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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4(화 )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연준의 장기 물가목표 수준이 2%로 설정된 배경

 검토배경

□ 지난 1977년 연준법 개정으로 완전고용*과 더불어 물가안정이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dual mandate)로 처음 규정되었지만 물가안정 목표수준

에 대한 명시적인 공표는 2012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978년 제정된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Humprey-Hawkins법)’에서는 3% 이하의

성인 실업률을 연방정부의 완전고용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준은 동 법의 준

수 대상기관이 아닌 점과 고용은 통화정책 이외의 요인들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수준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있음

 ㅇ 2012.1월 연준은 ‘장기목표와 정책전략에 관한 성명서(FOMC statement 

for longer-run goals and policy strategy)’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물가상승

률 2%*를 물가안정 책무에 부합하는 장기 물가목표 수준으로 공표

* 현재 연준외에도 ECB#, 영란은행 및 일본은행 등도 물가목표수준을 2%로 설정

# 정확하게는 ‘2% 미만이자만 이에 근접한 수준(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

□ 그러나 연준이 FOMC 회의 실시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하는 ‘의사록 

전문(transcript)’에 따르면 실제로는 1996.7월 FOMC 회의에서 이미 내

부적으로 장기 물가목표 수준을 2%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동 물가목표 수

준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

□ 한편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연준의 물가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등 물가목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

란이 가열되고 있음

⇒ 1996.7월 FOMC 회의 의사록 전문을 중심으로 당시 연준이 2%의 장

기 물가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주요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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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물가목표수준 설정시 연준의 주요 고려사항

□ 1996.7월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비용 및 편익 ② 생산성 제고 효

과 등을 감안하여 장기 물가목표수준을 2%로 최초 설정하였으며 추가

적으로 ③ 동 목표수준의 공표 여부 및 ④ 적정 물가지표의 선정 등도 

함께 논의

① 비용 및 편익

□ 장기 물가목표수준을 2%로 설정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ㅇ 반면 물가가 2%를 하회할 경우에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따른 실

업률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가

능성 

(비 용)

□ 물가안정의 사전적 정의*에 집착하여 물가상승률을 과도하게 낮은 수준

으로 하락**시킬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

* 향후 예상되는 물가수준의 변화가 가계 및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수치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제로(0%)인 경우를 뜻함(당시

Greenspan 연준 의장 발언내용)

** 1996.7월 당시 물가상승률은 약 3% 수준

 ㅇ [단기 비용] 신뢰효과(credibility effects)*를 무시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1%p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희생비

율(sacrifice ratio)이 3~6%로 추정되어 매우 높은 편

* 물가목표 수준을 공표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동

효과가 희생비율을 일부 줄여줄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

 ㅇ [구조적 비용] 물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연준의 입장에서 경기침체 

대응에 긴요한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특히 일본의 경우 단기 명목금리가 0.5%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제로수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은 점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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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근로자들의 저항 등으로 명목임금의 삭감이 매우 어려운 환

경*하에서 과도한 저물가는 실질임금의 조정을 약화시킴으로써 구조

적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통상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임금삭감을 추진하

는 것으로 분석됨

물가하락이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률 자연실업률

4% 5.8%

2% 6.1%

1% 6.5%

0% 7.6%

     ․ 다만 실제적으로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명목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물가하락이 기업의 명목임금 삭감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기업의 비중

3% 5%

2% 10%

1% 19%

0% 33%

(편 익)

□ 한편 물가가 낮아질수록 조세제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에서 오는 편익

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

 ㅇ 예컨대 물가가 2%p 하락할 경우의 편익은 GDP의 1%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이러한 편익의 92%는 저축자의 생애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시점

의 왜곡과 관련된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의 감소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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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장기 물가목표 수준*

* 1997.12월 뉴욕 연준이 발표한 “Inflation Goals: Guidance from the Labor
Market?”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물가상승은 ‘Sand effect’ 및 ‘Grease effect’를 통해 노동시장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ㅇ (Sand effect) 물가가 상승할수록 기업의 신중한 임금조정의 결과가
왜곡됨으로써 추후 임금 재조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

―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높고 변동성도 심할 경우 기업은 추후 임금을
재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가정보의 수집에 많은 노력과 비
용을 투자

ㅇ (Grease effect) 물가상승은 기업에게 노동시장의 수급 또는 근로자
의 성과 등을 반영하여 임금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물가상승은 시장임금이 하락하는 시기에 기업이 근로자들에
게 과잉 임금을 지급하는 실수를 방지함으로써 향후 대량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기여

― 동 효과는 물가가 7.5% 수준에 있을 때 극대화되고 이후에는 하락

■ 이러한 Sand effect 및 Grease effect를 모두 고려한 순효과는 2.5%의
인플레이션 정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Sand effect 및 Grease effect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개별 효과) (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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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성 제고

□ 장기 물가목표 수준 설정시 구조적 실업률 뿐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도 
적극 고려할 필요 

* 1996.7월 당시 생산성 증가율은 약 1% 수준으로 추정

 ㅇ 향후 생산성이 큰 폭 제고될 경우에는 물가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더
라도 명목임금 삭감 및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게 대
두되지 않을 가능성

 ㅇ 반대로 낮고 안정적인 물가수준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혁신에 대한 동기 유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평가

   ―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기업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명목상의 효율
화*에서 벗어나 핵심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내부자원을 적절히 재
조정하는 등 독창적인 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 

* (예시) 직원식당 규모 축소, 야근 제한 및 고위 관리자의 운전기사 해고 등

** 당시 Greenspan 의장은 기업들이 이러한 내부혁신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물가안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

③ 물가목표 수준의 공표 여부

□ 일부 FOMC 위원들은 연준의 신뢰성 강화를 이유로 물가목표 수준을 공
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개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
려하여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 

* “...I will tell you that if the 2 percent inflation figure gets out of this room, it is

going to create more problems for us than I think any of you might anticipate. It is

very damaging to this institution when anybody conveys information from inside the

System concerning what members of this group are thinking or what the FOMC is

likely to do.(당시 Greenspan 의장 발언내용)

 ㅇ 특히 2% 물가목표 수준이 미국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FOMC 위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물가목표 수준을 결정하고 연준은 이러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표명 



- 6/6 -

④ 적정 물가지표의 선정

□ FOMC 위원들은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PCE)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
점들을 거론하며 그동안 통화정책 결정시 줄곧 활용해왔던 소비자물가
지수(CPI)에서 탈피하여  PCE 지수를 새롭게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ㅇ 정부연금의 생계비 자동조절장치(cost of living escalator)가 여전히 CPI 지
수에 연동되고 있는 데다 물가지수 변경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이 지적

PCE 지수와 CPI 지수간 차이

PCE 지수 CPI 지수

편제기관 - 상무부(BEA) - 노동부(BLS)

포괄범위

- 개인소비 뿐 아니라 
개인을 대신하여 정부 
및 기업이 소비한  
부분(예 : medicare, 
직장의료비 등)도 반영

- 개인이 직접 소비한 
부분만 반영

구성항목의 
가중치 
변경주기

- 매월 - 매 2년

데이터 
수집방식

- Business survey - Household survey

□ 이에 따라 2000.2월이 되어서야 연준은 물가지표를 CPI 지수에서 PCE 
지수로 변경

 ㅇ 당시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연준은 CPI 지수와 비교하여 
PCE 지수가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

   ① PCE 지수는 매월 가중치가 변동되어 구성항목별 소비행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비해 CPI 지수는 가중치가 장기간 고정됨에 따
라 상향 편의(upward bias) 문제에 노출

   ② PCE 지수가 CPI 지수에 비해 소비의 포괄범위가 넓은 편

   ③ PCE 지수에 활용되는 과거 자료들의 수정*이 간편하여 보다 일관된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가능

* 새롭게 이용가능한 정보 및 통계편제 기법의 개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