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2호>

<2020.3.20>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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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Impact of Inflation Targeting: Testing the Good Luck Hypothesis”
출처: Danmarks Nationalbank, Working Paper No. 152
저자: Federico Ravenna(Danmarks Nationalbank), Marcus Mølbak Ingholt(Norges Bank)
【핵심내용】
ㅇ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국가(industrial country)들의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 이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함에 따른 성과
라는 주장과 1990년을 전후로 경기충격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나타난 행운(good
luck)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존재
* 1990년 이전에는 주로 석유파동 등의 가격인상(price markup) 충격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대침체기(Great Recession)와 같은 수요충격이 발생

ㅇ 본고에서는, 캐나다의 거시경제 데이터 및 DSGE 모형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운영방
식 전환(shift in monetary policy) 및 경기충격의 형태 변화가 인플레이션 경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DSGE 모형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전(1971~1990년)과 이후(1992~2018년)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한 후, 통화정책 운영방식 및 경기충격에 대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적용
ㅇ 분석결과,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의 인플레이션 안정화는 경기충격 변화보다는 통
화정책 운영방식 전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1992년 이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인플레이션 변동성
이 실제에 비해 대폭(약 10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반면, 물가안정목표제는 도입되었으나 경기충격이 과거(1971~1990년)와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소폭(약 15%) 증가에 그침
ㅇ 한편, 경기충격에 대한 가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소
폭 높이는 대신 생산량 변동성을 대폭 낮추는 경우도 존재*
* 1992년 이후 발생한 실제 경기충격 분포를 기반으로 임의의 경기충격을 가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은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7% 증가시키는 대신 생산량 변동성을 75% 낮추는 것으로 추정

-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 인플레이션 변동성과 생산량 변동성간의 상충관계
(trade-off)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SGE model, Counterfactual experiments

금융통화
②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Design”
출처: Bank of England Discussion Paper March 2020
저자: Bank of England Digital Currencies Team
【핵심내용】
ㅇ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화폐의 형태와 지급결제 인프
라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이 될 것으로 예상됨
* CBDC는 현금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를 띄며, 지급준비금과는 달리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

ㅇ 본고에서는 영란은행이 CBDC를 도입할 경우 직면하게 될 기회와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CBDC 도입 방식(design)을 제안
ㅇ CBDC가 도입될 경우 영란은행은 정책목표인 통화 및 금융 안정(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혁신적이고 경쟁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 디지털 경제의 지급결제 수요에도 대응 가능
- 향후 국경 간 지급결제(cross-border payment)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그러나 은행예금이 CBDC로 대체되면서 은행의 신용공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위기 시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도전과제도 존재
ㅇ 이와 같은 기회와 도전과제는 구체적인 CBDC의 경제적・기술적 설계(economic and
technological design)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경제적 설계 측면에서는 CBDC에 대한 부리 여부, 보유 규모에 따른 차등 부리 여부,
보유한도 설정 등이 고려될 필요
- 기술적 설계 측면에서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여부, 스마트 계
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능성 제공 여부, 사용 편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보안성을 갖는 암호화 수준, 계정 혹은 토큰 기반 방식 등이 논의될 필요
ㅇ 본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CBDC에 대한 논의는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도입 여부에 대
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CBDC는 영란은행의 목표는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민간과 정부, 국
회, 규제기관 등이 논의를 거쳐 그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영란은행은 앞으로 CBDC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 기술기업(technology providers), 지급결
제 참여기관, 금융기관, 학계, 외국 중앙은행, 정책당국 등의 의견을 구해 나갈 예정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거시경제
③ “Common and Idiosyncratic Inflation”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24
저자: Matteo Luciani(FRB)
【핵심내용】
ㅇ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체의 상품 및 서비
스 가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
- 해당 충격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특정 품목에 의한 상대가격 변화 혹은 단순
지표의 측정오차를 경제 전체의 물가변화로 오인하여 정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개별적(idio
*
-syncratic) 요인 및 공통적(common) 요인으로 구분 하고, 각 부분과 실물경제와의 연
계성을 추정
* 1995.1월 ~ 2019.6월 중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을 동태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가격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가중평
균하여 공통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구성

ㅇ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적(공통적) 요인이 인플레이션 변동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전체 인플레이션(Core PCE 기준)은 1.2%p 범위에서 변동했으나, 공통요인을 통해 구성
한 인플레이션 지표의 경우 0.4%p 범위에서 변동

ㅇ 필립스곡선을 이용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공통요인에 의한 인플레
이션이 실업률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한편, 개별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간의 관계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
로 분석

장기 승수
단기 계수

전체 인플레이션(  )

공통(  )

개별(  )

-0.067
-0.051
(0.030)

-0.075
-0.031
(0.008)

-0.010
-0.009
(0.029)

주: 괄호는 표준편차

ㅇ 본 연구는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기반하여 거시경제적(공통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
션을 식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립스곡선 평탄화 현상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
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Restricted OLS

거시경제
④ “Bad Jobs and Low Inflation”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WP 2020-09
저자: Renato Faccini(Denmark National Bank), Leonardo Melosi(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노동시장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기 중 나타난
저인플레이션 지속 현상(missing inflation)이 이직자의 탐색비율(on-the-job search rate)
감소에 있음을 지적
- 기존의 신케인지언 필립스 곡선 내 한계비용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되었던 노동시
장 관련 지표 대신 직장탐색 변수를 도입할 경우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성공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임
ㅇ 이를 위해 노동 서비스 제공부문에서 기업과 구직자 간에 탐색이 일어나는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한 후, 매칭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 간 임금 경쟁*이 인플레이션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
* 모형 내 구직자는 실업자(unemployed job seeker)와 이직자(employed job seeker)로 구성되며,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직자의 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직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임금
을 통해 경쟁하는 반면, 실업자는 기업 간 임금 경쟁을 유발할 만한 협상력이 없다고 가정

- 이직자의 탐색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과 실업자와의 매칭확률이 증가하고, 비생산적
일자리(bad jobs)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 간 임금 경쟁 압력이 감소
ㅇ 분석 결과, 이직자의 탐색비율 감소 충격은 일자리와 매칭되는 실업자의 비율을 증가
시키며, 이에 따라 기업 간 임금 경쟁이 완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직자들의 탐색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들이 비생
산적 일자리로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하방압력이 증가*
* 인플레이션( )을 실업률( ), 저생산성 일자리 비중(   ), 이직자 탐색비율(  )에 대해 회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단, 변수 상단의 ‘∼’는 정상상태 값과의 갭을 의미)

- 한편 소비자 기대 서베이(SCE)의 개인 수준 미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4년 이
후 이직자의 탐색비율이 감소세를 보여 모형의 예측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이 이직자의 탐색(on-the-job search)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밝히고, 미시자료를 이용해 이를 뒷받침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earch and matching model

미시제도
⑤ “Transitory and Permanent Shocks in the Global Market for Crude Oil”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47
저자: Nooman Rebei(IMF), Rashid Sbia(UAE, Ministry of Finance)
【핵심내용】
ㅇ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 1970~2010년대 Crude oil 시장에서 장·단기 수요충격 및
공급충격과 투기적충격이 GDP,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IMF 세계경제전망, World Bank 경제지표, FRB 경제 데이터, 미국 에너지관리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석유 생산량 데이터 등을 활용
ㅇ 분석결과 수요충격, 공급충격, 투기적충격은 각기 다른 변수를 설명하는데 용이하며,
장기 충격과 단기 충격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GDP 변동의 26%를 원유에 대한 장기 수요충격이 설명하고, GDP 변동의 49% 이상을
단기 수요충격이 설명
- 유가 변동의 28%, 원유 생산량 변동의 10%를 원유에 대한 장기 공급충격이 설명
하고, 유가 변동의 37%, 원유 생산량 변동의 50%를 단기 공급충격이 설명
- 장기 원유 재고변동의 39%, 단기 재고변동의 47% 이상을 투기적 충격이 설명
ㅇ 1970년대 이후 유가 변동에 있어 투기적충격의 영향은 감소한 반면 공급충격의 영향
은 증가
- 1970~2000년대에는 투기적충격이 유가 변동의 30% 이상을 설명했으나 1980~2010
년대에는 투기적충격의 설명력이 10~20%대로 낮아지고 공급충격이 유가 변동의
70~80%를 설명
- 특히 장기 공급충격의 설명력은 1970~2000년대에 5% 미만이었으나 1980~2010년
대에는 60% 이상으로 증가
- 수요충격의 설명력은 1970~2000년대와 1980~2010년대 모두 10% 미만으로 수요충
격은 다른 요인에 비해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
ㅇ 장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세계수요가 증가할 경우, 단기적인 경우와 반대로, 원유 생
산량은 감소하고 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인 수요의 증가로 기술 혁신과 대체 에너지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석유 의존적
경제 활동의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model

미시제도
⑥ “Searching for Stars : Work Experience as a Job Market Signal for

Workers Without Bachelor’s Degre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844
저자: Peter Blair(Harvard大), Erica Groshen(Cornell大), Tomas Gastagnino,
Fernando Diaz, Cristian Bonavida(Accenture Research), Papia Debroy, Byron
Auguste, Shad Ahmed(Opportunity@Work)
【핵심내용】
ㅇ 직업 간 직무기술이 유사한 정도를 기술 거리(skill distance)*로 나타내고, 이를 대졸
미만 노동자 가운데 고숙련 노동자를 선별하는 신호로 활용한다면 노동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임
* 미 노동부에서는 직업별로 요구되는 35개의 직무기술(독해, 수리적 사고, 설득 등)을 중요도에 따라
1~5점으로 점수화하여 발표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벡터로 표시하여 벡터 간 거리(기술 거리)를 측
정하고, 거리가 짧을수록 두 직업에 요구되는 직무기술이 유사한 것으로 간주

- 직업은 노동자의 직무기술에 대해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나, 고용주가 다른
직업을 가진 노동자의 직무기술을 이해하는데 비용이 큼
- 대졸 미만 노동자에게는 학사 학위와 같은 신호가 없어 고숙련 노동자임에도 이들
을 고용하지 않는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이 존재(Laibson 1997)
ㅇ STAR(Skilled Through Alternative Routes)는 기술 거리가 짧은 다른 직업에서 종사하여
해당 직업의 직무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고숙련 대졸 미만 노동자를 지칭함
ㅇ 미 노동통계국 인구조사 표본을 분석한 결과, 기술 거리가 가까운 다른 직종으로 이
직하면 임금을 높일 수 있는 STAR는 68만 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33만 명은 평균적으로 시급을 $7만큼, 30만 명은 $11만큼 더 받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남(나머지 5만 명은 이미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 종사함)
- 예를 들어, 벽돌공과 용접공의 기술 거리는 짧으나(분석 대상 중 상위 25%) 플로리다주
의 평균 시급은 각각 $13.71, $23.91로 큰 차이를 보여, 기술 거리 활용 시 노동시
장 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함을 보여줌
ㅇ STAR는 미국 내 고숙련 대졸자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일 뿐
만 아니라, 학력 간 임금 불평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2007~2016년간 새롭게 생긴 일자리의 74%는 대졸자 이상을 원하지만, 동 기간 새
롭게 유입된 노동자의 42%만이 대졸자 이상에 해당함
- 단기간에 대졸자의 수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 거리를 활용하여 해당 직
업에 적합한 STAR를 선별하고 이들을 대신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Application of euclidean distance in labor studies

국제경제
⑦ “The Financial Center Leverage Cycle: Does It Spread Around the
World?”
출처: NBER, Working Paper 26793
저자: Graciela L. Kaminsky, Shiyi Wang(George Washington大), Leandro Medina(IMF)
【핵심내용】
ㅇ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금융중심국(미국)의 레버리지 사이클이 주변국으
로의 자본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이동을 분석했던 반면, 본 연구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직후인 1973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자본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현재 IMF 데이터베이스는 자본이동의 장기시계열이 제공되지 않아 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발행되
는 주식, 협조융자(syndicated loans), 채권 데이터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시계열 데이터 구축

ㅇ 유럽·아시아·남미 지역 28개국의 자본이동을 글로벌 요인·지역적 요인·개별 국가 요인
으로 분해하여 각 요인이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자본이동은 글로벌 요인보다는 지역적 요인과 개별 국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s methodology)을 활용하여 금융중심국의 레버리지 사이클과
자본이동의 지역적 요인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
* 기존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장기시계열(1973년 이후)과 단기시계열(1999년 이후)로 구분하여 각 기간
별로 추정

- 분석 결과, 금융중심국의 레버리지 사이클은 신흥국 지역(아시아·남미)의 경우 장기시
계열에서, 선진국 지역(유럽)의 경우 단기시계열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한 자본이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금융중심국의 레버리지가 국제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시변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신흥국으로 자본이 공급된 반면, 2000년대 이후로는
주로 주변 선진국으로 자본이 공급됨
ㅇ 한편 자본유입 기간 중 지역별 차입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제자본 유입의 증
가와 함께 차입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자본 유입이 주로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latent factor model, Local projection method

국제경제
⑧ “Heterogeneous Globalization : Offshoring and Reorganiz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No. 14485
저자: Andrew B. Bernard, Teresa Fort(Dartmouth大), Valerie Smeets, Frederic
Warzynski(Aarhu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저임금 국가로의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중간재 수입과 관련된 오프쇼어링을 분석한 것과 달리, 본고는
최종 생산재 수입과 관련된 오프쇼어링을 분석*
* 본고에서 사용한 서베이 데이터에 따르면 오프쇼어링은 중간재 수입보다는 주로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 생산재와 연계되어 있음

ㅇ 기업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오프쇼어링이 개별 기
업의 자국 내 고용 구성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패널 회귀모형으로 분석
- 2001~2006년 중 오프쇼어링을 결정한 덴마크 기업 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간재 구매 서베이, 제조업 생산 서베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별 기업
(firm-level) 패널데이터를 구축
ㅇ 분석 결과, 오프쇼어링 이후 전체적인 고용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의 노동력
이 생산활동으로부터 기술 및 R&D 분야로 이동하였으며, 국내 생산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자국 내 생산 부문 인력 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오프쇼어링 이후 기업의 자국 생산인력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기술 및 R&D 등 혁신
관련 인력의 비중은 증가
- 기업은 오프쇼어링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산재와 동일한 재화의 국내 생산을 중단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산
ㅇ 한편, 오프쇼어링을 활용하는 기업은 국내 생산 제품과 해외 생산 제품 간 품질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시행
- 오프쇼어링으로 생산되어 수입된 제품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단위가치
(unit value)가 더 높았으며, 오프쇼어링 이후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ㅇ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기반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국 내 혁신 활동을 위한 인적 비중을 확대한다는 사실은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생
산성과 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Reflections on the “Reform” and Policies of Democratic People’s

Repulbic of Korea”
출처: Advances in Economics,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저자: Haofan feng(Shandong大)
【핵심내용】
ㅇ 북한은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개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부적 체제
변화에 그침
- 경제개방은 대내외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큰 진전이 없음
ㅇ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체제 운영을 개인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변화
- 농업부문의 개혁을 위해 2013년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으며 국가에 납부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자유로이 내다팔 수 있어 생산 의욕을 고취
- 일반 작물의 생산에는 경쟁을 통한 보수체계가 도입되었으나 높은 기술수준이 필요한
온실재배 생산 등은 여전히 계획과 할당을 통해 이루어짐
ㅇ 기업부문에서는 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어 기업의 자본 운용 자율권이 증대
- 기존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전적으로 제공하고 계획을
하달하여 생산하는 반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국가에서 조달
받는 반면 유동자본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 극대화
- 일례로 금컵 식료공장은 체육인을 위한 식품생산이 주된 업무이지만, 해당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평양의 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른 분야로 진출이 활발
ㅇ 주택시장도 시장원리가 점차 적용되고 있는데, 사업체가 투자금을 자체 조달하여 시
공하며 완성된 주택의 20%는 국가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분양
ㅇ 다만,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혁시도가 추후 전면적 대외
개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
- 북한은 당과 군대가 최우선인 사회로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은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남아있음
- 내부 개혁이 대외개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외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북핵문
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외투자를 늘리기 어려우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