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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 배경
□ 세계화 진전과 통화정책 수행의 변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행태
가 크게 변모함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학계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연구가 활
성화되고 있음
ㅇ 대내외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지속성, 전통적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의 영향력 등 인플레이션 행태의 변화
ㅇ 세계화 가속화로 해외 생산활동 및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가격 변동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ㅇ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추세 등으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연관성
ㅇ 물가연동국채에 내재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
대가 통화정책에 정보변수로서 유용한지에 관한 논의 등

=> 상기 주제에 관한 해외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연구의 주요 흐름을 파악
함과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연구방향 정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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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인플레이션 연구의 주요 내용
1. 인플레이션 행태 변화
□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관
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로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저
하, 수요요인 및 대외충격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약화 등을
들 수 있음

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축소
□ 그 동안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및 학계에서의 연구에 의하
면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대부분 국가에서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자기회귀(AR)모형을 이용한 연구 등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
본 등에서 인플레이션 지속성은 낮아지는 경향
* 인플레이션 자기회귀(AR)모형에서 과거시차 계수값의 합( )을 지속
성의 크기로 측정하며 추정치가 클수록 인플레이션이 균형 수준으
로 복귀하기까지 더 긴 시간 소요


   

 
 

     





 (인플레이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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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대해 Rolling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축소(Mishkin
2007)

― 또한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인플레이
션 지속성은 1980년대 이후 축소(Levin and Piger 2004)
ㅇ 물가상승률을 추세변동(trend)과 일시변동(temporary fluctuation)
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추세변동이 지배적이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도
크게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일시변동 부분이 커져
지속성이 점차 작아짐(Stock and Watson 2002)
ㅇ 개별가격을 이용한 계량분석, 기업에 대한 서베이연구에서도
인플레이션 지속성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ECB는 에너지가격과 비가공식품 가격이 신축적인 반면
비에너지 및 서비스 가격은 경직적이라는 사실을 제시
․다만 인플레이션 지속성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과거보다
감소(Dhyne et al. 2005 등)
―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지속성이 과거보다 축소(Higo,
Nishizaki, Saita and Takagaw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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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별기업에 대한 서베이연구를 보면 기업들은 경쟁
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격을 종전보다 더 빈번하게 조정하
는 것으로 나타남
* Fabiani et al.(2005)에 따르면, 분석대상(주요국 11,000개 기업) 기
업중 1/3 정도는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였으며(시간의존적
<time-dependant>, 1년 또는 분기에 한 번 등) 2/3 정도는 부정기
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state-dependant)

=>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축소는 국제유가 상승, 내수 확대 등 대
내외여건 변동이 과거보다 신속하게 물가변동으로 이어짐으로
써 실물부문에서의 생산 조정 및 정책면에서의 금리 조정이
종전에 비해 작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② 수요요인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약화
□ 기존 연구는 세계화 진전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 증
대*를 배경으로 수요요인(GDP갭)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대부
분의 나라에서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제시
*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ㅇ GDP갭(실질GDP - 잠재GDP)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필립스곡
선 모형의 기울기에 의해 포착
― IMF(2006)가 미국 영국 독일 등 8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GDP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계수
(  )는 0.27(1983년)에서 0.17(2004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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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화정책 신뢰도 편차
   : 경제개방도 편차,  : 임금협상력 편차,

 : GDP갭률

― BIS의 Borio et al.(2007)이 주요 선진국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해 필립스곡선을 추정한 결과 GDP갭의 인플레이션
에 대한 파급계수(  )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
          
    
 : 소비자물가상승률,  
   : 국내 GDP갭률
미 국

유로지역

영 국

캐나다

스웨덴

호 주

뉴질랜드

1980~1992

0.13

0.11

0.13

0.12

0.18

0.23

0.15

1993~2005

0.09

0.04

0.07

0.16

-0.04

0.21

0.05

― 미국 연준의 Ihrig et al.(2007)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1
개국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갭의 인플레이션에 대
한 파급계수(  )가 0.18(1977~1990년)에서 0.09(1991~ 2005년)로
하락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국내갭률
  수입가격상승률   식품가격상승률   에너지가격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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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필립스곡선의 기
울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는 1976년 1‧4～1992년 4‧4분기중 +0.24에서
1998년 1‧4～2006년 4‧4분기에는 +0.10으로 상당 폭 하락)


   

 ⋅







⋅  ⋅  ⋅  

CPI : 소비자물가, GAP : GDP갭률(4분기 이동평균),
PM : 원화표시 수입물가, PAG : 생산자물가 농림수산품 지수,
 : 자연대수(ln) 1차 차분 연산자

=> 필립스곡선 기울기 저하는 경기상승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덜
유발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생산을
종전보다 더 크게 둔화시켜야 함을 시사
아울러 수요요인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약화는 통화정책의 성공
적인 수행에 따른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anchoring)에
기인하는 만큼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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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외충격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축소
환율변동의 영향

□ 환율변동의 국내물가에 대한 전가효과의 크기는 대체로 최근
으로 올수록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세계화 진전으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크게 안정되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ㅇ 대부분의 연구는 환율→수입물가, 수입물가→소비자물가의 2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이중 환율→수입물가 경로의 경우
상이한 분석결과가 혼재
― Campa and Goldberg(2004)는 21개 OECD 회원국의 2/3
정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
― 그러나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개별국가 연구의 경우 영
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Hampton 2001, Dwyer and Leong 2001 등)

ㅇ 2단계인 수입물가→소비자물가 경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
로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
(Gagnon and Ihrig 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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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BIS의 Sekine(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미

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환율→수입물가,

수입물가→소비자물가의 두 경로에서 파급효과가 모두 작아진
것으로 나타남

ㅇ 1단계(환율→수입물가)는 다음과 같은 축약형 모형을 설정
 
            
       

  


∗
: t기의 수입물가,  : 실효환율,  : 국내소비자물가(외국통화 표시)


: 국제원자재가격, 이상 모두 로그값임


 : 생산갭  : 시차연산자

ㅇ 제2단계(수입물가→소비자물가)는 다음 형태의 과거지향적 필립스 곡
선(backward-looking Phillips Curve)을 설정
  ′     ′   
  ′     ′   ′  (  : 소비자물가)

ㅇ 이상의 모형을 모수의 시변(time-varying) 효과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형태의 상태공간모형으로 추정
       ,           ∼   



,


         ∼      ,          ∼     

  는 1단계의


 및 2단계의   에 해당

 는 1, 2단계 식에서 설명변수의 벡터임

ㅇ 환율변동과 인플레이션간 관계 약화의 원인으로 세계화에 따
른 경쟁도 및 거래의 투명성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
정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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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변동의 영향
□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유의존
도 저하 등에 기인하여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분석
ㅇ 대표적인 최근 연구인 Gregorio et al.(2007)*은 1980년을 기점
으로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
― 전통모형에 국제유가를 포함시킨 필립스곡선을 설정하고
추정의 유효성이 확보되는 구조적 변화시점을 포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제유가의 물가 영향력이 1980년 이후
감소(구조적 변화시점 분석은 Bai and Perron(1998)의 방법을 활용)
*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된 36개국(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


   



   



 : CPI 등락률,







     





   

 








 : 산업생산 또는 GDP 성장률

: HP 필터링 추산치, 
: 브렌트유가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파급효과는  





로




파악







ㅇ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감소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원유의존도 저하, 통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기대인플
레이션 하향 안정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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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orio et al.(2007)은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영향력 감소
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원유의존도 저하라고 주장
― Hooker(2002)는 미국 연준이 1980년대 이후 적극적인 물가
억제정책을 견지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켰기 때
문에 오일쇼크와 같은 외생 충격에 대한 물가반응 정도가
낮아졌다고 평가
― Gregorio, Landerretche and Neilson(2007)은 중앙은행이 독
립적이고 물가안정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는 경우 오일쇼
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

□ 그러나 일부 연구는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원유의
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ㅇ

Cunado

and

Garcia(2005)는

아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1975~2002년중 국제유가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
* 한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 공적분검정을 해 본 결과 분석대상 국가에서 국제유가-생산
-인플레이션간에 장기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차분값으로 각 변수간의 그랜저 인과검정을 실시
한 결과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생산활동 및 인플레이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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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arcia et al.(2005)도 칠레에서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
□ 국제유가의 물가파급효과는 1차효과와 2차효과로 나누어 분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차효과의 경우 계량화가 어려워 실제
추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ㅇ 1차효과는 휘발유연료 등 석유류 제품가격에 대한 직접효과
를 말하며, 2차효과는 ①석유제품을 원료에너지로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원가상승 반영), ② 지속적인 석유제

품 가격 상승 예상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상승 이상의 석유
관련 제품 가격 상승, ③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른 여타
제품서비스 가격 동반 상승 등을 말함
ㅇ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차효과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지속여
부에 대한 기업의 인식, 노동 및 상품시장의 경쟁도, 인플레
이션 기대 등 광범위한 요소에 달려 있어 계량적인 측정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
다만 2차효과가 최근 경쟁심화와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으로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
* Reserve Bank of New Zealand: Bulletin(2005.12)

=>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 파급효과는 경제구조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단기 및 장기적으로도 다양하게 파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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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의 인플레이션 파급영향

□ 세계화로 수입물가 및 교역상대국의 생산활동이 국내 인플레
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
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대중국 중저가제품 수입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세계화의 파급효과 중시 견해 >
□ 1990년대 이후 국제교역 증대가 중저가제품 수입으로 인한 직
접적인 가격인하 효과와 함께 경쟁 제고,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킴
ㅇ 관련 연구들은 시계열 또는 횡단면 계량분석을 통해 개방도
가 인플레이션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
(Alfaro(2005), Sachsida, Carneiro, and Loureiro(2003) 등)

ㅇ 또한 동유럽의 노동력이 서부유럽으로 이동한 것도 인플레이
션 안정에 기여(M. Wynne and Erasmus K. Kerst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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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은행 King 총재는 유럽대륙 노동력의 영국 유입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잠재생산력이 증대하여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이 완화되었는데 이는 영란은행이 저금리
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
* 1995~2004년중 영국의 노동력이 1.7백만명 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EU 회원국(특히 체제전환국)으로부터의 유입이 1.3백만명을 차지

□ 최근에는 세계화 진전으로 교역상대국간 인플레이션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의 GDP갭이 국내 인플레이션
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
ㅇ Castelnuovo(2007)는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국내 GDP갭보다
해외 GDP갭(또는 실업갭)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국내 및 해외 경기가 국내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축약형 방정식을 추정


            
 
                   

 
         




: 기대인플레이션<SPF(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

  

: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Hodrick-Prescott filter of expected inflation)




: 국내 GDP갭,




: G7의 GDP갭

다음으로 해외경기의 예측력이 보다 장기에 있어서도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식을 추정


            
 
                   

        
여기서 h= 1, 2,...,12

- 13 -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갭을 포함한 다음 형태의 필립스곡선을 추정



        
               

― 기대인플레이션 예측에서 국내 GDP갭 또는 G7 GDP갭을
이용할 경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수를 설
명변수로 동시 사용할 경우에는 G7 GDP갭만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G7 GDP갭은 무역개방도, 환율, 수입물가, 유가 등 다른
외생변수와 함께 사용하거나 추정기간을 달리해서 Rolling
Regression할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

ㅇ Borio & Filardo(2007)가 1980~2005년중 OECD 16개국을 대상
으로 필립스곡선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GDP갭의 설명력
은 작아지는 반면 해외 GDP갭의 설명력은 확대


                     
 : 인플레이션율,  : H-P필터링에 의한 추세인플레이션

   : 국내GDP갭,   : 해외GDP갭
  : 원유가격, 수입물가, 단위노동비용 등의 벡터
* 1980~1992년 및 1993~2005년으로 구분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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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의 파급효과 경시 견해 >
□ 일부 연구들은 세계화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특히 Wynne & Kersting(2007) 등은 기존 연구들이 부분균형
분석에 입각하고 있어 일반균형 시각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가계는 저렴한 소비재 수입으로 늘어난 지출여력을 국내

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투입함으로써 국내 인플
레이션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세계화 진전이 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

대를 통해 글로벌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국내 물가에
도 파급(Bernanke 2007)
ㅇ 국내 GDP갭의 중요도 저하는 세계화보다는 통화정책의 성공
적 수행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에 기인(Mishkin 2007)
― 미국의 경우에는 GDP갭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세계화가
본격 진전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약화되었음에 유의
ㅇ

또한

세계화에

따른

미국의

물가안정

효과에

관하여

Kohn(2006)은 “점진적이고도 제한적(gradual and limited)"이라
고 표현하였으며 Yellen(2006)은 "아주 조금(modest)"이라고 피
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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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hn(2006)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물가 하락이 상당부
분 환율효과 등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세계화
가 미국의 물가안정에 미친 효과가 크지 않음을 피력

중국효과에 대한 최근 논의

□ 최근의 일부 연구는 중국효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국가일수록 수입물가가 낮아지면서 국
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된다는 견해를 제시
ㅇ Kamin et al.(2004)은 1997~2002년중 미국의 대중국 수입비중

확대가 수입물가 하락(대중국 수입비중 1% 확대 → 수입물가
0.79% 하락)을 통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분석
∆     ∆   ∆     ∆   
∆  : t기의 i부문에서의 미국 수입물가
∆  : t기 i부문에서의 대중국 수입비중

― 특히 일본, 한국 등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
는 대중국 수입비중 확대의 수입물가 하락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대중국 수입비중 1% 확대 → 수입물가 1% 내외 하락)

ㅇ Morimoto(2003)는 이머징마켓에서의 공급충격(중국에서의 저렴
한 상품 수입 효과 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하였다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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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 국내 생산갭,

 : 중국효과 등 이머징마켓에서의 공급확대*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내요인만을 포함한 필립스 곡선을
추정한 뒤 이들 잔차에서 추출한 1차 주성분(principal of component)
을 중국효과를 포함한 이머징마켓에서의 공급확대 대용변수로 사용하
여 위 식을 추정

□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들은 중국, 인도 등에서의 중저가제품 수
입 확대가 국내 물가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음
ㅇ Ball(2006) 등은 수입물가 하락은 국내 관련제품의 가격 하락
을 초래하겠지만 이는 일부 품목의 상대가격 하락을 의미하
므로 전체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견해를 제기
* “There is no "natural" or "obvious" connection between inflation
and relative prices, as any pattern of relative-price changes is
consistent with any inflation rate.”(Ball 2006)

― 다만 상대가격 변동이 국내 인플레이션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뿐 아니라 여타 국
내제품 가격이 경직적(sticky)일 경우 매우 커짐(Ball and
Mankiw(1995), Bal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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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MF의 Feyzioglu and Willard(2006)는 중국미국일본간 교역
증대에 따른 물가파급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중국 최종재 수
입이 미국 및 일본의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
* 상품가격지수, 각국 GDP, CPI, 환율, 수입물가 등이 변수로 포함된
VAR 모형 추정 및 충격반응분석 결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물가 등이 미국 및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남
아래와 같은 시변모수모형 추정결과에서도 중국무역이 물가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Information    

    : t기의 미국 소비자물가,  : t기의 원유가격 변동률
   : t기의 미국 GDP 성장률,    : t기의 미국 수입물가
    : t기의 중국 소매물가,     : t기의 미국내 중국 수입비중

― 대중국 수입 품목별로 가격이 하락 및 상승함으로써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개별 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국효과에 관한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대중국 관련 통계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
중국 수입물가의 국내물가로의 전이효과에 관해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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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연관성

□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
재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의 최근 연구들은 통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ECB의 경우 장기 인플
레이션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
ㅇ ECB, 영란은행, 미 연준 등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통화에
포함된 장기 인플레이션 정보를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통화량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견해 >
□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제에서 통화의 중요성이 작아짐에 따라
거시경제 모형에서 통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
강화
ㅇ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파생상품의 확산, 국제적인 장단
기 자금 이동 등으로 경제주체의 화폐수요가 매우 불안정해짐
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화와 물가간 연관성은 점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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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뉴케인지안 모형에서는 생산, 인플레이션, 금리 등 여
타 변수가 통화수요를 결정하고 통화공급은 통화수요에 따
라 결정되는 등 통화를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으로서 중시하
지 않음
□ 일부 연구들은 통화의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통화의 인플레이
션 예측력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제시
* Ireland(2001), Andres, Lopez-Salido and Valles(2006) 등

ㅇ Ireland(2001)는 뉴케인지안 모형에서 통화의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 실질통화가 소비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분리적
(non-separable)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분석

― 분석결과 통화가 생산 및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 및 기업의 최적화를 감안해 도출된 뉴케인지안 필립스곡선 :

  
     
  
  
  

 : 물가상승률,   : 실질통화량,  : 통화수요충격,

 : 명목채권이자율, ＾ : 균제값으로부터의 편차를 의미

소비의 한계효용이 통화규모와 무관하다면 는 0이 되고 통화는
인플레이션과 직접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됨

ㅇ Andres, Lopez-Salido and Valles(2006)도 통화를 가계 의사결
정과 통화정책 반응함수에 고려하고 기업부문까지 통합한 유
로지역에서의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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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모형은 실질통화잔고(real balance)와 소비간의 비분리(non
separability)를 전제한 가계의 효용극대화, 기업의 생산함수, 그

리고 통화증가율에 반응하는 중앙은행의 정책반응함수 등으
로 구성
 실질통화잔고가 민간경제주체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명시적으로 고려(추정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참조)
― 동 모형의 추정 및 충격반응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화는 인
플레이션 및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남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를 이용한 모수추정 결
과 실질통화잔고와 소비간의 비분리성 가설에 대한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화가 생산 및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충격반응분석 결과 실질 통화수요 충격은 생산, 인플레이
션,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질통화잔고에만
영향
반면 실물충격(real shock, technological shock)은 생산, 인플레
이션,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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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의 역할 중시 견해 >
□ 상당수의 연구들은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장기관계가 이론 및
실증분석의 양 측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
ㅇ Two pillar 접근방식을 원용한 연구들은 통화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
* Gerlach(2003), Neumann and Greiber(2004), Gerlach (2004), Assenmacher-Wesche
and Gerlach(2006) 등은 단기 인플레이션은 GDP갭과 비용 등의 공
급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중장기 인플레이션은 화폐수량설을 토대로
통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정


         
       

 : GDP갭,

 : 공급요인,  : 통화증가율,  : GDP성장률,

 : 장기금리, LF : 장기추세(low frequency),


 
     

 ,  ≡ 

□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의 인플레이션 예측력이 여타 실물
변수보다 우월하다고 평가
* ECB Monthly Bulletin(2005.3)

ㅇ ECB는 Altimari(200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로지역에서 통
화의 인플레이션 예측력을 다른 실물변수와 비교하여 통화지
표가 비통화변수보다 높은 예측력을 보이며 특히 장기예측에
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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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모형은 이변량 및 다변량 모형을 이용하고 MSE를 비교
1) 이변량 모형 :                 
 는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로서 실질통화갭, 통화량, 신용, 금
리, 주가, 실물변수 등
2) 통화관련 변수, 실물변수, 임금관련 변수 등 5개 부문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다음의 다변량 모형을 추정 예측(구체적인 방법은 Stock
and Watson 2002 참조)

 다변량 모형 :             ′    

― 이변량 모형 예측에 있어서는 통화관련 변수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화관련 변수중에서는 2년 이내의 단기에서는 M3 기준
P-Star와 실질통화갭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으나 2년을 초
과하는 장기의 경우 통화 및 신용 총량이 더 우월한 것으
로 나타남
― 다변량 모형 예측에 있어서도 통화관련 변수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화 및 신용 총량의 예측력은 장기예측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통화의 인플레이션 예측력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
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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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의 Lenza(2006)는 Altimari(2001)의 연구를 원용하되
Clark & McCraken(2005)의 방법으로 통화와 여타 변수의
MSE를 비교한 결과 통화의 예측력이 오히려 낮다는 결
과를 도출
* Lenza(2006)는 Stock and Watson(2002)의 방법을 따라 동태적
요인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의 방법으로 다양한 예측 요
인을 2개의 군(실물 vs. 통화)으로 나누어 지수화하고 이를 기
본모형과 확장 모형에 적용하여 추정한 후 양자의 MSE를 비교
Stock and Watson(2002)의 동태적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 ;

   
        

 : 생성되는 변수,  : 공통요인(집합),  : 반응계수,


: 공통요인,   : 이질적 요인

기본모형 :

                

확장모형 :               
   : h기간 후 물가상승률  : 군별 지수의 벡터
   : 시간연산자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유용성에 대한 견해 >
□ ECB는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영란은행 총재도 통화 관련 분석을 적극적으로
정책 운용에 활용하고 있음을 피력
ㅇ ECB는 1998년 출범 당시부터 인플레이션이 궁극적으로는 통
화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통화의 역할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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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는 Two Pillars Strategy를 채택하여 물가안정 위험요
인에 대한 분석을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과 통화분석
(monetary analysis)으로 이원화하고 그 결과를 종합

 경제분석은 생산수요지표, 환율, 노동시장 등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단기적인 물가안정 위험요인을 파악
 통화분석은 통화신용, 금융시장에 대한 추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물가안정 위험요인을 파악

― ECB의 정책위원인 Stark(2006)는 통화가 통화정책을 운용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은 훈육효과(disciplining effect)를 갖고 있
다는 견해를 제시
 중앙은행은 통화 또는 총유동성의 장기 움직임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일시적 충격에 대해
불필요하게 대응하는 등의 정책오류를 범하지 않게 됨
“Assessing the trend evolution of monetary aggregates and
liquidity allows a central bank to broaden its analysis. In
particular, it often helps central banks to see beyond the
transient impact of the various shocks hitting the economy.
Therefore, it avoids setting monetary policy on an
incompletely informed-and thus potentially destabilizing-course.”

 중앙은행이 통화총량이나 유동성을 진단하고 평가할 경
우 민간경제주체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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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money stock and liquidity situation helps to
ensure that central banks look at developments in the level
of key nominal variables, and not just their rate of change.
As several recent academic papers have emphasized,
maintaining such an orientation can help to stabilize private
sector inflation expectations and thus serve the maintenance
of price stability over the medium term.”

ㅇ 영란은행의 King 총재는 “화폐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없다”(No Money, No Inflation)고 지적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화
폐적인 현상이라는 견해를 지지
― King(2002)은 통화정책 운용시 통화를 중시하지 않을 경우
통화량이 금리의 기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생산 및 고용간에 항구적인
상충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통화정책이 실물변수만을 고려해 운용될 경우 통화
정책은 생산 고용 등에 치중하는 단기 조정수단으로만 활
용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영란은행의 분기 보고서(Quarterly Monetary Assessment)는 테
일러준칙에 근거한 금리분석과 아울러 통화 변동에 관한 정
보를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에 제공

ㅇ 미국 연준도 통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면서도 통화
의 움직임에 관한 관찰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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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nke(2006)는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 자본의 국제적
유출입 증대로 통화와 국내 경제변수간의 연관성이 과거보
다 크게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미래의 경제상황에 관한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예측 등에 있어서 통화
량 변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
“~the Federal Reserve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analyze the
behaviour of money. Although a heavy reliance on monetary
aggregates as a guide to policy would seem to be unwise in
the U.S. context, money growth still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future economic developments. Attention to
money growth is thus sensible as part of the eclectic modeling
and forecasting framework used by the U.S. central bank.”

=> 최근 연구 결과에서 통화가 인플레이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통화량 변동을 인플레이
션 평가 및 예측시 감안하고 통화정책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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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의 유용성

□ 최근 연구들은 물가연동국채에 내재된 기대인플레이션 정보
의 일부 제약점을 보완하면 통화정책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

<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로서의 유용성 >
□ 물가연동국채에서 추출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즉 손익분기인플
레이션(Break-Even Inflation : 이하 BEI)*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인플레이
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BEI를 기대인플레이션의 주요 대용변
수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임

손익분기인플레이션(Break Even Inflation)
ㅇ 일반 국채 수익률에서 동일한 만기 및 신용도의 물가연동국채 수익
률을 차감한 것을 손익분기인플레이션(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하며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
․물가연동국채(Inflation Indexed Securities)란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물가변동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와 정부로 하
여금 미래의 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케 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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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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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r + π , if y = r ⇒ y － y = π

yn : 명목 수익률, r : 실질 수익률, yi :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πb : 손익분기인플레이션, πe : 기대인플레이션

― 즉 장기채권의 실질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수익률을 동일하게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의미
*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손익분기인플레이션보다 높을 경우 물가연
동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 장기채권 투자보다 유리

□ 다수 연구들은 물가연동국채에서 추출된 BEI가 실시간으로 시
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평가
ㅇ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므
로 국채 만기에 따라 다양한 기간(time horizon)별 기대인플레
이션 추정이 가능(Garcia and Rixtel 2007)
ㅇ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속적이고 신속한 정보로서 과거 통
화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선제적인 정
책대응을 가능하게 함(Sack 2003)
* 미국의 경우 2000년중 통화정책이 초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시
장에서 인지되었을 때(2000년) 기대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치
(2%)를 초과(1999~2000년)한 경우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였
으며 하회(2001년)한 경우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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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EI는 시장참가자의 이익추구 행태를 반영한 것인 만큼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동기가 부여
되어 있음
ㅇ 물가연동국채 수익률은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추정
치이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수한 지표(Kwan 2005)
ㅇ 투자이익과 연결되므로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인센티
브 반영(Bernanke 2004)
“Another advantage is that, unlike survey participants, traders back up
their forecasts with their money - a powerful incentive to make
forecasts that are as accurate as possible.”

<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로서의 한계점 >
□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premium) 및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으로 인해

실제 기대인플레이션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ㅇ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
레이션율과 달라질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기대인플레
이션을 과대평가
ㅇ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은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 부족에 대
한 프리미엄으로서 물가연동국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대인
플레이션을 과소 추정케 함*
*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은 명목국채수익률에서 물가연동국채 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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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정확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차감하고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출되어야 함
□ 따라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및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
엄이 크거나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왜곡
되어 통화정책에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이 낮아지게 됨
□ 이 밖에도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로서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지적되고 있음
ㅇ 물가연동국채가 기준으로 하는 물가지수가 통화정책 수행시
목표로 하는 물가지수와 다를 경우 정책적 의미 반감(Hordahl
and Tristani 2007)

ㅇ 시장에서 물가연동국채 실제 보상률을 추정함에 있어 통상
과거 몇 개월 전의 물가지수*를 적용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
션이 시장의 실제 기대치와 괴리될 가능성
* 미국캐나다프랑스는 3개월전, 영국은 8개월전 물가지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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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로서의 활용 가능성 >
□ 그 동안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BEI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
엄보다는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의 대용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ㅇ 미국 및 유럽의 경우 대체로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정 수준에 머물거나 변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Carlstrom and Fuerst(2004)는 미국 물가연동국채의 인플레이
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50bp~100bp 범위에서 일정 수준을
보이며 D'amico, Kim and Wei(2007)도 50bp 정도로 일정
하다고 분석
― 유럽의 장기(10년) 물가연동채권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
미엄은 1999년 이후 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Hordahl and
Tristani 2007)

ㅇ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은 큰 변동성을 보여 기대인플레이션
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이를 수정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 Carlstrom and Fuerst(2004), D'amico, Kim and Wei(2007)

― 클리블랜드 연준은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
영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자세한 내
용은 <참고 4> 참조)

․그동안 미국에서는 물가연동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리
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변동성도 저하(Sack and Elsass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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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중앙은행은 BEI의 추이를 통화정책보고서(또는 물가보고서)
등에 포함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나 운용방향 결정에 있
어 주요 정보변수로 활용
국 가
미 국
영 국
E C B
독 일
이탈리아

보 고 서
Monetary Policy Report
Inflation Report
Monthly Bulletin
Financial Stability Review
Annual Report

주기
6개월
분기
월
월
연

ㅇ BEI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거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보완 가능
―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전문가, 일반인 등 설문대
상자별로 기대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며 일반인 대상 조
사결과는 현실의 인플레이션과 많이 괴리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음
― ECB는 BEI가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반면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경향
이 높다고 평가(ECB Annul Report 2006)
― 영국의 경우에도 BEI가 서베이에 비해 예측력이 더 높다고
분석(Scholtes 2002)
― 아울러 BEI는 연속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Bernank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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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advantage of market-based measures of policy
expectations, relative to periodic surveys that ask market
participants about their expectations, is that market measures
are available essentially continuously.”

ㅇ BEI와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간 상이한 움직임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양자가 상호 수렴하는 모습

=> 우리나라는 금년에서야 물가연동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아
직도 유통물량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연동국채에 내재된 기대인
플레이션 정보의 추출기법 연구 및 활용에 적극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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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 평가
□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인
플레이션 행태 변화 및 통화정책적 이슈에 관한 논의들을 종
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ㅇ 인플레이션 행태는 지속성 축소, 수요요인 및 대외요인의 영
향력 감소 등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다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파급효과는 원유의
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여전히 클 가능성
도 있음
ㅇ 상당수 연구결과들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행태 변화가 중
국효과 등 세계화에 크게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은 세계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
어 일률적 판단이 어려운 실정
― 일부 연구는 인플레이션 행태 변화가 세계화보다는 주로
통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기
인한다고 주장
ㅇ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치된 견해
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는 장기관계 성립을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
고 있으며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도 통화관련 정보를 정책
운용에 활용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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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연동국채에 내재된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는 시장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 가능

□ 이상과 같은 논의의 흐름을 고려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 인플
레이션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그동안의 연구결과 밝혀진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저하, 수요
요인의 영향력 감소, 대외요인의 영향력 축소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로 및 정책적 의미에 관해 추가적으로 검토
ㅇ 인플레이션 행태의 변화가 세계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통화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주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정책의 변화*가 인플레이션 행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분석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중앙은행 독립
성 및 책임성 제고,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금리중시 통화정책, 투
명성 제고(통화정책방향의 발표 및 의사록의 사후공개를 통한 피
드백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ㅇ 세계화의 물가안정 효과 중 특히 중국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중국
소비재 수입에 따른 국내물가 안정 효과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엄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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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업별 또는 개별 수입품목별 국내물가 파급경로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국과의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동태적
효과 등을 고려
ㅇ 또한 주요 선진국 대비 원유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
― 특히 국제유가의 2차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 유가충격이
중장기 및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 측정 시도
ㅇ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ECB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유동
성의 장기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화량 변수
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도 통화와 인플레이션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
고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통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기적으
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ㅇ 향후 물가연동국채 시장 확대에 맞추어 물가연동국채에 내
재된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를 향후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
도록 관련 연구를 활성화
― 향후 시계열이 확보*되는 대로 물가연동국채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측정방법 개발 등을 통
해 손익분기인플레이션에 내재된 기대인플레이션 정보의
한계점을 보완
*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2007년 3월부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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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인플레이션 행태 변화의 요인

□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경쟁 제고와 시장 확대를 통해 인플
레이션 행태를 변화
ㅇ 노동시장의 개혁, 공기업 민영화, 개방(통신 등), 금융혁신, 경제의
서비스화 등 국내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쟁이 제고되고 상
품 및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절감
ㅇ 규제 철폐, 개방정책 등으로 경제의 세계화가 촉진

― 저렴한 제품 수입에 따른 가격 인하(직접효과), 중간재 및 최종재
의 가격 인하로 임금인상 요구 약화(간접효과), 기술이전경쟁제
고에 따른 기술혁신(innovation)

□ 통화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기대인플레이션 축소를 통해 인플레
이션 안정에 크게 기여
ㅇ 통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정책결정에 이용된
잠재생산 수준 등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
ㅇ 민간경제주체는 과거보다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잘 예측(Mishkin
2007)

□ 인플레이션 행태 변화가 구조적 변화나 통화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good luck)이었을 가능성도 제기
ㅇ 1990년대에는 과거보다 대외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유가급등에 의한 충격은 현저히 축소(Galati and Melick 2006)

ㅇ Benati와 Mumtaz(2006)는 영국이 개선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같은 정도의 대외충격이 발생한다면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ㅇ Primiceri(2004) 등은 중앙은행의 생산갭이나 자연실업률 측정의
정확성 제고가 단순한 행운이었을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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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Andres, Lopez-Salido and Valles(2006)의 추정모형

□ 가계부문효용 극대화식
 

        

 



  : 선호 변화,  : 노동시간,  : 실질 통화수요,  : 실질 통화수요의 충격  : 재화소비량

∞















□ 기업의 생산함수
          
   : 생산량
 : 기술 충격

   : 노동시간
   : 노동의 생산량에 대한 탄력성

□ 중앙은행의 정책반응함수
ㅇ 명목이자율은 전기의 이자율, 생산 및 인플레이션의 정상상태
(steady-state)로부터의 이탈(deviation), 통화증가율에 반응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실질국민소득,   :통화증가율(      )

□ 이상을 고려한 일반균형은 다음 식들로 구성
Optimal Allocation of Wealth :


   
    
       
    
       
     
   
  
      

화폐수요함수 : 
    
    
    


    
           
     
     
 
정책반응함수 : 

명목화폐증가율 
 
 
   


필립스 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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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목시장금리
  : 인플레이션율
 : 소득



  : 화폐수요 충격
  : 실질통화잔고
  : 명목화폐증가율

 : 정책반응함수 충격(innovation)
  : 생산의 한계비용

□ 실질통화잔고와 소비의 비분리성이 성립하면(≠0) 실질통화잔고는
생산(한계비용식)과 인플레이션 균형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
*   는 실질통화잔고와 소비와의 분리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0이라면
완전 분리를 의미

□ MLE를 이용한 모수 추정결과   ≠0 또는   =0 여부가 분명하지 않
아 통화의 실질잔고와 소비의 비분리성 또는 분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ㅇ 수요식과 공급식에 따라서 추정되는   값의 통계적 유의수준
이 달라짐
=> 통화가 생산 및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에 따라   =0일 때,   ≠0일 때,   =0이면서 Habit Formation*이
존재할 때 등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충격반응함수를 고찰하였음
* 소비에서의 Habit(현재의 효용이 과거의 소비에도 의존) 존재를 가정할 경
우 현재의 생산이 과거 및 미래의 생산과 연결되고 생산과 한계비용간의
동태적 관계가 강화

ㅇ 분석 결과, 통화수요 충격은 생산, 인플레이션, 명목금리를 설명
하지 못하고 실질통화잔고(real balance)의 변동만을 설명
― 그러나 실물충격(real shock, technological shock)은 물가와 생산 그
리고 이자율의 변동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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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물가연동국채 개요

□ 물가연동국채(Inflation Indexed Securities)는 원금(principal) 또는 이자
(coupon)를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투자자를 물가상승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채권
□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률에 연계하여 원금가치를 조정하고 이자
는 조정된 원금가치에 사전에 정해진 표면금리(coupon rate)를 곱하
여 지급
□ 액면 1,000억달러, 만기 3년, 표면금리 5%(1년에 한번 지급)인 경우
물가연동국채 원리금 조정(예시)
시점
발행
1년
2년
3년

물가지수
100
102
104
108

조정후 원금
1,000
1,020
1,040
1,080

이자지급액

원리금 합계

51
52
54

1,071
1,092
1,134

o 조정후 원금 = 액면금액 * (당기 물가지수/발행시 물가지수)
o 이자지급액 = 조정후 원금 * 표면금리

□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물가연동국채를 이용한 기대인플레이션 동향
을 통화정책보고서나 물가보고서 등에 포함시키는 등 통화정책에 대
한 평가나 방향 결정에 있어 주요 정보변수로 활용

국가
미국
영국
ECB
독일
이탈리아

보고서
Monetary Policy Report
Inflation Report
Monthly Bulletin
Financial Stability Review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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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6개월
분기
월
월
연

□ 물가연동국채의 기대인플레이션 정보 관련 언급 사례
FRB,
Greenspan(1992)

FRB,
Bernanke(2004)

ECB,
Trichet(2005)

BOE
Inflation
Report(2007)

...I am confident that we would make use of new
market-based indicators of inflation and real interest
rates that would be made available by the issue of
indexed bonds ...
... Although clues about inflation expectations abound
in financial markets, inflation-indexed securities would
appear to be the most direc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l interest rates... I
expect that the usefulness of inflation-indexed securities
as a tool for measuring expected inflation will increase
over time....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which had remained
well anchored at levels in line with the ECB definition
of price stability from the outset of Monetary Union in
January 1999... The ten-year Break-Even Inflation Rate
(BEIR) suggested an incipient rise in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 The difference between nominal and real forward
rates on government bonds provides an indication of
the inflation expectations of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These ‘breakeven’ inflation rates picked up
sharply during June...

□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연동국채 발행역사가 일천하고 유통물량*
이 적어 아직은 관련 기대인플레이션 정보를 통화정책에 활용
하지 못하고 있음
* 2007.10월말 현재 국내 물가연동국채 규모는 전체 국채물량의 0.7%(1조 5천
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미국의 물가연동국채는 2006년말 기준으로 전체 국
채 중 12.2%(4,112억 달러)를 차지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잔액 추이
2007.3
213.9
(99.7)
0.6
물가연동국채
(0.3)
214.5
총 잔액
(100.0)
주: ( )내는 총 잔액대비 비중
명목국채

(조원, %)

2007.6

2007.8

2007.9

2007.10

222.4
(99.4)
1.3
(0.6)
223.7
(100.0)

229.0
(99.3)
1.5
(0.7)
230.5
(100.0)

222.5
(99.3)
1.5
(0.7)
224.1
(100.0)

222.8
(99.3)
1.5
(0.7)
22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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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의 조정(클리블랜드 연준)

□ Carlstrom and Fuerst(클리블랜드 연준, 2004)는 물가연동국채를 이용한
기대인플레이션이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서베이 결
과를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
ㅇ 클리블랜드 연준에서는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을 통한 물
가연동국채 기대인플레이션 조정방법을 제안

― 장내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만기 국채간 스프레드를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추정하고 이를 물가연동국채를 이
용한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
기대인플레이션(조정후)*
2

= 기대인플레이션** - 0.948 + 12.71(LP)*** - 20.9(LP)

*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필라델피아 연준의 SPF 서베이를 벤치마크로 함
** 명목국채수익률 -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 LP는 유동성 프리미엄으로서 장내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10년만기 국채간 스프레드

⇒ 동 식을 반영하는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이용한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상향되는 효과
손익분기인플레이션의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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