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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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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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지출에 의해 창출되고 조세징수에 의해 폐기된다고 보는 이론(Galbraith; Wikipedia)
- 주류경제학의 화폐이론*과는 달리, MMT에서는 정부가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도록 함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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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통화 표시 채무 과다로 정부가 파산하는 것은 불가능(Galbraith)
-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기둔화 시 정부
가 실업자를 모두 고용하여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취업보장(job guarantee)을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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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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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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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규모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과다 재정지출의 증거(evidence)이므로 급
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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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하는 것이 가능(Galbraith; Mitchell and Muysken)
-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도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미 연준이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라 보기 어려움(Galbraith)
ㅇ (관련 동향) 최근 시카고대의 IGM Forum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MMT의 정책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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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도 양적완화(QE)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Bianco)

- 최근에는 Bernie Sanders, Alexandria Ocasio-Cortez 등 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MMT가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Economist)
- MMT가 학문적 진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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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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The Persistent Employment Effects of the 2006-09 U.S. Housing Wealth

Collapse”
출처: FRB of Richmond, Working Paper No. 19-07
저자: Saroj Bhattarai(Texas at Austin 大), Felipe F. Schwartzman(FRB of
Richmond), Choongryul Yang(Texas at Austin 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자산 붕괴가 2016년 말까지
고용시장에 10여년간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계량분석을 통해 발견함
-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주택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에서 2016년 말까지
고용감소가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음
o 주택자산가치의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계량모형을 통해 2006년
부터 3년간 주택자산가치가 10% 하락할 때 2016년의 총 고용이 2006년에 비해
4.5% 감소한 결과를 도출함
* Δ06-yy log(Employmentn) = βyyΔ06-09Net Worthn + γyyXn + εn,yy 식에서 주택자산가치의 변화를 나타내
는 Δ06-09Net Worthn 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지역주택공급 탄력성(local housing supply elasticity)을 이용

- 주택자산가치의 하락은 주택자산이 담보로 작용하는 가계의 예비적 저축을 늘려 소
비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노동수요의 감소를 초래함
o 명목임금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새로운 회귀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택자산
붕괴는 오랫동안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비위축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시장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이 파급됨
o 지역 뿐 아니라 산업 별로 분석한 결과, 주택자산가치의 하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했음
- 교역재산업, 비교역재산업, 건설산업, 고기술산업, 기타산업 등 5가지 산업에 대한
각각의 패널분석을 함
- 주택시장 충격이 가장 길고 강한 영향을 미친 분야는 건강, 교육 등 서비스영역인
고기술산업으로 나타남
- 서비스기반 산업 특성상 지역 노동수요의 감소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된다면 생산을
단기에 충당할 수 없기에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됨
o 가계수요의 충격은 단기의 경기변동만을 설명하고, 장기의 경기변동은 주로 기술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는 기존의 거시경제학 견해와는 달리 가계의 자산 충격은 장기
간동안 지역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분석방법론】 Instrument Variable(IV)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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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Aggreg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Unemployment

and

Demographic Trend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19-07
저자: Andreas Hornstein(FRB of Richmond), Marianna Kudlyak(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의 장기추세를 추정하고 향후
10년간을 전망하였음
- 정책입안자나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계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에
서 단기적 경기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o 고용행태가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인구특성에 따라 44개
인구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의 추세를 추정하였으며,
각 그룹의 인구비중으로 가중평균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추세를 도출
- 우선 간단한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연령효과, 세대
(cohort)효과, 경기효과로 분리하고 경기효과를 제거함으로써 그룹별 추세를 추정*
* 연령효과는 청소년기와 장년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것처럼 연령이 다른 데 따른 차이인 반면 세
대효과는 베이비부머와 1990년대생들의 청년실업률이 다르듯이 세대가 다른 데서 발생한 차이를 의미

- 추정을 위한 자료는 1976~2018년 기간 중의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와 2018년 의회예산처(CBO)의 인구전망치를 이용
ㅇ 분석 결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세는 인구특성의 변화와 각 그룹의
추세변화에 의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1976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진전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 실업률 추세는 1976년 7%에 달했으나 교육수준 신장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낮아
지면서 2018년 4.6%까지 하락
ㅇ 한편 의회예산처(CBO) 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전망한 결과, 10년 후인 2028년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62.7%에서 1.6%p만큼, 실업률은 2018년의 4.7%보다
0.4%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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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Is It Harder for Older Workers to Find Jobs? New and Improved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1669
저자: David Neumark(UC Irvine), Ian Burn(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Patrick Button(Tulane大)
【핵심내용】
o 대규모 현장실험*(resume correspondence study)을 이용, 미국 노동시장에 연령별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
* 지원자의 인종, 성별, 연령 등은 달리하고 근무경력은 유사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력서를 다
수 기업에 제출한 이후 기업의 긍정적 회신 여부를 통해 차별 유무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
본 실험에서는 13,371개의 채용공고에 허위의 이력서 총 4만여 장을 제출

o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노령 및 청년 지원자의 근무경력을 이력서에 유사하게 기재하였
는데 이는 노령 지원자에 대해 부정적 신호로 작용, 노령 지원자가 받는 차별의 정도
를 과대 추정하는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지원자 간 관측불가능한 인적자본 크기의 격차가 노령 지원자의 경우에 더 크
기 때문에 동 지원자가 받는 차별의 정도를 과소 추정하는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
o 본 연구는 ① 지원자 연령에 상응하는 수준의 근무경력 기재 ② 회귀분석식에 인적자
본 관련 교차항 추가 ③ 노령 지원자의 가교취업(bridge job) 고려 등의 방법으로 선
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
o 분석 결과, 노령 여성 및 은퇴를 앞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뚜렷하였으나, 남성
의 경우에는 연령별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확인
【분석방법론】 Field experiment, Resume correspondence study
⑤ “Aggregate Nominal Wage Adjustments: New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Payroll Data”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628
저자: John Grigsby, Erik Hurst(Chicago大), Ahu Yildirmaz(ADP)
【핵심내용】
o 2008~2016년중 미국 근로자 1백만 명의 행정자료*를 이용, 미국의 명목임금 변동 특
성에 대해 분석
* 미국의 임금대장 자료(payroll data) 처리 전문 회사인 Automatic Data Processing(ADP)이
보유한 익명의 근로자 약 5천만 명의 자료로부터 무작위 추출

o 근로계약상 기본급(base wage)을 상여금(bonus) 등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 기본급의 변화는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반면 상여금 등의 변화는 일시적이므로, 기
본급의 변동 빈도를 거시경제모형 내 임금경직성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함
- 명목기본급의 하락은 매년 전체 현직근로자(job-stayers)의 2%에게만 발생하는 등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 상당히 드물게 나타남
- 한편 현직근로자 및 이직자(job-changers)를 모두 포함한 전체 기본급의 변동은
현직근로자만 포함한 기본급 변동보다 더 유연하게 나타남
- 신규채용 근로자 기본급의 유연성은 현직자 기본급의 유연성과 유사하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명목임금의 하락은 대완화기 이후의 회복기보다 대완화기 기간중에 더 빈
번하게 나타나는 등 명목기본임금의 변동은 상태의존적(state-dependent)으로 나타남
o 결론적으로 기본급의 변동 양상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전체 임금의 변동 양상과는 상당
한 차이를 보이며, 동 내용이 명목임금 경직성 관련 모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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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 and Welfar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564
저자: Mary Amiti(FRB of NY, CEPR), Stephen J. Redding(Princeton大, CEPR)
David E. Weinstein(Columbia大)
【핵심내용】
o 2017.1~2018.12월 중 미국의 상품별 수입 물량과 가격, 관세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
세율 상승이 상품 가격과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 결과, 관세율 상승이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수출 기업의 수취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과된 관세가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수출기업에게는 전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세율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교역조건 이득이 거의 발
생하지 않았음을 시사
o 한편, 관세율 상승이 국내 생산자의 판매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 상승이 수입 중간재 가격과 국내 생산자의 마크업률(mark-up
ratio)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o 또한, 관세율 상승에 따른 자중 손실(deadweight loss)이 비교적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관세율 상승으로 수입 상품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를 소비 품목의 다양성 감소로
본다면 소비자 후생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⑦ “Greening monetary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576
저자: Dirk Schoenmaker(Erasmus大, CEPR)
【핵심내용】
o ECB가 매출액이 큰 유로존 60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이의 효과에 대해 분석
o 분석 결과, ECB의 포트폴리오 가중치와 담보 할인율(haircut) 조정* 정책이 일정 조건
하에서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주택은 에너지 효율 등급(energy label of
the house)을 기준으로 각각 분류하여 회사채와 주택담보증권 등의 할인율을 결정

- 이는 ECB가 유로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위한 탄
소 배출 감소 정책과 물가 안정 등의 통화정책 목표가 양립할 수 있음을 시사
o 한편, 동 정책은 탄소 배출량이 작은 기업의 자본비용을 하락시키고 다른 금융 시장
참가자들에게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를 주며, 또한 탄소 배출량이 작은 기업의 신
용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analysis, Basic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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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ant to Resolution
1874(2009)”

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저자: Hugh Griffiths et al.(Panel of Experts)
ㅇ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이 약화되었으
며, 현재도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선박간 불법 환적(transfer)을 통해 유엔이 허용한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한 정제 석
유제품 밀거래가 추정되는 등 석유화학 제품, 원유 및 석탄 수출입 제재를 위반
- 자동선박식별장치 임의 조작, 미등록 소형 선박 사용, 선박명 도용, 야간 선적 등을
통해 감시망을 회피하고 동중국해·서해에서 선박간 환적 시도
- 왕래한 선박수 및 중량을 고려할 때, 각 선박이 적재가능 하중의 1/3정도의 석유제
품을 적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상반기에만 허용된 50만 배럴을 초과하며, 90
퍼센트를 적재한 경우 130만 배럴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
ㅇ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등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하고 있
으며, 고급차량 등 사치품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취득 경로 조사를 진행중
ㅇ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
- 인공위성 영상 분석 결과 영변 핵 단지는 현재 가동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핵개발
에 필요한 우라늄 채굴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
- 군사시설 공격으로 인해 전력이 일시에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인프라를 사
용하여 장거리 미사일을 조립하는 행위 포착
ㅇ 북한의 해외 파견 외교관 및 해외 금융기관 대표의 관여 등을 통해 금융제재를 회피
하는 등 국제 금융 제도를 이용
ㅇ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위가 제재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기간 동안 실기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화이트 리스트 작성을 제안
- 장기간의 심의로 적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자금조달·전달 경로의 혼선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 작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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