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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측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기대인

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다.

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대체로 향후

중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

않게 잠재해 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

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준

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

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

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

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적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

이러한 미국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통화량 측면과 수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

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공급요인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을 점검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측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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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등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

본고에서는 코로나 위기 중 전개된 미국 내

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논의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내용을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 통화적 관점과

논쟁이 촉발되었다.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

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
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련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시계에서 국내 인플
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보았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Goodhart, 2020)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
단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

Ⅱ. 인플레이션 결정이론과 논쟁의 배경
및 우리경제의 여건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연준 등은 필립스곡선 평탄화

1. 인플레이션 결정이론

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백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① 통

신접종 확대,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 시행 등

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② 수요측면을 강조하

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③ 재정우

지속되고 있다.

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

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으로 구분된다

등,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연

(Brunnermeier, Princeton Webinar 참

에 의한 임금상승 등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조, 2021.4.22일).2)

압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로 논의가 확대되
는 상황이다.1)
우리나라 역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시행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가
운데 금년말 백신 접종률이 목표수준에 이를
경우 수요압력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그림 1〉 인플레이션 결정이론
① 통화량(M)

② 수요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e)

인플레이션
()

③ 재정우위
(Fiscal dominance)

1) 투자은행들은 미국 내 주거비용 상승이 중장기적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강한 물가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
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추가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반인 및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구인난 심화가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은퇴인구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중장기적 노동공급 제약요인으로 인한 인
플레이션 압력도 증대하고 있다(해외경제포커스 제2021-25호). IMF도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과 노동공급 제약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
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Gopinath, IMF Weekend Read, 2021.7.2일)
2) https://bcf.princeton.edu/wp-content/uploads/2021/03/Combined.pdf, https://bcf.princeton.edu/events/emi-nak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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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필립스곡선에 기반하여 인플레이션은

(화폐수량설)

① 향후 경기상황(GDP갭 혹은 실업률갭)과
먼저 화폐수량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언
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으로, 안정적 성장

② 장기 기대인플레이션(Ett+∞)에 의해 결정
(Hazell et al., 2020)된다고 본다.

률과 화폐유통속도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
량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필립스곡선

(Friedman, 1956).

i)
ii)

수량방정식

. .
PY = MV ⇒  + y = m
(단, P: 물가수준, Y: 실질GDP, M: 통화량,

축차대입

(단,

V : 화폐유통속도, : 인플레이션율,
.
.
y : 성장률, m: 통화증가율)
이에 따라 전세계 국가의 데이터를 중장기
시계에서 분석해보면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
가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폐수량설의 실증적 검증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실물변수와 명목변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중장기 시계에서 주로 이
루어진다.

,
,
t: t기 인플레이션, : 할인인자,
: 필립스곡선 기울기, ut: 실업률,
unt: 자연실업률, t: 비용견인충격)
이는 주로 단기 시계 내 수요압력을 근거로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판단하는 방법으
로서 수요압력(GDP갭 등) 추정의 불확실성,
반응계수 하락에 따른 평탄화 가능성 등과 관

〈그림 2〉 전세계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1)
20

,

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책체계의 변화(regime change)가

(인플레이션율, %)

민간 경제주체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변

16

화시킬 경우 인플레이션율은 경기상황과 상관

12

없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8
4

(재정적 물가이론)

0
0

5

10

15

20
25
(통화량 증가율, %)

주: 1) 전세계 141개국 기준 2009∼2019년중 평균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가율
자료: FRED, World Bank

물가가 통화적인 요인이나 수요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지배적

(신케인지언 접근법)

이지만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재정수
지 등 재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다음으로 신케인지언 접근법에서는 기대가

견해도 제기(Leeper, 1991; Sim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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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되고 있다.
재정우위(fiscal dominance)는 정부가 능

한편 GDP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재정지

동적(active)으로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원 규모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

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질정부부채 수

극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

준을 안정시키는 데만 초점(수동적(passive)

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중 정책금리가

통화정책)을 두는 상황을 의미한다.3)

실효하한에 제약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부채수준(Bt)이
고정된 상태에서 향후 재정수지(Etst+j)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제약식을 만족시
키기 위해 현재물가(Pt)가 상승하게 된다.4)5)

함에 따라 재정적 물가이론에 기반한 물가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저
축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신보급으로 수요
가 회복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

정부 예산제약식

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발생한 대규모 음
(-)의 GDP갭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팬데믹
종료 이후 pent-up 소비가 급증할 경우 인플
레이션 증폭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단, Bt: 명목정부부채, Pt: 물가,
st: 실질 기초재정수지, : 할인인자)

〈그림 3〉 부문별 행태변화와 인플레이션 결정이론

2. 미국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

[부문별 행태변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부문별 행태
변화와 함께 앞서 기술한 인플레이션 결정이론
6)

에 대한 견해대립이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결정이론]

◆ 정부부문:
대규모 경기부양책

① 통화량(M)

◆ 민간부문:
가계저축 확대

② 수요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e)

인플레이션
()

(Pent-up demand압력)

백신보급
경기회복 기대감

③ 재정우위
(Fiscal dominance)

먼저 정부부문과 관련하여 완화적 재정·통
화정책 및 금융지원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3. 우리경제의 인플레이션 여건

통화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코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19 대응 정책에 수반하여 유동성이 급증한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더불어 백신접종

3) 다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아직 물가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더 크고 재정적 물가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부록 1> 재
정적 물가이론 관점에서의 논쟁’을 참조하기 바란다.
4) Sims(2020)에 따르면 재정적 물가이론은 현재 부채와 기대재정수지 간 균형을 의미하며 재정수지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물가수준의 주된 결
정요인이 된다(“The 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is a balance of expectations of future fiscal policy against current debt.”,
Princeton Webinar 자료, 2020.10.16일).
5) 재정적 물가이론은 물가 결정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 예산제약식을 적절하게 변형하면 경제주체들의 재정수지에 대한 기대변화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Jiang, 2021).
6)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수요회복에 따른 공급병목 등으로 지난 해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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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인

난해 3~4월중 원유를 중심으로 급락하였으나

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이후 빠르게 반등하였다. 기타 원자재가격은

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

미국 등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

습이다. 주요 기관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IMF,

코로나19 확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우리

EIA 등)하고 있으나, 원자재가격이 추세적으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로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물가를 지속적으로 상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가

승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의 차이를 점차 줄여가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국제유가
(달러/배럴)

80

60

〈그림 4〉 제조업 가동률
120

(기준=100)

(2015년=100)

40
110
20

100

100

80

90

60

80

0
2019.1

DUBAI
WTI
BRENT
7

2020.1

7

2021.1

자료: Bloomberg, IMF
BSI 제조업 가동률실적(좌축)
제조업 가동률지수(우축)
40
2019.1
7
2020.1

70
7

〈그림 7〉 기타원자재가격 지수

2021.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80

(2019년=100)

160

〈그림 5〉 취업자수 및 고용률
28.0

(S.A., 백만명)

곡물

목재

140
(S.A., %)

120
62

취업자수(좌축)
고용률(우축)

27.5

금속

100
61

80

27.0

60

60
2019.1

26.5

59

7

2020.1

7

2021.1

자료: Bloomberg

26.0

58
2020.1

7

2021.1

한편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에 대체로 안착되어 있

자료: 통계청

지만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근 소폭 상승한
7)

국제원자재가격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추세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확대된 가운데 부문별로는 공업제품 내의 석유류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김병국·노현주,
2019). 이는 글로벌 요인으로서의 원자재가격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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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쟁의 쟁점

〈그림 8〉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서베이(단기) 지표 및 BEI)
(%)

5

BEI(한국)1)

단기기대(한국)2)

1)

단기기대(미국)2)

BEI(미국)

4

(통화량 증가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3

Goodhart·Pradhan(2021) 등은 팬데믹

2

기간 중 이례적으로 음(-)의 GDP갭이 크게 확

1

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
규모 경기부양책에 수반하여 통화량이 증가함

0
2020.1

4

7

10

2021.1

4

에 따라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였다.9)

주: 1) 10년물 기준
2) 일반인(향후 1년)

팬데믹 기간중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유동성 확대

(서베이(장기) 지표 및 실제인플레이션)
4

(%)

3

장기기대(한국)1)

실제(한국)2)

장기기대(미국)1)

실제(미국)2)

로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급증하
였는데 이러한 최근의 통화량 증가폭은 금융혁

2

신, 세계화 등으로 화폐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1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요국 경제에

0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수준이라고 평가

-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된다(Goodhart·Pradhan, 2021).

주: 1) 전문가(5년앞)
2)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FRED, Consensus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표 1〉 주요국의 통화량(M2)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Ⅲ. 통화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본 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을 염두

미국

영국

유로
지역

캐나다

브라질

2019년

5.1

1.9

5.5

7.2

7.7

2020년

19.0

11.6

8.7

15.4

24.7

자료: FRED, BOE, ECB, Bloomberg

에 두고 먼저 전통적인 통화론적 관점에서 미
국 내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경제 내의
통화량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점검해
8)

보았다.

〈그림 9〉 미국 GDP갭과 통화량(M2) 증가율
20

(%)

(전년동기대비, %)
GDP 갭(좌축)
M2(우축)

15
10

30
25
20

5

15

0

10

-5

5

-10

1980

1990

2000

2010

2020

0

자료: FRED, CBO

8) 통화량은 금리중심 통화정책으로 변경된 2000년대 이후 물가분석 지표로서의 활용도가 낮아졌으나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따라 이례적인 통화
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전통적인 통화론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기 위해 함께 검토해보았다.
9)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증가율에서 경제성장률을 차감한 값이 된다. 따라서 음(-)의 GDP갭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높은 통화량 증가율은 화폐수량설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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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

〈그림 10〉 미국 통화지표
20

되었다.

(조$)
본원통화

M2

코로나위기

M1

먼저 통화량과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되어

15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만

글로벌금융위기

10

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금리 자유화, 금융혁신

5

0
1980

등으로 통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화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료: FRED

폐유통속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감
안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이
주로 금융권에 초과지준10) 형태로 머물러 있었
던 반면,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민
간부문에 직접 공급되어 이를 적절히 환수하지

〈그림 11〉 미국 통화량(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30

(전년동기대비, %)
통화량 증가율

20

인플레이션율

못할 경우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
려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금융지원 및 금
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완화 등으로 대출이 늘
어나면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도 제기된다.

10

0

-10
1960

1990

2000

2010

2020

〈그림 12〉 미국 M2 유통속도1)

행은 「국채공급 확대 → 채권가격 하락 → 금리

2.5

상승」 경로에 따라 민간의 유동성 창출을 부분

2.0

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 연준

1.5

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채권매입은 「국채수요

1.0

확대 → 금리 하락」 경로에 따라 파생통화 등

0.5

(Bill Gross, 2021.3월, 6월 등).

1980

자료: FRED

경기부양책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

민간의 유동성 창출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1970

금융위기
이후

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주: 1) M2 유통속도(V=명목GDP/M2)
자료: FRED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론)
기존 연구에서도 대체로 최근의 불분명해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를 고려하면

간 연관성 저하, 재정정책의 일시적 효과 등을

높은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 확대로 귀결

10)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양적완화 등으로 늘어난 본원통화가 금융기관 대출태도 강화,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금융기관 지준으로 존재하면서 유동
성 증가가 제약되었다(Goodhart·Pradh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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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Christiano·

이러한 최근의 통화량 증가는 중장기 시계에

Fitzgerald, 2003)하고 있다. 실제 자료를 통

서 2000년대 이후 불분명해진 통화량과 인플

해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

레이션 간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크게 우

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양자

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1980

간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년대 이후 장기 시계에서는 통화량 증가가 인

다음으로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일시적 정

플레이션 확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책으로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칠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금리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2000년대 이후에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19 대응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금년 이후 점차

관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종료되며 최근 발표된 인프라투자와 인적자본
에 대한 지원계획11)은 중장기로 분산됨에 따라

〈그림 13〉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한다.

(1987~2020)
(인플레이션율, %)

10

또한 미 정부의 인프라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8

과정에서 세금 인상 계획이 경제에 부담이 될

6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규모가 축소될

4

가능성이 있어 당초 예상보다 정책효과를 제약

2
0

할 것으로 보인다.12)

<2000년대 이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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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경제 내 점검
우리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팬데믹 위기중

4

통화지표 증가율이 초기에 급등한 이후 다소

3

진정되다가 금년 들어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율, %)
2001

2011
2004

있다.

2008
2003
2010

2005
2000

2

2012
2013

2017
2018

2009
2007
2021.1~5월

2014
2016
2015
2020

2019

0

2002

2006

1

0

2

4

6

8

10

〈표 2〉 우리나라의 통화량(M2) 증감률
M1

12

14

16

(통화량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M2

2019년

8.5

4.3

7.0

2020년

15.0

20.8

9.3

2021년 5월

15.7

22.3

11.0

자료: 한국은행

35

(2000년대 이후)
5

본원통화

30

(통화량 증가율, %)

상기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관계 약화는
통화량을 부가한 수정 필립스곡선을 통한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다.13)

11) 미국의 일자리, 보육·교육 등 물적·인적 인프라 관련 경기부양책이 향후 8~10년에 걸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12) 물적 인프라 투자계획(American Jobs Plan)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안(21→28%)이 제외되고 예산 규모는 2.3조
달러에서 1.2조달러로 축소된 금액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인적 인프라 투자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안(37→39.6%)이 포함된 데다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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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와 달리 팬데믹 기간 중 급증한

과정에서 pent-up 수요 확대 등과 맞물리면

통화량이 향후 음(-)의 GDP갭 축소과정에서

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한다(Goodhart·Pradhan, 2021).15)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
리 금번 위기 중에는 팬데믹 충격완화를 위해

〈그림 14〉 우리나라 GDP갭과 통화량 증감률

유동성을 민간부문에 직접 공급14)한 결과 이례

20

적으로 음(-)의 GDP갭이 확대되는 상황에도

15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10

(전년동기대비, %, 평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5
0

〈표 3〉 우리나라의 통화량(M2 평잔) 증감률1)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2)

팬데믹 위기(20~21년)3)

△12.8

+3.1

(15.8 → 3.0)

(7.9 → 11.0)

주: 1) 전년동기대비(%)
2) 고점(2008.5월말) → 저점(2011.5월말)
3) 2019년말 → 2021.5월말
자료: 한국은행

-5

M2 증감률

(━)의
GDP갭

(━)의
GDP갭

-10
2000

2004

2008

2012

2016

2020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추정

또한 팬데믹 기간중 정책적 요인으로 확대공
급된 통화량이 이자율 하락, 대출수요 증대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해 증가한 통화량(M1 기준)

이러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과 결합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적절한 시점에 회수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

성16)도 있다. 기업의 유동성 수요(매출감소에

13) 분석결과 M2가 1%p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전체기간 중 0.04%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리중심으로 변경된 2000년대 이후 기간에는
0.01%p로 확대폭이 축소되고 통계적 유의성도 약화되었다.
<통화량을 부가한 수정된 필립스곡선 추정결과>
물가상승률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87.1Q~20.4Q)

(87.1Q~99.4Q)

(00.1Q~20.4Q)

M2 증감률

GDP 갭률

시차종속변수

0.04

0.04

0.01

(11.29)***

(1.14)

(0.27)

0.16

0.16

0.19

(15.37)***

(6.16)**

(7.72)***

0.80

0.74

0.87

(298.73)***

(75.42)***

(247.78)***

0.88

0.74

0.79

주: 1) 추정식은
: 물가상승률, M2: M2 증감률, yGAP: GDP 갭률(HP필터 기준)
2)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3)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결합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Chi-square). **, ***는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
서 기각함을 의미
14) 금융위기 당시 민간부문 디레버리징과 함께 금융시스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해 유동성이 공급된 반면 금번 위기시에는 금융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였다.
15) Goodhart·Pradhan(2021)은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확대된 고소득층의
저축(화폐유통속도 하락)이 경기회복기에 소비 확대(화폐유통속도 상승)로 이어지는 경우, 향후 통화증가율이 감소로 전환되지 않는 한 지출 확대 및 물
가상승을 강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16)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은 실물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존재하지만 ”주택시장과 같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분에서 단기
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정대희, 2020)”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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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
및 금융자산(부동산, 주식 등) 투자 등을 위한

Ⅳ. 신케인지언 관점(필립스곡선)에서의
평가

대출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필립스곡선을 중심으
로 한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미국 내 논쟁의 쟁

1)

〈표 4〉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GDP 비중
’11-’13년 ’14-’16년 ’17-’19년 ’20-’21.1/4분기
0.33

0.37

0.42

점을 검토하고 우리경제 내 수요압력과 기대인
플레이션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살펴

0.46

보았다.

주: 1) 분기 GDP(명목)의 연간합 기준
자료: 한국은행

1. 논쟁의 쟁점
SVAR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팬데믹
기간 중 이례적인 통화량 증가는 재정지출 등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책적 요인과 이자율 하락, 대출수요 증가 등
수요측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17)되
었다.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내에서 인
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는 측은 먼저 구호법안
의 지출규모가 GDP갭보다 커 이로 인해 경기

1)

〈그림 15〉 팬데믹 위기 기간중 우리나라 통화량
변동요인의 역사적 분해
30

(전년동월대비, %)

려(Summers, 2021; Blanchard, 2021)
하고 있다.

20

코로나19 위기

10

가 과열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을 우

Summers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

M1

시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GDP갭의 절반정도

0

수준이었으나 금번 미 정부의 부양책은 GDP

-10
-20
-30
2018

산업생산지수

국고채(3년) 수익률

은행대출금

본원통화

코로나19 대응정책

기타

2019

2020

갭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18)라고 평가하고 있
2021

주: 1) 팬데믹 기간 중 M2보다 M1의 증가율의 변화가 크고 뚜렷하여 M1을 기
준으로 역사적 분해를 실시

다. 특히 경기부양책이 공공투자 등 성장잠재
력 확충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한 지출보다 단기
적 개인 소득보전 비중이 큰 만큼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Blanchard(2021)는 재정지출 승수의 불확
실성(0.4~2.0)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부양책
의 규모는 GDP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
장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17) 통화수요가 감소하는 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요인과 더불어 민간통화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코로나 이전 기간과는 달리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재정지원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한 통화량 공급이 수요측 요인을 일부 견인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18) 이는 금년 3월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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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압력 이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통
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9)

〈그림 17〉 국별 순가계저축률
(현재소득대비, %)

예를 들어, 구호법안으로 GDP갭이 5%p 상
승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면 물
가는 0.5%p 상승에 그치지만, 실업률 급락 등
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이탈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2∼3배 이상 커지면서
1960년대 후반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일본
헝가리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4

2000-201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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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OECD, FT(2021.4.19일)

려하였다.
다음으로 pent-up 소비 급증 가능성이 인
플레이션 확대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아울러 주요국에 백신보급이 확대되고 경기

을 비롯하여 주요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 저축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

20)

이는 코로나19로 인

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해 미사용된 ‘강제된(forced) 저축’으로서 팬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데믹 종료와 더불어 pent-up 소비 급증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이 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증폭 압력으로 작용

약된 가운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

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Goodhart·

가격의 수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Pradhan, 2021).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유가 등 에너지 가

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격 상승은 수입물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독
립적인 기대경로를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설

〈그림 16〉 국별 가계저축액1)

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Hasenzagl et

(GDP대비, %)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글로벌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러시아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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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9년 대비 추가 저축액
자료: Moody’s, FT(2021.4.19일)

19) 최근

필립스곡선 자체에 대한 논의는 ① 수요압력과 인플레이션 간 상충관계의 안정성 문제 ② 기대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곡선의 자체의 안정성 문제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수요압력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요압력이 해소되면 인플레
이션은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필립스곡선 상에서 인플레이션이 변동한다.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 수요압력에 따른 인플레이
션 상승효과 외에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로 필립스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20) Blanchard(2021)가

미국의 저축액이 약 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무디스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 저축액이 약 5.4조달러
(세계 GDP의 6%)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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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해

평탄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재정지

(CPI inflation)

출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

4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순환변동
에너지가격 순환변동
불규칙요인
CPI 인플레이션 순환변동

3
2

한편 IMF의 경우 미국 CPI 인플레이션 필

1

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0

수준으로 추정(’85~’19년중 0.24)된다는 점

-1
-2

에서 일시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

-3
-4

1984

1990

1996

2002

2008

2014

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IMF, 2021)하고
있다.
이는 과거 1960년대와 달리 정부정책이 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2.0
1.5
1.0

시적이어서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고 완만할

경기 순환변동
에너지가격 순환변동
불규칙요인
기대인플레이션 순환변동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실현적 인플레이션 악
순환을 야기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

0.5
0.0

가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미국 정부의 재정지

-0.5

출은 조세정책에 의해 일정부분 상쇄되는 가운

-1.0
-1.5
1984

1990

1996

2002

2008

2014

자료: Hasenzagl et al.(2020)

데 인프라 투자 지출로 잠재GDP를 향상시키
면서 경기과열 우려를 불식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경제 내 slack이 커 현재 재정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대한 반론)

정책 규모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필립스곡선 평탄화,

Krugman(2021.2월)은 미국의 GDP갭이

미국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 존재 등을 근거로

CBO 추정치22)(약 -3%)보다 실제로는 더 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상승압력

다고 평가(약 -5.5%)하면서 구호법안의 규모

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 확

먼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대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극하더라도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평탄화되

또한 정책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에

기대인플레이션이 조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Krugman).

이 소요되는 데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오르

미국의 지역별 물가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

더라도 미 연준이 이를 쉽게 통제할 수 있으므

(Hazell et al., 2020)21)에서도 필립스 곡선

로 기대인플레이션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21) 동 연구에서는 필립스곡선 기울기 자체보다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 CBO 추정치는 경기판단에 사용하는 실업률(4주이상 실업자/경활인구)이 아닌 고용률(25-54세 취업자수/인구)을 사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마이너
스 갭 수준이 낮게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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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지적하고 있다(Krugman, 2021.2월).

제기된다.
팬데믹 이후에도 실업률 회복이 지연되고 불

〈그림 19〉 미국 GDP갭(CBO 추정)
8

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예비적 저축 성향이 커

(%)

지면서 pent-up 소비 규모 및 지속성이 크지

4

’20.4분기

않을 가능성이 있다.

0
-4

이와 함께 가계저축이 정부지원에 대한 소비

-8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

-12
1950

1970

1990

2010

2030

라 이러한 저축 확대가 pent-up 소비로 이어
질 만큼 과도하지는 않다(not excessive)23)는

〈그림 20〉 미국 2020년 4/4분기 GDP갭 전망 차이
0

주장도 제기된다(Bilbiie et al., 2021).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감염병 위기시 인플

(%)

레이션 압력은 대규모 전쟁 이후에 비해 상대

-1
-2

적으로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3
-4

(Daly·Chankova, 2021)된다. 이는 물적

-5

자본이 파괴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대규모 수

-6
-7
CBO

Krugman

Goldman Sachs

요가 발생하는 반면, 감염병 위기시에는 물적
자본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그림 21〉 미국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14

(%)

(%)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10yr)

12

일반인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yr)

10

Core CPI 인플레이션

8

12
10
8

6

6

4

4

2

2

0
1980

1990

2000

2010

2020

〈그림 22〉 감염병 위기 전후 인플레이션 추이1)

14

0

자료: CBO,

Krugman(2021.2월) 등, Philadelphia 연준(향후 10년에 대한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 University of Michigan(향후 5년에 대한 일반
인 기대인플레이션), BEA

10

(%)
인플레이션(주요국)

8

인플레이션(글로벌)

6

종식 시점

4
2
0
시작 시점
(평균)

-2

시작 시점
(중앙값)

-4
-10

-8

-6

-4

-2

0

2

4

6

8

10

주: 1) 실선 및 점선은 중앙값(median)을, 음영은 사분위수 범위를 의미
자료: Schmelzing(2020)

아울러 팬데믹 이후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저축 확대에 따른 pent-up 소비는 제한적이
며 과거 감염병 위기 경험을 보더라도 전쟁기

23) Ricardian

equivalence가 성립하는 경우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확대하게 되는데, 동 저축은 정부부채 증
가와 상쇄되어 경제전반의 순저축을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not excessive).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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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쟁 전후 인플레이션 추이1)
10

수요압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
인플레이션(주요국)

8

종식 시점

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출 등 대외부문 수요도

인플레이션(글로벌)

6
4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작 시점
(평균)

2
0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대
내외 수요압력이 증가하면서 유휴생산능력이

시작 시점
(중앙값)

-2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4
-10

-8

-6

-4

-2

0

2

4

6

8

10

주: 1) 실선 및 점선은 중앙값(median)을, 음영은 사분위수 범위를 의미
자료: Schmelzing(2020)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필립스곡선 기울기 추
정 결과 기존 우리나라 및 해외의 연구결과26)
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Blanchard

2. 우리경제 내 점검

(2016)의 방법론27)을 통한 필립스곡선 기울기

(우리 경제의 수요 압력 및 필립스곡선24) 기울기)
t = tte + (1-t)*t-1 + t gapt + ttm + t
(필립스곡선 기울기)

(수요압력)

추정 결과 수요측 요인(GDP갭률)의 기울기는
코로나 이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다. 한편 Jarociński·Lenza(2018) 모형28)

추정의 경우 필립스곡선 기울기가 상기 추정방
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백신접종 진전에

중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른 경기회복으로 pent-up 수요가 완만히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 글로벌 성장세

〈그림 24〉 우리나라 시변 필립스곡선 기울기 추정결과1)

강화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등으로 대내외 수

(Blanchard(2016) 모형 원용)
0.6

요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위기 기간 중 내구재 소비가 이미 큰

0.4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계저축이 고소득층 위
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pent-up 소비

0.2

25)

는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년 중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은 국내

0.0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4) Blanchard(2016)의 분석에 활용된 필립스곡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te: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5년), *t-1: 과거 4분기 인플레이션 평균, gapt:
GDP갭률, tm: 수입물가지수
25) 과거 사례를 보면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 중 내구재가 소비회복을 주도하였으나, 금번에는 위기 기간 중 이미 내구재 소비가 상당폭 증가하였다는 점에
서 향후 소비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대·이웅, 2021).
26) ‘<부록 2> 최근의 필립스곡선(물가모형) 관련 주요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27) Blanchard(2016)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시차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필립스곡선(1)을 시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2)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 시변추세와 인플레이션 시차항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t = tte + (1-t)*t-1 + t gapt + ttm + t (1)
(2)
te = t + t*t-1 + t
(단, te: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5년), *t-1: 과거 4분기 인플레이션 평균, gapt: GDP갭률, tm: 수입물가지수, 제약조건: t, t , t, t, t≥0)
28) 베이지안 dynamic factor 모형을 통해 실물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의 공통요인으로 경기순환을 포착하고 변수별 추세를 도출하되 필립스곡선을 매시
점별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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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ociński·Lenza(2018) 모형 원용)

0.5

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6월중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광

0.4

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0.3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4.0% 상승하여 소비

0.2

자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

0.1
0.0
2010

2012

2014

2016

2018

〈표 5〉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상승률1)

2020

주: 1) 가운데

실선은 중앙값(median)을, 양 점선 및 음영은 16~84% 구간을
의미

IMF(2021)29)는 이러한 필립스곡선 기울기
하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원자재가

2020년 2021.1월 2월
-8.7

-5.8

3월

-0.3 9.0

4월

5월

6월

15.3 14.2 14.0

주: 1) 원화기준, 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격 상승 지속 등이 동반될 경우 일시적 인플레
이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 경

실증분석에 따르면 원자재가격의 추세가

제 역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플레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2%(4

이션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분기후) 상승하며 충격의 효과가 일시적 상승

수 있다.

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정성 외, 2021).

(원자재가격 상승의 기대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

한편 원자재가격 상방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수입물가를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t = tte + (1-t)*t-1 + t gapt + ttm + t
(기대인플레이션 전이)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
이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증분석(Hasenzagl et al., 2020)을 통

한편 글로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

해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요인을 분석

상승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중 우

한 결과 에너지가격 순환변동이 기대인플레이

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인으로서 원자

션 순환변동의 약 71%를 설명하고 있으며 에

재가격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너지가격 상승국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있다.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이에 따라 향후 경기와 에너지가격 순환 모

통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두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기대인플레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대인플

션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커지면서 단기 기대

29) IMF는

미국 CPI 인플레이션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를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85~’19년중 0.24)하였다(Blanchard et al.(2015) 추
정결과: 0.2, Hazell et al.(2020) median CPI 기준 추정결과: 0.25).
30) 최근

원자재 및 부품, 상품 배송 수요가 커진 데 비해 컨테이너와 선박이 부족한 데 따른 해상운임 급등(위기직전 5년 평균 대비 6.5배)도 향후 해외요
인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이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상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
다(FT, 2021.6.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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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상승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존 메시지,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

1)

〈그림 25〉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요인 분해
1.0
경기 순환변동
에너지가격 순환변동
불규칙요인
기대인플레이션 순환변동

0.5

황(Economist, 2021.3.27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과 함께 해외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인

0.0

-0.5

플레이션 동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지속
될 필요가 있다.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주: 1)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순환변동분
자료: Hasenzagl et al.(2020)을 원용하여 분석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경
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한 결과 경
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측 요인에 의한

〈그림 26〉 에너지가격1) 순환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

3

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2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

1

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0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1
-2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주: 1) WTI 기준, 옅은 음영은 68%, 짙은 음영은 90% 신뢰구간
자료: Hasenzagl et al.(2020)을 원용하여 분석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
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

Ⅴ. 맺음말

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
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등 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기

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한

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

다. 이와 함께 과거 위기 사례와 달리 음(-)의

고 있다. 대체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

GDP갭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크게 증

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

가한 점도 향후 경기회복으로 GDP갭이 예상

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다 빠르게 축소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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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소지가 있다.

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

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

유동성 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의 인플레

BANK OF KOREA

이션 상승 압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
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공급요인
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중국
을 비롯하여 저임금으로 저가의 상품을 공급
해오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물가여건
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일각에
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노
동공급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
하는 견해31)가 제기되며, 아울러 그와 상반된
주장32)도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중국 등 글로벌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중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
한 분석도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1) Goodhart·Pradhan(2020)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구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공급이 제약됨에 따라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
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32) 인구구조 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감소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앞선 인플레이션 압력 논의에 반대하는 견해
(Shirakawa 전 일본은행 총재, Nikkei Asia, 2021.5.25일, “Monetary policy framework is the real issue, not inflation risk”)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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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재정적 물가이론 관점에서의 논쟁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함
에 따라 재정적 물가이론 측면에서 재정우위 상황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었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재정상황, 특히 정부부채 수준이 영향을 미치면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물가안정 등 고유기능 수행이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Goodhart(2020)와 Blanchard(2020)는 공공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국채공급 증가로 국채금리와 중립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부채의 실질가치 하
락을 위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선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 예산제약식
(단, Bt: 명목정부부채, Pt: 물가,
st: 실질 기초재정수지, : 할인인자)
그러나 현재 미 연준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위해 능동적(active)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우위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 위기 직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재정적 물가이론의 성립 여
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아직 물가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효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재정수지에 대한 기대변화보다는 중
앙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의해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3) 다만, 신흥국의 경
우 기대재정수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대재정수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분포1)
60

(물가상승률, %)

50
40

기대재정수지와 환율 분포
140

신흥시장국
선진국
한국

신흥시장국
선진국
한국

120
100
80

30

60

20

40
20

10

0

0
-10
-30

(환율상승률, %)

-20
-20

-10

0

10

20
30
(기대재정수지, %p)

-40

-30

-20

-10
0
10
20
30
(자국기대재정수지-미국기대재정수지, %p)

주: 1) 재정적 물가이론에 의하면 재정수지 기대변화가 물가변동을 야기함에 따라 재정적 물가 이론 검증을 위해 기대재정수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분포를 표현
자료: IMF, OECD

33) Yellen(2016)은 90년대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학은 「연준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추세 인플레이션 안정→인플레이
션 안정」으로 정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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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근의 필립스곡선(물가모형) 관련 주요 연구
(우리나라)
저자

추정기간

모형설정시
주요 변수

분석목적

주요결과

기울기()

최창호 2003.1/4~
시차변수,
박근형
2014.4/4
GDP갭
(2015) (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 동학
분석

2012년 이후로 인플레이
션 동학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

0.13

시차변수,
공철
2001.1/4~
GDP갭, 유가,
손창남
2014.4/4
유가급락기
최신
(전년동기대비)
더미변수,
(2015)

유가하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가급락기에 유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0.07

박영환 2000.1/4~ 시차변수,
박근형
2014.2/4
글로벌GDP갭,
(2014) (전년동기대비) GDP갭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추정 등

글로벌 요인과 국내
물가의 연계성이 강화

0.17(’00~’14)
→
0.15(’08~’14)

이현진
2002.2/4~ 시차변수,
기대인플레이션의
최혜정
2013.3/4
기대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에 대한
장윤경
(전년동기대비) GDP갭
영향력 추정
(2014)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

-

최진호
2000~2013 시차변수,
최병재
(전년동기대비) GDP갭
(2014)

인플레이션에 대한 GDP
갭의 탄성치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

0.2(’00)
→
0.0(’13)

최영일
(2013)

1990.1/4~ 시차변수,
2011.4/4
통화증가량,
(전기대비 연율) GDP갭

인플레이션 결정
변화요인파악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이
통화지표와 물가의
도입된 후 통화가 실물경
관계 분석
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

박영환 2005.1/4~ 시차변수,
추세 인플레이션
박근형
2013.2/4
기대인플레이션,
추정
(2013) (전년동기대비) GDP갭
이승용
한민
(2007)

1976.1/4~
2006.4/4
(전기대비)

시차변수,
GDP갭

0.89(’90~’11)
→
0.37(’00~’11)

추세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한 GDP갭의 인플레이션에
GDP갭 영향력
대한 영향력이 약화(기울
분석
기의 저하)

0.13
0.24(’76~’92)
→
0.10(’98~’06)

(해외연구)
국가

미국

일본
유로
캐나다

추정기간

기울기()

저자

1990~2014

0.2

Blanchard et al.(2015)

1978~2014

0.13~0.34

Coibion et al.(2017)

1960~2007

0.31

1985~2010

0.09

Ball·Mazumder
(2011)

2000~2016

0.11

Nishino et al.(2016)

1989~2004

0.10~0.26

1989~2015

0.11

1996~2013

0.3

Paloviita(2008)

Jarociński·Lenza(2018)
Bank of Canad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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