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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flation Dynamics: Dead, Dormant, or Determined Abroad?”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96
저자: Kristin Forbes(MIT)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 국가의 물가와 글로벌 물가의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본고에서는 세 가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이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② 필립스 곡선모형(Phillips-curve framework)
③ 추세-순환 분해(trend-cycle decomposition)
** 소비자물가(CPI), 근원물가(core CPI), 임금 상승률 등을 대상으로 분석

- 1990~2017년 동안 미국, 일본 등 선진국 31개국 및 중국, 인도 등 신흥국 12개국
을 대상으로 분기별 소비자물가(CPI), 근원물가(core CPI) 등 개별 국가 데이터와 실
질실효환율, 국제유가 등 글로벌 요인과 연관된 데이터를 이용
ㅇ 분석결과, 세 가지 접근방법 모두 개별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근원물가 및 임금 상승률은 아직까지 국내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주성분 분석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선진국 기준) 변동에서 글로벌 공통성분(the
shared global component)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94년 27%에서 2015~17년 5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근원물가 및 임금 상승률 변동의 동 비중은 소비자물가의
절반에 불과
- 필립스 곡선 모형에 따르면 국내 변수로만 분석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글로벌 변수
를 추가한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설명력이 상승하였고, 세계 산출갭 등 일부
글로벌 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
- 추세-순환 분해 분석결과 소비자물가의 순환성분에 있어서는 세계 산출갭 등 글로
벌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근원물가 및 임금의 경우
는 글로벌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도 설명력 상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 동학을 분석할 때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을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주성분 분석, 필립스 곡선 모형, 추세-순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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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Generational War on Inflation: Optimal Inflation Rates for the Young

and the Old”
출처: FRB of Dallas, Globalization Institute Working Paper No. 372
저자: Ippei Fujiwara(Keio大), Shunsuke Hori(California大), Yuichiro Waki(Aoyama Gakuin大)
【핵심내용】
ㅇ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디플레이션 또는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제기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첩세대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
여 세대별(노인층, 젊은층)로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물가상승률을 도출·비교
- 특정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노인층과 젊은층의 후생수준이 다르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층이 선호하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증대
ㅇ 분석결과 젊은층의 최적 물가상승률은 양(+)으로, 노인층은 음(-)으로 나타나 세대 간
최적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젊은층의 경우 순채무자(debtor)이며 주요 소득원이 노동임금이므로 물가상승률 및
이에 따른 실질임금이 높은 경우에 후생 증가
- 반면 노인층의 경우 순채권자(creditor)이며 노동소득은 적고 자산소득*이 대부분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후생 증가
* 금융자산 및 보유기업 이윤(profits from ownerships of firm)이 주요 소득원

ㅇ 한편 모형에서 각 세대의 시간할인율(discount factor), 노동생산성 등의 특성을 조절하
여 분석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노인층의 시간할인율이 낮은 것이
최적 물가상승률 차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층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경우 최적 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면서 젊은층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고령화가 정치·경제적(politico-economic)으로 물가상승률에 하방압
력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물가안정목표 수준 결정에 있어 인구학적 요소(demographic
factor)가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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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Insights from the OECD Phillips Curve Estimation on Recent Inflation

Outcomes”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579
저자: David Turner, Thomas Chalaux, Yvan Guillemette, Elena Rusticelli(OECD)
【핵심내용】
ㅇ 현재 OECD가 사용하고 있는 필립스 곡선 추정식을 보완함으로써 필립스 곡선의 현
실 설명력을 제고 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ㅇ 현재 OECD는 경제전망 등에 활용하는 필립스 곡선 추정 시 기대인플레이션(attractor,
즉 y절편)을 해당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이용한 인
플레이션 전망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의 방식으로 1998.1~2019.1분기의 필립스 곡선을 추정하는 경우 중간 위치의
국가(median country)에 대한 설명력(adjusted R2)이 40%로 상당히 낮은 데다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ㅇ 본고에서는 전문가의 장‧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는 과거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간의 갭을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선형결합한 값을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설정하
는 새로운 방식으로 필립스 곡선을 추정
ㅇ 기존방식 및 새로운 여러 방식의 설명력을 비교해본 결과, 과거 인플레이션과 인플
레이션 목표치 간의 갭을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선형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필립
스 곡선이 최근의 저물가 현상을 가장 잘 설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낮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했는
데, 이로 인해 실업률이 개선되어도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고 목표치
를 장기간 하회
ㅇ 이상의 분석결과는 여러 OECD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유로지역에 정책적으로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수요충격에 직면
하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 방식의 통화정책은 큰 제약을 받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요측면의 지표들(measures of slack)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통상
의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통화 및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할 필요
【분석방법론】 Regres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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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Household Debt and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Forward Guidance”
출처: FRB,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1267
저자: Francesco Ferrante and Matthias Paustian(FRB)
【핵심내용】
ㅇ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lender)와 차입자(borrower)로 이루어진 이질적 가계가 존재하는
HANK(Heterogeneous Agent New-Keynesian) 모형*을 제안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포워드 가
이던스(Forward Guidance) 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파급경로에 대해 분석하였음
* 대표적인 HANK 모형 분석인 McKay, Nakamura, and Steinsson(2016)의 경우에는 가계의 이질성을
한계소비성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계 간의 자원 재분배 경로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ㅇ 이러한 모형 설정의 특성상 통상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나타나는 금리경로*(interest
**
rate exposure channel)와 부채 디플레이션 경로 (debt deflation channel)에 더하여 富(wealth)
의 이전 뉴스 경로(transfer news channel)가 재분배 경로(redistributive channel)로 작용하여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의 파급효과가 기존의 분석에서 추정된 것보다 더 클 수 있음
* 실질금리 변동시 가계는 시점간 예산제약의 변화를 감안하여 기간간 소비를 대체하게 되는데, 실질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대출자에 비해 차입자가 실질적으로 부가 더 증가하여 이들이 주로 소비증가를 유도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명목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은 부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이전되는 실질
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특히 차입제약에 직면한 차입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가 더 큼

- 이전 뉴스 경로에서는 통화당국이 향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뉴스를 공표할 경우, 미
래의 富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의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큰 차입
가계의 경우에는 금기에 예방적 동기의 저축을 줄이고 대출은 차입제약까지 늘리(hand
to mouth)면서 전체 소비증대를 견인할 소지가 있음
ㅇ RANK(Representative Agent New-Keynesian), 기존의 HANK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한 HANK
등 3가지 모형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실질금리 0.5%p 인하)를 각각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
계부채를 감안한 본 논문의 HANK 모형에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시산됨
- 특히 유동성 함정의 경우에도 재분배 경로들 간에 상호 증폭작용을 통해 생산이 늘
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포워드 가이던스 등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적절히 규명하기 위
해서는 가계부채를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분석방법론】 HANK(Heterogeneous Agent New-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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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Unintended

Side

Effects:

Stress

Test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23
저자: Sebastian Doerr(BIS)
【핵심내용】
ㅇ 2002~2016년중 미국 군(county)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은행 스트레스테
스트(stress test)가 신용공급을 감소시켜 신생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했는지 분석
- 스트레스테스트는 불황 시나리오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가정하고, 자기자본비
율 산정시 소규모기업 대출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기
업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악영향을 미침
* 소규모기업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업가에게 중요한 자금공급원으로 활용됨

ㅇ 분석 결과, 스트레스테스트로 인해 은행의 소기업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남
-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은행은 비대상 은행보다 금융위기 이후 소기업 주택담보대출
이 35.9% 더 감소
ㅇ 또한, 스트레스테스트로 인한 신용공급 감소로 신생기업(업력 0~1년 이내)의 고용이 감
소하며 기업가정신이 위축됨
- 위기이전 스트레스테스트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군(county)은 익스포저가 낮
은 군보다 위기이후 기업관련 주택담보대출과 신생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
-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신생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가 젊은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ㅇ 스트레스테스트는 기업의 혁신과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군이 익스포저가 낮은 군에 비
해 위기 이후 신생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와 임금이 더 크게 하락
ㅇ 위 결과는 금융안정을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때 기업가정신·노동생산성 저하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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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The

Intellectual Spoils of War?
International Spillov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83

Defense

R&D,

Productivity

and

저자: Enrico Moretti(UC Berkeley), Claudia Steinwender, John Van Reenen(MIT)
【핵심내용】
ㅇ 1987~2009년 중 OECD 26개국의 산업별 자료와 1980~2015년 중 프랑스 기업 자료
를 이용하여 국방 관련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국방 R&D는 항공, 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민간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혹은 오히려 민간 R&D를 구축(crowd-out)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
ㅇ 분석 결과, 산업·기업의 국방 관련 정부 R&D 지출*이 증가하면 해당 산업·기업의 민
간 R&D 지출이 증가한다는 집적(crowd-in) 효과를 발견
* 정부 R&D 지출의 도구변수로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성이나 민간 R&D 지출과는
독립적인 ‘기대(predicted) 국방 R&D’를 사용

- 정부 R&D 지출이 10% 증가하면 민간 R&D는 추가적으로 4.3% 증가
ㅇ 또한, 정부 R&D 지출 증가는 민간 R&D 관련 부문의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
석됨
- 즉, R&D 부문 노동자의 공급은 충분히 탄력적이어서 임금 상승과 함께 고용이 증
가하며 민간 R&D 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ㅇ 정부 국방 R&D 지출 증가로 민간 R&D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대비 국방 R&D 지출이 1%p 증가하면 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5% 상승
ㅇ 정부 R&D 지출의 국가간 파급효과도 존재하였는데, 한 국가 특정 산업의 정부 R&D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국가 동일 산업의 민간 R&D 지출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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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Recent Shifts in Capital Flow Patterns in Korea: An Investor Base

Perspective”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62
저자: Niels-Jakob Hansen(Denmarks Nationalbank), Signe Krogstrup(IMF)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한국의 자본 유출입 간 관계의 달라진 양상과 그 원
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2018년까지의 한국 국제수지, 자금순환표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국내 기관투
자자의 대외자산 규모와 투자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분석
ㅇ 분석결과 총(gross)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증가하였지만, 순(net)자본이동의 변동성은 감소
- 또한,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도 오히려 채권시장에서 순자본유입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한국의 자본유출입 민감도가 감소하였음을 시사
ㅇ 국내 기관투자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 증가와 VaR(Value-at-Risk)*에 기반한 투자전
략이 동 현상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금융기관이 특정 포트폴리오를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을 산출한 지표
로서 시장가격에 의해 금융상품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을 측정

- 공공부문 연기금, 보험회사, 펀드, 상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총대외자산 및 순대외
자산이 증가하였고, 국가 간 자본이동에서 이들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
- 동 기관투자자들은 VaR 기반 투자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글로벌 불
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환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해 대외자산을 매각하고
국내자산을 매입
- 이러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행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외국인 투
자자들의 국내자산 매각에 의한 순자본유출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
【분석방법론】 Basic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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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and Exchange Rate Pass-through”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327
저자: Georgios Georgiadis, Johannes Gräb(ECB), Makram Khalil(Bundesbank)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교역 상대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환율이 수입재 가격에 전가(exchange
rate pass-through to import price) 되는 효과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중간재 수입 비중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간주

- 2국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교역 상대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증가
가 수입재 가격전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식별한 다음, 1995~2014년 중 22개
선진국 투입산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
ㅇ 일반균형 모형 분석 결과, 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증가할수록 수출재에
대한 환율의 가격전가 효과는 커지는 반면, 교역 상대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가 증가할수록 환율의 수입재에 대한 가격전가 정도가 감소
- 마크업 등의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재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이 교역 상대국 통화로 표
시한 수출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
-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할 때, 교역 상대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경우 수
입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통화로 표시한 수입재 가격의 하락폭은 제한됨
ㅇ 실증 분석결과는 이론 모형 분석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국가에서 수출재에 대한 환율의 가격전가 효과가 크
며, 교역 상대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경우 수입재에 대한 환율의 가격
전가 효과가 작음
-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증가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수입재에 대한 환율의
가격전가 효과 하락의 약 5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Structural two country model,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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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Alternative Futures for North Korea Economy :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s”
출처: Futures, Volume 114
저자: Daejoong Lee, Yongseok Seo(KAIST)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북한이 어떠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북한의 시각에서 예측·분석할 필요
가 있음을 주장
ㅇ 저자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정도, 제재의 강도, 경제개혁 수준, 체제의 안
정성, 대외관계(미국, 중국, 일본) 등 핵심 요소들을 상정한 후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
를 북한의 미래로 제시
- 성장(growth) 시나리오는 핵개발 중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쳐 중국 또는 베트남
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시장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
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경우
- 붕괴(collapse) 시나리오는 핵개발을 지속하다 더 강화된 국제제재로 인해 체제가 붕괴
되어 흡수통합되는 경우
- 보전(conserved) 시나리오는 기존 핵개발 단계에서 멈춘 채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하
는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경제를 지향하고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이행(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핵개발 중단, 대외관계 개선, 시장경제 적극 도입, 4
차 산업혁명 분야 집중투자로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허브 지위를 누리는 경우
ㅇ 저자는 현재 북한의 상황은 ‘붕괴’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해있으며 이를 피하고 ‘성장’
또는 ‘이행’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핵개발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미국·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개
혁·개방을 할 것을 제안
- 더불어 남북간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
ㅇ 학계에서는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미래라고 제안해왔으나 북한이 희망하
는 미래는 다름을 인지할 필요
- 이러한 연구가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 비핵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 유용한 분
석 도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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