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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출처: BIS, Markets Committee
저자: Klaus Löber(ECB), Aerdt Houben(Netherlands Bank)
【핵심내용】
o 본고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가 지
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중개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지급결제 측면에서 CBDC가 현금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자금 세탁, 사이
버 보안 및 불법거래 활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o CBDC 발행이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으로 ①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금리경로가 강화
되며 ② CBDC에 마이너스 금리도 적용 가능하므로 제로금리하한(ZLB) 제약이 완화
될 수 있다고 주장
① 이자 미지급 CBDC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대체재로, 이자 지급 CBDC는 단기자
금시장 상품의 대체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CBDC의 발행은 이론적으로 정책금리
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강화
- 그러나 실제로 단기시장금리나 예금금리는 정책금리 변화 이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들
에 의해 결정되므로 CBDC 발행만으로 금리경로가 강화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음
② CBDC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고액권(higher denomination banknotes)
이 동시에 제거되지 않는다면 ZLB 제약 완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실제 효과나 부작용은 아직 미지수
o 또한,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판
단되나 정책금리가 단기금리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CBDC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① 현금 및 안전자산에 대한 대체재로 CBDC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더욱 커질 수 있음
② CBDC에 대한 수요의 일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장 유동성 및 금리 기간
구조 등의 예측이 어려워짐
o 금융중개 측면에서 CBDC 발행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 민간
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을 저해하고 이는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하락을 초래
- 또한 CBDC 발행은 상업은행의 예금을 줄이는 효과(대체효과)를 유발하고 이는 예금
금리 및 거래수수료 상승과 금융시장 유동성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o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융불안 시기에 CBDC로 막대한 자금이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민
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급격한 자금 유출(digital run)이 발생할 수 있고, CBDC가 국
제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과 환율 및 자산
가격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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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Is Credit Easing Viable in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An

Empirical Approach”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43
저자: Luis I. Jácome H.(Georgetown大), Tahsin Saadi Sedik(IMF), Alexander
Ziegenbein(Pompeu Fabra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는 신용
완화(credit easing) 정책*이 신흥/개도국에서도 은행위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인
지 분석
* Bernanke(2009)는 신용완화정책을 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② 주요 신용시장에 대한 유
동성 공급, ③ 장기채권매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 1995.1/4-2012.4/4분기중 74개 신흥/개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완화 정책이 주
요 거시경제 변수(환율, 인플레이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결과, 신흥/개도국의 신용완화 정책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형 모형 분석 결과, 신흥/개도국에서 GDP 대비 1%의 신용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통화절하(2.7%p), 인플레이션 상승(0.7%p), 성장률 둔화(-0.25%p)를 초래
- 상태의존(state-dependent) 모형 분석 결과, 은행위기 시 신용완화 정책(GDP 대
비 1%)의 효과는 선형모형 분석 결과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남(통화절하(6%p), 인
플레이션 상승(1.5%p), 성장률 둔화(-0.6%p))
o 신용완화정책의 효과가 신흥/개도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통
화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은 데 기인
- 신흥/개도국 통화는 안전자산(safe haven)이 아니므로 신용완화정책으로 인한 대
규모 신용공급을 수용할 시장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용공급이 기대 인플
레이션 상승, 통화절하 및 자본유출을 초래
o 이러한 결과는 신흥/개도국의 경우 신용완화 정책 시행 시 거시경제적 부작용에 유의
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위기와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에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시사
- 신흥/개도국은 1) 철저한 은행감독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금융취약성을 감소시키
고 2) 은행구조조정 시행 및 회생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구비가 필요
- 또한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es) 완화를 통해 은행위기 시기에 신용완화
정책이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
【분석방법론】 국소 추정법(local proj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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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③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s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

Perspective from the U.S. in the 1920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8-019
저자: Mark Carlson(FRB), Burcu Duygan-Bump(FRB)
【핵심내용】
o 1920년대 연준이 사용한 통화정책 수단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를 금
융위기 이후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교
- 1923~1929년(1차대전 전비조달의 폐해가 약화되고 대공황 발발로 금융불안이 본격
화되기 전 기간) 중 뉴욕 연준이 실시한 전통적 정책수단(재할인율, BA(Bankers’
Acceptances) 할인율, 국채매매)과 금융위기 이후 QE 정책 결과를 비교 분석
o 분석결과 1920년대 연준의 전통적 정책수단은 장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BA와 기업어음(CP) 시장 간 재정거래와 포트폴리오 조정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이 전달됨을 발견
- 1920년대 연준의 5억달러 채권매입은 CP 할인율을 300bp, 장기채권 수익률을 90
bp까지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
-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3천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 QE1은 CP 할인율을 30~50
bp, 장기채권 수익률을 8~30bp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1920년대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이 채권매입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
하고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에 비해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o 1920년대 연준이 사용한 정책 수단은 최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으
며, 이는 위기 기간이 아닌 일상적인 시기(ordinary times)에도 전통적 통화정책 전
달경로를 통해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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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Dismiss

the Gap? A Real-Time Assessment of the Usefulness of
Canadian Output Gaps in Forecasting Inflation”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2018-10

저자: Lise Pichette(Bank of Canada), Marie-Noelle Robitaille(Bank of Canada),
Mohanad Salameh(Bank of Canada), Pierre St-Amant(Bank of Canada)
【핵심내용】
o 이 논문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산갭(output gap)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생산갭들이 인플레이션 전망 정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음
-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의 관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고리이나
생산갭은 관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해 정확하게 추정하기 매우 어려움
o 생산갭(GDP갭률)은 필터링방식, 생산함수접근법, 상태공간모형 등 여러 방식으로 추정하
였으며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여러 추정치를 결합하는 방법도 적용
o 전망 대상 인플레이션 지표로는 Headline CPI상승률과 함께 CPI-median, CPI-trim 및
CPI-common을 사용
* CPI-median: 해당월 물가변동 분포의 50%에 위치한 근원 인플레이션, CPI-trim: 해당월
물가변동 분포의 꼬리 부분을 제거한 근원 인플레이션, CPI-common: CPI 바스켓에서 공
통 물가변동을 추적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o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된 GDP갭률은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데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여러 방식으로 추정된 GDP갭률 가운데 일부는 CPI-common과 CPI-trim 인플레이션
을 전망하는데 예측오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분석방법론】 OLS regression
⑤ “More Slack than Meets the Eye? Recent Wage Dynamics in Advanced

Economi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50
저자: Gee Hee Hong(IMF), Zsóka Kóczán(IMF), Weicheng Lian(IMF), Malhar
Nabar(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임금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
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음
- 여러 선진국에서 공식실업률(headline unemployment)이 금융위기 이전과 같거나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은 매우 낮은 상승세를 지속
ㅇ 본고는 이 같은 실업-임금 관계 약화의 원인을 불완전 고용 등 사실상 유휴노동력의
존재*(labor market slack),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설명
* 금융위기 이후 구직단념자, 비자발적 part-time 취업자나 단기고용계약 비중이 크게 늘
었으며 근로시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체 노동가동률(labor underutilization)이 하락
ㅇ 분석기간(2000년-2015년)동안 OECD 20개국의 임금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
취업자 등 유휴노동력 증가 및 생산성 증가의 둔화로 인해 임금상승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되어 임금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자동화는 임금상승세 둔화에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ㅇ 현재의 실업률 측정방식은 유휴노동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실업문제를 이해하거나
경기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L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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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Forward Guidance and Heterogeneous Belief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650
저자: Philippe Andrade(Banque de France), Gaetano Gaballo(Banque de
France, Paris School of Economics, CEPR), Eric Mengus(HEC Paris),
Bonoit Mojon(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o 중앙은행의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이하 FG)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정책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FG
를 제공할 경우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낙관적 경제주체(optimists)들이 있
는 반면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비관적 경제주체(pessimists)도 존재
*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미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
** 중앙은행이 장기 경기침체를 예측하고 있다고 해석

o 이와 같이 경제주체의 이질적인 해석이 가능한 환경 하에서의 중앙은행의 FG는 비관
적 경제주체의 인구비중에 따라 달라져야 함
- 비관적 경제주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정책금리를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는 FG가 소비위축을 초래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Survey Forecast
⑦ “Companies Should Maximize Shareholder Welfare Not Market Value”
출처: Journal of Law, Finance, and Accounting, 2017, 2: 247–274
저자: Oliver Hart(Harvard大), Luigi Zingales(Chicago大)
【핵심내용】
o 보통 시장가치 극대화(즉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주주가 기업활동의 윤리적인 측면(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더라
도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가 이를 자신의 선호에 맞게 사
용(예: 환경단체 기부)하는 것이 가능(Friedman 1970)
o 그러나 기업의 이익추구와 기업활동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Walmart가 총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고 주주가 배당금을 총기규제 옹호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Walmart의 총
기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o 따라서 단순한 시장가치 극대화보다는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이 기업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기업의 정책결정에 투표 등을 통한 주주들의 직접적 참여가 늘어나야 할
것임
【분석방법론】 게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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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US Gains From Trade: Valuation Using the Demand for Foreign

Factor Servic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2788
저자: Arnaud Costinot(MIT, CEPR), Andres Rodriguez-Clare(UC Berkeley)
【핵심내용】
o 1995~2014년중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추정
o 국가간의 거래가 요소서비스(factor services)만으로 이루어지는 축약형 교환경제
(reduced exchange economy) 모형을 이용하여 요소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으로 인한 후
생 증가분을 무역 이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
o 실증분석으로는 WIOD의 부가가치자료로 미국의 지출에서 해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을 계산하고, 미국의 해외 요소서비스 수입량과 수입수요 탄력성을 추정하여 무역의 이
득을 추정한 결과,
- 미국은 무역으로 인한 후생증가가 GDP의 2~8%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수요함수 추정
⑨ “Does Taxation Stifle Corporate Investment? Firm-Level Evidence from

ASEAN Countri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18/34
저자: Serhan Cevik(IMF), Fedor Miryugin(IMF)
【핵심내용】
o 1990~2014년중 ASEAN 5개국 799,328개 비금융회사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제(taxation)와 기타 요인이 기업의 투자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국가별 거시경제적, 제도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순 고정투자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고(persistent), 기업의 규모, 매출, 수익, 레버리지, 수명 등과 같은 개
별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적정 수준의 과세는 기업의 자본투자를 저해하지 않지만,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세부담
을 높여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함
o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공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System GMM,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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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⑩ “Adjustments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o Exogenous Shocks:

Evidence from Exchange rate Fluctuation”
출처: BOJ, Working paper series No.18-E-2
저자: Izumi Yokoyama(Hitotsubashi大), Kazuhito Higa(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Daiji Kawaguchi(Tokyo大)
【핵심내용】
o 2001~2012년중 일본 제조업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이 정규직과 비정
규직 고용인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엔화가 10% 평가절상 되면 매출이 0.63% 감소(수출액이 총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기업을 가정)
- 엔화의 평가절상은 수입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침
o 엔화의 평가절상은 정규직 일자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엔화가 10% 평가절상 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1.376% 감소*
* 매출은 0.63%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1.376% 감소하므로 탄력성은 2에 가까움

- 엔화가 10% 평가절상 되면 다음 년도의 정규직 일자리는 0.312%, 비정규직 일자리는
2.024% 감소
o 이는 외생적 충격 발생시 기업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조정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처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⑪ “9 Things Trump should do before he meets with Kim Jong-Un”
출처: Brookings Institution, March 12, 2018
저자: Jeffrey A. Bader(Brookings Institution)
【핵심내용】
ㅇ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9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
①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로부터 의견 청취
* Robert Gallucci(1994년 제네바합의시 북핵 특사), Christopher Hill(전 6자회담 대표) 등

② 과거 행정부 시절 북핵 및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 면담
* Bill Perry(클린턴행정부 국방장관), Henry Kissinger(닉슨행정부 안보보좌관) 등
③ 북한 핵능력의 실상 파악을 위해 핵사찰 경험자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로부터 의견 청취
④ 회담 준비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담당 실무자 보강
⑤ 회담 장소*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는데 싱가포르, 몽골, 제네바 등을 고려 가능
* 북한내 또는 미국내 장소는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게 되므로 피해야 하며, 베이징이나 모스
크바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음

⑥ 정상회담은 미북간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적대적 의도
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
⑦ 일본 등 여타 동맹국들과도 사전에 의견 조율 필요
⑧ 핵심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균열(gratuitous splits)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조치의 예외로 취급할 필요
⑨ 정상회담 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 억류
미국인의 석방 문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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