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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flation Surges and Monetary Policy”
출처: BOJ, IM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22-E-12
저자: Carl E. Walsh(Univ. of California, Santa Cruz)
【핵심내용】
ㅇ 본고는 뉴케인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최근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연준의 정책대응이
지체된 데 따르는 비용을 분석하고, 과거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시기
의 교훈에 대해 논의
- 최근 연준 정책금리 전망치는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른 정책금리와 비교 시
올해는 2~5%p, 내년에는 1~3%p를 하회하여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지체
되고 있음을 나타냄
ㅇ 분석 결과, 정책대응이 4분기 지체된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의 반응 정도는 정책
대응의 지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변동성은 커짐
- 경제주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여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
착되어 있는 경우 정책대응 지체의 단기적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정책대응이 지체되면서 대응 정도가 강력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 큰 폭
으로 안정화되는 대신 실업률 변동성이 커지는 비용 발생
- 한편 경제주체의 기대가 과거지향적이고 정책대응이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임금과 가격결정에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이 반영되면서 인플
레이션과 실업률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비용 발생
ㅇ 1970년대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 공급측 충격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공
급측 충격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않아 대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시기가 도래
- 최근에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 경우 최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충격의 지속
성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과대평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임
- 또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 단기적 상충관계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압력과 준칙에
기반하지 않은 재량적 정책결정 과정이 결합하면서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
아진 것도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
ㅇ 본고는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1970년 대인플레이션 시기와 비교·평가하고 불확실성
이 높은 경제에서 최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충격의 지속성을 과소평가하기보다 과
대평가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형을 통해 밝혀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Sticky Price New Keynesian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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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Hard or Soft Landing?”
출처: BIS Bulletin No. 59
저자: Frederic Boissay, Fiorella De Fiore and Enisse Kharroubi(BIS)
【핵심내용】
ㅇ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속에서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착륙을 막
을 수 있을지 주목됨
- 과거 긴축 국면 경험에 따르면 높은 성장세와 많은 일자리, 금리 인상의 프론트로
딩(front-loading)이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됨
ㅇ 지난 40년간 이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면 2년 이
내에 경기침체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나타나 양호한 경제 여건 하에서도 경기침체
위험이 있음을 시사
ㅇ 과거 19개 선진국과 6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70번의 긴축 국면 사례와 최근 통
화 긴축 국면을 비교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고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긴축 국면
이 시작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착륙으로 이어짐
-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 증가세, 낮은 기간 스프레드, GDP 대비 가계신용의 급증은
경착륙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실질 및 명목 이자율 인상폭이 크고 인상 기간이 길수록, 백로딩(backloading)
방식일수록 긴축 국면이 경착륙과 연관성이 높은 반면 인상폭이 작고 인상 기간이
짧을수록, 프론트로딩 방식일수록 연착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ㅇ 인플레이션 지속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더 크게 억제해
야 하며 이러한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급측면 병목현상의 지속성과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추가적 상승 여부, 실질임금 하락 등이 있음
- 위 요소가 코로나19 경기침체나 전쟁 등 외생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병목현
상 및 상품가격 상승 등은 시간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이나 글로벌 수요 압력을 반
영하는 것이라면 수요가 건재하는 한 위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 하락을 유발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임금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지속시킬 수 있음
ㅇ 최근 논의에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1) 팬데믹 발발 후 내구재 소
비로의 전환이 총수요의 통화정책 민감도를 높인 것, 2)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노동
시장 참여율이 낮고 일자리 공석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 언급됨
- 특히 적절한 긴축은 초과 노동수요를 감축시켜 고용의 큰 위축 없이 임금과 물가
압력을 낮추고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것
ㅇ 한편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국
가가 많고 이 경우 그간 안정적으로 여겨 왔던 거시경제적 특성 및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정책 파급경로의 강도가 변화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함
⇒ 너무 규모가 크거나 빠른 긴축은 경착륙을 유발하여 경제에 불가피한 손상을 가하는
반면 너무 규모가 작거나 느린 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착화하여 향후 정책 비용
을 늘릴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이 둘 사이에서 세밀하게 정책을 운용해야 함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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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How Do People View Price and Wage Inflation?”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 2022-34
저자: Monica Jain, Olena Kostyshyna, and Xu Zhang (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가계의 기대물가·임금상승률*과 주관적인 노동시장 전망 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
* 경제주체의 경제활동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대인플레이션(기대물가상승률)에 관한 선
행연구 및 정책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대임금상승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

ㅇ 캐나다의 소비자기대조사(CSCE, 2014.4-2022.1분기)*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다음 주제에 관하여 탐구
* 캐나다 중앙은행의 CSCE(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는 응답자의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임금상승률·지출증가율 기대, 과거 인플레이션·임금상승률에 대한 인식현황,
미래 실직·구직 가능성 등의 항목도 조사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① 가계는 기대물가·임금상승률을 미래 노동시장 상황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소비자
들의 기대에서도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1958)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유휴노동력
(labour market slack)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 가계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향후 노동시장여건 악화(weaker labour market) 전망과
연관시키는 반면(필립스곡선상의 관계와 불일치), 높은 기대임금상승률은 노동시장 개선
* **
(stronger larbour market) 전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필립스곡선과 일치)
* 이처럼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경제에 대해 부분균형적인 관점을 갖기 때문.
즉 본인의 임금상승과 주변 노동시장 상황은 잘 이해하지만, 이것의 일반균형효과(생산량 증가, 물가상승 등을
동반하는 수요 증가와 임금상승과의 연관성)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Angeletos and Sastry, 2021)
** 한편 가계의 기대물가·임금상승률과 공식적인 총실업률 지표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인
플레이션율과 같은 총량지표(aggregate variables)에 대한 가계의 기대가 총체적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객관적
인 지표보다는 가계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 이러한 결과는 미래 경제활동 혹은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대임
금상승률의 유용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
② 가계의 기대물가·임금상승률은 가계 소비지출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는
①의 분석결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가계의 예상 실질지출증가율은 낮아지고(음⊖의 관계), 기대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예상 실질지출증가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양⊕의 관계)
- 상기 결과는 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기대인플레이션과 기대임금상승률
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음. 즉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향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계는 예상
소비지출을 줄이게 됨(Candia et al., 2020)
-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기대는 미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낙관적인 견
해와 연관되며, 이는 가계가 예상 소비지출을 늘리는 경로로 작동
⇒ 일반적으로 총수요 자극을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커뮤니
케이션 전략에 있어, 만약 가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제여건 악화와 연관시키는 경
우, 이러한 전략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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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Is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Required for the Renminbi to Acquire

Reserve Currency Status?”
출처: CEPR, DP17498
저자: Barry Eichengreen(Univ. of California, Berkeley and CEPR), Camille
Macaire(Banque de France), Arnaud Mehl(ECB and CEPR), Eric Monnet(Paris
School of Economics, EHESS and CEPR), Alain Naef(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의 위안화가 자본계정의 제한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경로
등을 통해 국제준비통화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
ㅇ 무역경로에서는 2015.1월~2022.1월 중 22개국의 월별 외환보유액 및 무역 데이터
(IMF)를 이용하여 대중 무역이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회귀분석 결과, 각국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외환보유액에
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계수 추정치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075,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0,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큼’은 0.009, ‘총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083임

ㅇ 중국은 세계 최대의 차관 및 직접투자 국가로 투자 경로를 통해서도 각국 외환보유액
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 중국의 정부 간 대출의 통화별 데이터에 따르면 위안화 표시 대출은 2000년 이후
전체 대출의 평균 약 6%를 차지하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8~9%로 다른 지
역보다 높게 나타남
- 2021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OECD)는 1,280억 달러*이며,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
업 등을 통해 신흥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해당국 중앙은행
의 위안화 보유를 늘리는 촉매제로 작용
* 전 세계 직접투자의 7.6% 수준이며 순위로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4위임

ㅇ 중국의 자본계정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위안화의 안정성, 환전성 등의 제고가 필요
- 현재, 중국은 CIPS(국경간위안화지급시스템), 역외 청산은행, 양자 간 통화스왑 체결,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및 BIS와의 위안화 유동성 협약* 등 위안화의 지급결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칠레) 중앙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위안화를 적립하는
협약으로 가입 중앙은행은 필요 시 출연자금 인출과 담보를 제공 후 단기자금 차입이 가능

- 한편, 역외 위안화 예금은 중국 본토 예금의 약 0.5%(2021년 7월 기준)로 역외 달러 예
금이 미국 내 예금의 130%(2016년 기준)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역외 위안
화 시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OL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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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Norm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Reports of the Rodong Sinmun”
출처: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저자: Sung-wook Nam, Jeong-yeon Cho, Da-hyeon Jeong(이상 고려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노동 신문의 가사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산업정책에 대해 분석하였음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 또는 제품 간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산업의 국제표준화가 선행될 필요

- 남한의 국가표준은 일본공업표준(JIS) 2단계 분류 방식을 따르는 데 반해, 북한의 국가
표준은 국제표준분류(ICS) 3단계 분류법을 따르고 있어 남북한의 국가표준이 상이*한
상황
* 과거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도 산업분야(정보기술 포함)의 표준을 통합하는 것을 동서독 경협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표준 불일치 시 기술 보급 활용의 한계, 지식 확산의 어려움, 생산비용 증가 등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

ㅇ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를 통해 공장 및 기업에 제조실행시스템(MES)*의 구축
을 지시하였으나, 최근(2020) 노동 신문 기사**를 토대로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 제조실행시스템이란,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의미
** “국가규제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생산과 건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화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업계의 정책 불수용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김정일 시대(2005) 표준화 법 개정 시에는 국가 고유의 표준 설립만을 강조하였으나,
김정은 시대(2015)에 이르러 생산 효율성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문구도 추가
- 또한, 북한 매체에 표준화 관련 기사 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각각 16개,
26개, 92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기사의 주제도 다양화되어 북한 매
체의 표준화 관련 관심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
ㅇ 이후 김책공업대학 등에서 차세대 제조실행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북한당국 외에도
국제 표준화를 위한 개선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자는 도입 의지가 적극적일지라도
경제시스템의 미흡한 여건으로 인해 표준화 작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다만,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
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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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Trade, Leakage, and the Design of a Carbon Tax”
출처: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30244
저자: David Weisbach(Univ. of Chicago Law School), Michael Wang(Northwestern Univ.),
Samuel S. Kortum(Yale Univ.), Yujia Yao(IMF)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국가별 규제 정도의 차이로 인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
함에 따라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
- 탄소누출은 생산시설 이전, 또는 수입 증가를 통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
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현상
- 본고는 한 국가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단순 개방경제 모형을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
응정책의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탄소
세 부과 방식을 모색
ㅇ 탄소세 부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에만 주로 부과되는 탄소세
를 공급 및 수요* 부문 모두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경 조정**을 활
용할 필요
* 공급 부문에 대한 과세는 화석 연료 추출(extraction)에, 수요는 생산과정의 연료 사용 및 상품 소비
등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
** 수입재의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와 수출재에 대한 환급으로 구성

- 공급 부문에만 과세할 경우 화석 연료 수입으로 인한 탄소누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요 부문에도 과세할 경우 화석 연료 수입 및 수출 유인이 동시에 발생하
면서 서로를 상계해 탄소누출 현상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
- 수요 부문의 경우 탄소세 부과의 행정 비용(administration cost)이 없을 경우 생산과
정의 연료 사용과 국내 상품 소비 모두에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누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위한 연료 소비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바
람직한 것으로 분석
- 또한, 국경 조정의 경우 수입재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수출재에 대한 환급을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상품 소비에 대한 과세는 상당한 행정 비용을 수반하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상품 소비에 대한 과세로 인한 효율성 제고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본고의 시산 결과, 연료 추출 및 생산을 위한 연료 소비에 대한 과세 구조에 상품
소비에 대한 과세를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출 저감량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
- 이때, 해외 에너지 공급 탄력성(foreign elasticity of energy supply)이 과세 효과에 있
어 핵심 파라미터로 작용*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결과, 해외 에너지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상품 소비에 대한 과세
를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제고폭이 작아짐

【분석방법론】 Open Economy General Equilibrium Model, Simulation,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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