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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Strategies for a Low-Rate Environment”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09
저자: Ben S. Bernanke(Brookings Institute), Michael T. Kiley, John M. Roberts(FRB)
【핵심내용】
ㅇ 실효하한제약으로 정책금리 추가 인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장기간 유지(lower for longer 이하 L4L)한다고 약속하는 것이 효과적
- 다만, 불완전 신뢰(imperfect credibility) 하에서는 L4L의 효과가 떨어지고 물가 오버
슈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필요
o 본고에서는 FRB/US 모형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에 대한 상이한 신뢰 수준 하에서 네
부류(세부적으로는 10가지)의 정책금리 준칙(policy rule)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중앙은행을 신뢰하는 경우와 금융시
장 참가자들만 그런 경우의 두 가지 신뢰 수준을 고려
- 표준적 테일러준칙과 실효하한제약 시 L4L이 가능한 물가수준목표제, 일시적 물가수
준목표제, 그림자 정책금리 준칙(shadow-rate rule)*을 고려하되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화
를 준 10가지의 준칙을 포함
* 실효하한제약으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못한 만큼 미래에 동 제약에서 벗어나더라도 정
책금리를 필요 수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를 보상하는 정책금리 운용 준칙

o 분석결과, 신뢰 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L4L이 가능한 준칙이 표준적 테일러준칙보다 이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L4L의 효과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금리 준칙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용이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분석방법론】 FRB/U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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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odern Monetary Theory”
최근 Project Syndicate에서 진행된 K. Rogoff와 J. Galbraith 간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
【핵심내용】
ㅇ (의의)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하 MMT)은 화폐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창출되고 조세징수에 의해 폐기된다고 보는 이론(Galbraith; Wikipedia)
- 주류경제학의 화폐이론*과는 달리, MMT에서는 정부가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도록 함으
로써 명목화폐(fiat money)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가 부여된다고 설명(Wray)
* 명목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때문에 가치가 부여

- 정부는 명목화폐 발행을 통해 어떠한 규모의 정부채무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자국통
화 표시 채무 과다로 정부가 파산하는 것은 불가능(Galbraith)
-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기둔화 시 정부가
실업자를 모두 고용하여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취업보장(job guarantee)을 경기안정화 정
책으로 제안(Mitchell and Muysken)
ㅇ (비판론) 명목화폐 발행을 통해 대규모 정부부채를 상환할 경우 초인플레이션과 급격한
환율상승을 초래(Summers; Rogoff)
-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본원통화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
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Krugman; Rogoff)
- MMT의 잘못된 주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Rogoff)
- Powell 미 연준 의장도 최근 국회 증언에서 MMT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
* The idea that deficits don’t matter for countries that can borrow in their own currency, I
think, is just wrong (2019. 2. 27일)

ㅇ (옹호론) MMT는 본질적으로 Keynes(A Treatise on Money)에 기반한 화폐이론(Galbraith)
- 재정적자 규모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과다 재정지출의 증거(evidence)이므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재정적자가 문제되지 않음(Kelton)
- 정부가 취업보장을 제공하면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가동률(real resource
use)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변동을 조
절하는 것이 가능(Galbraith; Mitchell and Muysken)
(다음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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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도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미 연준이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
보기 어려움(Galbraith)
ㅇ (관련 동향) 최근 시카고대의 IGM Forum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MMT의 정책제
안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2019.3.13.일 발표)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http://www.igmchicago.org)
* 재정적자가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isagree 36%, Strongly Disagree 52%, No Opinion 2%로
조사되었으며, 화폐발행을 통해 원하는 만큼 재정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isagree 26%,
Strongly Disagree 57%, No Opinion 7%로 조사

-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대립되는 이론이라도 승패가 분명히 갈리기는 어려운 데다
*
(Economist), MMT의 모든 아이디어와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있음
(Summers)
* 예를 들어 화폐는 조세납부 수단이므로 가치가 부여된다는 MMT의 주장은 재정물가이론(fiscal theory
of price level)과 유사(Foldvary)하며,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양적완화
(QE)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Bianco)

- 최근에는 Bernie Sanders, Alexandria Ocasio-Cortez 등 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중
심으로 MMT가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Economist)
- MMT가 학문적 진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치적 지지를 얻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Economist)
【참고문헌】
Bianco, Jim, “The Fed Has Given MMT Proponents Ample Ammunition,” Bloomberg, Mar. 12, 2019
Economist, “Is Modern Monetary Theory Nutty or Essential?” Mar. 14, 2019
Foldvary, Fred, “The Problem with Modern Monetary Theory,” Notes on Liberty, May 13, 2014
Galbraith, James, “Modern Monetary Realism,” Project Syndicate, Mar. 15, 2019
Kelton, Stephanie, “How We Think About the Deficit Is Mostly Wrong,” New York Times, Oct. 5, 2017
Krugman, Paul, “Deficits and the Printing Press (Somewhat Wonkish),” New York Times, Mar. 25, 2011
Mitchell, William and Joan Muysken, Full Employment Abandoned, 2008
Rogoff, Kenneth, “Modern Monetary Nonsense,” Project Syndicate, Mar. 4, 2019
Summers, Lawrence, “The Left’s Embrace of Modern Monetary Theory is a Recipe for Disaster,”
Washington Post, Mar. 4, 2019
Wikipedia, “Modern Monetary Theory,” retrieved Mar. 2019
Wray, L. Randall, “Understanding Modern Money: How A Sovereign Currency Works,” mime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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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lobal Inflation Synchronization”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8768
저자: Jonglim Ha, M. Ayhan Kose, Franziska L. Ohnsorge(World Ban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1970년 이후 최근까지 25개 선진국과 74개 신흥국(16개 저소득국 포함)을 대상
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조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
- 이를 위해 동적인자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동조화를 일으키는 은닉인
자(latent factor)*가 각국의 인플레이션 변동에 미친 기여도를 추정
* 글로벌 인자, 그룹(선진국, 신흥국) 인자, 개별국가 인자로 구분

ㅇ 분석결과, 개별국가의 인플레이션(CPI 기준) 변동에서 글로벌 인자가 차지하는 기여도(이하
중위값 기준)는 1970～1985년 중 16%에서 1986～2000년 중 10%로 낮아졌다가 2001～
2017년 중에는 22%로 큰 폭 상승
- 이는 GDP 성장률 변화에서 글로벌 인자가 차지하는 기여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
* 1970~1985년 5%, 1986~2000년 6%, 2001~2017년 12%

- 특히 글로벌 인자의 기여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비중은 1986～2000년 중
1/3 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후 2/3 수준으로 높아져 인플레이션 동조화가 더욱 광범
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2001년 이후 글로벌 인자의 기여도는
신흥국 18%, 선진국 27%로, 그룹 인자의 기여도는 신흥국 8%, 선진국 21%인 것으로
나타남
ㅇ 물가지표를 달리하여 살펴보면 교역상품의 비중이 낮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 및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동 비중이 높은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
벌 인자의 기여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인플레이션 동조화 현상은 물가지표 종류와 상관없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에 유의해야 한다는
(coordinated policy action)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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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국제정책협력

④ “Monetary Policy,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출처: Bank of Spain, Working Paper No. 1911
저자: James Cloyne(UC Davis), Clodomiro Ferreira(Bank of Spain), Maren Froemel,
Paolo Surico(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지난 30년(1986~2016)에 걸친 미국과 영국의 상장기업 미시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통화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자본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이를 위해 먼저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기업 대차대조표상 차변(asset
side)인 자본재투자(capital expenditure)와 대변(liability side)인 자본, 부채 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
o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자본재투자 변동규모는 신생기업(younger firms)이 성숙
기업*(older companies)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을 존속기간에 따라 15년 미만의 신생기업과 15년 이상의 성숙기업으로 구분

- 특히, 신생기업 중에서도 배당금을 지급(전년도 기준)하지 않는 기업의 자본재투자 변동
규모가 총(모든기업) 변동규모의 75%를 차지
- 성숙기업은 배당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자본재투자 변동이 거의
없었음
o 통화정책 충격이 자본재투자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의 대차대
조표 중 대변항목인 부채와 자본의 변동도 분석
- 신생/무배당기업의 경우 자산가격 변동에 취약한 담보대출에 의존함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 시 차입금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성숙기업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충격 시에도 차입금 규모 변동이 거의 없었음
- 한편,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수익(earning)의 변화가 차입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기업의 차입여건과 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이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중 대차대조표 경로의 중요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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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How Does the Strength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Depend on Real

Economic Activity?”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23
저자: Horacio Sapriza, Judit Temesvary(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1986∼2008년 중 분기별 미국 상업은행의 미시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
책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bank credit channel)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동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경기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 신용경로는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와 대차대조표경로(balance sheet channel)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두 경로를 따로 식별하여 분석*
* 정책금리 인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은행대출경로는 은행의 가용자금 축소로 대출이 감소하는 것을, 대
차대조표경로는 은행의 순자산가치(net worth) 감소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이 감소
하는 것을 나타내는 파급경로를 의미

o 분석결과, 신용경로는 소규모 은행은 물론 대규모 은행의 여러 대출 부문*에서 유효하
게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불경기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강화되는 것
으로 나타남
* 대상은행의 상업‧산업대출(commercial and industrial lending), 주택대출(residential real estate
lending), 소비자대출(consumer lending)을 대상으로 조사

- 은행대출경로는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이미 알려진 상업‧산업대출(Kashyap and Stein,
2000) 뿐 아니라 주택대출, 소비자대출 등 여타 대출 부문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대차대조표경로는 상업‧산업대출, 주택대출, 소비자대출 등 모든 대출부문에서 유효하
게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대출경로와는 달리 소규모 은행은 물론 대규모 은행에서
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유효성은 소규모 및 대규모 은행 모두에서 금융마찰
(financial friction)이 심화되는 저성장 시기에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
o 본고의 분석결과는 경기부진 시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 신용경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
동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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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On the Empirical (Ir)Relevance of the Zero Lower Bound Constrai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20
저자: Davide Debortoli(Pompeu Fabra大), Jordi Gali(CREI),
저자: Luca Gambetti(Torino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이 경제의 작동(economy’s performance)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는 가설(ZLB Irrelevance hypothesis, 이하 ZLB 무관성가설)을 검증
- 정책금리가 제로하한 제약에 직면하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어려워지므로 거시변수의
변동성과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
- 구체적으로는 평상시*와 비교하여 미국의 정책금리가 제로하한에 있었을 시기(2009Q1～
2015Q4, 이하 ZLB 시기)에 거시변수의 ① 변동성과, ② 충격반응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분석대상기간 중 ZLB 시기 이외 기간

o 분석결과 ①, ②의 경우 모두 ZLB 무관성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
- 1984Q1～2018Q2 중 GDP, 노동시간,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성 변화 여부를 다양한 형
태의 추정식(specificat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1953Q1～2015Q4 중 GDP, 노동시간, 물가상승률, 장기금리 등의 변수로 구성된
TVC-S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격반응에 변화를 찾을 수
없었음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이 아니라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성 그
리고 금융적 속성(financial nature) 때문에 미국 경제가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빠지게
되었음을 의미
- 또한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에 직면했을 때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
monetary policy)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
*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양적완화 등

【분석방법론】 OLS, Time varying coefficient-S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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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Federal Reserve Structure, Economic Ideas, and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098
저자: Michael D. Bordo(Rutgers大), Edward S. Prescott(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지역 연준의 역할을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
-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며(Meltzer 2002) 조직적인 정보처리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시각(Arrow 1974)에 바탕을 두고 분석
o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구조적으로 새
로운 아이디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함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금본위제하에서 금 태환성을 유지하면서 화폐를 적절하게 공
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브레튼우즈 체제를 거쳐 불환화폐(fiat money)가 도입된
이후에는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
o 연준 이사회와 지역 연준 간 분권화(decentralized)된 구조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
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1960년대 연준 내에서는 케인즈 이론에 기초한 아이디어들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세
인트루이스 연준은 통화주의자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
* 시카고 연준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임하던 George Mitchell이 연준 이사로 임명(1961)되면서 케인즈
이론에 기초한 아이디어들이 연준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연준 이사회는 학계
(Modigliani MIT 교수, Ando 펜실베니아대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개발

- 1970년대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연준 이
사회는 통화주의자인 Milton Friedman의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라 통화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게 되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임
- 1980년대 이후에는 미네소타 연준을 중심으로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경제 이
론과 분석이 통화정책에 반영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을 때는 연준 이사회와 뉴욕 연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대응
o 최근 들어 거시경제적 사고(macroeconomic thinking) 측면에서 상당 수준 수렴이 이루어
지고, 지역 연준과 이사회 그리고 학계 간 연결(connection)도 강화되었으나, 지역 연준
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연준이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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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Hitting the Elusive Inflation Target”
출처: FRB of Chicago, Working Paper No. 2019-07
저자: Francesco Bianchi(Duke大), Leonardo Melosi(FRB
Rottner(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of

Chicago),

Matthias

【핵심내용】
o 미국의 근원물가상승률은 2001년 경기침체(recession) 이후 미 연준의 암묵적인 인플
레이션 목표치인 2%를 하회하였으며, 2008년 경기침체 이후에는 더욱 심화
-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의 하방편의(deflationary bias)가 지속될 경우 중앙은행의 평판
(reputation)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우려
o 인플레이션의 하방편의는 ① 매우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와 ② 물가목표치 상・하방 이
탈에 대한 대칭적 정책대응* 두 가지 원인 모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FOMC, 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2012)에 기술

- 저금리 환경에서는 정책금리 제로하한(zero lower bound)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지므로 부정적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수준으로 상향 안정화
시키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형성
- 중앙은행의 대칭적 정책대응은 이러한 기대를 강화시키고 통화정책의 유효성(efficacy)
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의 하
방편의가 발생
o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
회하는 경우에 비해 덜 공격적으로 (less aggressively) 정책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비대칭적 정책대응을 약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하방편의를 제거하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
- 이는 비대칭적 정책대응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자기실현적 기대에 의
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확률을 저하시키는 데 기인
- 다만 정책비일관성 문제 등으로 경제주체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비대칭적 정책대응
약속을 믿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
응을 자제하고 용인(opportunistic reflation)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에 대한 신뢰를 높
여가는 것이 바람직
o 비대칭적 정책대응은 통화정책 운영전략을 수정하는 데 불과하므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
향조정, 물가수준목표제로의 이행 등과는 달리 현 통화정책체계의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
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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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More Gray, More Volatile? Aging and (Optimal) Monetary Policy”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98
저자: Daniel Baksa, Zsuzsa Munkacsi(IMF)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DSGE-OLG(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고령화를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분석
o 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아지나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선진국을 대상으로 1993~2017년 중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노
인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이 10p%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변동성(표준편차)이
0.18 ~ 0.20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주체의 소비-저축 선택이 변화하고 세대 간 부가 재분배됨에 따
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
-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최적화 시계(horizon)가 길어지면 노인층은 저축을
늘리는 반면, 젊은층은 연금비용 부담 증대, 소비평활화 유인 상승 등으로 부채를 늘림
-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젊은층은 이자비용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는
반면 노인층은 이자소득 증가로 소비를 늘리므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됨
o 고령화가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물가안
정목표제 하의 중앙은행이 명목변수 충격에 더 강하게 반응(reaction)하는 것이 사회후
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초고령화(very old) 사회에서는
(effective)인 것으로 분석

물가안정목표제보다

【분석방법론】 DSGE-OL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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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목표제가

더

효과적

⑩ “The Digitalization of Mone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00
저자: Markus K. Brunnermeier, Harold James(Princeton大), Jean-Pierre Landau
(Sciences Po)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금융서비스의 산업구조가 은행 중심에서 플랫폼 중
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점검

o 디지털 화폐의 경우 ① 가치저장 수단, ② 교환의 매개 수단, ③ 계산단위 등 3가지
화폐의 기능이 분리(unbundling)되면서 단일 기능에 특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는 것
이 가능
o 다른 한편으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플랫폼과 연계된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
는 화폐의 고전적 기능과 함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처리, 유통 등)와 연계
(re-bundling)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
o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거래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
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성(synthetic) 디지털 화폐(예: Libra)도 등장 가능
o 디지털 화폐 발행자의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의 공적
화폐로의 태환성(convertibility)과 플랫폼 간 범용성(interoperability)이 담보될 필요
o 플랫폼이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되면 지급‧결제에서 현금과 지준의 중요성이 대폭 감
소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여 디지털 화폐의
태환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고 공적 화폐의 계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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