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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신사 숙녀 여러분!

2019년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
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해주실 Claudio Borio BIS 통화경제국장님, Carmen
Reinhart 하버드대 교수님, Charles Engel 위스콘신대 교수님, 그리고 이번 컨퍼
런스 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Thomas Sargent 교수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컨퍼런스의 특별 세션을 맡아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실 João Santos 선임부국장님을 비롯한 뉴욕연준 소속 연구자 분들, 그리고 모
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국제분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투자와
소비의 기회도 국경을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
한 흐름에 일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의 영
향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화 흐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때, 글로벌 연계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글로벌 연계성 확대가 가져온 도전과제와 이의 지속가능성에 대
해 살펴보고, 정책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은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많은 사람들이 빈
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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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각국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
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면서 국제무
역을 고리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
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의 삼각관계’(trilemma)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딜레마’(dilemm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할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
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으며, 성장의 혜택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
하위계층의 소득은 정체되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
과 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
나로 인식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 사이에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셋째,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slowba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
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국제분업 유인
약화, 교역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그 요
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
향은 줄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
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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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
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입장
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
발하는 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
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
련 제도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동
력 창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새로운 승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연계성은 이
미 상품 뿐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혁신이 교류 ․ 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
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은
G20 등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공
조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연계성이 보다 공
정하고 안전하면서 포용적인 방향으로 확대 ․ 발전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통해 글로벌 연계성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더불어 향후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해법
이 다양하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세계경제의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통찰력을 얻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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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Ladies and gentlemen, honored guests!

I am delighted to bid a warm welcome to you all, our participants in this
Bank of Korea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I wish to express my sincerest
appreciation to our keynote speakers, Dr. Claudio Borio, Head of the BIS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Professor Carmen Reinhart of Harvard
University, and Professor Charles Engel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pecial thanks to Professor Thomas Sargent for his great help to us again this
year in organizing the conference. Let me als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the staff from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ncluding Senior
Vice President João Santos who will present his research at a special session,
as well as to all of our moderators, presenters and discussants.

As we know, the expansion of global trade and financial linkages has
driven global economic growth since the 1990s. It has enhanced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through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and expande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and consumption across borders. Ye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anges in this trend have emerged. Global value chains have
weakened a bit, and cross-border bank lending has also been on a downward
trend in the post-crisis period. The recent trade conflicts have compounded this
slowdown in the growth of global linkages.

At this time of transition,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hat we look into
various aspects of global linkages and discuss policy implications. Today,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rise of global
linkages, and share my thoughts about appropriate responses to addres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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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both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have enjoyed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from greater global
linkages. Many people in emerging countries have been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s a result. However, new challenges have surfaced as well.

First, as we experienc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ternal factors have
larger impacts on individual domestic economies. With global value chains growing
wider and deeper, the inter-dependence of business cycles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has heightened through trade linkages. Further, due to the tighter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e monetary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geopolitical risks have greater effects on the capital flows of emerging
market countries. According to some recent research, emerging economies are facing
a “dilemma” in monetary policy, not the “Mundell-Fleming trilemma” ― that is,
regardless of the exchange rate regime, it is difficult for an emerging economy to
exercise monetary policy autonomy in the absence of capital controls.

Second, intense competition in global markets has inevitably created winners
and losers, and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have not been evenly
distributed. In advanced economies, unemployment has risen in industries with
comparative disadvantages, and the incomes of some lower- and middle-class
workers have stagnated. In emerging economies, the productivity and wage gaps
between exporting and non-exporting firms have widened markedly. These
problem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worsening income
equality, causing a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This negative public sentiment
lies behind the recent surge in trade protectionism in certain countries.

Third, uncertainty surrounding the future of global linkages is growing. As
the newly coined term “slowbalization” indicates, there are worrie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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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global linkages might have reached its limit. This is attributed to
rising wages in emerging economies, the growth of less-tradable service
industries, and the spread of protectionism. If the global linkages remain weak
or weaken further,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and the dispersion of technology
would shrink, which could result in a huge adjustment cost for the global
economy. In this case, heavily trade-dependent emerging economies with
insufficient domestic demand are likely to be more adversely affected.

Now let me touch briefly on the policy direction needed to reap the
benefits from rising global linkages while reducing the related harms.

To begin with, we should heighten the resilience of the domestic economy
to external shocks.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pursue structural reforms
steadily, thereby boosting our potential for growth and job creation and
improving our economic fundamental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keep the
domestic economy stable through the proper conduct of macroeconomic
policies. Central banks, in particular, should carefully examine if there is any
room for improvement in their operations and make efforts to expand their
policy toolkits,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brought by
closer global linkages.

Next, we need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for those left behind and
improve labor market systems to facilitate smoother relocation of workers in
areas of comparative disadvantage to more competitive fields. In doing so,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not to undermine growth and development. To
this end, we must foster fair competition and creative innovation so that we
can maintain a business environment that continues to nurture new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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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I would lik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 linkages have already become a vital channel through which not only
products

but

also

ideas,

knowledge,

and

innovation

are

exchanged

and

disseminated. To prevent the recent trade tensions from damaging this channel, the
global community needs to resolve th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both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should share their views on global economic
conditions, and work to coordinate policy through the G20 and other international
forums. Pooling our collective wisdom, we must strive to promote global linkages
in a fairer, safer and more inclusive manner.

Ladies and gentlemen,

I look forward to seeing an active exchange of views and lively
discussion, through which we will be able to conduct in-depth analyses of
global linkages and suggest a variety of ideas about future economic policies.
I once again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productive venue for gaining
insights into the stable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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