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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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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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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
는 것이 가능
o 다른 한편으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플랫폼과 연계된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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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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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여 디지털 화
폐의 태환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고 공적 화폐의 계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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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Consumers’ Price Beliefs, Central Bank Communication, and Inflation Dynamics”
출처: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 19-E-14
저자: Kosuke Aoki(Tokyo大), Hibiki Ichiue, Tatsushi Okuda(BOJ)
【핵심내용】
o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퍼즐(missing inflation puzzle)이 발생
o 본고에서는 소비자가 과거 경험 등에 바탕을 두고 물가에 대한 기대(price belief)를
형성하면서 더 낮은 가격을 탐색(price search)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인플레이션 퍼즐에 대한 설명을 시도
- Lucas의 섬(island) 모형을 확장하여 가계, 기업 및 중앙은행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구성하되 소비자는 매기 거주 중인 섬의 상품가격은 알게 되나 다른 섬의 상품가격
은 탐색비용(search cost)을 지불해야 알게 된다는 가정을 도입
o 분석결과 소비자의 가격탐색 행동은 기업의 가격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지속, 중앙은행의 낮은 물가목표치 유지에 대한 확신 등으로
소비자가 낮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거주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탐색을 통
해 다른 섬에서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수
요가 큰 폭으로 감소
- 이 경우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상승해도 이를 상품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므로 생산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 인플레이션 퍼즐이 발생
o 한편 동 모형을 통해 중앙은행이 물가목표치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와 현재 물
가 수준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물가기대 안
정과 통화정책 유효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목표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제주체의 물가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는 동
시에 탐색유인을 감소시키므로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킴
-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물가기대의 안정성을 낮추지만 탐색유인 증
대를 통해 통화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을 강화시킴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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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Okun
출처:
저자:
저자:

Revisited: Who Benefits Most from a Strong Economy”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72
Stephanie R. Aaronson(Brookings Insititution)
Mary C. Daly(FRB St.Louis), William L. Wascher, David W. Wilcox(Fed)

【핵심내용】
ㅇ 경기확장시 기업이 채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유색인종, 저학력, 여성 등 취약계층
의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고용지표 및 소득수준이 개선된다는
Okun(1973)*의 가설이 현재에도 성립하는지 추정
* Okun(1973)은 경기확장 국면에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기업은 고용확대를 위해
취업기준 완화 등을 실시하면서 취약계층의 노동이동성(labor mobility)이 증가한다고 분석

ㅇ 모형추정 결과 경기개선으로 노동시장 경색도(tightness)*가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노동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Okun의 가설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분석
* 구인(vacancy)/실업자(unemployment)로 정의되며 동 지표는 경기순행적

- 고용지표의 경우 흑인여성, 히스패닉 남성, 고졸·대졸 미만 남성의 실업률이 하락하
였으며, 히스패닉, 저학력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또한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소득지표의 경우 흑인 및 히스패닉 여성, 고졸·대졸 미만 여성의 연간소득이 상승하
였으며 히스패닉 여성의 가구소득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시간당임금은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성과가 임금률 상승보다는 고용·노동시간의 증가를 통해 취약계층에 분배됨을 의미
ㅇ 한편 경기확장기 노동시장 경색도(tightness) 증가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여타 거시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
어 유의할 필요
- 노동시장 경색도(tightness) 상승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경우 인플레이션 확대 가
능성이 있으며,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한 것일 경우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로 인한 금
융불안 발생 가능성 상존
- 취업기회 확대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경우 장기적으로 R&D역량 하락
이 우려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Visualization analysis

- 3 -

거시경제
⓸ “Public Debt Sustainabi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10
저자: Xavier Debrun(National Bank of Belgium), Jonathan D. Ostry(IMF and CEPR),
Tim Willems(IMF), Charles Wyplosz(The Graduate Institute and CEPR)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 정부의 채무이행에 대
한 신뢰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방법론 등으로 구분해 논의를 전개
- 지속 불가능한 정부부채는 국가 디폴트 위험, 고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 붕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중요
ㅇ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판단을 수반하므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우나, 통
상적으로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채무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지(solvency)를 기준으로 판단
- 정부예산제약과 부채동학을 통해 지급불능상태가 되는 부채의 임계점을 계산하여
정부부채비율이 안정적 경로에 안착할 조건을 도출할 수 있으며, Bohn(1998)에서
는 기초재정수지와 정부부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조건을 통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검정
ㅇ 하지만 디폴트 선언이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정치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채제약(debt limit)에 직면한 정부가 정상적인 채무청산을
진행하는 대신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
-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대중의 두려움이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경우, 자기실현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 않음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부채 동학의 불확실성에 대해 정량화된 설명을 제시하기 위
해 bad event가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스트레스 테스
트’를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미래 어느 시점에 특정 정부부채 수준에 도달할 가
능성을 팬차트를 통해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방법도 이용 가능
- 단기적으로 급격한 유동성 부족사태가 도래해 채무이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채수준과 이자율 스프레드가 유동성 리스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
【분석방법론】 Polic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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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Too Much Data: Prices and Inefficiencies in Data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96
저자: Daron Acemoglu(MIT), Ali Makhdoumi(Duke大),
저자: Azarakhsh Malekian(Toronto大), Asuman Ozdaglar(MIT)
【핵심내용】
o 데이터 시장(data market) 모형을 구축해 과도한 데이터 공유가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분석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머신러닝,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가 생산·공유되는
것의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반면, 본 논문은 데이터 과다가 프라이버시
(privacy) 문제 등으로 인해 최적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

- 모형에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user)들과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고
추정하려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
o 모형분석 결과, 사용자 개인 데이터의 가격은 과소책정(underpriced) 되며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공유되어 데이터 시장에서의 균형은 비효율적임
- 한 개인이 데이터를 플랫폼에 공유하면, 그 개인의 특성과 상관관계(correlation)가
높은 다른 개인의 정보도 함께 드러나는(reveal) 음(-)의 외부성이 발생하여 과도한
데이터 공유가 일어남
- 한편, 개인은 이러한 과도한 데이터 공유로 인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이미 노출되어 있
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내줄 의향을 갖게 됨
o 한편, 플랫폼간의 경쟁으로는 데이터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후생
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데이터 거래에 대한 일괄적인 과세, 제3의 중재자(mediator)를 통한 사용자간 상관
관계를 제거한 형태의 데이터 공유 등의 정책이 가능
【분석방법론】 Econom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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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Finance and Carbon Emiss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12
저자: Ralph de Haas(EBRD), Alexander Popov(ECB)
【핵심내용】
o 1990~2013년 중 48개국 16개 산업을 대상으로 주식시장 발달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패널분석 결과, 주식을 통한 직접자금조달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탄소집약적인
(carbon intensive) 산업*에서 1인당 탄소배출량이 적게 나타남
* 부가가치당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

o 주식시장의 발달은 ①산업간 자원 재배분과 ②산업내 탄소배출량 감소, 두 가지 경로
를 통해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① 산업간 자원 재배분 : 주식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탄소집약적 산업보다 친환경
산업으로 자원이 배분됨
② 산업내 탄소배출량 감소 : 주식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부
가가치당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친환경 특허
(green patent)의 보유가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o 주식시장이 발달하면 탄소집약적인 산업에서 탄소집약적인 생산공정을 해외로 이전하
는 아웃소싱(outsourcing)도 증가하지만, 이 효과는 주식시장 발달이 국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의 1/10에 그침
- 주식시장이 발달하면 탄소집약적인 산업에서 수입재(중간재·최종재)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웃소싱이 용이한 산업에서 크게 증가
o 벨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외생적인 주식자금조달 비용감소 충격에 반응
해 기업들은 주식비율을 높이고 생산과정의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2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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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Liquidity

Deflation and Liquidity Trap under Flexible Prices: Some

Microfoundations and Implica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77
저자: Guillermo A. Calvo(Columbia大)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유동성 디플레이션(liquidity deflation) 개념을 도입한 후, 동 개념의 이론적
토대와 현실적 함의에 대해 분석
o 유동성이 높은 실질 안전자산이 증가할 때 총 유동성 증가가 실질 안전자산 증가에 못
미치는 현상을 유동성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
- 동 개념을 화폐에 적용할 경우, 총 유동성 증가가 실질화폐잔고 증가를 하회하는
현상을 의미
o 화폐의 유동성 디플레이션 현상이 반영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명목금리가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 화폐시장이 청산되지 않고 초과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화폐시장에서 지속적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이 수익 창출 또는 대안적인
유동성 공급 수단을 찾기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생산 감소를 초래
- 이러한 결과들은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현상과 유사하며, 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이 없는 경우에도 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o 유동성 디플레이션에 기인한 화폐시장 초과수요 현상은 공급 측면의 유동성 함정으로 볼 수
있으며, 가격 및 임금의 하락이나 통화 발행에 의한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해소하기 어려움
- 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도 효과가 없으며, 이를 합리적
으로 예상한 민간 경제주체가 통화량 증가율 상승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상향조정하지
않아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됨
-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도입하여 화폐에 지급하는 금리를 낮추거나 공
공서비스 등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Open-economy with representative ag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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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Fiscal Stimulus under Sovereign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07
저자: Javier Bianchi(FRB of Minneapolis, NBER), Pablo Ottonello(Michigan大, NBER)
Ignacio Presno(Fe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경기 국면과 재정지출의 관계가 국가신용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후,
재정지출이 국가신용도 및 경기변동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최적 재정정책을 모색
- 1990~2016년 중 100여개 국가의 재정지출 및 국가부도위험(soverign default risk) 지표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지출의 경기 동조성과 국가부도위험 간 상관관계를 분석
- 명목 경직성(nominal rigidities)이 존재하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다른 국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소국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하여 최적 재정정책을 도출
o 실증 분석 결과, 국가부도위험이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지출이 경기 순응적(procyclical)
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부도위험이 높을 경우 경기 대응적 재정지출이 국가부도위험을 더욱 높이고
금리를 상승시켜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하는 데 기인
o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아주 큰 경우에는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이 최적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기 순응적 재정정책이 바람직
- 이는 부채가 작은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변동 완화의 편익이 국가부도위험 증가
비용보다 크고, 부채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부가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o 한편, 최적 긴축 프로그램(austerity program)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출 규모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기보다는 미래 재정지출 축소 계획을 공표하는 재정 포워드 가이
던스(fiscal forward guidance)가 적절
- 동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현재의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미래 재정지출 축소 공약을 통해 국가부도위험을 낮추고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음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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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출처: 38 North, LATEST ARTICLE, Sep. 23, 2019
저자: Joseph R. DeTrani(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DPRK)
ㅇ 본고는 저자가 과거 여러 형태의 북·미 협상에 참여하면서 얻은 교훈을 발판삼아 미국
이 북한과 협상할 때의 방향을 제시한 것임
ㅇ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선군정책(military first)을 펼치는 것은 최우선 목표인
정권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협상을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
해야 할 필요
- 저자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북·미 협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불신을 없애
고 상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
- 예를 들어 2004년에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대표들과 비공식회담을 통해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이는 2005년 9.19 공동성명합의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
ㅇ 북한의 고위 관료들과 지속적인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
- 2011년과 2012년에 저자가 백악관으로부터 평양에 파견되어 고위층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류 판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관계자들
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주장
ㅇ 북한에 맹목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안전보장과 제재해제라는 혜택
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가운데 협상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혜택을 분명히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인다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의 협상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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