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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貨政策 運用體系의 形態
통화정책 운용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는 통화정책이 결정
되고 집행되는“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
로서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를 포괄한다.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이다.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
은 여러 목표를 가질 수 있으나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이다.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
이 물가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로서
환율, 통화량, 인플레이션율 등이 그 예이다. 중앙은행은 명목기준지표에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유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재량적으로 행동하는 것(discretion)보다는 명목
기준지표의 목표치라는 준칙(rule)을 따를 때 정책의 비일관적 행태
(time inconsistency)1)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제도적 측면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인
지,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제도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넷째,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모든 중앙은행들은 재할인정책, 지급준
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등 정통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나 분석수단 등을 활
용한다.
이처럼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크게 보아 네 개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는
데, 나라마다 각 범주에 포함되는 요소가 서로 다르다. 예컨대 우리나라
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① 최종목표면에서는 물가안정, ② 명목기준지
1)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한 이슈인 규칙 對 재량(rules vs. discretion)의 논쟁으로 귀결된다. 재량 보다는 준칙을 옹
호하는 논자들은 어떤 정책이든 재량적으로 하게 되면 정책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일관적(time inconsistent)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예를 들어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1주일후 시험을 보겠다고 공표했다고 하
자. 이 시점에서의 최적결정은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 하루전 수학교사의 최적결정은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교사는 시험공고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공부를 하도록 했으므로 구태여 시험
감독과 채점으로 인한 수고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학교사의 최적결정은 시험을 보
는 것에서 보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비일관성).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이 합리적이라고 할 때, 수학교사의 이런
유인(incentive)을 알 수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시험공고가 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아이
들을 공부시키려는 수학교사의 의도(정책의도)가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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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는 인플레이션, ③ 제도적 측면에서는 향상된 독립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의 강조, ④ 정책수단면에서는 보다 선진화되고 시장기능에 초
점을 맞춘 수단의 활용 및 분석기법의 채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첫째 요소인 최종목표나 셋째·
넷째 요소인 중앙은행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과 정책수단의 발달정도
등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며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개
는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인 명목기준지표의 선
택은 확실한 差別性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명목기준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특정 통
화량지표를 목표로 하는 통화 타게팅(monetary targeting), 환율을 목
표로 하는 환율 타게팅(exchange rate targeting), 특정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의 셋으로 분류된
다.2) 이제 세 가지 운용체계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표 2-1>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최종목표

물가안정(경제의 안정적 성장)

명목기준지표
제

도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정책수단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1. 通貨 타게팅
통화 타게팅은 통화지표(M1, M2, M3 등)의 증가율을 중간목표
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통화 타게팅은 1970년대 후반
2) 이밖에도 미국과 같이 별다른 기준지표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일명 just-do-it approach)도 하나의 독
립된 통화정책 운용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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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먼 교수가 이끄는
通貨論者(monetarist)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프리드먼은“인플
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라는 말을 하였는데, 다
시 말하면 물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통화량이므로
이를 적절히 제어해야만 통화정책의 최종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었다. 두 번째는 통화론자들의 주장과 이론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중에 1,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을 겪게 된 각국은 이를 제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일환으로 인
플레이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통화량을 중간목
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선택하였다. 통화 타게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밀튼 프리드만이 생각했던 것은 경제의 상황변화와 관계없이 매
년 통화를 일정한 비율만큼 늘려 가는“k% 준칙(k% rule)”
이었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통화 타게팅을 채택한 나라는 없었다. 또
한 통화 타게팅을 채택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80년대 들어 이를 포
기하였다.

美國
미국은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부터 M1, M2, M3 모두를 대상으
로 공급목표치를 설정하였다.3) 그렇지만 운용목표로 활용하는 페더럴펀
드금리를 중시하여 사실상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의 중요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6주마다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 차기 회의시까지 적용될 각 통화지표의
중간목표치와 이에 상응하는 페더럴펀드금리를 결정했는데, 통화지표 증
가율은 비교적 넓은 범위(예를 들면 M1은 3%∼6%, M2는 4%∼7%)로
정한 반면 페더럴펀드금리는 좁은 범위(예를 들면 7.5%∼8.25%)로 정하
였다. 또한 실제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뉴욕연준은 통화량과 페더럴
3) Mishkin(2000)에 따르면 1970년 연준의장으로 취임한 아더 번즈가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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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금리가 상충될 때 금리를 중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4)
그 결과 통화량은 항상 목표수준에서 벗어나 있어 이 때까지는 미국이
사실상 통화 타게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이 변한 것은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1979년 10월이었다. 당시는 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상승률이 두 자리수
를 기록한 때였는데 볼커는 통화론자의 견해를 수용, 제대로 된 통화 타
게팅을 시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연준은 페더럴펀
드금리 대신 비차입지준(non-borrowed reserve)5)을 운용목표로 선택
하였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방식은 통화량이 목표치를 벗어났을
때 이를 목표치 이내로 회귀시키는 자동조절기능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
어 통화가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하자. 이 때 은행들은 늘어난 통화에 해
당되는 만큼 중앙은행에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비
차입지준의 공급액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치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6), 이는 은행간 단기자금이 거래되
는 페더럴펀드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져 통화수요는 감소하고 따라서 통화량은
목표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화량을 목표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변동
을 용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실제로 이 조치 이후 페더럴펀드
금리는 10% 이하에서 20% 가까이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양상을 나타
내었다.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은 당연하였지만 통화량은 목표에서
유지되었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즉 1979년부터 1982년까
지 연준이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했던 M1은 한번도 목표치내에서 유지되
4) Mishkin(2000) 469쪽 참조
5)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하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도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
다. 첫째는 중앙은행의 대출창구로부터 직접 빌리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둘째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인데 은행시스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중앙은
행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다. 첫째 경우를 차입지준(borrowed reserves)
이라 하고, 둘째 경우를 비차입지준(non-borrowed reserves)이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차입지준은 그 비중
이 매우 낮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공급받는 비차입지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차입지준을 타게팅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전체 자금, 즉 지준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6) 중앙은행 대출창구로부터 빌리는 차입지준에 의존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은행이 자신의 자금운용능력이 떨
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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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의 금리와 통화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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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증가율(우축)

15

20

10
15
5
10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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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7)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관한 여러 설명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기간 중 금리자유화의 실시, NOW 계정8)의 도입 등 금융혁
신의 진전으로 통화수요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연준이 통화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했더라도 수요의 변동이 컸
기 때문에 실제 나타난 통화량은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
째는 애초부터 연준은 통화량의 목표범위 준수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설
명이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고금리 정책에는 많은 반대가
7) M1 증가율 목표와 실제 증가율
연 도

목표범위

실제증가율

1980
1981
1982

4.5∼7.0
6.0∼8.5
2.5∼5.5

7.5
5.1
8.8

8) 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계정은 당좌 예금식 저축예금구좌로 고객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당좌예금 특성) 동시에 이자도 받을 수 있다(저축예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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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를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통화량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
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9)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 1982년 10월에 연준은 운용목표를 비
차입지준에서 차입지준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사실상 통화량보다는 금리
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차입
지준은 그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이 큰 의
미를 갖기 어렵고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비차입지준을 탄력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페더럴펀드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금리를 안정시키는 대가로 통화량의 변동폭 확대는 불가피했다. 실제
1982년 10월 이후 페더럴펀드금리는 크게 안정되었는데 통화량은 이전
보다 변동폭이 더 커졌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을 허용하는 방향
으로 바뀌었던 데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금융혁신으로 통화가 매우 불규
칙한 움직임을 보이고 통화와 최종목표인 물가간의 관계도 불안정해짐에
따라 연준은 1987년 2월 중심통화지표를 M1에서 M2로 변경하였다. 그
러나 실제로는 통화량의 움직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리위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다가 연준은 1993년 7월 더 이상 통화 타게
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미국이 형식상 통화 타게팅을 실시한 기간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20여년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1979년 10월부터 1982년 10월까지의 3년
에 불과11)했으며 나머지는 금리를 중시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獨逸
독일은 스위스와 더불어 통화 타게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나
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1975년 협의의 통화인 중앙은행통화
(Central Bank Money : CBM)12)를 대상으로 통화목표를 설정하기 시
9) Mishkin(2000) 471쪽 참조. 한편 고금리로 인해 볼커가 이끄는 연준은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1982년 테네시 건축저널(Tennessee Construction Journal)의 표지에는 볼커와 6명의 연준 이사의 사진과“현
상수배 - 7인의 악당(Wanted, The Maleficent Seven)”
이라는 제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0) 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선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차입
비용이 낮은 연준의 대출창구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연준은 이러한 유인을 없애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리를 낮춘다. 결국 차입지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금리변동폭을 줄인다는 의미가 된다.
11)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간을“통화주의자의 실험기간(monetarist’
s experiment)”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현금통화 + 필요지준(1974년 1월의 지준율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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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이후 1988년 중심통화지표를 CBM에서 M3로 변경하였으며
통화정책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관되기 이전인 1998년까지 통화
타게팅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목표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이고 실용적인(flexible and pragmatic) 자세를 견
지하였는데 이는 독일연방은행이 대표적인 보수적 通貨主義論者일 것이
라는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다. 실제 통화 타게팅이 시작된 1975년부
터 78년까지 4년 동안 통화는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1980∼81년중에는
목표를 하회하다가 1986∼88년중에는 다시 넘어섰다. 이처럼 독일연방
은행이 목표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마르크화의 대외가치를 안정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즉 1977∼78년과 1986∼87년에는
마르크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하였으며, 1980
∼81년에는 반대로 마르크화의 약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줄였
던 결과 통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표 2-2>

마르크화 환율과 통화공급
1977

1978

1980

1981

1986

1987

13.5

8.8

0.9

-24.3

26.2

17.3

연중통화공급 목표치

8.0

8.0

실적치

9.0

11.4

마르크화의 對달러화 절상률

5.0∼8.0 4.0∼7.0
4.8

3.5

3.5∼5.5 3.0∼6.0
7.8

8.1

독일은 1990년 6월 통일 이후에도 통화 타게팅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
러나 통독비용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1991년 하반기부터 통화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992∼93년중에는 통화증가율이 목표를
상회하였다. 한편 독일연방은행은 1999년부터 출범하는 유럽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EMU)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7년 및
1998년의 연간 목표의 중심치를 이전에 비해 다소 낮은 5%내외에서 설
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독일연방은행은 전체 통화 타게팅 기간 가운데 약 50%
가량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독일의 통화
타게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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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M3 증가율 목표치 對 실적치1)

<표 2-3>

(%)

19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목표치

실적치3)

목표달성여부

3∼6
5
4∼6
3∼52)
3½∼5½
4½∼6½
4∼6
4∼6
4∼7
3½∼6½
3∼6

7
5
6
5
9
7
6
2
8
5
6

×
○
○
○
×
×
○
×
×
○
○

주 : 1) 1991년도부터는 통일독일 기준 2) 수정전 목표치: 4∼6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 Deutsche Bundesbank, Annual Report 각호

첫째는 독일연방은행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
국 시절 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신설된 독
일연방은행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였으며13) 연방은행은 이러한 법적
위상을 바탕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
게 되었다. 따라서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목표수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인
플레이션 퇴치자인 연방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이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안정될 수 있었다.
둘째는 통화 타게팅과 더불어 물가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은 1974년 통화 타게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기물가목표
(medium term inflation goal)를 4%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4%는“불가피한 물가상승률(unavoidable rate of price increase)”
로
서 연방은행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장기적 물가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
실을 명백히 하였다. 1984년 이 물가수준이 달성되자“불가피한 물가상
승률”
을“규범적인 물가상승률(normative rate of price increase)”
로
개칭하면서 그 수준을 2%로 낮추었으며, 1998년에는 다시 1.5%∼2%로
13) 전후 제정된 1949년의 신헌법은 악성 인플레이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중앙은행제도를 명문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57년 7월 독일연방은행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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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조정하였다. 이처럼 독일연방은행은 매년 통화목표를 설정, 발표하
였지만 수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물가수준을 함께 제시하였
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통화목표에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이를 독일연방
은행이 제시하는 물가수준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독일연방은행도 통화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地上命題로 설정했다
기보다는 일반의 성급한 긴축완화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방패(shield)로
서,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정치경제적 장치(political economic apparatus)로서, 그리고 일반의 관심을 물가안정이라는
장기적 목적에 두게 하는 일종의 절차(procedure)로서 인식하고 유연하
게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독일에서는 금융혁신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통화량의 불규칙한 변동이나
최종목표와의 관계 불안정화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독일연방은행의 통화관리 방식은 유럽중앙은행에 그대로 계승
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二元體制(two pillar
system)”
라고 불린다. 즉 소비자물가기준 2%의 물가목표를 제시하면서
M3를 참고지표(reference value)로 함께 공표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
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중앙은행은 이같은 二元體制가 명목기준지표에 대
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1975년 가을에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M1을
중심지표로 공급목표를 설정,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타게팅 첫해인
1976년 증가율목표치를 10∼15%로 설정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으나 1978년부터는 통화목표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자금관리계정(cash management account :
CMA)의 확산, 每日利子支給附 저축계정(daily interest savings
accounts) 도입, 저축계정과 개인당좌계정을 통합한 종합계좌(all-inone account) 등 결제성과 저축성을 겸비한 상품의 대거 등장으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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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지 않는 요구불예금의 수요가 줄어 M1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
다. 둘째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통화량보다는 환율의 움직임을 중
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캐나다에서는 1977년 이후 미달러화에
대한 캐나다달러 가치의 지속적 하락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
용하였다.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M1 증가율이 목표범위를 하회하는 문제가 나타났다.14)
통화 타게팅을 채택했던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를 중심통화지표
변경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1982년 통화 타게팅
자체를 포기하였다. 당시 중앙은행 총재였던 제라르 보위(Gerald
Bouey)는“우리가 통화지표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렸
다(We didn’
t abandon monetary aggregates, they abandoned
us)”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후 1991년 2월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도입할 때까지 10년 동안 캐나다는 별다른 체계 없이 상황에
따라 명목소득, 생산량, 물가, 환율 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15)

英國
영국은 1976년부터 민간화폐보유액과 거주자의 파운드화 예금으로 구
성된 스털링M3를 대상으로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본격적인 통화 타게팅이 실시된 것은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수당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1980년
부터 중기재정계획(Medium Term Financial Strategy)를 작성하였는
데 여기에서 스털링M3의 향후 4년간 목표치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통화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스털링M3는 계획이 시작된 직후부터 목
표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되었
던 데다 補完的 特別預置金制度(Supplementary Special Deposit
Scheme: 일명 corset)16)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이 크게 늘어났
14) 자세한 내용은 Thiessen(1983) 참조
15) Thiessen(2000) 참조
16)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의 要附利適格負債(interest-bearing eligible liabilities)의 증가율이 영란은행의 가이드라
인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무이자로 영란은행에 예치토록 한 일종의 한계지급준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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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
영란은행은 스털링M3 수요의 증가를 수용하여 목표치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였다. 그 배경을 보면, 1980년초 영국 파운드화는 북해유전의 발
견과 고금리 등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물가안정에는 기여
하였지만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후퇴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줄일 경우 금리상승이 유발되어 실물경제 침체
가 가속될 위험이 있었다. 결국 영란은행은 통화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내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목표범위 이탈을 허용한 셈이다.
이후에도 가속되는 금융혁신 등으로 스털링M3의 불안정이 계속되자
영란은행은 1984년부터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
금의 합인 협의의 M0도 중심지표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다. 그러나 M0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통화지표 증가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통화지표
간 괴리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통화량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
하기 어려워지자 영란은행은 1980년대말부터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17) 영국은 1990년 10월 환율조정메커니즘
(ERM)에 가입하면서는 사실상 환율 타게팅에 의존하였다가 ERM을 탈
퇴한 직후인 1992년 10월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이행하였다.

開途國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 각국은 1970년대 후반기에 통화 타게팅을 도
입하였으나 금융혁신의 진전 등으로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이를 포기하고 다른 체제를 모색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이
느슨한 형태의 통화 타게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선진국 가운
데 아직도 통화 타게팅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18)
이에 비해 동구의 체제전환국이나 개도국들은 아직도 통화 타게팅을 통
화정책 운용체계로서 활용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1998년말을 기준으로
93개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개의 체제전환국,
그리고 18개의 개도국이 아직도 통화량을 중간목표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17) 1980년대 들어 현금관리기술의 발달로 결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과거보다 적게 보유해도 되었던 반면 금융자
유화의 영향 등으로 새로운 상품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광의의 통화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18) 과거 독일과 함께 대표적인 통화 타게팅 국가였던 스위스는 통화량이 기준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해감에 따라
1999년에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2000년에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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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19)
이처럼 선진국과는 달리 통화 타게팅이 아직도 개도국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는 것은 개도국의 경우 통화수요함수를 교란시킬 만큼 금융혁신이
광범위하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대출을 직접 통제하면 통화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 통화량 조절이 만연해 있는 일반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정책대
안을 활용할 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2-1

통화의 이해
일반적으로 통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통화적 특성(moneyness)을 갖는 금융자산
군으로 정의된다(IMF,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2000.10월).
첫째,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기능을 수행하는데 물물교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재화와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수단이다. 둘째, 가치 저장(store
of value)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부(wealth)의 소유를 가능케 한다. 셋째, 회계단위
(unit of account)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가치의 비교가 가능하고 각종 財務諸表를 작성할 수
있다. 넷째, 移延支拂의 기준(standard of deferred payments)으로서 금융계약에
있어 현재가치의 미래가치로의 移延과 관련된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통화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금융자산의 포괄
범위를 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금융혁신의 진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
산이 새롭게 개발·도입되고 이들이 기존의 통화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화에 속하는 금융자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도 시대가 변하면
서 바뀌어 가고 있다. 나라별로 금융제도나 금융환경의 발전단계에 따라 통화에 속하는
금융자산의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 IMF의 통화 구분 )
IMF는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금융혁신,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구조변화, 금융수단의 다기화, 금융거래 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통화금융
통계에 관한 지침」
(1984)을 개편한 통화금융통계 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19) Mahadeva and Sterne(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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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Manual)을 확정·발표(2000.10월)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통
화를 새롭게 구분·정의하였다.
먼저 俠義의 通貨(Narrow Money)는 화폐의 거래적 기능을 중시하는 통화개념으로
현금통화와 예금 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廣義의 通貨(Broad Money)는 협의의 통화에다 이와 대체관계가 높은 예금취
급기관의 통화성부채#를 포함한다. 광의의 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명목
산출액(nominal output) 등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 중앙은행의 통제 가능성 등을 감안
하여 선택한 것으로 IMF는 이를 대표적인 통화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最廣義의 통화로 유동성(liquidity)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광의의 통화에
다 이와 유사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회사, 연금 및 투자기금 등 비예금취급금융기관
의 통화성 부채##와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CP, TB 등 유동성부채중 민간보유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 우리나라의 통화 구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를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별 유동성 정도에 따라 통화(M1),

통화지표별 구성내역
(2001년 6월말 현재)

민간의 화폐보유액
(16조원)
<1.6%>

현금통화(16조원, 1.6%)

통화금융기관
요구불예금
(31조원)

통화금융기관 CD
금전신탁

비통화금융기관
예수금,
금융채,
환매채
상업어음매출,
표지어음매출

(82조원)

(445조원)

<8.5%>

<46.2%>

통화금융기관
저축성예금,
거주자외화예금
(388조원)
<40.4%>

<3.2%>

M1(47조원, 4.9%)

주 : 퍼센트(%)는 전체 M3대비 비중

M2(435조원, 45.2%)

MCT(517조원, 53.8%) M3(962조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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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화(M2), MCT 그리고 총유동성(M3) 등의 형태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먼저 통화(M1)는 민간보유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합계
로 정의되며 포괄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다. 총통화(M2)는 M1에 포함되는 현금
과 요구불예금에다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하는데 1979부터 1997
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심통화지표로 사용되었다. MCT는 M2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을 포함하는 통화지표로서 1997년부터 새롭게 정의되어 편제되고 있는 통화
지표이다. 最廣義의 통화지표는 總流動性(M3)인데 여기에는 MCT에 비은행금융기관
의 각종 예수금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표지어음 및 상업어음매
출 그리고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M3를 중심통화지표로 이용한 바 있으나 2001년부터는 감시지표(Monitoring
Indicator)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는 금융자산 중심이 아닌 금융기관 중심의 편제방식을
따르고 있어 통화지표가 실제 유동성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IMF가 권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심의 새로운 통화지표의 편제를 추진중에 있다.
* IMF는 종전에 금융기관을 통화창출기능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 예금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왔
으나 2000년 10월의 개편 매뉴얼에서 이를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기타 금융중개기
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금융기관의 영업유형이나 금융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 요구 즉시 상환 가능하거나 수표, 지시서 또는 기타 이체수단에 의해 즉시 이전이 가능한 예금(transferable
deposit)으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NOW 계정, ATS(Automatic Transfer Service) 계정 등이 포함된다.
# 저축성예금, CD, RP 등 단기금융시장 상품, 금융채(financial debentures) 등을 포함하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은 제외된다.
## 보험계약준비금, 비예금취급금융기관 발행 장단기 채권 등 포함된다.

2. 환율 타게팅
일반적 환율 타게팅
환율 타게팅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비율인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을 통화정책의 第一 책무로 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예외 없이 환율 타게팅이라
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고정환율제도는 유럽통화동맹(EMU)이나 뒤에서 살펴볼 통화
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 미달러화 통용제도(dollar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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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를 들 수 있지만 중심환율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동만을 허용하는 크
롤링 페그(crawling peg)와 같은 중간단계의 환율 타게팅을 실시하는 나
라들도 있다.
이들 나라들은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조절, 외환시
장 개입(market intervention)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예컨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국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국
내금리를 인상하여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든가, 아
니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달러를 팔고 자국통화를 매
입함으로써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든가 한다.
고정환율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환율 타게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30년대 大恐慌시까지 유지되었던 금본위제(gold standard)가
대표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는 금과 각국 통화간에 일정
한 비율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을 매개로 통화간 환율이 자연스럽
게 정해졌다.20) 1차대전 이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때문에 대공황이 촉발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21)
2차 대전이후 새로이 구축된 브레튼우즈 체제도 금본위제도의 정신을
이어 받은 고정환율제였다. 즉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된 金平
價(gold parity)를 유지하고 각국은 자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설정한
후, 이의 상하 1% 범위 안에서 환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가 중심환율 기준 ±1%를 벗어날 경우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원래 수준으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었다.
1973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조치로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자 세계 각
국은 저마다의 사정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나
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최근까지 자국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연동시
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 금 1온스가 20달러, 4파운드와 교환된다면 미달러화 對 영국 파운드의 환율은 5:1로 고정되는 셈이 된다.
21) Wicker(1969), Brunner와 Meltzer(1968), Wheelock(1992) 등은 미 연준이 금본위제에 집착했던 것이 대공황
을 더욱 가속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한 후 미국도 조만간 금본위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과 예금이 대거 유출되자 미 연준은 금본위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재할인율
을 인상하고 공채매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금리상승을 적극 유도했는데 이것이 침체된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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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타게팅의 장점 )
환율 타게팅의 가장 큰 장점은 강한 펀더멘털을 가진 나라, 특히 물가
가 안정된 나라(anchor country)의 통화에 자국 통화가치를 고정시킴으
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
들은 수입물가 안정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곡물
을 수입하는 남미 국가가 미 달러화에 대해 일정 환율을 유지한다고 하
자. 수입물가는 미국의 국내가격과 환율변동에 의존하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고 환율변동도 없기 때문에 수입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다. 또 다른 경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제거를 통해서이다. 통상 높
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국민들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가 실제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강한
펀더멘털을 가진 나라에 통화가치를 연동시킨다는 방침이 발표되면 국민
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단시일내에 낮아질 수 있다. 극적인 디스인
플레이션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은 예외 없이 환율 타게팅을 채택했던 국
가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22)

참고 2-2

超인플레이션을 극복한 아르헨티나의 경험
제2차 페론 정권 말기인 1975년과 1976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00%, 417%였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한 것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데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권력으로
보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76년 집권한 비엔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종
래의 국가주도형 경제를 자유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입자유화, 가격통제철폐, 금리
자유화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정적자축소와 임금상승억제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은 비교적 주효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80∼1981년
중 100% 수준까지 점차 낮아졌다.
한편 1982년 포클랜드전쟁중에는 戰費염출을 위해 물품세율을 인상하고 공공요금 및
국영기업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終戰 후에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수입격감, 페

22) Mahadeva and Sterne(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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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속에서도 물가오름세는 더욱 확대되어
198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4%를 기록하였다.
1983년 말에 집권한 알폰신 민간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물가통제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였
다. 그러나 1984∼85년에도 소비자물가는 매년 600% 이상씩 상승하였으며 1989년과
1990년에는 3083%, 2370%의 超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1991년 4월 통화발행의 자율성을 포기하면서 통화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물가
는 급속히 안정되어 1992∼99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5.4%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다른 장점은 換리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
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외국에
서 돈을 빌려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 때 환율이 불안하다면 투자자는 위
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A사가 1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일 경우 A사는 환전한 1,200억원을 주식에 투자하였고,
20%의 수익을 올렸다면 총액은 1,440억원이 될 것이다. 만약 환율이 원
래 수준을 유지한다면 달러기준으로 1억 2천만달러가 되겠지만, 환율이
절하되어 달러당 1,440원이 되었다면 달러기준으로는 1억달러가 된다.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을 냈지만 환율변동 때문에 달러기준으로는 수익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따라서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외국인들은 투자를 꺼
리게 된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개
도국의 입장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줄어들어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 환율 타게팅의 단점 )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 타게팅은 단점도 있다. 먼저 환율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자기나라 사정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는 뜻이다. 환율은 외환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를 일정수준
에서 묶어두려면 앞서 지적한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을 사고 파는
시장개입을 실시하든지, 금리를 조절하여 외국통화와 자국통화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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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익률을 조절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상승했다면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달러 가격을 다시 낮
출 수 있다. 그러나 달러를 시장에 팔고 받은 국내통화는 중앙은행 계정
에 흡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를 긴축 운영한 셈이 된다.
또 다른 정책은 금리를 대폭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통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내 금융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달러를 팔고 국내통화를 사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환
율은 다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
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이 되어 버린다. 만약 당시 경제상황이
긴축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썼다면 경기는 더욱 침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
용하는 정책이 국내 경제사정에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
에서 통화정책은 자주권(autonomy)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3元 體制의 不可能性
(impossible trinity)”
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이론적
으로 볼 때 ① 고정환율제도 ② 자본자유화 ③ 국내상황을 고려하는 독자
적 통화정책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향유할 수는 없으며 이 중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이전의 금본위제도는 자본
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극단적 고정환율제도였다(①,②).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였지만 재정·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
정을 도모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독자성을 인정받았다(①,③). 따라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자원과 기술의 이전을 통해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다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자본이동을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각
국은 고정환율제도와 독자적인 통화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면서 환율 타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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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나라들은 통화정책 주권의 포기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변
동환율제로 이행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 통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4>

환율제도와 impossible trinity의 관계
고정환율제도

자본이동 자유화

통화정책의 자주성

금본위제도

○

○

×

브레튼우즈 체제

○

×

○

변동환율제 채택(근래)

×

○

○

고정환율제 고수(근래)

○

○

×

환율 타게팅의 두 번째 약점은“투기적 공격(speculative attack)”
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고정시키다 보면 시장원리
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통화의 상대가치란 그 나라의 경
제사정이나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이를 고
정시킬 경우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과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국의 경제가 물가상승, 성장둔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나
라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B국의 통화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해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면 그 나라 통화가치는 분명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투기의
소지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투기세력은 과대평가된 통화가 언젠가는 절
하될 수밖에 없다는 기대하에 해당 통화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투기공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통화가치는 일시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투기세력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1992년 유럽에서 있었던 환투기와 이로 인한 환율제도의 혼란은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23) 유럽국가들은 1979년 일종의 고정환율제도
인 환율조정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을 발족시켰
23)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도 이러한 투기공격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동 체제하에서 영국 파운드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 : 2.8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1967년 들어 파운드의
고평가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파운드화 매각과 달러화 매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었다. 영란은행은 환율 유지를
위해 파운드화를 꾸준히 사들였으나 준비자산이 거의 고갈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간파한 투기세력은 11월 17일 하
루동안 10억달러를 매입하였다. 결국 영란은행은 11월 18일 파운드화를 14% 평가절하하였는데 이로써 투기세력
은 단 하루만에 1억 4천만달러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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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통화 상호간에 중심환율을 설정하고 이로
부터 ±2.25% 내에서 환율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환율이 여기에서 벗어
날 경우 시장개입 등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회원국 통화
간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막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1992년 9월에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은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로 물가상승률이 1990년의 3%에서 5%로 상승하는 등 어
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연방은행은 1991년
초부터 재할인금리를 네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고금리정책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금리가 높아지자 마르크화는 영국 파운드를 비롯하
여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 대폭 절상되었는데 ERM을 유지하려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든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그런데 영국은 당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인
상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간파한 투기세력은 영국 파운드의 평가
절하는 시간문제라고 예상하여 파운드화를 대량 매각하고 마르크화를 매
입하였다.
ERM 유지를 위해 마르크화를 팔고 자국 통화를 매입하던 영란은행은
파운드화의 투매가 계속되자 9월 16일 하루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
행 대출금리(minimum lending rate)를 10%에서 15%로 대폭 인상하였
다. 그러나 파운드화의 투매는 계속되어 ERM내의 환율 하한폭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영국은 같은 날 ERM 탈퇴를 선언하고 파운
드화의 對마르크 환율을 10% 평가절하하였다. 평가절하 직전 파운드
를 팔고 마르크를 산 투자자들은 불과 며칠만에 10%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탈리아도 영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ERM에서 탈퇴하
고 환율을 15% 절하하였다. ERM 사태로 인하여 중앙은행들은 40억
∼6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았으며, 투기자들은 그만큼 이익을 보
았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유명해진 죠지 소로스의 헤지펀드는 10억 달
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1994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페소
화 위기,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멕시코는 만성적인 高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하여 1987년
페소화를 미달러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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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으나 페소화가 고평가됨에 따
라 수출경쟁력은 낮아졌다. 그 결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
되었는데 1994년에는 정치불안까지 겹쳐 경제가 불안해졌다. 멕시코 정
부가 환율방어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회의적으로 보았으
며 곧 페소화 투매가 시작되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대출금리를 10%에
서 20%로 두 배 올리고 3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량을
환율방어에 투입하였지만 투기적 공격을 진정시킬 수 없어 1994년 12월
20일 페소화를 평가절하였다. 페소화 가치는 단기간내에 50% 가량 폭락
하였으며, 평가절하 이전에 페소를 달러화로 바꾸어 둔 투자자들은 막대
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1997년에 발생한 바트화 사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태국은 외국자
본 유치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이
를 태국 국내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태
국정부는 1984년부터 미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
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대략 1달러당 25바트 가량의
환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고평가된 환율에
의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5월 이후 부실화된 금융시스템 문제
가 드러나면서 태국정부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
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바트화의 투매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였지만 두 달 후인 7월 2일
결국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바트화는 일시에 미달러화에 대해
16%나 절하되었다. 이러한 투기적 공격과 환율절하는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으로 빠르게 전염되어 급기야 동남아 외환위기로 발전하
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과 괴리되어 있을 경우 환율
타게팅은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의 경우
고정환율제는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을 유동화시키는 변동환율
제로 이행하였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의 미시킨 교수는 환율 타게팅이 갖는 단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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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신호(signal)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고 있다. 이는 특히 개도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 나라에는 채권시장
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
이 과도히 팽창적이라는 조짐이 있으면 채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
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 매우 민감히
반응한다. 그런데 개도국에는 효율적인 채권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통화정책이 과도히 팽창적이 되더라도 채권시장이 이를 경고하는 역
할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환율이 유동적이라면 환율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 과도한 팽창정책을 추구할 때 그 나라 통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주의
를 환기시킬 수 있는데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를 탐지하여 경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멕시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
들이 종전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던 제도는 엄격
한 고정환율제(hard peg)는 아니었다. 중심환율에 일정폭의 변동을 허용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완전한 고정환율제와 완전한 변동환율
제의 중간형태(intermediate)로 분류하기도 한다. 외환위기는 이러한 중
간형태의 환율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며
그래서 엄격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든지, 아니면 완전변동환율제를 채
택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兩極端의 견해(bipolar view 또는 two-corner solution view)”
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24)
실제로 1991년과 2000년 사이의 환율제도 변화를 보면 엄격한 고정환율
24) 영국에서 발행되는 유력 시사주간지 Economist는 양 극단 가운데 변동환율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Economist지는 2000년 10월 28일자 기사(Falling again)에서 동남아국가들이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자 일부
시장개입으로 대처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파블로프의 개도 이보다는 빨리 배울 것이다.........다시
한번 통화가치가 하락하자 그들은 아주 친숙한 버튼 - 우려감의 표명과 잘못된 시장개입 -을 누르려 한
다...............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완전한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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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25개국에서 46개국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36개국에서 78개국으로 각각 늘어난 반면 중간형태의 환율제도
를 채택한 국가는 98개국에서 62개국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환율제도 선택국가수 변화
(개)

환율제도
고정환율 제도
중간단계 제도
자유변동 제도
합

계

IMF 분류
통화동맹,
통화위원회제도
Crawling Band,
Crawling Peg,
Peg 및 Band 제도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1991

2000

25 (15.7)

46 (24.3)

98 (61.6)

62 (34.1)

36 (22.6)

78 (41.6)

159(100.0)

186(100.0)

주 : ( )내는 구성비(%)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는 엄격한 고정환율제도의
한 형태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환율에 의해 자국통화를 외국통화(주로
달러화)와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이 자의적으로 통화를 늘리지 못하며 외환보유액 규모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된다. 이 제도는 통화공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제주
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환율 타게팅의 단점들, 즉 통화정책의 자주권 상실, 투기적
공격에의 취약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화위원회제도의 대표적 사례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1980
년대중 연1000%를 넘는 超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물가폭등의 악순환
을 끊기 위하여 1991년 4월“通貨兌換法(Convertibility Law)”
을 제정,
1페소–1달러의 교환을 보장하는 통화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를 도입한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다. 1990년
800%를 넘던 물가상승률이 1994년에는 5% 이하로 떨어졌으며 대외 신
인도 회복에 힘입어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1990년 1%에
도 못 미쳤던 외국인투자의 명목GDP에 대한 비율이 1993년에는 11%까
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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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4년말 발생한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를 계기로 동 제도의 취
약성이 드러났다. 외환위기 전염가능성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달러로 바꾸었는데 예금 인출로 통화량이 크게 줄었으
나 외환보유액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늘릴 수 없어 극심한 경
기침체가 초래되었다. 1995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
고 실업률도 15%를 넘어섰다.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차츰 회복되었으나 1999년초에 발생한 브라질
금융위기로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브라질이 1994년부터 유
지해 왔던 크롤링 페그를 포기하고 1999년 1월 18일 변동환율제도로 이
행함에 따라 브라질 헤알화는 1월 12일∼25일중 32% 가량 평가절하되었
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1달러 1페소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
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비해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
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
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과연 통화위원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아르헨티나는 1999년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더욱 커짐에 따라 2001년 6월 기존의 통화위원회제도를 변경
하였다.25) 종래 미 달러화에 대해서만 1:1 비율로 페그하던 것을 유로화
와 미달러화 비중을 각각 50%씩 하는 복수바스켓 환율제도로 바꾸었는
데 시행시기는 페소화의 급격한 절하를 막기 위하여 달러화와 유로화 환
율이 1:1이 되는 시점까지 연기하였다. 그러나 7월 들어 외채상환불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등 아르헨티나는
또 다른 외환위기를 맞고 있다.26)
통화위원회제도는 아르헨티나 이외에도 홍콩(도입연도 1983년), 에스
토니아(1992년), 리투아니아(1994년), 불가리아(1997년), 보스니아(1998
년)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25) 환율제도변경 법안은 4월 11일 카발로 경제부장관이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11일 하원을, 20일 상원을 통과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26) 아르헨티나는 2001년 8월 IMF와 80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에 합의함으로써 1,300억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의
불이행과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 합의한 제
로 적자 재정정책과 공공부문 임금삭감 및 13%에 달하는 연금의 삭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의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되어 대외부채 상환불능과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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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러화 통용제도(dollarization)
미달러화 통용제도(dollarization)는 환율 타게팅의 가장 극단적 형
태로서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미 달러화를 法貨로 사용하는 것이다. 파
나마는 이미 1904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에쿠
아도르가, 2001년 1월 엘살바도르가 이를 도입하였다. 2000년 12월
과테말라 의회가 미달러화 통용제도의 도입을 승인함으로써 조만간 과
테말라도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1999년초
브라질의 금융위기시 아르헨티나가 기존의 통화위원회제도 대신 이 제
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코스타리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미달러화 통용제도 역시 고정환율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정환율제가
갖는 장점, 즉 물가안정, 대외신인도 상승 등을 향유할 수 있다. 반면 국
내 통화주권의 포기로 인해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27) 가장 중요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貨幣鑄造差益(시뇨리지)의 상실이다.28) 시뇨리
지란 생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화폐를 높은 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중
앙은행과 정부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29) 그런데 달러화를 법화로 사용하
게 되면 이런 이익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부재정수입 감소를 세
금인상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 2-3

에쿠아도르의 미달러화 통용제도 도입 배경과 실적
에쿠아도르는 1999년 들어 경기침체, 초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및 브래디
채권 등 일부 대외부채에 대한 지급불능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자밀

27) 미국은 1988년 노리에가 장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파나마에 대한 달러화 공급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28) 미달러화 통용제도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이 얻는 시뇨리지 수입의 일부를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배분
하자는 논의가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9년 4월 12일과 7월 15일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의 청문회에서 W.
Angell, G. Calvo, M. Gavin 등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29)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주조비용이 10밖에 들지 않는 화폐의 유통가치가 100일 때 나머지 90이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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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후아드(Jamil Mahuad) 대통령은 환율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대외신인도
회복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9일 경제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미달러
통용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달러통용제도에 찬성하였으나 노조와 농업에 종사하는 인디언 원주
민들은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격렬히 반대하였다. 급기야는 수천명의 인디
언들이 군인들의 도움으로 국회건물을 점거하고 1월 21일 국민해방군사정부(junta
national salvation)를 수립하여 마후아드 대통령을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통화제도 변
화가 정변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1월 22일 부통령이었던 구
스타보 노보아(Gustavo Noboa)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군사정부는 해체되었다.
신임 노보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국회는
2월 29일 미달러통용제도 실시를 포함한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쿠아도르
통화의 달러전환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에 모든 통화가 달러로 대체되
었다.
미달러통용제도를 실시한 2000년 에쿠아도르 경제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
며 2001년에도 5%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유가 상승 및 기술적 반등에도 기인하였지만 미달러통용제도 실시에 따른 국민의 신뢰
(confidence) 회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달러통용제도의 장
기적인 성공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전기산업의 민영화, 석유산업의 민간자본 참
여, 은행 및 세제개편 등 여타 부문의 개혁 성패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인플레이션 타게팅
인플레이션 타게팅(일명 물가안정목표제)이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
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
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서 1990년대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통화
정책 운용체계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
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이후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시장
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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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도입시기1)

<표 2-6>

도입시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8.

1999.

2000.

3월
1월
2월
1월
10월
1월
2월
1월
9월
11월
1월
1월
10월
1월
6월
9월
1월
2월
4월

도입국가
뉴질랜드
칠 레
캐나다
이스라엘
영 국
스웨덴
핀란드2)
페 루
호 주
스페인2)
한 국
체 코
폴란드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스위스
남아프리카
태 국

주 : 1) 2000년 11월 기준 2) 1999년 유로도입으로 통화정책 상실
자료 : Mishkin and Schmidt-Hebbel(2001)에서 재인용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특징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通貨政策 運用體系의 代案으로 도입 )
통화 타게팅, 환율 타게팅 등은 나름대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적
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 이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1990년 3
월 뉴질랜드가 최초로 도입하면서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
하였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초기에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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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外的 側面의 重視 : 信賴性 확보가 핵심적 관건 )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내부과정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타게
팅은 다른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물가안
정이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최고의사
결정기구가 운용목표(주로 단기금리)를 정하고 다양한 정보변수와 정책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다른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근본적으로 다
른 점은 통화정책의 대외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은
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목표를 명시적·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일반국
민들이 이 목표를 準據로 하여 각종 경제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의사소통과 피드백 관계(communication and feedback)”
를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물가목표는 노사
간 임금협상이나 공공요금 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값이나 전
세값과 같은 서비스 요금의 결정시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와 같이 대외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
려면 통화정책 또는 중앙은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credibility)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중앙은행의‘약속’
에
대한‘믿음’
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만약 일반국민들이 중앙은행을 신
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약속, 즉 물가목표도 믿지 않
게 되어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신뢰성이 약한 중앙은행이 금년 물가를 3%에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
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임금협상에서 10%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서비스업자들도 요금을 10%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성공을 위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대단히 중
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처음부터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 연준이나 독일연방은행은 이 제
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국은 다양한‘신뢰성 보강장치’
를 모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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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보강을 위한 장치는 ①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전념할 수 있도
록 독립성을 강화, ②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정책수행에 책임을 질 수 있
도록 책임성(accountability)을 부여, ③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하므로 통화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고 정책홍보를 강화하
는 등 세 가지를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준비은행, 영란은행 등이 법제 개편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
였으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한 책
임을 부과30)하거나 정책수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금리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의 결
정 내용을 즉각 공표하고 정책결정 과정이 수록된 중앙은행 의사결정기
구의 의사록을 공개하며, 총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수시로 정책내용
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 보강장치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신뢰성이 저절로 확보되
는 것은 아니며 중앙은행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목표를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성가와 실적(track record)을 쌓아 나가야만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신뢰성 보강장치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성 보장

물가안정 실적

·물가목표 준수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 강화

신뢰성 향상

제도의 성공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對국회 보고
·정책결정 내용의 즉시 공표
·정책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대한 연구,
대외 홍보

30) 법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뉴질랜드 준비은행 총재의 해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통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로만 국한된다. 통상 목표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와
조치내용을 정책 성명서(Policy Statements)를 통해 설명한다(뉴질랜드 중앙은행법 제15조). 그러나 설사 해임
등의 실질적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목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앙은행에게는 정책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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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미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블라인더(A. Blinder) 프리스턴대 교수는 84명의 각국 중
앙은행 총재와 53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대외에 약속한 대로 행동해 온 역사(a history of doing what it says it will do)”
를 확립하는 것이 신뢰성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직성(honesty)이 신뢰확보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역사, 정책운용의 투명성
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대규모 재정적자가 있을 경우 이를 화폐발행으로
보전(monetization)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fiscal discipline)도 통화
정책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준칙(rule)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높은 인
플레이션이 야기되었을 때 총재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계약을 맺는 방안
은 신뢰성 확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 결정요인
결정요인

중앙은행 총재

경 제 학 자

평점

표준편차

순위

평점

표준편차

순위

정직의 전통

4.58

0.52

1

4.30

0.80

1

중앙은행 독립성

4.51

0.63

2

3.99

0.86

2

인플레와의 투쟁역사

4.15

0.67

3

3.83

0.86

3

투명성

4.13

0.71

4

3.44

1.18

4

건전재정

3.92

0.93

5

3.27

1.14

5

준칙 설정

2.89

1.01

6

2.32

1.06

6

책임부과 계약

2.15

1.10

7

1.95

0.96

7

주 :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1∼5의 점수(1=중요하지 않음, 2=약간 중요, 3=다소 중요, 4=상
당히 중요, 5=매우 중요)를 부여하고 동 점수를 합산·평균한 점수를 각 항목의 평점으로 하고 평점이 높은
항목에 대해 높은 순위를 부여
자료 : Blind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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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精巧하고 先進的인 通貨政策의 下部構造 필요 )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하
는 방식이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아니면 정책을
수정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경로를 따라 움직일지를 정확히 판단해
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우수한 인플레이션 예측능력을 갖추
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물가 서베이, 장단기금리격차, 일반채권과 물가연동채권의 수익률
격차 등 향후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각종 정보변수를 개
발·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가장 市場親和的인 통화정책 운용체계이므
로31) 발달된 금융시장이 필요하다. 동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금리
를 운용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이 수행되므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
동되고 금리경로에 의한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한 발달된 금융시
장의 존재가 필요하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중
앙은행은 금리인상을 통해 대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
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시스템이 건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족한 것들로서 이들 나라
가 인플레이션 타게팅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란 일종의 學習過程(learning process)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이 逆으로
금융시장 발달 및 통화정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는 견해도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主要 論点
( 누가 目標를 정하나?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구체적인 인플레이
션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재무부장관
31)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물가안정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단순명료한 정책논리로 일반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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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앙은행 총재가 정책목표협약(Policy Targets Agreements : PTA)
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캐나다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이
공동으로 물가목표를 설정·발표한다. 다만 영국은 재무부장관이 주도적
으로 결정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
적으로 설정·공표한 목표를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 가격정책, 산업정책 등
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협조가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32)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
이 일방적으로 2%의 물가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때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다면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한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하다면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발표하는 물
가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
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물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떤 指標를 목표로 할 것인가? )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속보성이 있는 물가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이다. 그러나 CPI는 수요측 요인뿐 아니라 간접세 등의 세율,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가격 변동 등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쉽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CPI에서 이를 제외한 根源인
플레이션율(underlying inflation rate)을 목표대상 물가지수로 하고 있
다. 다만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임금이 CPI상승률에 연동(wage indexa32)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목표독립성(goal independence)은 통화정책의 목
표를 정부의 간섭 없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수단독립성(instrumental independence)은 중앙은행이 통화량, 금리 등 정책수단 및 그 수준을 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
다. 이중 중앙은행이 목표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는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타게팅 국가의 경우 구체적 목표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
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수단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
이 없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통화정책 목표를 최소의 비용
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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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CPI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 제
외되어 基調的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국
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은
농수산물가격, 석유류 가격 변동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은데 이를 모두
제외할 경우 물가목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품
목을 CPI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충격이 상시적인 것인지, 아니
면 일회성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目標水準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구체적으로 몇%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할 것인지는 나라마다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다. 이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를 중장기적으로“零”
에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의 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제1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가격이나 임금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경제활동의 원
활화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물가지수에 어느 정도 上向偏倚(upward
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상의 물가하락, 즉 디플레
bias)가 존재33)하므로“零”
이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1∼3% 정도를
목표수준으로 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는 0∼3%, 캐나다는 1∼3%, 영국
은 2.5%(±1%), 호주는 2∼3%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 目標達成期間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화정책의 효과는 길고 가변적인 경로를 거쳐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
33) 1996년 12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산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위원회는 2년에 걸쳐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을
연구한 결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 1.1%p 上向偏倚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상향편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품질변동 오차(quality change bias)이다. 이는 물건의 품질이 향상되었거나 신상품이 개발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0.6%p)
둘째는 제품대체 오차(substitution bias)로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0.4%p)
셋째는 구매점 대체오차(outlet substitution bias)로서 할인점 이용 증대 등 소비자의 판매점 이용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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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기간은 중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단계적
(예: 1년 단위)으로 점차 낮은 목표를 적용하여 실제 물가를 낮추어 가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이
를 매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1991년말 2.5∼
4.5%, 1992년말 1.5∼3.5%, 1993년말 0∼2%로 목표를 낮추었으며34)
이후 이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다가 1997년부터 0∼3%로 상한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도 1991년 제도 도입시 1992년말까지 중심치
3%(2∼4%), 1994년 중반까지 2.5%(1.5∼3.5%), 1995년말까지 2%(1∼
3%)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2001년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경직적으로 물가안정만 추구하는가? )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표
<표 2-7>

인플레이션 타게팅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주요기능 규정 내용

국 가

중앙은행의 목적규정

중앙은행의 주요기능 규정

뉴질랜드

- 물가안정의 유지
- 다만 수상은 필요시 물가안정 이외에 경제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수립·집행
토록 지시할 수 있음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최종
대부자 기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수행

캐나다

-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와 신용의 조절
- 통화의 대외가치 조절 및 안정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무역, 물가 및
고용 수준 변동폭을 완화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급결제수단 제공,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등

영 국

- 물가안정의 유지
- 위의 전제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

- 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간의 양해각서
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공동 목표로
규정

스웨덴

- 물가안정의 유지
-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 발전

-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이의 안정성 감독 필요시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의 청구 가능

34)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0.3월 작성된 정책목표협약(PTA)에서 1992.12월까지 인플레이션을 0∼2%의 목표범위
에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단기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감축이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0.4월 통화정책성명서를 통해 1990년말까지 3∼5%, 1991년말까지 1.5∼3.5%를 달성한다는
중간목표(interim indicative range)를 설정하였다. 1990.12월 정책목표협약에서 0∼2%의 중기 인플레이션목
표를 1993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1.2월에 중간목표를 1991년말 2.5∼
4.5%, 1992년말 1.5∼3.5%로 수정·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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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가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 예를 들면 경기
변동폭 완화나 금융시장 안정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
<표 2-8>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운용현황
국 가

뉴질랜드

도입시기

90. 3월

대상지표

CPI1)

목표범위
·1990.12월

3∼5%

·1991.12월

2.5∼4.5%

·1992.12월

1.5∼3.5%

근원인플레이션율
산정시 제외 항목

-

·1993∼96년 0∼2%
·1997년이후 0∼3%

캐나다

91. 2월

·1991.12월

3∼5%

근원

·1992.12월

2∼4%

CPI

·1994. 6월 1.5∼3.5%

간접세,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1995∼2001년 1∼3%
영 국

92.10월

RPIX

스웨덴

93. 1월

CPI

호 주

94. 9월

CPI2)

·1992∼95년 1∼4%
·1996년이후 2.5%

주택저당금리

·1995년 이후 2±1%

·2∼3%

-

·1992년 14∼15%
·1993년 10%
·1994년 8%
·1995년 8∼11%
이스라엘

92. 1월

CPI

·1996년 8∼10%
·1997년 7∼10%

-

·1998년 7∼10%
·1999년 4% 미만
·2000년 3∼4%
·2001년 3∼4%
주 : 1) 1998년까지 주택저당금리, 교역재 가격, 간접세, 정부정책 변화, 자연재해 등의 1차적 영향
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였으나 통계청이 1999년 주택저당금리를 제외하도록
CPI를 작성하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CPI로 목표를 변경
2) 호주는 통계청이 1998년 소비자물가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하도록 포괄범위를 바꾼 이후 목
표대상 물가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전체 소비자물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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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 유지를 주
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이외에도 금융시장안정, 지급결제제도 발전,
정부 경제정책의 지원 등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도 국내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때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단기적인 정책이 장기
적인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policy anchor)을 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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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通貨政策 運用體系
1. 變遷過程
1957∼96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7년「재정안정계획(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이 수립되면
서부터이다.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
적이 있었다.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의 공급 한도를 정
하고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 민간, 해외, 기타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
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통화정책에 중점을 둔 것이지만 결국 재정, 외환부문을 포괄하기 때
문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이 경제의 단기안정이라는 기본목표
하에서 상호조정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재정안정계획은 5.16의 발생으로 1961∼62년간 일시 중단되었으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개발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외
환준비자산이 고갈되어 경제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미국의 對韓원조
와 관련하여 1963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협정내용
에 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
다. 목표설정 대상지표는 처음에는 M1이었으나 이후 중앙은행의 순국내
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
용(1970∼19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정
안정계획은 이들 목표지표를 기준으로 수립, 집행되었다.35)
한편 국제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한 1976년부터는 IMF와의 협정과는 별
도로 M1의 증가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그
35) IMF의 대기성차관은 국제수지가 개선된 1978∼79년중 일시 중단된 후 1980년부터 재개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1988년 대기성차관잔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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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M1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하여 실적치와 목표치간의 괴리가 커짐
에 따라 1979년부터는 중심통화지표를 M2로 변경하였으며 운용체계도
본격적인 통화 타게팅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통화 타게팅을 채택했던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에 들어 통화지표와 최
종목표인 물가와의 관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를 포기했던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금리자유화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데다가 새로운 금리자유화 환경에
금융기관이나 민간경제주체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 비교적 늦은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M2는 여
전히 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은행은 적절한 통화
관리를 통해 대체로 M2를 목표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36)
<표 2-9>

우리나라의 M2 증가율 목표치 對 실적치
(%)

19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목표치

실적치

산정기준

25
20 (25)
25
20∼22 (25)
18∼20 (15)
11∼13
9.5
12∼14(16∼18)
15∼18
15∼18
15∼18
15∼19
17∼19
18.5
13∼17
14∼17
12∼16
11.5∼15.5

24.6
27.0
25.2
27.0
14.7
8.9
13.9
17.4
22.5
18.8
18.4
21.2
18.3
18.6
17.3
17.6
13.7
17.8

연도말 기준
〃
〃
〃
12월 평잔기준
〃
〃
〃
〃
연평잔 기준
〃
〃
12월 평잔기준
〃
〃
〃
〃
〃

주 : ( )내는 수정목표치
36) 1980년대 초반에는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80년대 후반에는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현상
에 힘입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1991년 이후에는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 통화증가율은 대체로 목표범위에서 머물렀다.

제2절 우리나라의 通貨政策 運用體系 69

통화공급목표 설정은 대체로 EC(European Community)방식을 이용
하였다.37) 이 방식은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MV=PT)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통화
유통속도의 변화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통화공급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증가율목표의 산정기준은 M2를 중심지표로 채택하면서 연도말잔
액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후 12월말일 잔액을 맞추기 위한 他入貸 관행의
성행 등으로 통화지표 왜곡현상이 발생하자 1983년부터는 12월 평잔으
로 목표관리 기준을 변경하였다. 1988년에는 통화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
기 위하여 연평잔 기준으로 목표증가율을 설정하였다가 1991년부터는 이
를 다시 완화하여 12월평잔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996∼97년
중심통화지표인 M2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4
월에 신탁제도를 개편하면서부터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전신탁은 원래
장기·실적배당형 상품이어야 하는데도 만기가 짧고 중도해지 수수료율
도 낮을 뿐 아니라 고정금리 상품같이 운용되어 신탁으로서의 성격이 약
했다. 여기에 지준예치의무가 없어 수익률이 은행의 다른 예금상품보다
높았기 때문에 금전신탁이 은행계정상품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38)
이에 정부는 금전신탁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단만기를 연
장하고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높은 증가세를 보여오던 일
반불특정신탁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신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
다.39) 이에 따라 그동안 호조를 보여 오던 금전신탁의 증가세는 크게 둔
화된 반면 여기서 이탈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으로 유
37) 1972년 EC 각료이사회가 전 회원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EC방식이라 부른다.
통화공급목표(△M) = 예상경제성장률(△Y) + 예상물가상승률(△P)
- 예상통화유통속도변화율(△V)
38)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동안 일반은행의 금전신탁은 33배 증가하였던 반면 은행계정은 6배 증가에 그쳤다.
39) - 최단만기 연장(1년 → 1년 6개월)
- 중도해지 수수료율 인상(0.5∼1.75% → 2.0∼3.0%)
- 개발신탁의 순증한도를 1996년중 5조 6,000억원, 1997년은 전년말 수준으로 동결
- 신탁원본보전 적용대상 축소
- 일반불특정신탁의 취급 금지(1996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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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으며 이는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는 M2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끌
어올렸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95년 5월부터 제도개편 직전인 1996
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금전신탁은 38조 8,51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제
도개편 이후인 1996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증가액은 19조원으로서 증가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은
행의 저축성 예금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동안 14조 3,477억원에서 25조
5,11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표 2-10>

신탁제도개편 전후의 은행금전신탁 및 저축성예금 증가규모
(억원)
1995.5∼96.3(A)

1996.5∼97.3(B)

B-A

금전신탁

388,512

190,822

-197,690

저축성예금

143,477

255,110

111,633

저축성예금의 증가세 확대로 M2 증가율은 1996년 5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즉 1/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4%에서 안정세를 보
이던 M2 증가율은 5월 15.3%, 6월 16.2%로 높아졌으며 4/4분기에는
18.3%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했던 1996년 목표범위
11.5∼15.5%의 상한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통화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 개편의 영향 때문에 중심통화지표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한국은행이 과도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자산간의 이동효과가 상쇄되는 새로운 통화지
표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지표는 기존의 M2에 양도성예금증
서(CD)와 금전신탁을 합한 MCT이었다. 금전신탁에서 저축성예금으
로 자금이 이동하면 M2는 상승하지만 MCT내에서는 그 효과가 상쇄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 시계열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MCT
는 중심통화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요건40)을 충족하는 것으
로 판명되었다.
40) ① 실물경제변수(명목GDP 및 물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② 본원통화 조절을 통한 높은 통제가능성
③ 외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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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7년부터 M2와 MCT 두 지표를 타겟으로 하는
복수통화목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M2의 증가율 목표(12월 평잔기준)를 14
∼19%, MCT의 증가율 목표를 15∼20%로 설정하였다. 두 개의 통화지표
를 타겟으로 하였지만 사실상 M2보다는 MCT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MCT 역시 금융제도의 개편으로 유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1997년 2월
전반적인 지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CD에 대해서도 2%의 지준을 새로이
부과하였는데 그 결과 CD의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만기가 도래한 CD의
상환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CD에서 이탈한 자금들은 발행한도가 폐지
되어41)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상된 표지어음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MCT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1996년 2월∼4월까지 불과 2,360
억원 증가에 그쳤던 표지어음은 CD에 지준이 부과된 1997년 2월∼4월 사
이에 5조 5천억원이 늘어났고, CD는 같은 기간중 약 2조원 증가에서 2조
원 감소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996년 12월중 19%에 달했던 MCT 증가
율은 1997년 3월 17.7%, 5월 15.6%로 계속 낮아져 증가율목표의 하한에
근접하게 되었다. 통화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심통화지표가 과도히 하락하여 한국은행이 긴축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표 2-11>

CD 지준부과 전후의 CD 및 표지어음 증가규모
(억원)
1996.2∼96.4(A)
CD
표지어음

1997.2∼97.4(B)

B-A

19,845

-20,539

-40,384

2,360

55,078

52,718

이처럼 제도개편이나 금융혁신 등에 따라 중심통화지표가 불안한 움직
임을 보이고 나아가 최종목표와의 관계도 모호해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었다. 이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M2에서 좀 더 넓은 부문을 포괄하는 MCT로 중심지표를 변경하였으나
그 유효성이 계속 의문시됨에 따라 통화 타게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41) 이전에는 전월중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실적에서 일반매출을 차감한 금액의 50%가 한도였으나 1997년 2월
17일부터 이를 폐지하여 은행이 보유어음잔액 해당액 만큼 표지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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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으
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IMF의 대기성 차관 도입에 따른 정책
협의 과정에서 통화 타게팅도 포함되어 일정기간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통화 타게팅이 병행되었다.
<그림 2-2>

M2 및 MCT 증가율 변동추이

(%)
35

신탁계정 개편(96.4)

30

CD지준 부과(97.2)

MCT
25
20
15
10
M2
5

95.1

7

96.1

7

97.1

7

98.1

7

99.1

1998년 이후
통화지표의 유효성 저하에 따라 90년대 중반경부터 통화 타게팅의
대안으로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계속 있
어 왔다. 그러다가 한은법 개정으로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공식 도입됨
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에 적용할 물가목표
를 소비자물가 기준 9±1%로 설정·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IMF 자금도입에 따른 조건(conditionality)의 일환으로 제시된 통화
운용방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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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가장 광의의 지표인 M3를 참고지표(monitoring variable)
로, 이에 상응하는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예시한도(indicative limit)로 설
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통화 타게팅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먼저 EC방
식을 원용하여 경제성장률, 타겟으로 제시한 물가상승률 및 유통속도를
감안, M3의 적정증가율을 구하고 M3의 통화승수에 근거하여 본원통화
규모를 정한다. 본원통화의 공급경로를 純대외준비자산42)(NIR, Net
International Reserves)과 純국내자산43)(NDA, Net Domestic
Assets)으로 구분하고 NIR 목표의 하한을 설정한 후 본원통화 목표치로
부터 NIR을 차감한 NDA를 목표상한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NIR을 하한
으로 관리한 것은 대외지급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NDA 상한을 관리한 것은 국내에 공급되는 통화의 양을 제한
하여 안정화를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통상
IMF가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관리 방식이다.
IMF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분기별로 협의, 확정하고 이를 계속
검토하였는데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NIR
은 IMF가 제시한 하한을 웃돌았으며 국내신용도 고금리 등으로 목표범
<표 2-12>

IMF 통화프로그램 운용현황
NIR 하한
(억달러)
1998.12말
99. 3말
99. 6말
99. 9말
99.12말
2000. 9말

합의
실적
합의
실적
합의
실적
합의
실적
합의
실적
합의
실적

237
312
318
392
403
484
552
585
624
670
840
865

42) 한국은행의 가용외환보유액(총외환보유액－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외화예치금) － 대외부채
43) 본원통화 － 純대외준비자산

NDA 상한
(10억원)
-5,170
-19,857
-17,341
-28,548
-25,787
-36,646
-42,540
-45,361
-47,917
-51,913
-71,794
-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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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머물렀다. 한편 본원통화 예시한도는 1998년 10월 IMF와의 4/4
분기 협의시 삭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9년 이후 2000년 9월 IMF와
의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NIR과 NDA 기준만이 제시되었다.
한편 1999년부터는 IMF와 M3의 적정수준에 관해 협의하지 않아도 되
었으나 한국은행은 당해연도 물가목표와 함께 M3의 평잔 기준 증가율
목표를 13∼14%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2
重 타겟제도와 유사한 것이었다.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모호성에도 불구
하고 M3 목표를 함께 발표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실시해 온 통화 타게팅
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아직까
지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통화지표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한 통화증가율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
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양자를 혼용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2000년에도 물가목표와 함께 M3 증가율목표를 7∼10%로 제시하였으
나 2001년부터는 M3를 중간목표가 아닌 감시지표(monitoring indicator)로 전환하면서 감시범위를 6∼10%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통화량이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중간목표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대응하지는 않
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순수한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2. 現行 通貨政策 運用體系
運用體系 - 인플레이션 타게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기본운용체계는 인플레
이션 타게팅이다.44) 이를 목표대상 물가지수, 목표치, 목표달성기간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4)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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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標對象 物價指數 )
인플레이션 타게팅 도입초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PI
가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지표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지만 이밖에
도 당시 IMF와의 정책협의에서 CPI 상승률 예상치를 공표하고 있어 이
와 다른 지표를 목표로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근원인플레이션 작성방법에 관한 심층연구를 거쳐 2000년부
터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대상지표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CPI
에서 어떤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였다. 제외대상으로는 다른
품목들과 괴리되어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가능성이 큰 품목이 선정되었
는데, 구체적으로는 일기, 작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곡물 이외의 농
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석유류46)”
가 제외되었다.
산물45)”
이 품목들은 모두 49개로서 CPI 전체 품목수 509개에서 차지하는 가중
치는 10.12%이다. 이들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단기적 급등락
없이 물가의 추세적 변동을 잘 나타내고 있어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 활용에 있어서의 애로는 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이다. 일반국민들은 매일같이 소비하는 농산물가격이나 자동차,
난방에 소요되는 석유류 가격 변화에 민감히 반응한다. 중앙은행이 이를
제외한 물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인식할 때 통화정책에 대한 신
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일에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예컨대 태풍이나 가뭄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없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신속히 돌아온다. 만약 이러한 단기적 변화 요인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수시로 변경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에
는 태풍피해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CPI 상승률이 8월의 2.7%에서
3.9%로 급등하였다가 이 요인이 해소되면서 10월에는 다시 2.8%로 낮아
45) 무, 열무, 배추 등 채소류 23개 품목(가중치 23.4), 사과, 배 등 과실류 13개 품목(가중치 23.3), 그리고 고추, 마
늘 등 기타 농산물 8개 품목(가중치 11.0)
46) 등유, 경유, 휘발유 등 석유류제품 5개 품목(가중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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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근원 인플레이션 산정시 제외 품목(음영부분)의 가중치
농축수산물

144.8

곡 물

29.7

채 소

23.4

과 실

23.3

기타 농산물

11.0

축산물

33.0

수산물

24.4

공업제품

375.42)

가공식품

69.3

섬유제품

76.7

가구내구재

82.0

출판물

18.9

석유류3)

43.5

의약 화장품

31.3

기타공업제품

53.7

주 : 1) 소비자물가지수 전체가중치 = 1,000.0
2) 공공서비스로 분류되는 도시가스(6.2) 포함
3)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

졌다. 만약 중앙은행이 9월의 물가상승을 보고 긴축기조로 전환했다가
다시 한달만에 완화기조로 바꾼다면 일관성 없는 정책운용이 되어 혼란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目標水準 )
목표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규범적인(normative) 방식과 실증적
인(positiv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장기적으로 당연
히 달성해야 하는 수준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연방은행은 규범적인 물가상승률을 1.5%~2%로 정한 바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대내외 경제여
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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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 방식에 따르고 있다. 제도도입 초년도인 1998년에
는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급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연평균 기준 9±
1%로 비교적 높게 설정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향 조정하여 1999년 3±
1%, 2000년 2.5±1%로 설정하였다. 상하변동폭 1%포인트를 허용한 것
은 경제에 내재하는 각종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보면 1998년과 1999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7.5%, 0.8%로서 물가목표의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환율,
임금 등 주요 생산비용 요인이 목표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정된 데 힘입은 것이었다. 2000년에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1.8%(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로서 목표범위에서 안정되었다.
2001년 물가안정 목표는 3±1%로 전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쳐 물가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3>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 추이

(%)
12
10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9±1%)

물가안정목표
(연평균상승률기준)

8

중기목표
(2.5%)

6
4
2

근원인플레이션율
(전년동월대비)

(3±1%)

(2.5±1%)

(3±1%)

0

98.1

99.1

2000.1

2001.1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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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標達成期間 )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에 따라 12월경 다음해에 적용될 물가목표를 정부와 협의한 후 이듬해
초에 연중 통화정책방향 발표시 함께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년제 물가목표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時差가 있다는 사
실이다. 통상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했을 때 그 최종 효과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이 되어서야 나타난다.47) 예를 들어 정책효과의 시
차가 12개월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목표달성기간을 시차와 똑 같은 1
년으로 한다면 이론상 해당연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아무런 정책도 취
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의 정책선택이 내년에 되어서야 효과를 나타내고
금년 목표달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표달성 視界(time horizon)를 좀더 장기화해야 한다. 우리
보다 앞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향후
수년간에 걸쳐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이 될 물가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는 물가여건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물가는 환율 및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변화와 같
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매번
고려하여 매년 다른 수준의 물가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일관
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년간에 걸쳐 중앙은행이
달성해야 할 목표만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물가가 변동

<표 2-14>

1970∼80년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연평균, %)
전 기 간
물가안정기
주 : 1) 1973년

1970~79년

1980~89년

15.1

8.1

3.31)

2) 1983∼87년 평균

47) 제4장 제3절“통화정책의 파급시차와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참조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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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중앙은행으로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단년제 물가목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
년부터는 연간 물가목표와 함께“근원인플레이션율이 2.5%에서 유지되
도록 노력한다”
는 내용의 중기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수준을 2.5%로 제
시한 것은 1970∼80년대 고성장기중 물가가 안정되었던 기간의 물가상
승률이 3% 내외에 그쳤기 때문에 중기적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필요
가 있으며,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물가목표
가 대체로 2∼2.5%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변의 목
표는 아니며 경제의 구조변화, 대외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
으로 변경할 수 있다.

運用 方式
그러면 설정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 運用目標 : 콜금리 )
1997년 이전의 통화 타게팅하에서 중간목표는 M2, MCT 등이었으며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는 지준총액
(reserve)이었다. 통화량과 지준간에 안정적인 승수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로 설정한 통화량을 지준으로 환산하고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
해 이 수준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되었다. 예컨대 금년말
까지 달성해야 할 M2의 잔액이 300조원이고 M2의 통화승수가 15라고
한다면 금년말 본원통화가 20조원이 될 수 있도록 지준을 조절하면 되었
다. 중간목표인 통화가 물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와는 별도로 일
단 정해진 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준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맞추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의 유효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운용목표로서 지준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지만 특정 시점에서 제
도를 변경하여 운용목표를 콜금리로 바꾼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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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금리중시 통화정책, 다시 말해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48)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아직은 여건이 제대로 갖
추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금리가 주요정책수단
으로 부상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였다.
1997년 12월초 IMF의 구제금융 수혜 이후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
하에 큰 폭으로 절하된 원화가치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콜금리의
대폭 상승을 유도하였다. 콜금리는 이자제한법49)상의 상한인 25%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이자 상한이 40%로 상향조정되면서 콜금리는 곧
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은행의 예대금리가 모두 큰 폭
으로 상승하는 超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
<그림 2-4>

외환위기 이후 금리 추이

(연%)
35
30
25
20

회사채유통수익률

15
10
5

98.1

콜금리

99.1

2000.1

2001.1

48)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통화량 대신 금리를 중간목표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중간목표
와 운용목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금리를 중간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도 중간
목표가 될 수는 있으나 ①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실질 중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를 중간목표
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질금리 계산에 필요한 기대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금리중시 통
화정책의 장점은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미조정할 수 있다는 데 있으나 금리를 중간목표로 설정하
면 6개월 또는 1년간 목표수준이 고정되어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49) 이자제한법은 이자율 상한을 40%로 정하고 동 법 시행령은 동 이자율 상한이하에서 법정금리 최고한도를 규정하
고 있었다. 외환위기이후 1997년 12월 22일부터 시행령의 법정최고이자율이 이전의 25%에서 40%로 인상되었으
나 이후 법 자체가 폐지(1998.1.13)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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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1999년 이후 콜금리 목표 조정내용
정책방향

변동폭

콜금리 목표수준

1999. 1∼4월

하향 안정화

－

－

5월

현 수준 유지

－

4.75%

2000. 2월

인상

0.25%p

5.00%

10월

인상

0.25%p

5.25%

2001. 2월

인하

△0.25%p

5.00%

7월

인하

△0.25%p

4.75%

8월

인하

△0.25%p

4.50%

9월

인하

△0.50%p

4.00%

(%)
6.00
5.75
5.50

(10.5)

5.25
5.00
4.75

(2000.2.10)
(2001.2.8)

(99.5.1)

(7.5)

4.50

(8.9)

4.25
4.00

(9.19)

3.75
99.7

2000.1

2000.7

2001.1

2001.7

에 집중되었다.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이때부터 금리는 실질적인 운
용목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조
금씩 완화하였고 그 결과 콜금리와 다른 금리들도 일제히 하향세에 접
어들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한 첫 사례로는
1998년 9월 30일의 금리인하 조치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위축된
실물경기를 되살리고 극심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종전의
8.1%에서 7%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목표금리 수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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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差別化된 조치였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콜금리가 공개시장조작금리를 거의 추수한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이 조치는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으
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들어 콜금리는 운용목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갔다. 뒤에
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통화정책 방향은
콜금리를 중심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1999년 5월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목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콜금
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5월 금융통
화위원회 회의에서는“콜금리는 현 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
다”
고 표현하였다. 당시 콜금리가 4.7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4.75%를 목표로 본 것이었다. 이후 콜금리 목표를 조정할 때
는 그 폭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콜금리는 명실상부하게 통화정책의 운
용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 運用過程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연단위로
적용되는 물가목표와 월단위로 적용되는 콜금리 목표의 두 가지를 결정
한다. 이때 결정의 주체는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
회이다.
대부분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
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50)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영란은행의 통화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 유럽중
앙은행의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이러한 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
인 판단하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들의 임
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크게 의존한다. 1998년 4월 이전 한국은행
의 의사결정기구는“금융통화운영위원회”
였다. 동 위원회의 의장은 재경
50) 통화정책은 어느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미시정책과는 달리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거
시정책이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위원회제도가 정책결정의 오
류를 줄이고 정책효과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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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맡았으며 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각계에서 추천된 7
명의 인사를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중앙은행의 독자적 정책운용을 어렵게 하였다. 먼저 재
경부장관이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결정에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더구나 임명직 위원 7명 가운데 정부에서 추
천하는 위원이 다섯명5`1)이나 되었던 것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자적
인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위원회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먼저 위원회 명칭에서 수동적인 인상을 주는“운영”
이라
는 자귀가 삭제되어“금융통화위원회”
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추천위원수를 6인으로 줄이고 정부의 영향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추천은 재경부 1인으로 제한하였다.52) 그리고
통화정책 심의와 결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추천위원 6인은 전원
상근토록 하였다. 이러한 법적 변화 이후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와의 사
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운용목표인 콜금리를 월별로 결정하고 발
표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한은법이 발효된 1998년초까지만 하더라도 통화량 중심의 통화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매분기초마다 분기별 공
개시장조작의 기본방향을 의결,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분기별 공개시장조
작의 규모와 조작금리의 대체적인 운용방향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53)
51)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인, 농림부장관 추천 2인, 상공부장관 추천 2인
52) 한은총재 추천 1인, 재경부장관 추천 1인, 금감위원장 추천 1인, 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증권업협회장 추
천 1인, 은행연합회장 추천 1인
53) 1998년 1·4분기중 공개시장조작의 기본방향
1. 조작규모
o 1998년 1·4분기중 공개시장조작은 IMF와 합의한 본원통화목표(1998년 3월말 기준 23조 5,230억원)를 달
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일시적인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기동성 있게 대처
o 은행권에 대한 통안증권 발행 및 국공채매매조작은 본원통화 추이, 은행지준사정, 통화, 금리, 환율 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o 제2금융권대상 통안증권 발행규모는 기발행 통안증권의 만기도래액(1조 7,888억원)과 통화긴축기조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5조원 범위내로 책정
2. 조작금리
o 통안증권 발행 및 국공채매매조작금리는 시장금리 수준 및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내정수
익률 범위내에서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IMF와의 정책협의에 의거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내정수
익률을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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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98년 3/4분기부터는 그 명칭을“분기별 통화신용정책 방
향”
으로 변경하고 이전의 공개시장조작방향을 포함시켜 의결하도록 하였
다.“통화신용정책 방향”
에는 이전과는 달리 금리의 운용방향이 제시되
어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콜금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54) 이와는
별도로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 계획 범위내에서 짜여진 월중 통화신용
정책 방향을 단순히 보고 받았는데 1998년 9월부터는 이것도 의결사항으
로 포함하였다.55)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분기별 정책방향을 폐지함으
로써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콜금리 목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최종목표는 물가안정이며,
단기적인 목표는 당해연도에 설정된 물가목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콜금리를 결정할 때는 콜금리의 변경여부와 그 폭에 따라 물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경로를 거쳐 물가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금리 이외에도 국제유가, 환율, 공공요금 등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해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은행은 이러한 요소들이 경제활동과 물가 변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판별한 후 이에 대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조금 단순화시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지
난달 콜금리 목표를 5%로 결정했다고 하자. 1개월이 지난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개도국의
54) 1998년 3·4분기 통화신용정책 방향(1998년 7월 12일)
o 3·4분기중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추진
o 공개시장조작금리 및 유동성조절 규모는 월중 부문별 본원통화 전망을 토대로 콜금리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
는 방향으로 결정
o 다만 현행 IMF 협약하에서 통화정책은 외환시장 안정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금리수준은 환
율동향을 보아가며 적정수준으로 결정
o 아울러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
55) 1998년 9월 통화신용정책 방향(1998년 9월 3일)
o 최근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물경제는 계속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9월중에도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 정책기조를 견지
o 이를 위해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인하하여 콜금리 하락을 유도하되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이 극히 불투
명한 상황이므로 내외금리차, 자본유출입 등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신중하게 추진
o 본원통화는 콜금리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하되 추석 등 계절적 자금수요, 거액의 국공
채 발행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규칙한 자금이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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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도 상승(절하)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물가 오름세는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가
령 지난달에는 연말경 물가상승률이 3.8%를 기록하여 목표범위 4%내에
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번 달의 여건 변화로 물가상승률이
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가상승률을 다시 4% 이하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금리인상폭이 0.5% 포인트로 계산되었다면 이번 달 콜금리 목표
는 5.5%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보면 비교적 단순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세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각종 여건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
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계량경제모델이다. 다
수의 변수와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쉽게 계산된다. 그러나 문제는 모델의 신뢰성에 있다. 모델의 추
정이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불확
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현실세계에서 반드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어 모델에서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향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알려주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미래의 인플레
이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1차 통계 및 이러한 통계를 가
공한 다수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56)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지표를 참고로 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을‘總體的 接近方
式(look-at-everything approach)’
이라고 부른다.
둘째,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
라도 실물경기나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연 물가안정만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기본임무가 물가
안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경제정책의 목표를 무시하
56) GDP갭률, 安定稼動率(NAIRCU), 안정실업률(NAIRU), 유동성갭률, P*비율, 통화팽창지수(MTI), 기업자금사정지
표, 부동산의 장기균형가격 상승률, 基調收支, 장단기금리격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서베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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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목표범위에 머문다
면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을 우선시하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가 목표범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하강, 금
융시장 불안이 겹쳤다면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경우 중앙은
행의 정책수단은 금리조정의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결국 다수의 목표간
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처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를 절충적 접근방식
(eclectic approach)이라고 부르는데 정책선택은 경제상황에 대한 중앙
은행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셋째, 금리조정을 결정하였다면 그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계량경제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
정방향이 아니라 구체적 수치를 계산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의 업적에 의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
다. 미 연준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리를 0.25% 포인트 단위로 微
調整하는 소위“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Greenspan’
s babystep)”방식
을 활용해 왔다. 조정을 해야 하나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을 때에는 0.25%
포인트, 필요성이 클 때는 0.5% 포인트씩 조정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금
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모든 중앙은행에 전파되어 이제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았다. 참고로 미 연준은 1990년 이후 2001년 11월까지 총 47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했는데 그중 0.25% 포인트를 조정한 것이
31번으로 가장 많고, 0.5% 포인트 조정이 15번이었으며 이례적으로
1994년 11월 15일 한차례 0.75% 포인트를 조정하였다.
<표 2-16>

미 연준의 금리 조정폭1)
조정패턴
인 상 조 정

회 수

0.75% 포인트

14
9
4
1

인 하 조 정
0.25% 포인트
0.50% 포인트

33
22
11

0.25% 포인트
0.50% 포인트

주 : 1) 1990.1~2001.11월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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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2001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 금리를 조정하였는데 이중 다섯 차례는 그 폭이 0.25% 포인트였
고 단 한차례만 0.5% 포인트였다. 2001년 9월 19일 콜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였는데 이는 2001년 들어 세계경제의 동반둔화 현상이 뚜렷해진 과
정에서 미국 테러사건의 발생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고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대응적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 通貨政策의 透明性 )
이전에는 통화정책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투명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 등으로 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과거
와 같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금융시장과의 동반자 관계
(partnership)라는 구도 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 환경
변화 때문이다. 동반자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시장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경제주체와
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핵심요소인 물가안정목표제가 광범위
하게 도입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명성이 강조
되고 있기도 하다.
미 연준의 예를 보더라도, 정책결정 내용이 즉시 공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1년에 여덟 번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
회(FOMC) 회의는 철통같은 보안속에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결정된 내용
은 6주 정도의 간격으로 열리는 차기 FOMC 회의때나 되서야 밖으로 알
려졌다. 이 때문에 연준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시장에서는 추
측할 수밖에 없어 통화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서야 그 방향을 판단하
였으며 그 결과“연준 관찰자(Fed-Watcher)”
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패
턴이 바뀐 것은 1994년이다. 이때부터 연준은 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결
정이 있을 때 FOMC 회의 직후 성명서(statement)를 발표하여 이를 공
표하기 시작하였다.57)
57) 2000년부터 미 연준은 금리 인상 또는 인하 등 정책 변화가 없을 때에도, 다시 말해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
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FOMC 회의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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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새로운 한은법 체계하에서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첫째 목요일 회의에서 통
화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한 후 이를 즉시 공표58)하는데 특히 의장인 한
은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
고 있다. 목표금리 수준을 변경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현 수준에서 동결했
을 때에도 결과를 공표하고 자세한 배경설명을 하는데 이는 동결조치
(inaction)가 강력한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59)
아울러 정책심의과정에서 토의된 내용은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하여 3
개월후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총재를 비
롯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집행간부들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
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사항이나 향후 정책방향을 일반국민
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에 1년에
한차례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을 기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물가안정목표 및 통화량 목표의
달성여부는 물론 목표달성 또는 미달의 이유를 기록하고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행내용 및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명시하고 있는데 1998년
10월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2001년 9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 국회
에 제출하였다. 또한 한은총재는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통화정책 운용방향과 경제전망 등에 관하여 증언한다.60)
통화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58) 대부분의 국가들은 회의개최 직후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 1월을 제외한 매월 첫 번째 화
요일에 이사회(Board meeting)을 개최하지만 회의결과는 그 다음날인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하고 있다.
59) 이러한 예로 2001년 10월 11일의 금리동결조치를 들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의 미 테러사건 이후 한국은행은
9월 19일 임시금통위를 개최하여 콜금리 목표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
를 취하였다. 10월 들어 정기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
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고채금리 등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금통위는 연초이래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해 왔고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
다는 판단하에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나옴
에 따라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금융시장이 인식하기에 한국은행의 동결(inaction)은 긴축
으로 해석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은행은 정책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60) 영란은행은 1999년 6월 세계 77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한국은행은 조사대상 중앙은행 가운데 네 번째로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란은행이 적용
한 투명성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결정에 대한 對國民 說明의 투명성 : 통화정책회의 이후 정책결정의 공개시기(시의성), 공개횟수, 공개정도
② 중앙은행 經濟展望의 공표여부 및 공표방법 : 예측치에 대한 신뢰도 공표, 과거 예측의 평가 등
③ 政策評價 및 經濟分析의 발표여부(정기간행물, 연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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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만 그 범위와 정도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도 있다. 시장친화
적 통화정책이란 금융시장을 상대로 한 일종의 게임인데 중앙은행이 자
신의 의도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마치 카드를 보여주고 포커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시
장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2-5

유럽중앙은행(ECB)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투명성
유럽중앙은행(ECB)은 12개국 중앙은행이 구성원이 되고 단일 통화정책으로 회원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국 금융시장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ECB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CB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매월 두차례 개최되는 정책이사회 직후 정책
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총재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이 있다. 또 월간보고서
(Monthly Bulletin)를 통하여 정책배경을 좀더 심층분석하고 1년에 두 차례 경제전망
치를 발표한다.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유럽의회에 제출하는데 총재가 직접
출석하여 보고한다. 이밖에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총재와 정책이사회 이사들의 인
터뷰, 강연 등을 통해 ECB의 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ECB는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외부의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핵심쟁점은 정책이사회 의사록의 공개 문제이다. 의사록은 30년후에 공개하도록 되
어 있고 표결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데 이 점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ECB는 다
음과 같은 논리로 의사록 비공개를 옹호하고 있다. 정책이사회 구성원에는 회원국 중앙
은행 총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ECB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자국의 입장보다
는 유로지역 전체의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록이나 투표결과가 공개될 경우
구성원들은 자국의 이해에 상충되는 발언이나 표결을 하기 어렵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총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분한 배경설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구태여 의사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다른 비판의 논지는 정책결정자와 금융시장간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자주 초래된
다는 것이다. ECB 정책이사회는 정책방향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one voice),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의
신호체계도 모호하게 만드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CB는“한 목소리의 원칙(principle of one voice)”
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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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개
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2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기는 쉽지 않
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2-6

통화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찬반 논리
영란은행 중앙은행연구센터(Center for Central Banking Studies :CCBS) 소장인
싱클레어는 통화정책 투명성에 대한 찬반 논리를 각각 11개씩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지하는 11가지 논리>
①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어야 하는데 통화당국이 저인플레이션을 추구하고 있다고 일반국민을
확신시키려면 통화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②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
③ 적은 정보에 바탕을 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은 많은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에
비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음
④ 중앙은행의 목표(objective)와 정책반응함수(reaction function)에 대한 혼란은
리스크프레미엄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과 해외자금 유입을 저해하며 정부의 채무
상환부담도 가중시킴
⑤ 비밀스러운 중앙은행은 시장동요를 진정시키거나 거품을 제거하거나 또는 민간부
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결코 신뢰받을 수 없음
⑥ 비밀스러운 중앙은행은 재정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대립에서 정치적 동지를
얻을 수 없음
⑦ 점차 투명성이 강화되는 세계에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감추
어야할 곤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⑧ 중앙은행이 일반국민에게 주요한 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경우
공급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금리는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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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앙은행이 자신의 진정한 選好를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목표를
마치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상황을 악화시
킬 수 있음
⑩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이 투명해질 때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은 빠르게 작동되며
강력해질 수 있음
⑪ 현재 투명성이 가치가 있다는 많은 실증적 증거가 있음

<반대하는 11가지 논리>
① 통화정책은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하는 게임(game)의 특성을 가짐
② 중앙은행이 어려움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룰은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를 초래하여 금융불안을 야기할 위험을 높임
③ 모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은행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면 예금인출
사태(bank run)와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④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앙은행 자신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됨
⑤ 미래의 균형환율이 어떠리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공개하면 현재의 환율수준을 유지
할 수 없게 됨
⑥ 개별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해당은행과 고객들의 경
쟁자들에게 기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일 수 있음
⑦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 방향에 관한 중앙은행 내부 토론내용이 특정 개인에 누설될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⑧ 중앙은행 직원이 개별적으로 언론 및 외부인과 접촉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공식적
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약화될 수 있음
⑨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害가 될 수도
있음
⑩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제공될 때 시장의 성과는 정보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
다 더 나쁠 수 있음
⑪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앙은행과 같이 큰 기관은 정
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보다는 걸러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Sinclair(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