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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ising Household Inflation Expectations: What are the Communication

Challenges for Central Banks?”
출처: BIS, Bulletin No.55
저자: Fiorella De Fiore(BIS), Tirupam Goel(BIS), Deniz Igan(BIS), Richhild Moessner(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추세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소통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 및 임금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격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
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지난 해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다수 국가에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해왔
으며,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장기(5년)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
ㅇ 2004년 이후 주요국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체감 인플레이션(perceived
inflation)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계의 기대 형성에 생계비
용이나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 개별 가계의 소비바스켓 특성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
- 구매빈도와 소비 비중이 높은 식품 부문에서 높거나 잦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면 전
반적인 물가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음
- 또한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장, 단기 모두 높게 조사
되는데, 이는 가계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고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이
해도가 낮아 인플레이션을 과장하여 평가하는데 기인
ㅇ 높아지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 수준으로 안착(anchoring) 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
은 적절한 통화정책의 시행이며 커뮤니케이션은 보완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
-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반영된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만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하기 어려움
ㅇ 본고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
① 정책목표와 시행 방안을 미디어 등의 중개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에게 직접적으
로 전달하는 방안
② FOMC 전체 의사록에 대한 정보보다는 간단한 인플레이션 통계, 정책목표 등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안
③ 향후 전망이나 물가목표 달성 가능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를 제시하고 달성 가능한 중기 목표에 집중하는 방안 등을 제시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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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Measuring U.S. Fiscal Capacity using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7341
저자: Zhengyang Jiang(Northwestern University), Hanno Lustig(Stanford and CEPR),
Stijn Van Nieuwerburgh(Columbia Business School and CEPR), Mindy
Xiaolan(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재정여력*을 ‘미래 재정흑자 흐름의 현재 할인가치’로 정의하고 미국
의회예산처의 2022~2051년 예산 예상치를 바탕으로 미국의 재정여력을 추정
* 여타 연구에서는 재정여력 평가 방법으로 GDP 대비 정부의 이자비용을 분석하거나 경제성장률과 무
위험 이자율을 비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공통된 방법이 합의되지는 않은 상황

ㅇ 무차입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2021년 현재 재정여력
상한을 13.7조 달러로 추정
- 2022년~2051년중 의회예산처 재정적자 예상치의 현재 할인가치는 2021년 기준
21.6조 달러로 2021년말 기준 미국 GDP와 유사한 수준
- 또한 2051년 기준 정부 채무 잔액(debt outstanding)은 GDP의 200%일 것으로 추정
되며 이를 2021년 기준으로 할인하면 31.6조 달러
- 재정적자의 현재 할인가치와 정부 채무 고려 시 2021년 기준 재정여력 상한은 약
10조 달러로 추정되며, 시뇨리지 수입도 감안하면 3.7조 달러의 추가 재정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
ㅇ 본고에서 추정한 13.7조 달러의 재정여력 상한은 2022년 GDP의 60% 수준으로 평
가되며 이는 실제 미지불된 미국 국채 가치인 23.5조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
임에 따라 미국의 재정여력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다소 제한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재정흑자 예상치의 백로딩*(back-loading)으로 인해 추정된 재정흑자의 듀레이션
이 50년을 초과하여 이는 재정 관련 현금 유입과 유출의 듀레이션 불일치를 유발
* 채무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만기 시점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프론트로딩(front-loading)은
만기 도래 전 조기 상환하는 것을 의미

- 금리 상승 시 재정여력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정부 채무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채무의 듀레이션(2021년 기준 약 5년)이 재정흑자의 듀레이션보다 훨씬 짧기 때문
- 금리 100bp 상승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2년에 재정흑자를
GDP의 2.9%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듀레이션 불일치를 온전히 제거하여 미래에 대규모 재정 조정 필요성을 줄이
기 위해서는 재정흑자의 프론트로딩이 필요
- 구체적으로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2022~2051년 사이 매년 GDP의 7%씩 의회예산처
의 예상치보다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
【분석방법론】 Forward-looking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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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Infl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Fiscal Shocks, Fed Response, and

Fiscal Limi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30096
저자: John H. Cochrane (Hoover Instituti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학과 정책금리 경로에 관한 두 가지 견해(① 연준의
*
전망 vs. ②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전통적 관점) 를 아우르는 모형을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문
제 해결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공조(monetary-fiscal coordination)의 중요성을 강조
* 급격한 금리인상 없이도 인플레이션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연준의 입장(① )과 금리를 신속히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②)가 대립

- (모형) 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 합리적 vs. ⓑ 적응적)을 다르게 가정함으로써, ① 연
준의 전망(ⓐ 가정)과 ② 전통적 관점(ⓑ 가정) 모두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음을 설명
- (향후 정책방향) 최근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확장적 재정충격(fiscal shocks)*에 의해 촉
발되었다는 점과 여타 재정제약 요인(높은 정부부채 수준, 만성적 재정적자구조 등)은 향후 미국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 공조가 더욱 긴요함을 시사
* Summers(2021) 등도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 대응 차원으로 더 큰 재정부양(fiscal stimulus)을 지지
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과도한 재정부양과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1970년대의 물가급등을 재현할 것이라고 경고

ㅇ 거시경제 기본모형(IS 곡선, 필립스 곡선)에 상이한 기대이론(ⓐ 합리적 기대       vs.
ⓑ 적응적 기대      )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형성 방법의 차이에 따라
연준의 미래 예상금리 경로와 인플레이션의 동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s)
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s)

인플레이션 기대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고, 연준의 전망을 재현하여 급격한
금리인상 없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기대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이며, 연준의 예상 금리경
로를 모형에 적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어 통제불능상태가 되는 것으로 분석

→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통해 최근 역사적인 고인플레이
션 상황에서, 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매우 느리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추후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실질금리의 상승 없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뉴케인지안모형 등 현대 거시경제모형 상당수가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의 낙관
적인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느린 반응은 합리적 대응일 수 있음. 한편, 연준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가격을 가정하고 있으며, 더 높은 가격경직성에서는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수 있음

ㅇ 한편, 팬데믹 기간의 대규모 재정부양(fiscal helicopter drop)*과 유동성 확대를 고려할 때
현재 고인플레이션의 근원은 재정충격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여건 악화(전망)** 역시
통화정책에 대한 재정부문의 제약요인(fiscal limits on monetary policy)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 정부는 2020-21년중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국 가계에 5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지급
** 높은 정부부채 비율(현재 GDP 대비 100% 수준), 지속불가능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인구고령화로 인한 의
료보호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 적자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에 기인) 등

→ 향후 불확실한 경제여건(전쟁으로 인한 공급충격, 감염병 재유행 등)과 재정제약 하에서, 인플
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성장잠재력 제고 등)이 통화정책과 함께 조율되어야 함을 시사(fiscal,
monetary and microeconomic reforms must be coordinated)

【분석방법론】 IS Curve, Phillips Curve Model, Theory of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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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Growth

Volatility and Trade: Market Diversification vs. Production
Specialization”
출처: CEPR, DP17330
저자: Adina Ardelean(Santa Clara University), Miguel León-Ledesma(University of Kent,
CEPR), Laura Puzzello(Monash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4개국, 85개 판매시장 및 19개 산업을 대상으로 무역
구조(시장 다변화, 생산 전문화)가 총생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각국의 총생산 변동성을 판매지·생산지·특이 위험* 및 각 위험 간 공분산으로 분해하
여 분석한 결과 판매지 위험, 특이 위험, 생산지 위험 순으로 중요하였으며, 각 위험
간 공분산은 음수로 나타나 위험 흡수 역할을 수행
* 판매지 위험(destination risk): ①판매지의 시장 변동성이 큰 경우, ②산업 간 판매 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시장에 판매가 집중된 경우, ③판매지 간 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산업에 판매가 집중된 경우, ④
‘판매지-산업’ 조합 간 판매 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생산지 위험(origin risk): ①충격이 큰 산업에 생산이 집중된 경우(직접 변동성), ②산업 간 생산 충격
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특이 위험(판매지·생산지 위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 부분): ①판매지의 특이 변동성이 큰 경우, ②산
업 간 특이 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시장에 판매가 집중된 경우, ③판매지 간 특이 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산업에 판매가 집중된 경우, ④‘판매지-산업’ 조합 간 특이 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 판매지 위험 및 특이 위험의 주요 결정요인은 산업 간 상관관계로 이는 충격 발생
시 모든 산업의 수요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시장에 판매가 집중될 경우 위험이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다변화는 생산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ㅇ 무역구조가 총생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완전한 시장 다변화*와 전
무한 생산 전문화**를 각각 가정하여 실제와 비교한 결과 시장 다변화의 증가는 총 변
동성을 줄이는 반면 생산 전문화의 감소는 총 변동성을 커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판매시장의 점유율이 시장 크기(GDP 비중)와 일치하는 상황으로 무역 마찰 및 선호에 대한 차이가
없는 완전 통합 시장의 경우와 동일
** 모든 생산국가가 동일한 산업별 생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간 무역이 부재한 폐쇄경제의
경우와 동일

- 시장 다변화의 증가는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판매지 위험 및 특이 위험을 상당히 감
소시키며, 이러한 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 간 상관관계가 높은 자국 시장의 비중
감소(home market diversification)에 기인
- 생산 전문화의 감소는 생산집중에 따른 직접 변동성 위험은 감소시키나 산업 간 충
격의 상관관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총 변동성을 확대
【분석방법론】 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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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Assessing North Korean Media Coverage of a Domestic COVID-19

Outbreak”
출처: 38north
저자: RACHEL MINYOUNG LEE
【핵심내용】
ㅇ 본고는 4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COVID-19 확산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이례적 대응
조치들을 소개하고, 해당 조치의 이유를 분석하였음
ㅇ 북한 지도부는 COVID-19 확산의 억제가 힘들어지자 최대비상방역체제(maximum
*
emergency epidemic prevention system)로의 전환에 앞서 언론매체 를 통해 이례적으로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음
* 5월 13일, 북한 매체들은 4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열병(fever)이 퍼졌다고 보도

- 저자는, 해당 조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
* 예로서, 2016년 함경북도 홍수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이 부진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홍수 피해를 알려
국가적 지원체제를 만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COVID-19 관련 보도도 전염병 예방 체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해석 가능

- 다만, 북한의 노동신문과 달리 조선중앙통신은 COVID-19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공개 목적이 대내적 차원일 것임을 시사
ㅇ 또한, 북한 수도인 평양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되자 북한 지도부는 매체를 통해 꾸
준히 위기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질병 발생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매일 보도하는
등 평양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이는 2014년 평양 아파트 붕괴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구체적 사상자 수
를 공개하고, 고위 관리자들이 해당 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조치한 것
과 정보공개 및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ㅇ 저자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 이전보다 북한이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투명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별 확진, 회복, 사망 등의 세부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
- 세부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질병 확산을 억제하려는 전략의 일부로 보이
며, 최근 완화하기 시작한 방역 봉쇄 정책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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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Central Bank Communication about Climate Change”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FEDS), 2022-031
저자: David M. Arseneau(FRB), Alejandro Drexler(FRB of Chicago),
Osada(Bank of Japan & FRB)

Mitsuhiro

【핵심내용】
ㅇ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책 효과 달성 및 민간의 인식 관리에 있어 중요한 수단
임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 본고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활용하여 약 17,000개의 중앙은행
연설 내용 중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말뭉치를 식별해 그 내용과 전달방식을 분석
ㅇ 중앙은행의 기후변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연설(extensive margin)과 연설 내용 중 기후 관련 주제가 포함
된 경우(intensive margin) 모두 증가
- 기후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는 국가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관찰되며,
이는 기후변화 문제가 각 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
ㅇ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급되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주제의 폭은 금융혁신,
지속가능한 금융(sustainable finance),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책무 등 상당히 넓은 것으
로 나타남
- 특히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자주 언급되며, 거시건전
성 규제보다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식별 및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ing)가 주로 논의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위험 관리에 대한 감독, 기후 관련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 의
무 공개 등의 조치도 함께 언급됨
ㅇ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관련 주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여타 주제에 비해 불확실성을 내
포하는 표현*(speculative language)을 보다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고는 may, might, can, could 중 하나가 포함된 문장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수치화

- 기후변화가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고,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전문 분야는 아니라는 점
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중앙은행이 기후 관련 리스크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어조로 표현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앙은행의 신
뢰를 보다 견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분석방법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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