity)

￭ 발표
― Charles Wyplosz(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Geneva)

◇ 통화정책이 투명한 경우 중앙은행과 민간부문 모두 의
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후
생이 증대됨
◇ 다만 통화정책이 불투명하더라도 민간부문의 정보가
중앙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민간부
문의 기대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오차
를 보정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 있음

□ 최근 뉴질랜드 등 일부 중앙은행은 예상금리경로를 공
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
*

□ 그러나 투명한 통화정책 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 본고에서 투명한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예상금리경로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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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단순화된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모형을 이용
*

하여 어떤 경우에 투명한 통화정책이 사회후생 을 증대시
킬 수 있는지를 분석
* 본고에서 사회후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오차가 작을수록 증가

□ 통화정책이 투명한 경우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이 상호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고
그 결과 양자 모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사
회후생이 증대(기대의 일치, Alignment of Expectations)
― 민간부문은 중앙은행이 발표한 예상금리경로를 통해 중
앙은행이 가진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금
리를 결정
―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이 결정한 장기금리를 관찰함으로써 동
부문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책금리를 결정
□ 통화정책이 불투명한 경우 양자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자신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사회
후생이 감소
― 다만 민간부문의 정보가 중앙은행의 정보보다 상대적으
로 우월하거나 총수요가 장기금리에 덜 민감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기대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오차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 있
음(창조적 모호성, Creative O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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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1)
― Craig S. Hakkio(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 본 연구는 FOMC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
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모형에서 중앙은행의 다음기 금리결정이 예상금
리경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이 안정적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
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앙은행이 예상금리경로를 공표하면 경제주체간
에 기대가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금리경
로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제로 FOMC가 금리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금리하락을 예상했던 때도 있었음
□ 저자의 모형에 현실적인 모수값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상금리경로를 발표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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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FOMC 위원들은 FRB직원들의 경제전망
치를 참고만 할 뿐 자신들의 모형이나 판단을 이용해
금리를 결정하고 예상금리경로는 발표하지 않음
□ 실제 금리경로가 예상금리경로와 다를 경우 기대인플레
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중앙
은행이 예상금리경로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는 반대
― JP Morgan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시장이 예상금리경로
를 잘못 판단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기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충격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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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2)
― Laura Veldkamp(New York University)

□ 중앙은행이 예상금리경로를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공유
정보(Public Information)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공유정보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공유정보의 존재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예상금리경로를 발표
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쏠림현상(herding)을 보이는 경우
에는 공유정보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이 예상금리경로를 발표하면 경제주체들도 자
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는 본고의 결과는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앙은행의 예상금리경로
발표가 경제주체들에게 또 다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noise)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자신

의 정보를 전부 발표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후생을 증대
시키지 않을 수 있음

- 20 -

― 자산시장에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발
표가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음
― 공유정보는 경제주체간의 담합이나 독점적인 행태를
유발할 수 있음
―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발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자신들의 정보를 소홀히 여겨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앙은행의 발표를 전달하는 방송매체들은 시장의 관
심을 끌기 위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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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ssion 2
❚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와 통화정책
(Supply Shock Volatility and Monetary Policy)

￭ 발표
― 정규일(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 소규모개방경제를 고려한 동태일반균형모형에서 기업
의 생산비용이 1%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0.21%
상승하고 생산은 0.25% 하락하는데 이중에서 생산비
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분은 0.04%
이고 생산 감소분은 0.02%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수록 생산비용 상승효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해 증폭
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
면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 자체의 효과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 상승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기업의 대표적 생산비용인 원유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변동성도 90년대
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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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인플레이션과 생산에 미치는 순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
하기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소규모개방경제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비용이 1% 상승하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각
각 0.21% 및 0.18% 상승하는 반면 생산은 0.25% 하락
― 이중에서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분은 각각 0.04%이고 생산 감소분은 0.02%
인 것으로 나타나 생산비용 상승효과는 생산비용의 변동
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폭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러한 증폭효과는 생산비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래의
이윤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
여 현재의 제품가격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한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갭에 더 비중을 두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 효과가 상당부분 완화
―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수록 인플레이션
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됨에 따라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
로 인해 초래된 미래이윤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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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1)
― Timothy Cogley(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본 논문은 생산비용의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최
초의 생산비용 상승효과가 어떻게 증폭되는 가를 규명한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독창적이고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됨
□ 논문의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
으로 분석해 본다면 바람직하겠음
― 기존의 선형VAR에서는 외부충격의 크기나 부호가 달
라질 경우 충격반응함수의 형태는 변하지 않은 채 반
응함수의 크기만 비례적으로 확대됨
― 그러나 GARCH-SVAR 모형은 비선형VAR 모형이므
로 외부충격의 크기나 부호가 달라질 경우 충격반응함
수의 크기가 비례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반응함수
형태도 달라짐
→ 외부충격의 크기나 부호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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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CH-SVAR 모형에서 원유가격 충격뿐만이 아니라
수요충격, 기술충격 등 다양한 외부충격을 가정하고 그
에 대한 반응함수를 제시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다양한 외부충격 중에서 어떤 충격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음
― GARCH-SVAR모형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의 유무에 따
라 한국은행의 정책대응이 각각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실증분석에서는 원유가격의 변동성 충격을 분석하였으나
DSGE 모형 부분에서는 보다 확장된 개념인 생산비용의
변동성 충격을 다루고 있는데 두 부분을 보다 직접적으
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
는 것이 좋겠음
― 현재의 DSGE 모형은 노동, 자본 등 생산비용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총생산비용이 변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과 자본이 개별
적으로 측정되도록 모형을 확대․발전
― 이를 위해서는 Rotemberg and Woodford(1999)와 같이
한계비용을 측정할 때 고정 노동량, 평균임금과 한계임
금 차이, 고용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모형화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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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2)
― Gauti B. Eggertsson(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본 논문은 뉴 케인지안 형태의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인플레이션과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있는 매우 새로운 연구임
□ 논문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이 이루어진다면 논문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질 것임
― 최근 들어 원유가격이 인플레이션과 생산에 미치는 영
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양적 변
화를 고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논문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데 1990년 이전시기를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
― 실증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와 DSGE 모형을 보다 직접
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베이지안방법을 이용하여
DSGE모형의 모수를 직접 추정해보는 것도 시도할 만함
□ 한편 DSGE 모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산이 상충관계라
는 가정 하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론은 원유가격을
어떻게 모형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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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충격을 시간에 따라 변하
는 마크업(mark-up)을 이용하여 모형화하고 있는데
만약 원유를 수입중간재로 가정한 새로운 생산함수를
도입한다면 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생산과의 상충관계는 나타나지 않게 됨
― 따라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
여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하기가 어렵게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SGE 모형에 노동시장의 불
완전성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인플레이션과 생산과의
상충관계를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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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ssion 3
❚ 국가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경제불균형
(Financial Integration, Financial Deepness and Global Imbalances)

￭ 발표
― Vincenzo Quadrini(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와 국가간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는 금융(자본)시장의 발전 정도가 상이한 국가들
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은 금융발전이 상이한 국가들의
서로 다른 시점간 지불능력조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붕괴는 되지 않을 것임
◇ 다만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발전이 뒤
진 저소득 국가의 경우 축적된 저축이 국내에 투자되
지 않아 사회후생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 198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금융자유화는 전 세계
적인 금융통합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금융발전의 국가간
이질성(financial heterogeneity)을 극복하는 데는 미흡
― 선진국 간에도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가 달랐으며 국가
간 금융발전 정도에 따라 대외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이
차이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순수출, 경상수지 등은
금융발전과 상반되게 진행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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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국가간 금융발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국제적 통합이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글
로벌경제 불균형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
― 동 분석은 국가별 투자차별화대신 가계부문의 차별적
저축(differential saving)이 대외자산수요에 영향을 주어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가간 포트폴리오 구
성차이는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발전 정도가 상이한 국
가들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 글로벌 금융통합은 금융시장이 잘(덜) 발달된 국가에 대
해서는 저축을 감소(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순대외부
채(자산)를 누증시킴
― 아울러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선진국(특히 미국)의 경우
해외차입을 통해 고수익 해외위험자산을 축적하는 반면,
금융 후진국들은 국내저축을 주로 해외안전자산에 운용
□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은 금융발전이 상이한 국가들간 금
융통합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점간 지불능력조건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붕괴는 되지 않을 것임
― 한편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발전이 뒤진
저소득 국가의 경우 축적된 저축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
아 사회후생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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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1)
― Ayse Imrohoroglu(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Quadrini, et al. 등은 국가간(특히 미국과 일본간) 자본수
지의 지속적인 불균형은 국제금융통합의 결과라고 주장
― 그러나 모형의 현실 적합성 면에서 금융발전 차이뿐 아니
라 국가간 생산성 격차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분석모형에 의하면 금융발전이 앞선 미국의 경우 자본
자유화 이전의 경우 일본과 달리 높은 금리를 유지했었
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와 반대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 금융자유화 이전에는 일본과는 반대로 금
리는 높고 저축성향은 낮았음
― 금융자유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의 저
축성향은 여전히 낮았으나 금리가 하락하고 투자가 늘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금리(세후 자본투자수익률)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을 금리격차에 의한 저축행태(자산포트폴리오)변화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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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비자들은 우발채무에 대한 청구권(contingent
claims)을 매입할 수 있어 해외자산중 상당부분을 고위험

자산으로 보유하는 동시에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
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분산
― 반면에 일본 소비자들은 위험을 다변화할 능력이 없어
주로 무위험자산을 선호
□ 이러한 점에서 금융자유화와 생산성 격차, 인구구조 변화
등의 관계를 보다 동태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글로
벌 경제 불균형에 대한 모형설명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
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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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2)
― 김경수(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Quadrini, et al.에 따르면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불균형 현상
은 금융통합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금융발전 정도가 상당
히 차이가 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음(저축과잉가설을 지지)
― 국가간 금융통합은 금융발전 속도가 다를 경우 글로벌불
균형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르게 함
―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세계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80
년대 이후 금융발전이 가장 빠른 미국(country U)의 사
례(순외화자산스톡 감소)에서도 입증되고 있음
ㅇ 미국은 부(-)의 순대외자산포지션을 갖고 있으나 생산적
인 해외자산은 정(+)의 포지션을 유지
□ 모형분석 결과에 따르면
― 국가간 자본이동은 기업가정신, 시간 선호 등의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금융발전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
― 금융발전이 저조한 국가(country E)는 과잉 저축하게
되는 반면 금융이 선진화된 국가(country U)는 효율적
인 위험관리로 저축유인이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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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고도로 선진화된 국가(country
U)의 경우 재정적자는 주된 정책이슈가 되지 못함

― 순차입자인 선진국은 대외자산의 소유권으로부터 발생
하는 수익률이 보유부채의 비용보다 커 순대여자인 금
융후진국에 비해 사회후생수준이 높음
□ 만일 country E와 U와 동일한 수준(steady state)으로
금융이 발전하는 경우라면
― 두 나라 모두 차입하려고 하지만 둘 중 어느 한 나라
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임
― Country E는 country U의 생산적 외화자산과 채권을
교환하길 희망할 것이며 채무는 곧바로 상환될 것임
― Country U는 부(-)의 요소지급과 같은 정(+)의 순수출
을 기록할 것임
□ 결론적으로 국가간 금융발전의 상이함(heterogeneity)이
존재하는 한 글로벌 경제불균형은 지속될 것임
― 이 같은 상이함은 국가간 정책목적이나 위험선호보다
금융발전의 차이에 비롯됨
― 순차적이면서 점진적인 금융발전은 글로벌 경제 불균
형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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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국제불균형 및 저금리현상의 평가
(An Equilibrium Model of "Global Imbalances" and Low Interest Rates)

￭ 발표
― Pierre-Olivier Gourinchas(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최근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지속, 실질금리의
지속적 하락, 미국자산에 대한 꾸준한 수요확대라는
세 가지 국제적 불균형 현상에 대한 설명이 주요 이
슈로 등장
◇ 금융발전의 지역간 비대칭성과 개도국의 금융위기경험
및 빠른 경제성장을 이론모형에 반영할 경우 국제적
불균형 현상은 실현가능한 균형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
으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

□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지속, 장기실질금리의 지속적
하락, 미국자산에 대한 꾸준한 수요확대 등 세 가지 국제
적 불균형 현상에 대한 설명이 주요 과제로 대두
― 기존연구는 동 현상을 별개 현상이나 비정상 상태로 인식
□ 본고는 금융발전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의 지역간 비대
칭성을 이론모형에 도입하여 동 현상을 균형으로 설명
― 세계를 금융발전 정도가 상이한 미국과 개도국*으로 대별
하고 각각 금융자산에 대한 순공급자 및 순수요자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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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경제대국, 중동 산유국, 한국 등 신흥공업국
가 포함

― 1990년대말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이 개도국에 금융시
장 충격이 발생하거나 고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이 세계경제에 빠르게 통합되는 경우
안정적인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수
요가 확대되면서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자본유입, 장기실
질금리의 꾸준한 하락, 국제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자산의
비중상승 등이 초래
― 더욱이 미국에 대한 자본유입이 거의 무한대인 상황에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축소 필요성이 작아짐에 따라 지
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 따라서 세 가지 “불균형” 현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조만간 시정될 가능성이 있는 불균형이 아니라 하
나의 균형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도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국의 금융자산을 선호
하게 되는 경우 국제자본흐름, 장기금리 및 환율 움직임
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급반전도 불균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의
결과는 아니며 여전히 금융발전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
요의 지역간 비대칭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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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1)
― Robert McCauley(BIS Representative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 다음 세 가지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국제불균형의 원인이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의 금융자산
공급부족인지 아니면 높은 저축률에 비해 실물자산이 부
족(투자부진)한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ㅇ 국제불균형의 근본원인이 투자부진이라면 발표논문의
완전고용 가정은 재고할 필요
― 특정 통화표시 금융자산의 공급자가 당해 국가내로 한정
되지 않는 경우 발표논문 모형의 유용성은 제한적
ㅇ 달러, 유로 등 국제화된 통화의 경우 해당 통화 표시
자산이 비거주자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요 또는 공
급되고 있는 등 본고의 모형과 현실과는 다소 괴리
― 발표논문의 핵심개념인 전체 소득에서 금융자산으로 전
환할 수 있는 소득(capitalisable income)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금융발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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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2)
― 김준한(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전세계적인 자산공
급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는 본고의 주장은 동 현상이
“과잉저축”(Savings Glut)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음
― 본고에서는 금융시장의 미발달 및 붕괴로 인해 자산공
급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으나 자산수요(저축)
도 그와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따라서 본고의 결과가 자산공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인
지 혹은 자산수요(저축)의 과잉에 기인한 것인지 구별
하기 어려움
□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저축이 미국의 소비증가
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은 정부 및 중앙은행의 역할을 배
제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짐
― 중국 등 국가의 과도한 저축이 미국 장기금리를 일시
적으로 낮출 수는 있으나 미연준이 단기금리를 조절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또한 경상수지 적자가 감세, 군비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
지 적자에 기인하였다면 이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과도
한 저축과는 무관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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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들어 미 연준의 수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Conundrum’)

2006년 이후 장기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본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남
― 2005년까지는 미 경상수지 적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등 본고의 주장에 부합함
―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는 증가추세를
지속한 반면 장기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서 본고의 주장
과 배치됨
□ 본고에서는 세계적 불균형과 저금리 현상의 원인규명은
물론 동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도 통화정책
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
― 본고는 세계적 불균형과 저금리 현상을 균형론적 시각
에서 분석하고 있으므로 자산가격 거품의 존재 및 그
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임
― 그러나 자산가격 거품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 및 그로
인한 물가상승압력 등을 고려할 때 자산가격 거품에
대하여 통화당국이 무관심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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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토론(panel discussion)
1. Paul Jenkins(Bank of Canada)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통화정책에 관한 패러다
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등 정책목표를 공표하여야 하며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중앙은행의 인식 등 통화정
책 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의 공유도 필요
― 다만 예상 금리경로를 공표하는 것은 향후 정책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물가 및 환율 안정을 동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할 필요
― 중국의 경우 환율 변동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국내경
제 여건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자산가격의 경기변동 확대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하면 환율안정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경제의 안정을 크
게 저해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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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win M. Truman(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컨퍼런스에 발표된 다섯 편의 논문은 집필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분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 우수하였음
― 다만 분석을 위한 가정의 일부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분석결과가 직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 Geraats 교수의 경우 인플레이션 편의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중앙은행이 정책의 목적함수에 인플레이션과 총생
산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교
한 모형을 수립할 필요는 없으며
민간부문이 중앙은행보다 짧은 시차로 경제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은 다소 인위적 가정으로 보임
□ Wyplosz 교수의 논문은 연준의 정책금리 고정 및 연준이
영향을 미치는 수익률곡선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정규일 박사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줄여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사
실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을 공급측면에서만 바라본 것과 한
국을 소규모 경제로 가정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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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Quadrini 교수와 Gourinchas
교수의 두 논문은 동 현상이 갖는 잠재적 위험성이 작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에 관한 다음의 두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아시아 국가가 집행한 환율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간의 지속적 불균형
― 대부분의 외화 자산을 정부가 운용*
* 전체 외화자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2%에 불과한 반
면 중국은 70% 이상, 한국은 60%에 이름

― 한편 동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당분간 중요 이슈로 남
을 것이며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는 국
가와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해외자산을 대상으로 한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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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지순(서울대)
□ 선제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편의(bias)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각종 충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제거 가능
― 향후 금리전망을 공개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면
중앙은행과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밀접하게 연계되
어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음
□ 정규일 박사는 공급충격에 의해 변동성이 커질 경우 물가와
금리는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준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행하되 공급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글로벌금융통합은 금융발전이 늦은
국가에겐 급작스런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등 결코 유
리하지만은 않음
□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 글로벌경제 불균형을 적극
적으로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통화정책적 측면에
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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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재량보
다는 룰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통화가 실물부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나감
― 투자다변화 등을 통해 보유외환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
□ 통화정책 수행 방식에 있어서는 경제현황과 전망, 통화정
책의 수립․집행과정 및 기조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
― 아울러 글로벌과잉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유동
성조절 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와의 정책공조 등 협력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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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hael Dooley*(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발표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주로 피력

□ 개도국과 선진국간 자본거래의 확대는 각 경제에 비대칭
적 영향을 미침
― 선진국이 개도국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 개도국의 경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위험성은 확대
― 반면 개도국이 선진국에 투자할 경우 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므로 개도국 보유자산의 위험성은 낮아짐
□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산보유 위험의 비대칭성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순자본유출을 확대함으로써 완화
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순자본유출 확대
→ 개도국의 경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개도국
발행 금융자산의 위험 저하」의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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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강평
― Thomas Sargent(New York University)

□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일반균형
이론에 입각한 실험적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논평자들은 모형이 가지는 일부 비현실적인 측면을 지적
□ 이는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적 정합성을 중시
하는 견해(J. Tobin)와 이론모형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유
연한 분석방식을 중시하는 견해(M. Friedman) 사이에 늘
나타날 수 있는 상황
― 일반균형이론에 의한 분석은 부분적으로 실제 경제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정 등을 포함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
해 정책입안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경제학에 있어 이론적 정합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
이며 동태적 일반균형(DSGE)과 같은 정밀한 모형으로도
현실의 많은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 금번 컨퍼런스는 경제적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론적
으로 진일보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앞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확인
― 특히 한은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 프리드만이 노벨상
수상 기념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2차 모멘트)이
수준(1차 모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가설
을 모형화한 좋은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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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총재 개회사(opening address)
Ladies and gentlemen, let me bid a hearty welcome to all of
you taking part in this year's “Bank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I would especially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our keynote speaker Dr. Barry Eichengreen, to our moderator
Dr. Thomas Sargent, and to all of our chairpersons, speakers and
discussants.
Today's conference is being held under the theme of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
The choice of this topic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communication is critically important to central
banks for enhancing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in a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central banks in open economies like the Bank of Korea.
As you might be well aware, it was not very long ago that
central banks first began disclosing their monetary policy
decis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o the general public and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Even until the 1980s, central banks'
conduct of monetary policy was so veiled that it was referred to
as the “Secrets of the Temple.”
In the early 1990s, however,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ame to the fore. This was arguably owing to the increasing
demands for communication from both outside and inside the
central bank. From outside, as central banks' independence was
strengthened in many countries, calls for their explanation of
policy details and release of information increased, in view of the
corresponding heightening of their accountability.
Especially in
countries that had introduced inflation targeting, various
instrumental devices were institutionalized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central bank.
Central
banks, for their own part as well, faced a difficult situation in
which they could no longer lead the market unilaterally, due to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novation. So they recogniz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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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was badly need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Against this backdrop, central banks have been striving to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The Bank of Korea, too, has
steadily augmented its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markets since the revised Bank of Korea Act came into effect
in 1998.
Right after its monthly Monetary Policy Committee
meeting, the Bank announces its policy decision, and the Governor
explains the background in detail through a press briefing. In
addition, the main points of the Committee’s policy deliberation are
recorded as minutes and then released to the public six weeks
after the meeting. Apart from this, a Monetary Policy Report is
compiled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wice a year,
and the Governor testifies to the Assembly on the status of
monetary policy operations.
Nowadays, communication has taken its place as an essential
element of monetary policy. In view of the continual changes in
the monetary policy environment, including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central banks need to refine and develop their
communicative strategies and tools even further.
Small open
economies like Korea have experienced increased volatility of
major price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owing to the integ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this situation, central banks' abilities to control these
price variables have weakened, and this inevitably gives
communication even greater significance.
In line with globalization, central banks' communication
partners should also be extended to include foreign investors, and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should be enlarged as well.
Meanwhile, communication alone is not enough to give central
banks credibility. That is why central banks need to put every
effort into strengthening their policy capability and maintaining
policy consistency. To become a central bank enjoying the utmost
credibility, it must have the capacity to exercise monetary policy in a
timely and proper manner, on the basis of accurate forecasting skills
and strength of judgment concerning future economic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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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ral bank can establish a good track record when, as
Professor Alan Blinder puts it, “it will do what it says.”
Accordingly, central banks need to show consistent patterns of
carrying out their commitments to the general public.
Ladies and gentlemen, in addition to tackling the theme of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this conference will be addressing
a number of other current issues such as “supply shocks” and
“global imbalances.” In the case of “supply shocks,” their impact
on the economy seems recently to have become less than in the
past, thanks to the stabilization of inflation expectations on the
part of the general public. Having said thi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n some circumstances they may still act as factors
posing difficulties for the operation of monetary policy.
It is
consequently essential for central banks to further analyze the
impacts of supply shocks on monetary policy.
Turning to the issue of the global imbalances, they are now
regarded as an underlying risk that c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world economic growth. In
these respects, I think it is deeply meaningful that a multifaceted
debate should be held concerning the background to them, their
influence, and their future evolution.
Ladies and gentlemen,
I look forward to this conference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in-depth discussions as well as
constructive proposals regarding issues of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financial globalization.
The well thought-out opinions of the distinguished scholars
and central bank executives that will be put forward here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conduct of policy, not just by the Bank of
Korea, but by the central banks of every country.
Drawing my remarks to a close, I should like to express once
again my very deep appreciation to all those taking part for
sparing your valuable time to be here with u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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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컨퍼런스 프로그램
(총재 초청 말씀)
Welcome Message
I am delighted to welcome you to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Bank of Korea is hosting on June
18-19, 2007 in Seoul.
Globalization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central bank conducts
monetary policy. In particular, due to the accelerated integ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markets, the major policy variables
of concern to the central bank, such as interest rates, are now
great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Central banks of small open
economies such as Korea have seen their power to control these
variables considerably weaken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becoming more crucial for the central bank how it communicates
to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foreign ones, while maintaining
its credibility in pursuing price stability. In addition, with the
ongoing rapid globalization in trade and capital flows, we have
recently seen a buildup of global imbalances on a massive scale.
Although the sustainability of these imbalances is still in debate,
the central bank cannot overlook the potential threat to its
economy should the imbalances unwind themselves abruptly in the
future.
At this year's annual conference, we will have in-depth
discussions of these impending issues facing central banks. During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we will discuss issues related to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 : for exampl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central bank speak, whether central banks should reveal expected
future interest rates, and how central banks should respond to the
increase in volatility of external supply shocks. O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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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two illuminating perspectives on the global imbalances will
be presented. The first will maintain that the persistent global
imbalances are the result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among countries with heterogeneous domestic financial markets, in
terms of financial deepness. while the other will provide us with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oth the global
imbalances and the worldwide low interest rates altogether.
I am very pleased to say that many central bankers and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s will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to actively discuss these issues. We will have Professor Barry
Eichengree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s the
keynote speaker, and Professor Thomas Sargent of New York
University as moderator in the roundtable discussion. Paul Jenkins,
Senior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Canada,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roundtable discussion as a panelist, while
Professors Petra Geraats (University of Cambridge). Charles
Wyplosz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Vincenzo
Quadrin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Pierre-Olivier
Gourincha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ill address the
topics mentioned above.
The conference will give participants a unique opportunity to
meet and hear from many eminent and distinguished experts from
at home and abroad. I am honored to have you join us at the
conference and share your invaluable experiences with other
participants. which will surely help to make the conference more
productive and beneficial for everyone in attendance.
In closing, I warmly welcome all participants again and wish
you all a most enjoyable stay in Seoul.

Seongtae Lee
Governor,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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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프로그램)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
The Bank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18-19, 2007)

Sunday, June 17, 2007
7:00 p.m. - 9:00 p.m.

Welcome Reception/Dinner

Monday, June 18, 2007
9:00 a.m. - 9:10 a.m.

Opening Address
Seongtae Lee, Governor, The Bank of Korea

9:10 a.m. - 9:45 a.m.

Keynote Speech:
Barry Eichengreen,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9:45 a.m. -10:00 a.m. Coffee Break

Session 1.
Chairperson: Moon-Soo Kang, Member of Monetary Policy Committee,
The Bank of Korea
10:00 a.m. - 11:30 a.m.
Commitment, Transparency and Monetary Policy
Speaker: Petra Geraats, Professor, University of Cambridge
Discussants:
- Stephen Cecchetti, Professor, Brandeis University
- Philippe Moutot, Deputy Director General,
The European Cent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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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a.m. - 1:00 p.m.
When Central Banks Reveal Their Interest RateForecasts :
Alignment of Expectations Vs. Creative Opacity
Speaker: Charles Wyplosz,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Discussants:
- Craig Hakkio, Senior Vice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 Laura Veldkamp,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1:00 p.m. - 2:30 p.m.

Luncheon

Session 2.
Chairperson: Fumio Hayash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2:30 p.m. - 4:00 p.m.
Supply Shock Volatility and Monetary Policy
Speaker: Kyuil Chung, Senior Economist, The Bank of Korea
Discussants:
- Timothy Cogley,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Gauti Eggertsson, Senior Economis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6:30 p.m. - 8:30 p.m.
Dinner
Dinner Address: Seongtae Lee, Governor,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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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07
Session 3.
Chairperson: Il SaKong, Chairman and CEO,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8:30a.m. - 10:00 a.m.
Financial Integration, Financial Deepness, and Global Imbalances
Speaker: Vincenzo Quadrini,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iscussants:
- Ayse Imrohoroglu,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yungsoo Kim, Deputy Governor and Director General,
Institute for Monetary & Economic Research,
The Bank of Korea
10:00 a.m. - 11:30 a.m.
An Equilibrium Model of "Global Imbalances" and Low Interest Rates
Speaker: Pierre-Olivier Gourinchas,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iscussants:
- Robert McCauley, Chief Representative,
The BIS Representative Office for Asiaand the Pacific
- Junhan Kim, Senior Economist, The Bank of Korea

11:30 a.m. - 11:40 a.m.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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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table Discussion
Chairperson: Thomas Sargent,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11:40 a.m. - 1:00p.m.
Discussants:
- Michael Dooley,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Paul Jenkins, Senior Deputy Governor, Bank of Canada
- Jisoon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Edwin Truman,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00p.m. - 2:30 p.m.

L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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