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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aising the Inflation Target: How Much Extra Room Does It Really

Giv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42
저자: Jean-Paul L’Huillier, Raphael Schoenle(Brandeis大)
【핵심내용】
ㅇ 최근 명목금리 제로하한 제약을 완화하고 통화정책 여력(room)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본고에서는
물가안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책여력이 발생하는지 분석
- 물가안정목표가 상향조정되면 정상상태(steady state)의 물가상승률 및 명목금리가 상
승함에 따라 부정적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 가능
ㅇ 미국 1970~2015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물가안정목표를 2%p(2% → 4%) 상
향조정하는 경우 정책여력은 0.5%p~1.6%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여력을 2%p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목표를 5.8%(3.8%p 조정)까지 높
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결과는 물가안정목표 상향조정으로 물가상승률 추세가 높아지면 기업이 상품
의 가격조정 빈도를 늘리는 등 민간부문의 행태도 변화하는 데에 기인
- 실증분석 결과 물가상승률 추세와 연간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조정 빈도가 늘어나면(가격경직성 하락) 중앙
은행 반응함수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① 물가안정목표 상향조정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의 비용을 초
래한다는 점과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여력 확보가 중요한 경우 의도하는 정책여력
확대 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를 더 높게 조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
- 물가안정목표 조정은 정확한 거시경제적 상황과 명목금리 제로하한 제약이 초래하
는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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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Design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52
저자: Itai Agur, Anil Ari and Giovanni Dell’Ariccia(IMF)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가계, 기업, 은행으로 구성된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의 중앙은행 디지
털화폐(CBDC) 발행 형태(design)를 분석
- 가계는 지급수단 선택 시 익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며, 동 선
호에 따라 현금(익명성 보장), 예금(안전성 보장) 및 CBDC(익명성과 안전성 혼합, 후술) 중
하나를 보유
- 지급수단별로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효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도 감안
o 중앙은행은 CBDC 발행 형태에 대한 설계를 통해 익명성과 안정성 정도를 혼합 가능
-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 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안전성은
미흡
- 실명계좌 형태로 발행 시 예금 수준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익명성 확보가
곤란
- 설계에 따라서는 중앙은행과 당사자 외 제3자에 대해서는 계좌 소유주의 실명을 비
공개하는 등 익명성과 안전성을 혼합 가능*
* 모형에서는 현금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신 안전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예금은 완벽한 안전
성을 보장하는 대신 익명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준화하였으며, CBDC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익명성과 안전성을 혼합 가능한 것으로 가정

o 분석결과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가계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다
양해지므로 사회효용은 증가
- 그러나 현금에 가까운 형태로 발행할 경우 현금이 구축되며, 예금에 가까운 형태로
발행될 경우 예금이 구축되는 현상이 발생
- 따라서 경제에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예금수수, 대출실행)이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CBDC는 현금에 가까운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
o 본고의 분석결과는 CBDC 발행 시 현금과 예금 등 여타 지급수단 구축효과로 발생하
는 상충관계(trade-off)를 감안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이론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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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Beveridgean Unemployment Gap”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74
저자: Pascal Michaillat(Brown大), Emmanuel Saez(UC Berkeley)
【핵심내용】
ㅇ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모형의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효율적 실업률 계산식을 도출하
고 이를 이용해 미국 실업률 갭* 추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실업률 갭과의 차이를 비교
* 관측되는 실업률과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효율적 실업률의 차이

ㅇ 미국 정부는 효율적 실업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완전고용정책을 수행할 것을 책무로 규
정하고 있으나, 효율적 실업률 계산에 쓰이는 모형·가정이 상이하여 이견의 소지가 상존
- 기존에 사용되는 효율적 실업률의 변수인 NAIRU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반영할 뿐이며, 실업률의 장기추세 또한 이론적으로 효율적 실업률과는 괴리
- 주요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도출된 효율적 실업률은 노동시장 구조, 임금결정방식,
노동수요, 생산함수 등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
ㅇ 효율적 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 관측·추정 가능한 빈 일자리의 실업률 탄력성, 노동시
장 경색도(tightness), 채용비용 및 실업의 비금전적 가치만을 이용하는 산식을 제안
- 동 산식을 통해 도출되는 실업률은 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므로 노
동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효율적 실업률의 정의에 부합
ㅇ 미국의 1951~2019년 기간 중 실업률 갭을 산출한 결과, 실업률 갭은 1.7%p였으며
경기역행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동 기간의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5.8%인 반면 효율적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4.1%였
으므로,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
- 2019년과 같이 경기가 좋은 경우 실업률이 효율적 실업률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실
업률 갭이 0으로 하락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실업률이 크게 상승해 실
업률 갭이 6.2%p까지 상승하므로 실업률 갭은 경기역행적인 것으로 추정
- 동 실업률 갭은 NAIRU나 추세적 실업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결과는 실업의 비금전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
ㅇ 동 논문의 분석결과는 경기침체기 高실업률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거시
경제 모형에서 실제 실업률과 효율적 실업률을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을 함의
【분석방법론】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 3 -

거시경제
④ “Learning and Misperception: Implications for Price-Level Targeting”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78
저자: Martin Bodenstein, James Hebden, and Fabian Winkler(FRB)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Fed의 “보상 전략*”(makeup strategies) 중 하나인 물가수준목표제(price-level
targeting)에 대해 논의하고, 현행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부터의 전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성공적인 전환의 조건에 대해 분석
* 과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미달한 만큼 가까운 미래에 인플레이션을 진작시키겠다는 일종의 포
워드 가이던스로, 이는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실질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경기를 부양

- 최근 저금리 기조 유지로 명목이자율이 제로금리 하한에 제약(ZLB)되어 통화정책 여력이 제
한됨에 따라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부터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
- 본 연구에서는 물가수준목표제의 유효성이 중앙은행 공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에 의
존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주체가 정책체계를 학습하는 구조를 반영한 모형을 제시
ㅇ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경제주체가 중앙은행의 정책준칙 함
수에 대해 충분히 학습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모형 내 경제주체는 중앙은행의 정책준칙 모수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형성하며 실제
결정된 정책금리, 인플레이션, 산출갭 등을 반영해 기존의 기대를 수정 및 보완
- 물가수준목표제가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대중의 기대를 원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나, 정책 전환기에는 대중이 새로
운 정책체계를 재량적 정책충격으로 오인하여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ㅇ 합리적 기대와 완전정보를 가정한 경우에 물가수준목표제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경기
침체기에 진입하더라도 그로 인한 산출량 손실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
- 하지만 경제주체가 새로운 정책체계에 대한 학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ZLB 하에서는 명목이자율을 관찰하더라도 준
칙함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음
- 경기침체 이후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오버슈
팅을 통해 목표 물가수준 대비 미달된 정도까지 보상하겠다는 정책당국의 메시지를
대중에 전달하여 민간기대를 형성할 필요
- 위의 상황에서는 경기침체 도중 물가불안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이 불가피하
므로, 물가수준목표제를 도입할 적기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명목이자율이
ZLB에 제약되지 않는 경우임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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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Nonbank Lend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58
저자: Sergey Chernenko(Purdue大), Isil Erel(Ohio State大), Robert Prilmeier(Tulane大)
【핵심내용】
ㅇ 2010~2015년 미국의 상장 중규모기업(middle-market firms)을 대상으로 비은행 금융기
관*에서 차입하는 기업의 특성과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특징을 분석
*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금융회사, 투자은행, 보험회사, 사모펀드·벤처캐피털·헤지펀드 등 자산관리
자(asset manager) 등으로 구성

- 비은행 대출은 전체 대출의 32%를 차지하는 등 미국에서 비중이 상당한 금융 수단
ㅇ 비은행 차입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주가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비은행 차입 확률이 더 높음
*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음수인 기업들이 양수인 기업들에 비해 비은행
차입을 할 확률이 34% 더 높음

- 비은행 금융기관 종류별 분석결과,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자산관
리자로부터 차입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성장세가 높은 R&D 집약적 기업은 자산관
리자 중에서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로부터 차입
ㅇ 또한, 비은행 차입 여부는 기업 주변 지역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데,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지점을 둔 은행들의 자본화정도(Tier 1 자기자본비율)가 높을수록 비은행
차입 확률이 더 낮음
ㅇ 비은행 대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비은행 대출자는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 등
을 통해 기업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보다는 보증(warrant)이나 사전적 스크리
닝을 통한 선별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기업과 대출의 특성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비은행 대출은 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가 190b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위 차이는 수익성 차이, 부도확률 등 위험의 차이보다는 규제로 인한 시장분
할과 자금조달 비용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위 결과는 미국 상업대출 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 기법과 대상 고객이 다르
다는 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의 논거를 뒷받침
【분석방법론】 Log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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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Technology

Boom,

Labor

Reallocation,

and

Human

Capital

Depreci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36
저자: Johan Hombert(HEC Paris), Adrien Matray(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1994~2015년중 프랑스의 고용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후반 ICT 붐(boom)* 시기
에 이 산업에 진입한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현상을 분석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숙련노동자 중 ICT 부문 노동자의 비중은 1996년 17%에서 1999년 31%로 급증
하였으나 2004년 19%로 급격히 감소

ㅇ 분석 결과, ICT 붐 시기(1998~2001년) 이 부문에 진입한 숙련노동자(이하 ICT 붐-코호트)
의 임금수준이 동 시기 다른 부문에 진입한 숙련노동자보다 장기적으로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ICT 붐-코호트는 초반에는 임금이 5% 더 높지만, 붐이 끝난 후 임금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상승률도 느려져, 2015년에는 임금이 6%, 15년간 임금상승률은 11%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장기적으로 ICT 붐-코호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현상은 이들이 초반에 축적
한 인적자본이 빠르게 감가상각되는데 기인
- 한편, ICT 붐 시기에 이 산업에 진입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애초에 낮았다거나
(negative selection), ICT 부문 자체의 노동수요가 낮아서 임금이 더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
ㅇ 인적자본이 빠르게 감가상각된 것은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붐 시기에 습득
한 기능(skill)이 무용(obsolete)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ICT 붐-코호트 중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높은 직종, 기업과 산업의 노동자들의 장기
임금상승률이 더 낮다는 점은 위 설명을 뒷받침함
【분석방법론】 Two-sector model,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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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Innovation, Growth, and Dynamic Gains from Trad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70
저자: Wen-Tai Hsu(Singapore management大), Raymond G. Riezman(Iowa大)
Ping Wang(Washington St. Louis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무역이 경제주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기술진보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동 경로를 통한 후생 증가분의 크기를 추정
- 선진국과 신흥국이 교역을 하는 2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이 경제 후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 교환 및 특화의 이득과 같은 무역의 정태적(static) 이득과 기술진보율이 증가하는 동태적(dynamic) 이
득을 구분하여 추정

-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과 사업 아이디어(entrepreneurial knowledge)** 두 가지
형태의 혁신이 존재하는데, 범용 기술은 오직 선진국 기업들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내연 엔진, 전기, 반도체 등과 같이 다른 모든 상품들 생산에 도움을 주는 기술
** 개별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식이며, 동 지식의 혁신과 상품 생산 과정에서 범용 기
술이 사용됨

ㅇ 분석결과, 교역을 하는 경우 폐쇄경제보다 후생이 약 5.3% 증가하고, 이 중 동태적 이
득이 약 78%를 차지
- 국가 간 교역이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선진국의 범용 기술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진보율이 증가함
- 이는 무역이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태적 이득만을 고려할 경우 무역
이 주는 이득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시사
ㅇ 한편,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큰 동태적 이득이 존재
- 교역으로 인해 신흥국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
고,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소득이 증가
-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의 동태적 이득은 동 소득 증가에 대응하여 범용 기술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고 기술진보율이 증가하는 데 기인
【분석방법론】 Endogenous growth model of north-south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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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Drivers, Implications and Outlook for China’s Shrinking Current

Account Surplu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44
저자: Pragyan Deb, Albe Gjonbalaj, Swarnali Ahmed Hannan(IMF)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중국 경상수지의 흑자폭의 감소가 어떤 요인에 기
인하였는지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2019년 7월까지의 중국 경상수지, 대외자산, 환율 등의 거시 변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
상수지 흑자폭의 감소 원인,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동 현상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ㅇ 분석 결과, 2018년 중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폭 감소한 것은 원유 및 반도체 가격 변
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흑자폭의 기조적인 감소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
- 구조적 요인에는 실질실효환율의 지속적 절상, 해외여행의 증가, 시장 포화 및 중국의 빠
른 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등이 있음
- 확장적 재정정책 및 신용팽창은 흑자폭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중국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
ㅇ 안정적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외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변동성이 큰 국제자본유입을 제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과도하게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제어하고, 사회 안
전망 확충, 국가 소유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개방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ㅇ 중국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는 글로벌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여러 국가에
파급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한국, 독일,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반면에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 뉴질랜드 등과 같은 선진국의 대중국 수출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Basic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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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Sino-North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출처: The World Economy 20 November, 2019
저자: Jai S. Mah(이화여대)
【핵심내용】
ㅇ 현재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대북 무역과 외국인직접투
자(FDI)를 꾸준히 늘려 왔음
- 본 논문은 대중무역의 잠재력을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최근 북·중간 외교관계
개선 노력의 배경을 분석함
ㅇ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2017년 북한의 전체 수출 중 중
국의 비중이 89.2%에 달함
ㅇ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추가 신설하고 중국과 외국
인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자본의 북한 유입이 증가함
-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누계 총액은 2015년 기준 약 6억2천5백만 달러로 2003년에
비해 600배 이상 증가
ㅇ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는 주로 나진-선봉·신의주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항구도시로서 운송의 이점을, 신의주 경제특구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의 이점을 살려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투자유입은 외화 유입·일자리 창출·생산성 개선 등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ㅇ 하지만 2017년 들어 UN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과 직접투자 규모
가 가파르게 축소되는 추세
- 현재까지는 북한의 시장물가가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으나, 강력한 제재 기조가 유
지될 경우 북한의 대중 관계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위태로울 수 있음
- 저자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
제적 난관을 벗어나려는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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