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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as

the Inflation Process Changed? Selective
Research on Inflation Dynamic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20-11

Review

of

Recent

저자: Oleksiy Kryvtsov, James C. MacGee(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2011～19년 중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저물가(“lowflation”)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근본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논쟁이 야기
되었는 바, 본고에서는 인플레이션 행태(behaviour)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정리
하고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ㅇ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경제 유휴정도(slack), 글로벌 요인(유가, 무
역국제화 등) 등에 주목하였으나, 최근 서베이 자료 등에 비추어보면 가계와 기업의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의 역할이 크게 부각
- 특히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동 경제주체들이 전문가들과 달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식료
품 구입, 휘발유 가격 변화 등 일상적 경험을 통해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소비재 시장에서 제품 세분화, 전자 상거래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도입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존 인플레이션 측정방식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
* 기존의 물가지수는 구성 품목과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재 시장 여건을 반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측정의 정확도가 낮아질 우려

ㅇ 이러한 연구문헌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통화정책 기대경로(expectations channel) 약화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줄이는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점검할 필요
- 가계와 기업의 부정확한 인플레이션 기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통화정책체계(framework)*
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
* 예를 들어 물가목표치를 4%로 상향조정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그에 맞추어 변화하
지 않을 가능성

-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전문가의 기대와 크게 차이나고 있으므로 중앙은
행은 다층화된(layered)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
- 현행 물가지표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금융통화
② “Central Bank Money: Liability, Asset, or Equity of the N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221
저자: Michael Kumhof(CEPR), Jason Allen(Humboldt大), Will Bateman(호주국립大), Rosa
Lastra(Queen Mary大), Simon Gleeson(Clifford Chance), Saule Omarova(Cornell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이 크게 확대
되었고,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상업은행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
로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등 화폐·금융 안정(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측면에
서 중앙은행 화폐(Central Bank Money, 이하 CBM)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본고에서는 중앙은행 화폐를 중앙은행 부채, 자산 혹은 자본으로 보기보다는 독특한
(sui generis) 사회적 자본(social equity)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
- 현재와 같이 CBM을 중앙은행 부채로 인식할 경우 중앙은행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CBM 보유자가 CBM 이외 다른 형태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
은행이 채무자에게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
- CBM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CBM
을 중앙은행의 자본(주식)으로 인식하기도 불가능
- 또한 CBM은 중앙은행의 자산이 될 수도 없는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CBM이 아닌 CBM으로 매입한 자산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
- 이와 같이 CBM은 중앙은행의 부채나 자본 혹은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CBM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
ㅇ CBM은 다른 금융자산(예금, 국채, 회사채 등)과 비교해 볼 때 일반 기업의 주식과 비슷
한 측면이 많지만 이를 공적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
- 기업 주주는 사적으로(privately) 동 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CBM 보유자(일반 국민)는 발행자인 중앙은행에 금융·사회적인 측면에서(financially
and socially)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기업 주식은 시가로 평가되는 데 반해 CBM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으며, 기
업 주식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CBM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
이가 있음
ㅇ 이러한 인식의 전환 하에서는 정부의 부채부담, 중앙은행 양적완화 등에 대한 새로
운 해석이 가능
- 중앙은행이 CBM을 증발하여 정부채를 매입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나
CBM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합한(consolidated) 공공부채
는 증가하지 않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거시경제
③ “Does

Regulatory and Supervisory Independence
Stabilit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93

Affect

Financial

저자: Nicolò Fraccaroli(Brown大), Rhiannon Sowerbutts, Andrew Whitworth(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규제·감독기구
의 독립성이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
* 대표적으로 BIS(2012)는 효율적 은행 감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정부로부터의 은행 감독기구의 독
립성(independence of supervisors from governments)’을 선정

ㅇ 본 연구는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금융안정에 기여하는지를 43개국의 은행 수준 자
료(bank-lev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 ①제도적, ②규제적, ③예산적 차원을 고려한 독립성 지수*를 만들어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측정하였으며, 금융안정 측정지표로는 개별 은행의 부실대출(non-performing
loans) 규모를 사용
* Quintyn and Taylor(2002)의 방법론을 따랐으며, 동 지수를 통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측정

ㅇ 기존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규제·감독기구는 은행에 대한 공정한 감독을
통해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excess risk-taking)를 억제하고 금융안정에 기여
* 정치적으로 견고히 연결된 은행(politically connected banks)일수록 위기시 정부에 의한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존재(Faccio et al., 2006)

- 나아가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제고된다면 민간부문에서의 로비나 정치 사이클로부
터 벗어나 감독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음
ㅇ 실증분석 결과,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 증대는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개혁이 시행되면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가 약
2.8% 감소하였으며,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약 0.18%p 감소
-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았으며, 규제·감독기구의 독립
성 증대시 오히려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남(판관비율(cost-income ratio)이 약 1.2%p 감소)
- 동 결과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가 은행 대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은행 부문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
ㅇ 본 연구는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이용하여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증자료를 제시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

미시제도
④ “Taxing Our Wealth”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150
저자: Florian Scheuer(Zurich大), Joel Slemrod(Michiga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wealth tax) 도입의 한계에 대해 서술
- 2016년 미국의 재산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됨
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대선주자
들도 부유세 도입에 대해 논의
- 다만 유럽에서는 1990년 부유세를 부과했던 12개국 중 2019년까지 3개국(스위스, 노르
웨이,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두 부유세를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부유세가 부의 불
균형 해소에 일정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
ㅇ 부유세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부유세를 도입하더라도 부의 불
평등 감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시장가격이 부재하거나 자산가치가 급변  하여 세금 부
과금액을 안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힘듦
* 예를 들어,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 할인율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

- 부유세가 존재할 경우 과세 대상 자산이 축소  될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위축
되어 투자와 자본 축적이 줄어들어 경제성장 여력이 악화될 수 있음
* Brülhart et al.(2019)에 따르면 부유세를 1%p 낮추면 과세대상 자산이 6년 후 43% 증가하는데 이
는 반대로 세율을 높이면 자산이 감소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 자산의 구성을 면세자산 위주로 변경하거나 기업의 경우 기업 공개를 회피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해 부유세를 피해가는 것도 가능
ㅇ 단, 경제주체가 보유한 초기자산에 격차가 존재할 경우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도 파레토 최적일 수 있음
- 개인마다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과 자산을 갖는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부의
차이가 노동소득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만 부과
하는 것이 최적
- 반면에 초기자산에 격차가 있는 경우, 노동소득뿐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
득도 부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분배하더라도 파레토
최적이 될 수 있음
ㅇ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유세 관련 논쟁은 지속될 것이며, 부유세
를 도입할 경우 그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불평등을 완화하는 세금은 부유세 외에도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자본이득세 등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

미시제도
⑤ “Why is the Labor Share Declining?”
출처: FRB of St. Louis, Review, Fourth Quarter 2020, 102(4)
저자: Sangmin Aum(명지대), Yongseok Shin(Washingto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2000년대 들어 심화되었으며, 이
러한 현상이 동기간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임
ㅇ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이 관찰되나,
2000년대부터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
- 1970~2000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은 추세적으로 2.5%p 하락한 반면, 2000~2014년
기간 4.3%p 하락하여 연평균 하락분이 약 3.4배 증가(0.083%p → 0.286%p)
ㅇ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을 업종과 직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노동
소득분배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진 현상은 서비스업종과 전문직무(경영인, 기술자 등)를
중심으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1970~2000년 중에는 제조업종과 단순직무(기계 조작원, 운전사, 판매원 등)의 노동소득분
배율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종과 전문직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상승
- 2000~2014년 기간에는 제조업과 단순직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추세는 변하지 않았
으나, 서비스업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추세로 전환되었고, 전문직의 노동소득분
배율 상승추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가속화
ㅇ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전문직 및 서비스업 노동소득분배율의 구조적인 변화는 동기
간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와 관련 있을 가능성
* 2000~2014년간 설비투자 중 소프트웨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4%로 확대

- 2000년대 이전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automation)가 나타났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고도화되
면서 소프트웨어가 전문직 근로자를 대체하기 시작
ㅇ 저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2000~2010년 기간 중 미국 60개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변
화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뒷받침함
- 소프트웨어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많이 하락하였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남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Regression

국제경제
⑥ “Production Networks and International Fiscal Spillov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149
저자: Michael B. Devereux(British Columbia大), Changhua Yu(Peking大), Karine
Gente(Aix-Marseille 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다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한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지출 충격이 주변국에 전파
되는 경로를 분석
- 유로존 국가의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자료를 이용하여 유로존 내에
서 발생하는 재정정책의 총 파급효과와 산업 차원의 파급효과를 추정
ㅇ 모형분석 결과, 임금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 간 재정정책의 파
급 과정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간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주변국의 GDP에
미치는 효과(주변국에 대한 재정승수)가 증가
ㅇ 상기 모형에 2000년~2014년 기간 중 유로존 국가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독일의 재정지
출 충격이 주변국에 파급되는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로존 생산 네트워크의 유무에
따라 파급효과에 큰 차이가 존재
- 모형 캘리브레이션 결과, 완전한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가정할 경우 주변국에 대한
재정 승수가 최댓값을 나타내었으며,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단절을 가정하는 경우 재
정 승수는 2/3 이상 감소
ㅇ 패널회귀를 통해 세부 산업 차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 충격의 영향은
산업 간 생산 연계 정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출의 증가는 자국과 주변국 모두에 유의한 양(+)의 후방(upstream) 효과와 음(-)
의 전방(downstream) 효과를 나타냄*
* 재정지출 대상 품목 생산자가 중간재 투입을 늘림으로써 양(+)의 후방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재정지출
품목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및 임금 상승은 전방산업의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음(-)의 전
방효과를 초래

ㅇ 본고는 재정지출 충격이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국제 생산 분업 시스템이 주요
파급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De-Globalisation? Global Value Chains in the Post-COVID-19 Ag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115
저자: Pol Antras(Harvard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de-globalisation) 시대에 진입했다는 견해가
대두
ㅇ 이에 본고는 실제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COVID-19 이후 세계화
의 향방에 관한 전망을 제시
- 세계교역/세계GDP 비율, GVC교역/세계교역 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1970~2018
년 기간 중 세계화 추이를 평가
- 글로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측
ㅇ 세계화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속도가 둔화
(slowbalisation)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탈세계화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
- 위기 이전 약 20년(1986~2008)에 걸쳐 급격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글로벌 경제가 탈세계화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세계화 속도가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세계교역/세계GDP 비율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동 비율의 전체 상승분 중
80% 가량이 1986~2008년 기간 중 발생

- 실제로 2008년 이후에 나타난 세계교역/세계GDP 비율, GVC 참여율 등의 지표를 기
준으로 평가해 볼 때, 탈세계화의 흐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한편, 향후 세계화의 전개 양상은 제도 및 정치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제도 및 정치적 요인은 1980년대 이후 세계화를 견인한 주 동인* 중 하나로 언급되
었으나, 최근에는 세계화의 약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본고는 ICT 혁신, 인위적 무역장벽 철폐,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 확대 등을 주요 동인으
로 제시

- 특히 2010년 이후 세계 도처에서 나타났던 고립주의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재분배되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한 정치적 결과물임
-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 팬데믹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우, 자국우선주의 기
조 강화에 따라 세계화가 약화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최근의 세계화 약화 현상을 탈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증거로
해석하기 보다는 종전에 급격히 진행되었던 세계화가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
- 다만, 세계화의 흐름은 향후 전개될 주요국의 정치 및 제도적 변화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탈세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동북아경제
⑧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U.S. - North
Korea Relations”
출처: KINU, Online Series
저자: Chung Sung Yoon(통일연구원)
【핵심내용】
ㅇ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고는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방향과 예상되
는 시나리오에 대해 점검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 제일주의’에 따라 북한과의 개별 협상이 중시되는 모
습이 나타났으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ㅇ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방향으로 회귀할 것이며, 외교
당국의 집단적 사고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
- 트럼프 정부가 비전통적인 외교를 수행하며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의견이 존
재하여, 새 행정부는 외교전문가들의 집단적 사고를 통해 외교방향을 결정할 가능성
- 북한과의 협상을 별개의 이슈로 다루기보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
로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동맹과의 협조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ㅇ 향후 북한 정권과의 협상은 상호 호혜적이며, 핵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제재를 전략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협상은 일괄 타결보다는 팃포탯(tit-for-tat) 방식의 단계적 협상이 주를 이루
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경제적 양보가 단계적으로 주어져야 함
- 미국의 신정부는 북한의 핵투사 능력을 더욱 위협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이 더욱 촉진 될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제재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재회피가 어렵도록 만들 것임
-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양자 협상보다는 한·중·일 주변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
루어질 것이며,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바이든 취임 초기에 북한은 핵협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사적 도발행위를 시도
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
- 북한은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면 핵협상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안으로 대통령 취임
6개월 내에 도발행위를 한 전력(93년, 09년, 17년)이 있음
- 다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더욱 강경히 대응
을 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 정권의 인내와 적극적 협상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