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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On the Empirical (Ir)Relevance of the Zero Lower Bound Constrai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20
저자: Davide Debortoli (Pompeu Fabra大), Jordi Gali (CREI),
저자: Luca Gambetti (Torino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이 경제의 작동(economy’s performance)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가설(ZLB Irrelevance hypothesis, 이하 ZLB 무관성가설)을
검증
- 정책금리가 제로하한 제약에 직면하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어려워지므로 거시변수
의 변동성과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
- 구체적으로는 평상시*와 비교하여 미국의 정책금리가 제로하한에 있었을 시기
(2009Q1～2015Q4, 이하 ZLB 시기)에 거시변수의 ① 변동성과, ② 충격반응에 변화
가 있었는지 분석
* 분석대상기간 중 ZLB 시기 이외 기간

o 분석결과 ①, ②의 경우 모두 ZLB 무관성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
- 1984Q1～2018Q2 중 GDP, 노동시간,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성 변화 여부를 다양한
형태의 추정식(specificat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1953Q1～2015Q4 중 GDP, 노동시간, 물가상승률, 장기금리 등의 변수로 구성된
TVC-S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격반응에 변화가 있음을
찾을 수 없었음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이 아니라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적 속성(financial nature) 때문에 미국 경제가 대침체(Great Recession)
에 빠지게 되었음을 의미
- 또한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에 직면했을 때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
*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양적완화 등

【분석방법론】 OLS, Time Varying Coefficient-S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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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Welfare and Political Economy Aspects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728
저자: Alex Cukierman(Tel-Aviv大)
【핵심내용】
o 미래에 민간발행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경제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
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크게 저하
- 위기 시는 물론 평상 시에도 경제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상실
- 국가의 시뇨리지 수입이 급감하게 되므로 재정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증세가 필요
o 이 경우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신뢰도 높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발행한 암호
화폐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o CBDC 도입 방법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에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가능
-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시나리오는 CBDC가 민간은행의 자금조달 원천인 예금
을 대체하게 되므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
o 본고에서는 늦지 않은 시기에 중앙은행이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통화를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며 암호화폐의 규제 부담도 경감시
키기를 권유
- 핀테크(fintech) 기술발전, 민간의 암호화폐 발행 증가 등을 감안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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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A Monetary Policy Framework for the European Central Bank to Deal

with Uncertainty”*
출처: European Parliament, Monetary Dialogue November 2018
저자: Gregory Claeys, Maria Demertzis, Jan Mazza(Bruegel)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의 요청에 따라
Policy Department가 작성한 보고서임

【핵심내용】
ㅇ 유로 중앙은행(ECB)은 대안정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통화
정책 체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중립금리 하락으로 인한 정책여력 축소, 필립스곡선 평탄화에 따른 물가목표 달성
능력 저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과의 관계 정립, 개별적 재정・거시건전성 정책과
단일 통화정책이라는 유럽연합의 제도적 불완전성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
- 본고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체계의 신축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면서 경제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중기시계에서 2% 미만이지만 2%에 근접한 수준(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으로 되어있는 물가안정 목표를 ‘장기적으로 평균 2% 근방
(around 2%, on average, over the long term)’으로 바꿀 필요
- ‘근접한’이라는 단어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2% 미만’이라는 표현은 물가안정목표
에 하향편의를 초래할 수 있고, 아울러 물가안정목표에 용인범위(tolerance bands)를
설정하여 책임성(accountability)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는 물가안정의 시계를 중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여 정책의 신축성을 제고할 필요
- 현행 물가안정 대상인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충
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대상을 근원인플레이션으로 변경할 필요
- 이상의 방안은 물가안정목표를 상향조정하거나 물가수준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보
다 현 정책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중과의 소통이 용이
ㅇ 통화정책의 목표에 금융안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통화정책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달성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 다만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관계를 마련할 필요
ㅇ 이상의 통화정책 체계 개선안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을 넓히고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정책, 헬리콥터머니, 중앙은행장기대출(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 TLTRO)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까지도 함께
고려해둘 필요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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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Fiscal Policies in Booms and Bus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740
저자: Paul De Grauwe(LSE), Yuemei Ji(UCL), Pasquale Foresti(Rouhampton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행동거시경제모형
(behavioral macroeconomic model, De Grauwe(2012))을 이용해 분석
-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경기가 호황(불황)이면 정부부채 비율이 줄어드는(늘어나는)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Panizza 2013, Schularick 2012)
o 행동거시경제모형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지 않고, 개개인이 시행착오
를 거쳐 학습하여 더 나은 행동규칙(heuristics)을 찾아나간다고 가정
- 이 모형에서 경기변동은 "animal spirits"으로 여겨지는 시장심리에 의해 내생적으
로 발생
- 모형에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테일러규칙과 더불어 재정정책 규칙 방정식을 포함
하였는데, 재정정책 규칙은 전기의 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이 클수록 현재 기의 정
부지출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을 의미
o 균제(steady state)금리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각각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장심리와 산출갭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정부부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 균제금리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산출갭과 정부부채비율의 변동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금리가 높은 경우 당국이 산출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다면 정부부채수준을 불안정하게 하지만, 금리가 낮은 경우 정부부채수준을 불안정
하게하지 않은 채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
o 또한, 시장심리가 재정승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시장심리가 안정적일때 재정승수가 낮았지만 양극단(부정, 긍정)에 가까
울수록 재정승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불안정한 시장심리는 재정정
책효과를 증폭시킴
- 이는 재정승수의 크기가 경제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연구(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2013)의 결과와도 일치
o 본 연구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전통적인 모형과는 달리 행동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시장의 시장심리가 경기변동을 야기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Behavioral Macroecon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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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urvival of the Fittest: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Firm Exi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06
저자: Dara Lee Luca(Mathematica Policy Research), Michael Luca(Harvard大)
【핵심내용】
o 2008~2016년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내 35,227개 음식점에 대한 온라인 후
기(review)자료* 및 도시별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이용, 최저임금이 외식업체의 퇴출
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 Yelp(www.yelp.com):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2004년 설립되었으며 지역별 음식점·카페·관광
명소 등의 정보 및 후기를 집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o 외식업체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체 퇴출에 미친
영향은 업체가 퇴출에 근접한 정도(close to margin of exit)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외식업체의 온라인 평점(5점 만점)이 낮을수록 평균적으로 퇴출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퇴출가능성 확대폭도 크게 나타남
* 온라인평점 1점 증가시 퇴출확률이 약 50% 감소

- 시간당 최저임금 1달러 상승시 온라인 평점이 3.5점(Yelp 평점의 중위값)인 식당의 퇴출
가능성은 10%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5점인 식당의 경우 유의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음
o 온라인 배달주문 단가 자료를 이용한 추가분석 결과, 온라인 평점이 낮은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시 음식단가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온라인 평점이 낮은 업체일수록 이윤율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자체흡수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
o 동 논문의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Card
and Krueger (1994)* 등의 주장보다는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더 가까움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1994), American Economic Review

o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료입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의 통계 및 행정자료
를 통한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정책 평가 및 경제분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Design, Linear Probab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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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Multinationals, Offshoring and the Decline of U.S. Manufactur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24
저자: Christoph E. Boehm, Nitya Pandalai-Nayar(UT-Austin),
저자: Aaron Flaaen(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o 1993~2011년중 미국 제조업내 기업별 미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다국적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확대가 동 기간 중 제조업 고용 감소에 미
친 영향에 대해 분석
o 실증분석 결과, 다국적 제조업체의 고용감소가 제조업 전체 고용감소의 41%에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남
- 다국적 제조업체의 연평균 고용감소율(-3.17%)은 제조업 전체 고용감소율(-2.41%)을
하회
o 아울러 다국적 제조업체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모회사의 중간재 수입이 크
게 확대되고 미국내 고용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의 생산효율에 대한 규모탄력성(elasticity of firm size to production
efficiency)*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데 기인
* 동탄력성이 작을 경우 추가적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이전효과(relocation effect)
가 생산비용 절감 및 중간재수입 증가로 인해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규묘효과(scaling effect)를 압도

o 동 논문의 결과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제조업 고용 감소의 주된 원
인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escriptive Statistics, Event Study, Structura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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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Understanding Export Diversification: Key Drivers and Policy Implications”
출처: IMF, Working Paper 19/105
저자: Rahul Giri, Saad Noor Quayyum, Rujun Joy Yin(IMF)
【핵심내용】
o 1990~2015년 중 세계 92개국의 수출 금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출 다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
- 수출 다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index)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출 품목 추가에
기인한 부분과 기존 수출 품목들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
o 분석 결과, 천연 자원이 풍부하거나 교육 수준(primary education)이 낮을수록 수출 다변
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천연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천연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새로운 수출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
- 또한, 무역 개방도나 교통, 통신 등의 산업 인프라 및 정부 제도의 질이 높을수록
새로운 수출 품목 추가를 통한 수출 다변화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동 요인들이
새로운 수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때문임
o 한편, 신흥국을 수출 다변화 신흥국과 원자재 수출 신흥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원자재 수출 신흥국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새로운 수출 품목 추가가 저조한
반면에 수출 다변화 신흥국의 경우에는 동 자원이 풍부할수록 새로운 수출 품목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수출 대비 천연자원 및 원자재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

- 이러한 결과는 원자재 수출 신흥국과 달리 수출 다변화 신흥국에서는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수입이 다른 생산적인 산업 부문에 재투자되는데 일부 기인
【분석방법론】 Bayesian Model Averaging
⑧ “Did the Euro Change the Nature of FDI Flows Among Member State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275
저자: David Sondermann, Isabel Vansteenkiste(ECB)
【핵심내용】
o 1985~2016년 중 유로존 및 OECD 23개국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요소 비용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로화 도입이 유로존 국가들의 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유로존 내부 국가 간 FDI와 유로존 외부 국가와 내부 국가 사이의 FDI를 분리

- 기업이 FDI를 하는 유인을 기준으로 수평적 FDI(horizontal FDI)와 수직적 FDI(vertical
FDI)로 분류하는데, 노동 비용 등 요소 비용 절감이 유인인 경우에는 수직적 FDI,
시장 진출이 유인인 경우에는 수평적 FDI로 간주
o 분석 결과, 유로화 도입이 유로존 내부 국가 간 FDI를 증가시키는 가운데, 요소 비용이 내부
국가 간 FDI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시장 크기가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로화 도입이 유로존 내부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내부 국가 간 수평적 FDI
유인은 감소한 반면에 수직적 FDI 유인은 증가하였음을 시사
o 또한, 유로화 도입이 대체로 외부 국가들로부터의 FDI를 증가시키는데 개별 국가의 고정
비용이 FDI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이는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FDI 증가가 고정비용을 결정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ravity Mode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Random Effects Estimation,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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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Market Activities and Trust of North Korean Refugees”
출처: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forthcoming
저자: 김병연, 김성희(서울대)
ㅇ 북한에서 비공식부문의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마당에서 상업 활동을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신뢰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
ㅇ 북한이탈정착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북한에서 비공식부문 활동
을 수행한 경험이 신뢰형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
* 1997~2015년 기간중 입국해 한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485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혼인여부), 북한 거주 시 사회경제학적 변수(출신지, 군복무 경험, 노동당원 여부, 비
공식부문 활동영역), 정착 관련 변수(거주기간, 소득, 교육) 및 인식(위험선호, 탈북자 신뢰) 등을 설문

- 1990년대 배급제도 붕괴 이후 장마당이 발달했으며, 현재 북한주민은 소득의 70%를
장마당 활동에서 수취하는 등 장마당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 구소련의 경우 16%, 헝가리의 경우 25%의 소득을 비공식부문에서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구 사회주의국가 중에도 높은 것으로 평가
ㅇ 분석결과 장마당에서 상업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확률이
24~28% 상승하지만, 다른 비공식부문 활동 경험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결과는 장마당에서 상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러 온 다양한 익명의 사람과 일상
적으로 접촉을 한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 반면 개인경작, 농장 운영, 가내공업, 밀수 등 다른 비공식부문 활동의 경우 다양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
ㅇ 한편 장마당에서의 상업 활동 경험이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는 않는 것으로 추정
* 기존에 교류가 없던 가상의 탈북자에 대한 신뢰도, 조력의사, 교류의사, 자활가능성 판단 등으로 구성

- 다만 비공식부문 중 가내공업 활동 경험은 타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의사나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Ordered Probit Regression,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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