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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Why Is the Fed’s Balance Sheet Still So Big?”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19-16
저자: Andrew Foerster and Sylvain Leduc (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o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위기 직전 GDP의 7% 수준인 8,700억 달러(2007.7월)에서 최근
GDP의 18.5% 수준인 3조9,000억 달러(2019.3월)로 그 규모가 4배 이상 확대
- 부채의 구성항목을 비교해보면 위기 직전에는 현금통화가 40%를 차지했으나, 최근
에는 지급준비금이 40%를 차지
o 본고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인해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
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
- ① 경제성장으로 인해 현금통화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② 유동성규제 등의 영향
으로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원하고 있는 데다, ③ 연준이 페더
럴펀드금리를 목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도 변화*했기 때문
* 위기 이전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로 인해 초래된 대규모 초과지준을 감안하여 초과지준 부리금리(interest
rate on excess reserve, 이하 IOER)와 역RP금리를 활용

ㅇ 위기 이전과는 달리 유동성규제 등으로 시중은행의 지준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
워 지준공급을 통해 페더럴펀드금리를 조절하려 할 경우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우려
- 지급준비금이 안전자산으로 기능함에 따라 초과지준은 금융안정에도 도움
- 무엇보다도 IOER과 역RP금리를 통해서도 페더럴펀드금리를 목표 수준으로 신뢰성
있게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
ㅇ 다만 대차대조표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도 비용이 초래(Plosser, 2019)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준수요곡선이 우하향하다가 평탄해지는 수준까지 현
대차대조표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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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Perspectives on U.S. Monetary Policy Tools and Instrum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11
저자: James D. Hamilt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핵심내용】
ㅇ 위기 이전 미 연준의 재할인금리(discount rate)는 여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낙인
효과로 인해 페더럴펀드금리의 하한으로 작용하였으며, 위기 이후 도입한 초과지준
부리금리(이하 IOER)는 수신금리임에도 페더럴펀드금리의 상한으로 작용*
* 유로지역의 경우 초단기 시장금리는 대기성 수신금리(하한)와 대기성 여신금리(상한) 사이에서 움직임

- 초단기 시장금리가 IOER을 하회하는 이유는 지준부리 대상기관이 아닌 연방주택
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s, 이하 FHLB)이 페더럴펀드시장에서 IOER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유인이 있는 데다 시중은행도 차익거래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등 시장마찰적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
* 시중은행이 페더럴펀드금리와 IOER 사이의 갭을 이용하여 차익거래에 나설 경우 단기차입 증가로
인해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자본규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증대

ㅇ 현재는 역RP* 금리가 초단기 시장금리 하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부터
초단기 시장금리가 IOER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 시장금리의 상한은 없어진 상태
* 페더럴펀드금리가 IOER을 하회함에 따라 2013년 9월 대상기관이 FHLB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된 역RP제도를 도입하여 초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과잉자금을 흡수

- 아직까지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수요가 낮고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준
규모가 커서 초단기 시장금리에 대한 상한이 없더라도 동 금리가 목표수준과 비슷
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초과지준이 감소하면 연준의
초단기 시장금리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
ㅇ 본고에서는 미래 통화정책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와 관련하여 다음 방안을 제안
- 규제차익 등 시장마찰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페더럴펀드금리 대신 시장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삼자간(tri-party) RP금리를 초단기 시장금리 목표지표로 고려
- 중앙은행 수신을 위한 역RP를 유지하는 가운데 낙인효과 없는 여신을 위한 RP도
신설함으로써 금리상하한제도(corridor system)를 구축하되, 대상기관은 도입 초기
에는 현 역RP 대상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미 연준이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점차 축소

【분석방법론】 Nar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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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Nonlinear Effects of Fiscal Policy”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2019-015A
저자: Pedro Brinca, Miguel H. Ferreira(Nova SBE),
저자: Miguel Faria-e-Castro(FRB of St. Louis), Hans Holter(Oslo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칭적이지 않은 비선형의 형태를
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이를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통해 재정승수를
도출하고, 비선형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분석함
ㅇ 1981~2014년의 OECD 16개국 데이터를 이용해 국소투영법 분석한 결과, 재정충격
이 양(+)의 값을 보일 때와 음(-)의 값을 보일 때 재정승수의 크기가 확연히 달랐음
- 구체적으로, 재정충격이 양(+)의 값을 보이는 경우 충격값이 커질수록 재정승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 충격값이 변하더라도 승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다시 말해, 재정승수의 크기가 충격의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인 비선형의 형태
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음
ㅇ 한편, 미시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모형
(Heterogeneous Agents Model)을 설정하였고 여러 모수값은 미국 데이터를 통해
캘리브레이션한 결과를 사용함
- 장기적으로는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 두 가지 시나
리오를 상정함
-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래의 증세로 이어져 소득감소를 초래하므로 차입제약
에 놓여있는 경제주체들은 현재의 노동공급을 크게 증가시키고 산출량에 영향을 주
기에 재정승수가 커짐
- 반면, 현재의 긴축적 재정정책은 미래의 감세를 통해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경제주체
가 소득여력이 생기므로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유인이 줄어들어 재정승수가 작아짐
ㅇ 따라서,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경제주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비대칭
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기존 연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재정승수의 비선형성을 경제의 분포적 특성을 통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분석방법론】 이질적 경제주체모형(Heterogeneous Agents M 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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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nflation and Deflationary Biases in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42
저자: Michael J. Lamla(Essex大), Damjan Pfajfar(FRB), Lea Rendell(Maryland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달성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
- 최근 금리하한제약으로 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여력이 축소되면서 민간의
기대관리가 정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금리하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중앙은행의
손실함수가 최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
- 이론분석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금리하한제약을 유발할 수 있는 수요/공급충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 디플레이션 편의(deflationary bias)가 나타나고,
생산갭 목표를 양(+)으로 인식하면 인플레이션 편의(inflation bias)가 발생
ㅇ 이론모형의 분석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YouGov*
의 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9개국(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분석
* 전세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온라인 리서치기관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동 기관이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

-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는
상・하방 편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편의는 1%p, 디
플레이션 편의는 –2/3%p로 나타났으며, 단기에서는 이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분석
-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기대인플레이션 수준과 변동성이 낮았으나 그
렇다고 인플레이션 기대의 편의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가목표제 하에서
디플레이션 편의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
ㅇ 단일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 유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기대의 편의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음
- 이는 지역마다 ECB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이해, 즉,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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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xcessive Entry and Exit in Export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78
저자: Hiroyuki Kasahara(British Columbia大), Heiwai Tang(Johns Hopkins大)
【핵심내용】
o 2000~06년중 중국 수출기업의 월별 수출거래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 매년 중국기업
의 수출상대국가별 신규 진입(entry) 및 퇴출(exit)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과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학습 동학에 대해 분석
- 중국기업의 수출상대국별 평균 연간진입률*은 78%, 퇴출률**은 60%로 나타났으며,
진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퇴출률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상대국가에 진출한 수출기업 중 당해 신규 진입기업의 비중
** 상대국가에 진출한 수출기업 중 이듬해 퇴출한 기업의 비중

- 시장 및 수요정보가 부족한 신규시장 국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 대한 동 비율
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진입률 83%, 퇴출률 68%), 상대 국가의 GDP가 높고 중국으
로 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낮게 나타남
o 2기간 수출결정모형에 상대국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인접수출기업으로부터의 학습
효과를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신규시장의 기대수요가 높을수록, 기업간 기대수요의
분산이 클수록 수출기업의 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의 진입 후 상대국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퇴출을 결정할 수
있어 이윤의 하방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상방위험에는 제한이 없는 데 따른 결과
- 기업간 학습효과로 인해 상대국가에 진입한 기업 수가 많을수록, 진입기업들의 수
출실적이 높을수록 신규기업의 진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o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기업이 신
규시장에 진입함으로서 신규시장 수요에 대한 불완전정보를 해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진입을 결정함에 따라 진입률 및 퇴출률이 높게 나타남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period model with imperfect information,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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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Export Diversification in Low-Income Countries and Small States: Do

Country Size and Income Level Matter?”
출처: IMF, Working Paper 19-118
저자: Dongyeol Lee(한국은행), Huan Zhang(IMF)
【핵심내용】
o 2001~2015년 중 84개국*의 산업별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출 다변화가 동 국가들
의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전체 수출 대비 산업별 수출 비중을 통해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생성하고 이것을
각 국의 수출 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간주
* 인구가 150만 명 이하이거나 IMF에 의해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 산업별 수출 비중을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

o 분석 결과, 수출 집중도가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경기 변동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출 다변화가 대외적 충격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가운데, 다변화된
나라일수록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파급
(technology spillovers) 효과가 크다는 사실에 기인
o 한편, 수출 다변화가 경제 성장률과 경기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인구와 소득에 따라 다른
지 살펴본 결과, 인구가 많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동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System GMM estimation
⑦ “The Global Capital Flows Cycle: Structural Drivers and Transmission Channels”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280
저자: Maurizio Michael Habib, Fabrizio Venditti(ECB)
【핵심내용】
o 1990.1/4~2017.4/4 중 50개국의 주가 수익률, 자본 유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글로
벌 리스크 및 자본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
- 글로벌 리스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미국 수요, 미국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geopolitical risk) 및 여타 금융 충격**을 고려하고 자본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글로벌 리스크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고려
* 각 국 주가 수익률 데이터에서 글로벌 요인을 추출하여 글로벌 리스크의 대용 변수(proxy)로 사
용하였으며 자본 이동은 각 국 총자본유입량(gross capital inflow) 데이터를 사용
** 통화정책 충격과 관련되지 않은 외생적인 금융 충격

o 분석 결과, 미국 통화정책 및 외생적인 금융 충격이 글로벌 리스크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들은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글로벌 리스크가 자본 이동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반면에 미국 통화정책 충격
은 자본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외생적인 금융 충격 및 미국 통화정책이 글로벌 리스크를 통해 자본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
o 한편, 자본 시장이 개방되고 환율이 경직적일수록 자본 이동이 글로벌 리스크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특히 국경 간 은행 대출(cross-border bank loans)이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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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Converting Maximum Pressure to Maximum Leverage: The Role of

Sanctions Relief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출처: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저자: Daniel Wertz(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ㅇ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정책(all-or-nothing)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 전략을 제안
ㅇ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 이후 유지된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핵협상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 2019년 봄에 개최된 하노이 회담은 제재해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
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그만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간접 증거
- 한편 미국이 현재의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제재를 해제했음에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우 이전 수준의 제재를 수행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악의
경우 비핵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ㅇ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협상 과정 하에서, 북한이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진할 유인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즉,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음에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가 있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소극적일 수 있음
ㅇ 따라서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
- 협상초기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은 특정 핵시설을 해체
하고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구축
- 협상 중간단계에서 북한은 사이버공격 등 불법활동을 중단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북한내 신규투자를 허용
- 협상 최종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는
해당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던 모든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