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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Should the Central Bank Issue E-money?”
출처: FRB St. Louis Working Paper 2019-003A
저자: Charles Kahn(UIUC), Francisco Rivadeneyra(Bank of Canada), Tsz-Nga
Wong(FRB Richmond)
【핵심내용】
ㅇ 분산원장, 블록체인, 휴대용 전자기기 등 최근 기술발전으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수
단 제공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점검
-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간 총액결제시스템
을 운영하지만 은행수표, 카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반대중의 소액결제 서비스에
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체적인 지급결제수단 제공이 가능해졌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수단과 서비스 제공도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
ㅇ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접근성(access), 안전성(security), 익명성(privacy) 측면에서
의 비용·편익 상충관계와 금융부문의 경쟁촉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다음 네 가지의
방안(proposal)을 검토
①
②
③
④

개인 상대 중앙은행 계좌 제공(universal central bank accounts)
분권형 토큰(decentralized token)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중앙집중형 토큰(centralized token)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융중개기관이 발행을 대행하는 위임형 토큰(delegated token) 발행

o 중앙은행이 최근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임
- 네 가지 방안 중에는 ③안이 ②안에 비해 거래내역 기록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
용 측면에서, ④안에 비해서는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
- ①안의 경우 최근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소액결제에 동 계좌가 사용될 경
우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은행 예금과도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으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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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Quantitative Easing: Evidence from an Estimated DSGE Model”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19-6
저자: Stefan

Hohberger(European

Commission),

Romanos

Priftis(Bank

and

of

Canada), Lukas Vogel(European Commission)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이하 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 QE가 경제회복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소득불균형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음
ㅇ 본고에서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QE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자산보유 가계와 자산미
보유 가계가 공존하는 DSGE 모형을 통해 분석
- 자산보유 가계의 소득원천은 임금, 이전소득 외에도 금융자산 수입이 있는 반면 자
산미보유 가계의 경우는 임금과 이전소득만으로 구성
ㅇ 분석결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확장적 통화정책과 QE 모두 단기를 제외한 중장기 시
계에서는 자산보유 및 미보유 가계 간 소득의 불평등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미보유 가계의 경우 경기부양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고용 증가 등으로 인해 중
장기에 임금소득이 증가
- 자산보유 가계의 경우 중장기에 저금리(확장적 통화정책)와 채권보유축소*(QE)로 인해
이자소득이 감소하면서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수입이 하락
* 중앙은행의 정부채권 대량 매입에 따라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하락
하게 되므로 자산보유 가계의 채권보유 비중이 감소

- 다만 단기에는 실질임금과 근로시간의 상향조정이 지연되면서 자산미보유 가계의 임
금소득이 하락하는 반면 자산보유 가계의 금융자산 수입은 늘어나게 되므로 일시적
으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악화

【분석방법론】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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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Has

Higher

Household

Indebtedness

Weakene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출처: IMF, Staff Working Paper No.2019-5
저자: Gaston Gelos, Federico Grinberg, Tommaso Mancini-Griffoli, Shujaat
Khan, Machiko Narita, and Umang Rawat(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가계의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이 통화정
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미국의 소비자지출서베이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X)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 가계의 소비가 통화정책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를 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나
누어 비교하는 한편, 가계 부채와 유동성**수준에 따라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
* Bernanke and Kuttner (2005)의 방법론을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
가격의 변화를 포착하여 충격을 식별함
** 가계의 부채 수준은 주택가치 대비 모기지 대출 잔액 비율로, 유동성은 월소득 대비 유동자산의 비
율로 측정함

o 분석 결과 위기 이후에 가계 소비가 통화정책에 반응하는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가계
부채비율 증가는 오히려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
타났음
- 가계는 부채 수준이 높거나 유동자산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에 크게 반응하였는데, 분
석기간 중 부채 증가나 유동자산 축소를 경험한 가계 비중은 늘어났음
o 한편 통화정책에 대한 가계의 반응이 약화된 데에는 경제 불확실성과 같은 다른 요인
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 충격과 경제 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표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통화정책 충격이 가계 소비로 파급
되는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o 분석 결과, 가계의 대차대조표 변화는 통화정책 파급 효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가계의 대차대조표에 주목할 필요
- 또한 가계의 부채 수준과 유동성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계의 대차대조표 분포를 모니터링하는 일도 중요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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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How Prevalent Is Downward Rigidity in Nominal Wages? Evidence from

Payroll Records in Washington Stat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470
저자: Ekaterina S. Jardim(Amazon.com, Inc.), Gary Solon(University of Arizona,
NBER), Jacob L. Vigdor(University of Washington, NBER)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케인즈의 명목임금 하방경직성 가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더 포괄범위가 넓고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주의 2005-2015년 중 급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Keynes(1936)는 경기 침체기에 노동시장에 높은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명목임금의 삭감을 허용하지 않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Keynes 이후 거시경제학은 대부분 명목 임금의 하방경직성 가정을 수용
o 가계 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기존 연구에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반하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데이터의 보고 오류(reporting error)에서 비롯
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 조사대상 근로자 가운데 명목임금의 삭감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이 시기별로 17.0-25.5 퍼센트로 나
타남

o 한편 영국에서 가계 서베이 데이터보다 좀 더 정확한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BHPS), New Earnings Survey(NES)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도 명목임금의 삭감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음
o 워싱턴 주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영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명목임금의 삭감
은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기간인 40분기 동안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직장을 바
꾸지 않은 근로자(job stayer)*가운데 최소 20% 정도가 명목임금 삭감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음
* 직장을 바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또한 경기 침체 기간에는 명목임금의 삭감이나 동결이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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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How Big is the Wealth Effect? Decomposing the Responses of

Consumption to House Prices”
출처: FRB Philadelphia,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9-06
저자: S. Borağan Aruoba (Maryland大, FRB Philadelphia), Ronel Elul (FRB
Philadelphia), Şebnem Kalemli-Özcan (Maryland大)
【핵심내용】
o 2006~2009년 중 미국 소비자 650만명의 차주별 특성,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도 현황
관련 미시자료를 이용,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o 주택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주요 경로인 ① 자산효과 ② 가계 차입
제약 및 ③ 은행 건전성으로 요인분해한 결과,
- 주택가격 하락의 자산효과를 통한 영향은 미미한 반면, 가계의 차입여건 악화는
40~45%, 은행 건전성 하락을 통한 신용공급 축소는 20~2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 전체 영향 중 나머지 약 35%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소비자 수요 감소에 따
른 고용 감소로 인한 일반균형 효과에 기인
o 아울러 주택가격과 실업률 간 내생성을 고려하더라도 자산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 상
기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
- 내생성을 고려할 경우 주택가격이 가계 차입제약 경로를 통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
향은 35%, 은행 건전성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은 약 50% 정도로 추정
【분석방법론】 Decomposition
⑥ “Corporate Debt, Firm Size and Financial Fragility in Emerging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459
저자: Laura Alfaro (Harvard), Anusha Chari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onzalo Asis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go Panizza (The Graduate
Institute, Geneva)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 신흥시장국에서의 기업의 레버리지 및 금융 취약성 지표
의 악화 현상에 착안, 기업 규모와 레버리지, 금융 취약성 및 환율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
o 1992~2014년 중 31개 신흥시장국의 7,972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 기업 레버리지와 금융 취약성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기업 규모
와 금융 취약성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시불변(time-invariant)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신흥시장국의 기업은 규모가 클수록 재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중요
- 신흥시장국의 대기업에 발생하는 매출증가 충격은 GDP성장률과 상당한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짐
- 아울러 음(-)의 환율충격(통화가치 하락)은 외화 레버리지가 높은 대기업의 매출증가
율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침
【분석방법론】 Fixed-effects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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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Value Chains: What are the Benefits and Why Do Countries

Participate?”
출처: IMF, Working Paper WP/19/18
저자: Faezeh Raei(IMF), Anna Ignatenko(UC Davis), Borislava Mircheva(IMF)
【핵심내용】
o 1990~2013년 중 18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
참여*가 소득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결정요인을 분석
* Eora Multi-Region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해 후방연계도(수출 중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와 전
방연계도(총수출 대비 수출되는 중간재에 포함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를 계산

o 분석 결과, GVC 참여도가 상승하면 1인당 소득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적인
무역 비중의 증가는 이러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소득 국가보다는 고소득 국가에서 GVC 참여의 이득이 큰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업과 고기술 제조업 등 상류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공급사슬에서의 위치 변화는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됨
o 한편, 동일 통화를 사용하고 환율 변동성이 낮을수록 양자간 GVC 비중이 증가하며,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GVC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⑧ “Global

Banking,

Financial

Spillovers,

and

Macroprudential

Policy

Coordination”
출처: BIS, Working Paper 764
저자: Pierre-Richard Agénor(Manchester大), Luiz Awazu Pereira da Silva(BIS)
【핵심내용】
o 금융시장의 마찰과 국경 간 은행대출을 고려한 이국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적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coordination)의 후생 효과를 분석
- 한 지역 내 기업과 은행, 주변부 은행과 중심부 은행 간에 금융시장 마찰이 존재한다
고 가정
-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국내

자본재

생산자에

대한

은행대출에

경기대응세

(countercyclical tax)를 도입

o 분석 결과, 국제적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전 세계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적인 금융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의 이득이 증가
o 한편,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근원지에 따라 정책 공조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지역도 존재
하는데, 이는 일부국가가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하지 않을 유인이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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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 Case for a Pragmatic Approach to

Nuclear Safeguards and Verification”
출처: 38 North
저자: John Carlso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on Nuclear Non-proliferation)
ㅇ 북핵문제 해결은 안정적인 북미관계 및 평화 분위기 진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북핵
폐기 검증(verification)이 북미 간 상호 신뢰구축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단계별 해결안을 제안
ㅇ 북한은 일차적으로 핵무기 및 관련 미사일 실험 중지 조치를 유지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지를 실행(commitment)하고, 미국도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일 필요
-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양국 간 입장차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신고*, 사찰 및 모니
터링**이 수반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관련 미사일 실험 여부는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원
거리 관찰이 가능한 장점 존재
* 핵시설의 위치, 핵물질 재고, 핵탄두 수량 신고(declaration) 등
** IAEA 사찰관의 핵시설 출입허용 및 핵탄두 감축 진행 경과 등 모니터링

ㅇ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fissile material) 생산을 중단하고, 합의
된 데 따라 핵시설·핵물질 신고 및 핵시설 사찰을 수용
- 북한은 핵시설을 일시 신고한 이후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공개된 모든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므로 단계적인 비핵화를 선호
- 따라서 핵시설 신고를 순차적(facility-by-facility)으로 실시하고, 먼저 신고된 핵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이후 다음 핵시설의 사찰 및 모니터링으로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우려를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
ㅇ 원자력 발전 등 민간목적의 핵 활동은 IAEA 안전조치 하에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한편, 군사목적의 핵 활동은 상호검증 하에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
- 기 보유 핵탄두는 해체하고, 기 생산 핵물질은 사찰기구에 제출하여 처분하는 등의 방안
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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