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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s Digitalization Driving Domestic Inflation?”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71
저자: Balazs Csonto, Yuxuan Huang, Camilo E Tovar Mora(IMF)
【핵심내용】
ㅇ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
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인플레이션 동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
ㅇ 본고에서는 1990.1월~2017.12월 동안 미국, 중국 등 36개의 선진국 및 신흥국을 대
상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개별 국가의 디지털 경제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디지털화 지수(digitalization index)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사용되고 있는 총 IP(Internet Protocol) 주소*의 숫자를
대리변수로 이용
* 컴퓨터,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숫자로 구성된 주
소를 의미

ㅇ 분석결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미하지만 하방 압력으
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단기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2012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연간 평균 0.05%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영향의 크기는 아직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
- 구조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개별 국가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주성분(the
*
second principal component)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움직임을 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디지털화 지수 간 관계를 패널분
석을 통해 살펴봄

- 다만,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미친 영향도 감안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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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Quantitative Easing and Exuberance in Stock Markets: Evidence from

the Euro Area”
출처: De Nederlandsche Bank, Working Paper No. 660
저자: Tom Hudepohl(DNB), Ryan van Lamoen(Amsterdam大), Nander de Vette(DNB)
【핵심내용】
ㅇ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양적완
화(이하 QE)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나, QE로 인해 위험자산 가격에 거품
(bubble)이 형성될 위험도 상존
ㅇ 본고에서는 1996.1월~2018.5월 중 유로지역 10개국을 대상으로 주식시장 과열
*
(exuberance) 현상이 있었는지, ECB의 QE 정책이 주식시장 과열을 초래하였는지 분석
* 통계적으로 자산가격 거품을 측정하는 Generalized Sup Augmented Dickey Fuller Test(Phillips
et al., 2015) 방법을 이용

- QE 하에서는 중앙은행 매입자산의 수익률(yield)이 낮아지므로 기대수익이 보다 높
은 위험자산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동 자산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
아질 가능성
ㅇ 분석결과 10개 대상국가 중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국
에서 주가 과열 현상이 나타났으며*, QE 시행 공표(announcement) 및 시작(start)이 주
가 급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주가 과열이 미관찰

- 또한 QE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주가 과열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재 시점의 주가
과열이 미래의 과열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쳐 과열 현상에 지속성(persistence)이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QE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보완적으
로 활용되어야 하며, ECB가 자산매입 재개(2019.11월)를 공표한 만큼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
- 또한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zation) 시에는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주가의 급격한
하락(downward exuberance)을 예방할 필요
【분석방법론】 Dynamic pr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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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Weak Job Recovery in a Macro Model of Search and Recruiting

Intensity”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Forthcoming
저자: Sylvain Leduc, Zheng Liu(FRB of San Fransisc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탐색-매칭모형에 내생적 노동자의 탐색심도*와 기업의 모집심도**를 도입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노동시장 변동성에 대한 설명력을 개선
*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적극적인 구직노력으로 탐색심도(search intensity)를 높이면 구직확률이 증가
** 기업이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심도(recruiting intensity)를 높이면 구인확률이 증가

ㅇ 기본 탐색-매칭모형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구인확률*(job-filling rate)의 실
제 변동을 잘 포착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동 확률을 지속적으로 과대추정하는 경향
* 기업이 충원하고자 하는 빈 일자리가 매칭을 통해 충원될 확률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노동시장 내 채용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이후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채용 증가세는 기존 모형의 예측치보다 완만히 개선
ㅇ 동 논문에 따르면 탐색-매칭모형을 확장하여 탐색·모집 심도가 모형 내에서 내생적
으로 결정되도록 수정할 경우, 미국의 노동시장 변동성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개선
되는 것으로 분석
- 경기가 좋을 때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모집심도를 증가시키고 노동자는 일자리
를 찾기 위해 탐색심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
-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탐색·모집 심도가 동반 하락하였는데, 하락한 탐색·
모집 심도의 개선이 경기회복 속도보다 느렸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선 또한 지체
ㅇ 한편 경제충격 중에서 할인인자(discount factor) 충격과 기술충격이 노동시장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나, 일자리 분리(job separation) 충격의 효과는 미미
- 할인인자(또는 기술수준)가 하락하면 매칭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노동시장 변수들(실
업, 빈 일자리, 구인·구직확률, 탐색·모집 심도)이 변동하는데, 해당 충격이 미국 노동시장
변수 변동의 40~70(또는 30~5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
- 일자리 분리 충격은 신규채용 변동의 19%를 설명하지만, 나머지 노동시장 변수(실
업, 탐색·모집 심도, 구인확률)에 대해서는 1% 미만의 설명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ㅇ 선행연구들은 노동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의 이질성을 도입했기
때문에 모형설정과 추정방법이 복잡했으나, 동 모형은 동일한 현상을 상대적으로 간
단한 모형설정과 추정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분석방법론】 Search and match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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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nflation Trends in Asia: Implications for Central Banks”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338
저자: Juan Angel Garcia(ECB), Aubrey Poon(Strathclyde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추세 인플레이션을 추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동학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분석
- 금융위기 이후 물가수준의 목표치 하회 장기화 등으로 필립스곡선의 설명력이 저
하되면서 통화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는 추세 인플레이션 추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따라서 동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추세 및 순환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추세 부분이 아시아 지역 인플레이션 둔화를 설명하는 정도를 분석
ㅇ 분석결과, 1995~2002년 및 2014년 이후 시기에는 추세 인플레이션이 물가둔화를 주로 설명
- 특히 2014년 이후의 일시적 디스인플레이션 충격은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에 비해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에서 추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부각
- 반면, 2003~13년중에는 추세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
기에 기인한 충격의 영향이 강세
ㅇ 국가별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대상 국가에서 추세 인플레이션 추정치와 기대인플레
이션 서베이 데이터 간의 하향 동행성이 관찰
- 추세 인플레이션은 최적 인플레이션의 장기 전망치로 해석 가능함에 따라 동 추정
치와 기대인플레이션 간 비교를 통해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 및 인플레이션 기대
경로에 대한 평가가 가능
o 아시아 지역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 충격이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친 영향은 각 국
가의 추세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던 인도, 필리핀 등의 국가는 동 충격을 통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혜를 본 반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보합세를
나타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동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유지
- 한국, 태국에서는 추세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저물가 현상
이 고착화되거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추세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분리될 우려가 존재
ㅇ 동 연구는 추세 인플레이션이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을 포착하며 기대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Unobserved component model with stochastic volatility(U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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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Productivity and Tax Evasion”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60
저자: Era Dabla-Norris(IMF), Mark Gradstein(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Fedor Miryugin(Michigan大), Florian Misch(IM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과 모형분석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조
세회피(tax evas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높다면, 이들 기업은 생산성이 낮음에도 각
종 조세와 규제를 회피하며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음
ㅇ 47개 신흥국의 기업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기업별 회귀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조세회피**를 적게 한다는 인과관계를 발견
*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도구변수로 국가의 산업 평균생산성 혹은 인근국가 동일 산업의 평균
생산성을 사용
**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상 실제 매출액 대비 세무보고 매출액의 비율로 측정

- 생산성이 1% 증가하면 세무보고 매출액 비율이 0.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ㅇ 100개국의 거시자료를 이용한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 국가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다고 볼 수 있는 자영
업자의 비중이 감소
* 내생성 통제를 위한 도구변수로 유가와 세계소득을 사용

ㅇ 모형분석 결과, 고생산성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저생산성 기업은 조세를 회
피하는 균형이 달성됨
-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명한 납세의 이득과 조세회피 발각 시의 패널티
가 큰 데 기인
ㅇ 본 논문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세 회피를 감소시키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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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Monetary Policy, Price Setting, and Credit Constrain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63
저자: Almut Balleer(RWTH Aschen大), Peter Zorn(LMU Munchen)
【핵심내용】
o 2005~2016년중 독일 제조업 물가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가격설정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신용제약에 따른 차이를 분석
o 분석 결과, 확장적 통화정책*은 가격변화의 빈도와 크기가 작아 총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Jarocinski and Karadi의 방법으로 ECB 기자회견 전후 이자율 변화를 이용해 식별

- 정책금리 3bp(1 표준편차) 하락 직후에는 가격상승빈도는 3% 증가하고 가격하락빈
도도 비슷하게 감소하여 총 가격변화의 빈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이후 가격
상승빈도는 증가, 가격하락빈도는 이전수준을 회복하여 총 가격변화빈도는 소폭 증
가에 그침
- 가격상승빈도가 증가해 평균 가격변화는 소폭(0.5%)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적인 가격변화의 크기가 감소하여 총 물가상승압력이 제한됨
o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가격변화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므로 통화의 비중립성(monetary non-neutrality)*이 강하게 나타남
*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통화정책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monetary neutrality)과
달리 통화정책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정책금리 3bp 하락시 9개월 이후 생산자물가지수는 0.15% 정도로 미미하게 상승
하지만, 6개월 이후 제조업 생산량은 1% 정도 상승하여 정점에 달함
- 위 결과는 메뉴비용모형을 사용한 기존 연구에서 큰 가격변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실질효과가 작고 일시적이게 나타난 것과 대비됨
o 한편, 통화정책의 실질효과는 신용제약*에 직면한 기업을 중심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은행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할 의향을 평가한 서베이 결과로 측정

- 신용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확장적 통화정책 이후 가격조정폭이 더 작아 통화정책의
실질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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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Spread the Word: International Spillovers from Central Bank Communicat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24
저자: Hanna Armelius, Christoph Bertsch, Isaiah Hull, Xin Zhang(Sveriges Riksbank)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타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 2002~2017년 중 23개 중앙은행의 스피치 자료를 사용하여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 스피치 자료 텍스트에 있는 긍정적 부분(positivity)을 식별하여 수치화시킴

- 각국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간 상관관계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연관도*가 얼마나 밀
접한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타국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
* 국가 간 무역과 자본이동의 크기로 경제적 연관도를 측정

ㅇ 분석결과, 각국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간 상관관계와 경제적 연관도는 비교적 큰 차
이를 보임
- 이는 국가 간 실물경제 연관도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간 상관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
ㅇ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은 정책금리 등 타국 거시경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은 타국 정책금리 및 실업률에 상당한 국제적 파급효과
를 미침
- 반면,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영란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유로존 거시경제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언어, 지리적 근접도, 과거 식민지 관계 여부 등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가 국
가 간 커뮤니케이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 지리적 근접도는 커뮤니케이션 상관관계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어나 식민지 관계 여부가 동 상관관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부족
【분석방법론】 VAR,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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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U.S-Chinese Trade War: An Event Study of Stock-Market Respons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64
저자: Peter Egger(ETH zurich, CEPR), Jiaqing Zhu(Guangdong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 가
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 미중 무역분쟁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 주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간접
적으로 추정
- 40개국을 대상으로 투입산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직간접적인
관세 규모를 식별한 후, 동 관세의 규모가 초과 주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분석
* 기업별 주가 수익률 중 시장 수익률 및 실효환율로 설명되지 않는 수익률

ㅇ 분석결과, 미국 및 중국의 관세 부과가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 주식의 초과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관세가 자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동 관세가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큼
- 반면, 중국 관세의 경우에는 동 관세가 자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국 기
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
ㅇ 한편, 관세는 미국, 중국만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데, 기업들의 초과 주가 수익률의 증감 여부는 동 기업이 속한 국가 및 산업
부문에 따라 달라짐
- 이는 관세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무역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
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
- 미국 및 중국과 가치사슬이 더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관세의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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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What Factors Determine China`s North Korea Policy?: Uncertainty,

Instability and Status Quo Risk Management”
출처: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1, No. 4
저자: Kihyun Lee(한국외대)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중국의 대북정책 전략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것임
- 중국은 현재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대북정책을 펼침
ㅇ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의 평화와 안
정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
- 북한이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핵개발을 지속할수록 동북아지역 질서유지가 힘들어
지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북한의 ‘불확실성’이라고 말함
-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북한이 위기에 빠진다면 중국의 대미 안보균형전략이 악영
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북한의 ‘불안정성’이라고 말함
ㅇ 중국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북관여를 통해 두 위험요소를 관리한다고 주장
- ‘불확실성’이 ‘불안정성’보다 더 클 경우 제재를 통한 강압적인 관여를, 그 반대의 경
우 경제적 지원을 통한 포괄적인 관여를 실행
- 강압적인 관여의 예로 북한이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던
시기에 대북무역을 대폭 줄이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실시한 사례를 제시
- 포괄적인 관여의 예로 1990년대에 북한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료품과 석탄
등을 공급하는 경제적 원조를 실시했던 사례를 제시
ㅇ 최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앞
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포괄적인 관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북한 정세가 바뀐다면 중국은 언제든 대북정책을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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