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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Why Have Interest Rates Fallen Far Below the Return on Capital?”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94
저자: Magali Marx(Banque de France), Benoît Mojon(BIS), François R. Velde
(FRB of Chicago)
【핵심내용】
o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된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무위험금리(risk-free rate, 실질기준)는 점
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이에 대한 설명으로 ① 인구 고령화, ② 생산성 둔화, ③ 불확실성(risk) 등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
o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3세대 중첩세대(OLG) 모형에 불확실성 *을
추가하여 무위험금리가 하락한 이유를 분석
* 모형에서 불확실성의 크기는 생산성의 표준편차가 결정

- 청년세대는 중년세대로부터 차입하여 소비하고, 중년세대는 청년세대에게 대출
해주고 안정적인 이자(risk-free interest)를 수취하거나 수익에 불확실성이
있는 실물자산(capital)에 투자 *
* 노년세대로부터 감가상각 된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투자재를 구입

- 생산성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등이 실제 데이터에 맞도록 모수를 설정한 다음,
위의 각 요소가 무위험금리와 자본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파악
o 분석결과, 무위험금리 하락과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은 주로 불확실성 증가에 기인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는 노년세대의 안전자산(safe asset) 선호 등으로 무위
험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가 크지 않았으며, 리스크 프리미엄에는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 증가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즉 생산성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안전자산 보
유 성향이 커지면서 무위험금리와 자본수익률 간 차이는 더욱 확대
【분석방법론】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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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racing the Impact of the ECB’s Asset Purchase Programme on the

Yield Curve”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293
저자: Fabian Eser, Wolfgang Lemke, Ken Nyholm, Andreea Liliana Vladu(ECB),
Soren Radde(Goldman Sachs)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ECB의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 이하 APP)이 국채
수익률곡선의 기간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APP 발표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
해서도 분석
- ECB는 2015.1월 매달 6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매입규모, 기간 등에 대한 변경을 거쳐 2018.12월까지 유로지역 연간 GDP의 25%에
해당하는 2.6조 유로의 자산을 매입
o 중앙은행 자산매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에 수익률곡선
의 수준 및 기울기와 가격민감 투자자*의 듀레이션 리스크에 관한 정량적 지표**를 추가
* 전체 채권 투자자 중 중앙은행, 정부, 해외 공공부문, 만기보유(hold-to-maturity) 투자자 등 보유채권
의 공급 및 만기 변화에 비교적 둔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를 제외한 여타 투자자
** 가격민감 투자자 보유채권의 듀레이션 가중합 / 전체 채권의 듀레이션 가중합

- 이는 ECB의 장기자산 대량매입으로 시장의 듀레이션 리스크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기간프리미엄이 감소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
o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4가지 정도로 정리 가능
① APP 시행 시 기간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수익률곡선이 평탄화
② APP의 기간프리미엄 축소 효과는 채권 만기의 절반(10년물 채권의 경우 5년) 가량 지속
③ 자산매입 후 예상 재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프리미엄이 더욱 축소
④ 모형을 통해 APP 규모, 기간 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실제 채권금리 데이터가 잘
부합함에 따라 모형의 정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
* 2015.12월 ECB는 매입증권의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액을 필요한 기간만큼(for as long as
necessary) 재투자할 것임을 발표

【분석방법론】 VAR,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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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elayed Collec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Recessions”
출처: FRB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19-14
저자: Zoe Xie(FRB of Atlanta)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retention policy’가 노동자에게 실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전체의 실업
률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
* ‘retention policy#’란 현재 실업상태인 근로자가 구직할 경우 향후 재실업 시 잔여(기간 기준) 실업
보험급여를 그대로 받을지 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실업보험급여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를
주는 실업보험정책임
# 일반적으로 실업보험은 실업 중인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경우 잔여 실업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

ㅇ ‘retention policy’는 실업자가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놓여있기 보다 단기 저임금 일자
리로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 특히 경기가 불황일 때 의미가 큼
- 실업보험급여는 실업 직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비례하므로, 불황으로 인해 낮은
급여를 주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낮은 실업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실업보험 하에서는 불황 시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빠르게 찾을 유인이 저하
- 반면, ‘retention policy’ 하에서는 실업 상태인 노동자가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수
용한 후 다시 실직하더라도 전전 직장 급여 기준으로 산출된 잔여 실업보험급여를
받아 소득의 큰 감소를 피할 수 있으므로 단기 저임금 일자리 수용 유인이 존재
ㅇ ‘retention policy’가 경제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2012년까지의 미국 데
이터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동 정책은 실업자가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빠르게 받아
들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 전체의 구직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임

【분석방법론】 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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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ies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uccesses, Failures, and Consequences”
출처: PIIE, Working Paper No. 19-11
저자: Edwin M. Truman(PII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GFC) 당시 국제적인 경제정책 공조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점검하고 위기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GFC의 진행을 (1) 2007.8.9일 BNP Paribas가 서브프라임대출과 연동된 펀드의 상환을
중단한 초기단계, (2)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이 승인되기까지의 기간(2007.8.9~08.9.15),
(3)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2009.6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ㅇ GFC 발생 초기단계 기간 중 각 국 정책당국은 위기를 조속히 감지하는데 실패하여
위기극복 위한 정책공조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형성하지 못했음
- 초기단계에 정책당국 및 유관 국제기구들은 주택대출 부실화에 따라 주택시장이 붕
괴되고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통화정책을
통해 주택가격 거품을 소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견지
- 또한 금융위기의 부정적 여파가 미국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이후 전망에
서도 북대서양 국가에 영향의 범위가 한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의견이 제기
ㅇ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전까지는 정책당국들 간에 위기대응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형
성하지 못함에 따라 한정된 수준에서만 정책공조가 이루어짐
- 가령, 미 연준은 ECB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유동성 스왑계약을 체결했지만 국제적
공조의 일환이기보다는 국내경제를 안정시키는 성격이 짙었던 정책으로 평가
- 또한 미 연준이 재무부와 공동으로 국제사회(G7)에 금융시스템 감독 및 규제에 대
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이는 현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ㅇ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현실화된 후에야 정책당국들은 중앙은행 간 스왑라인 확충, 완
화적 통화정책, G20정상회의 등을 통해 위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 시작
- 하지만 초기공조에 실패함에 따라 각 정책당국이 협조하여 통합된 대응을 할 것이
라는 대중의 기대는 높지 않았음
ㅇ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위해서는 위기 초기단계에 정책당국들이 문제 인지와 상황 평
가를 공유하여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정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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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quilibrium Effects of Firm Subsidies”
출처: American Economic Review(forthcoming)
저자: Martin Rotemberg(New York大)
【핵심내용】
o 2001~2010년 중 인도 연간산업설문조사(Annual Survey of Industries) 자료를 이용하
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기업 간 경쟁, 총생산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급대상 기업의 성장은 촉진(직접효과)시키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쟁기업은 위축(간접효과)시키므로 동 정책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적 접근이 필요
- 동 논문은 2006년에 시행된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 정책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식별
* 제조업 부문 내 신규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 비중이 15%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일정
비중 이상의 기업이 신규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산업부문 간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

o 모형분석 결과, 보조금 지급정책의 효과는 지급대상기업 및 경쟁기업의 상대적 한계
생산성 격차에 좌우되며 지급대상기업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을수록 총생산 및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o 실증분석 결과, 정책시행 이후 신규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 매출이 약 35%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같은 주(state)내의 경쟁기업 매출은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접 및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정책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정책시행 후 총생산성이 약 1%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역재 부문
에서 생산성이 향상
- 교역재 부문의 경우 경쟁기업에 대한 부정적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문 내
총생산이 증가하였으나, 비교역재 부문에서는 큰 폭의 부정적 간접효과가 나타나면
서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의 생산량 확대가 상쇄되어 부문 내 총생산이 불변
* 교역재의 경우 대상 시장이 한 국가(인도)에 국한되지 않고 커 비교역재에 비해 부정적 간접효과가 작음

o 이는 부정적 간접효과에도 불구하고 잘 설계된 산업정책이 총생산 및 생산성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elitz-style Model,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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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Exchange Rate Reconnec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046
저자: Andrew Lilley, Matteo Maggiori(Harvard大), Brent Neiman(Chicago大),
저자: Jesse Schreger(Columbia大)
【핵심내용】
o IMF의 국제수지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를 이용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거주자의 해외채권매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율 재연계성(exchange
rate reconnect)* 성립 여부를 분석
* 특정 거시경제적 요인이나 모형으로 환율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환율 변동의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환율 비연계성(exchange rate disconnect) 가설과 반대되는 개념

o 분석 결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채권매입이 환율
(broad dollar exchange rate) 변동과 연관성이 없었으나 위기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임
- 즉, 위기 이후에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채권보유량이 증가(감소)하면 미 달러화가 절
하(절상)되는 관계를 발견
o 글로벌 리스크가 미국 거주자의 해외채권매입과 환율 변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
- 글로벌 리스크 변수*는 2007년 이후 미국 거주자의 해외채권매입 및 환율 변동 모두
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선호도가 높을 때 미국의 해외채권매입
이 증가하고 미 달러화가 절하됨
* 신용스프레드, 금융중개기관의 수익률, S&P500 수익률과 변동성, 미국 국채 프리미엄 등

o 한편 이자율, 인플레이션, 성장률 격차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도 환율 변동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o 미국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채권매입과 환율 변
동 간의 연관성은 미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남
o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자산과 환율 간 연계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동
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국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olling Regression

- 6 -

국제경제
⑦ “Industry Heterogeneity and Exchange Rate Pass-Through”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87
저자: Camila Casas(Banco de la República, CEEII)
【핵심내용】
o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가격 전가는 한계비용(marginal cost) 경로*, 전략적 보완성
(strategic complementarity)**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
* 수입 중간재 가격 변화로 한계비용 및 제품가격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경로
** 환율 변동에도 다른 기업과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로

o 본고에서는 2004~2015년 중 콜롬비아 기업들의 대외 거래, 중간재 소비 데이터를 사
용하여 산업별로 환율의 가격 전가 비율을 추정하고 수입 중간재 비중이 환율의 수출
입 가격 전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결과, 수입 중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의 가격 전가 비율이 높으며 수
출 가격 전가가 수입 가격 전가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더 큼
o 또한, 양국 간 환율(bilateral exchange rate)*과 대미 달러 환율의 가격 전가 비율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대미 달러 환율의 가격 전가 비율과 수입 중간재 비중 간 상관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달러사용국(dollarized nation)이 아닌 국가들의 통화에 대한 명목환율을 평균하여 도출

- 양국 간 환율과 대미 달러 환율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놓고 분석한 경우, 양국 간 환
율의 가격 전가 효과가 사라지고 대미 달러 환율의 가격 전가만이 유의하게 나타남

【분석방법론】 Dominant Currency Paradigm Model,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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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Bargaining and North Korea”
출처: Johns Hopkins APL, Game Theory and Nuclear Stability in Northeast Asia

Workshop Proceedings, pp.63-67
저자: William Spaniel(Pittsburgh大)
ㅇ 현재의 정치적 기술적 환경 하에서, 핵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이 국제사회가
제공하려는 보상보다 크기 때문에 북핵협상 합의가 지연될 수 있음을 분석
ㅇ 북핵협상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상대국의 합의안 불이행 가능성으로 인해 북미가 선호
하는 협상안이 달라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
-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대북제재 해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로 보상받는 방안을 선호
ㅇ 본고는 상호 신뢰 문제가 없더라도 미국에 비해 북한의 정책 시계가 길고, 핵개발 진
척속도에 대해서도 북미 간 상반된 견해를 가질 경우 보상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어
려워 북핵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 미국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전제국가인 북한은
선거를 위해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음
- 북한은 핵무기 편익의 현재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큰 보상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므로 보상하려는 금액이 작음
- 한편 핵개발 진척이 느린 경우 핵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포기의
대가로 작은 보상만을 할 용의가 있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됨
ㅇ 하지만 본고는 핵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측된 협상 전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핵협상 과정에 바로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
- 핵개발 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핵위협 가시화로 미국이 핵포기의 대가로 큰 보상
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므로 합의안 도출이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

【분석방법론】 Bargai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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