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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난 1.3~5일 개최된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및 강연 중 최근의 주요 이슈와 당행의 조사 ․ 정책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내
용을 선별하여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개 괄
□ 금년 1.3~5일중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AEA Annual Meeting)
의 발표 논문중 최근 경제학계의 주요 이슈를 고려하여 선별한 일부 발표내용을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
o (중립실질이자율 하락)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과 개방경제와의 관계, 재정
정책이 중립실질이자율의 추세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
o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소비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 소비자들이 가지는 적정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수준에 대한 인식이 통
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
o (재정정책) 재정정책이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부채 확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
향, 현대화폐이론을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평한 연구들이 발표
o (금융사이클 및 금융파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변화된 자본 유출입 양상, 건전성 규
제의 효과, 미국의 금융여건이 미치는 글로벌 파급 효과 등의 논문이 발표
o (산업 집중화)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산업 집중화 현상에 대해 점검하고 그 원인을 분석
하는 연구가 발표
o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금리 제로 하한 제약시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신용팽
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와 최적 거시건전성 규제, 통화정책의 단기·중기 위험 상충관
계와 최적 정책조합 연구 등에 다수의 논문이 발표
□ 행사기간 중 Draghi 전 ECB 총재, Yellen 전 연준 의장, Summers 교수(Harvard)는
패널토론 세션에서 미국과 유로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금리, 저물가, 저
성장으로 대변되는 secular stagnation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화(Japanification)에 대
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바른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 Bertrand 교수(Chicago)는 특강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시장의 젠더갭(Gender gap)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고 젠더갭이 잔존하는 이유
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Bernanke 전 연준 의장(Brookings Institution)은 저인플레이션·저금리에 직면한 환경에
서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효한 통화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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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실질이자율의 감소
① “On Falling Neutral Real Rates, Fiscal Policy and the Risks of Secular

Stagnation”
저자: Lukasz Rachel(Bank of England), Lawrence Summers(Harvard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재정정책이 실질중립금리의 추세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반균형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Life-cycle 모형과 불완전시장 모형을 결합한 후, 70년대 이후의 재정정책경로를 모형
에 대입하여 모형에서 도출되는 실질중립금리를 시산
o 분석결과 재정정책이 실질중립금리를 3~4%p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부채가 지금보다 낮은 상황을 유지했다면 현재의 실질중립금리가 훨씬 낮게 나
타날 수 있었음을 시사
- 재정적자에 대해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경기대응적 재정지출
의 필요성을 강조
【분석방법론】 일반균형모형 시뮬레이션
② “Global Real Rates: A Secular Approach”
저자: Pierre-Olivier

Gourinchas(UC

Berkeley),

Helene

Rey(LBS),

Maxime

Sauzet(UC Berkeley)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예산제약식과 역사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근 실질금리가 하락한 이유를 분
석하고 미래 실질금리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
o 예산제약식(         )을 로그선형화하고 축차대입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소비-부 비율(consumption-wealth ratio)은 미래 실질무위험이자율, 위험 프리미엄, 소
비 증가율 세 변수들의 현재가치 합과 일치함을 보임

           
o 소비-부 비율과 위 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부 비율이 미래 실질
무위험이자율의 현재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금리의
하락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디레버리징충격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시장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부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부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면서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 소비-부 비율이 미래 실질금리의 변동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게 됨
- debt overhang, global financial boom/bust cycle 이론과 일관된 측면
- 반면 기존 문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생산성 하락이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제
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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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hy So Low for So Long? A Long-term View of Real Interest Rates”
저자: Claudio Borio(BIS), Piti Disyatat(BIS), John Mikael Juselius(Bank of Finland),
Phurichai Rungcharoenkitkul(BIS)
【핵심내용】
o 기존 문헌에서는 최근 30여년간의 실질금리 하락에 중점을 두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세기 후반부터의 장기적인 시계를
통해 실질금리의 변동요인을 분석
o 분석결과 기존 문헌에서 지목되었던 실질금리 하락의 구조적 원인들은 장기적으로 실질
금리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0년간 실질금리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경제성장률, 자본재 가격, 인구부
양비, 기대수명 등의 변수들이 19세기 후반 이후로 분석기간을 늘릴 경우 설명력이 없
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통화체계의 변화(e.g., 금본위제, 브레튼우즈 체제 등)가 실질금리의 결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이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패널분석
④ “Demographics and Real Interest Rates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저자: Carlos

Carvalho(PUC-Rio),

Andrea

Ferrero(Oxford大),

Felipe

Mazin

(Pennsylvania大), Fernanda Nechio(Central Bank of Brazil)
【핵심내용】
o 전세계적으로 실질금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변화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개방경제 Life-cycle 모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개방이 실
질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동시에 국가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동 요인들이 각국의 실질금리 변화에 실제로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o 모형분석 결과, 고령화가 실질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개방도가 높을수록
실질금리 결정에서 자국보다 해외요인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국의 실질금리
가 동조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패널분석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 낮은 실질금리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더 하락할 여지도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개방경제 Life-cycle 모형 및 패널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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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⑤ “The Hidden Heterogeneity of Inflation Expectations and Its Implications”
저자: Lena

Drager(Leibniz大

Hannover),

Michael

Lamla

(Essex大),

Damjan

Pfajfar(FRB)
【핵심내용】
o 본고는 기대 인플레이션 혹은 이자율 수준이 같더라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수
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고 통화정책
의 파급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임
- 이를 위해 독일 분데스방크의 소비자 기대 온라인 서베이 자료(Bundesbank online survey
on consumer expectation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o 분석결과, 대부분의 독일 소비자들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은 반면 이자율은 낮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
와 비슷한 수준(1.5~2%)이더라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와 비슷한 응답자들 중 49%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
고 응답한 반면 각각 46%와 5%의 응답자는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야 한다거나 높아야
한다고 응답
- 이러한 숨겨진 이질성(hidden heterogeneity)은 응답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이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수준이거나 높아야 한
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남
o 또한 이러한 이질성은 미래 소비계획과 저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통
화정책의 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 낮은 이자율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소비계획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서베이 자료 분석, Prob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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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entral Bank Announcements: Big News for Little People?”
저자: Michael Lamla(Essex大), Dmitri Vinogradov(Glasgow大)
【핵심내용】
o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관해 내어놓는 커뮤니케이션이 금융시장참가자나 기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진 반면 일반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
- 기존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에 관한 서베이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빈도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식별하기 어려움
→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서베이를 통해 분석
o 본고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번의 FOMC 기자회견을 전후로 일반
대중의 기대에 관한 서베이를 진행
- FOMC 기자회견 이틀 전과 하루 후에 서베이를 진행하여 FOMC 기자회견이 일반 대
중의 기대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식별
o 분석결과 FOMC 기자회견이 일반 대중의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
수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대중에서
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대한 인식과 기대 수준 측면에서 개선이 나타난 것을 확인
- 또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뉴스를 접할 가
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장치로써 미디어
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서베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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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➆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redit Markets”
저자: Alan Auerbach(UC Berkeley),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 Daniel
Murphy(Virginia大)
【핵심내용】
o 본고는 미국 연방정부의 계약자료와 각 지역별 은행지점의 대출금리 자료를 이용하여 정
부 재정지출 충격이 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o 분석결과, 연방정부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소비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 증가가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분석방법론】 패널자료분석
➇ “National Fiscal Policies to Reduce Cyclical Volatility in U.S. States”
저자: Karen Dynan(Harvard大) Douglas Elmendorf(Harvard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미국 각 주별로 경기침체의 양상이 다름을 보이고 후생을 감소시키는 실업의
변동을 줄이는데 주간 재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임
o 각 주는 국가단위의 경기침체와 타이밍이나 규모의 측면에서 다른 침체를 경험하나 법적
으로 균형예산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어 각 주의 특성에 맞는 경기대응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 불가
o 개별 주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장
기실업률, 노동시장참여율과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높은 주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별 실업률의 변동을 줄이는 정책
이 필요
o 연방정부는 모든 주에 동일하게 소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실업률이 높은 주에 소득세율을
더 많이 낮추는 정책을 통해 전체 실업률을 낮추고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임
【분석방법론】 반사실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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➈ “Public Debt, Low Interest Rates, and Negative Shocks”
저자: Richard Evans(Chicago大)
【핵심내용】
o 본고는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정부부채증가가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Blanchard (2019)의 결과가 강건한지를 더욱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한 모형을 통해 점검
o 분석결과 Blanchard (2019)의 결과와 달리 모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와 관계없이 이전
지출증가를 동반한 정부부채증가는 후생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Blanchard (2019) 모형에서 사용된 가정이 가계의 소득위험을 비현실적으로 낮
추고 있고 위험 프리미엄 모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중첩세대모형
➉ “Simulating the Blanchard Conjecture in a Multi-Period Life-Cycle Model”
저자: Jasmina Hasanhodzic(Babson College)
【핵심내용】
o Blanchard (2019)는 명목성장률이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정부의 재정 폰지계획이
파레도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 결과가 강건한지 더 현실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점검
- Blanchard (2019)는 임금의 일부분이 일정하게 보장되어 안전하다고 가정한 2기간 모형
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라고 가정하고 10기간 모형으로
확장
o 분석결과 Blanchard (2019)의 결과와 달리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정부부채증가는
후생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입 시기에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효
용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정정책이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며 Blanchard (2019) 모형에서와 같이
임금의 일정부분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효용감소폭을 줄일 수 있으나 여전히 부채증
가가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중첩세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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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A Skeptic‘s Guide to Modern Monetary Theory”
저자: N. Gregory Mankiw(Harvard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최근 정치권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이 기존 주류 경제학이
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현대화폐이론가들이 집필한 거시경제교과서를 통해 분석
o MMT는 조세의 현재가치가 정부부채와 정부지출의 현재가치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주
류 경제학의 정부예산제약식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화폐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불능에 빠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1)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발행하는 화폐는 결국 금융시스템 내에서 지급
준비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데 연준은 이에 대해 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화폐발행이 필요하며 이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총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상승
(2) 지준에 대한 부리가 없더라도 본원화폐가 증가하면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여 역시 총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자극
(3)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실질화폐수요가 감소하고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화폐발행량과 이를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실질가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폐주조수입의 래퍼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추가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화폐발행보다 디폴트가 더 좋은 정책대안이라 판단
o MMT는 화폐공급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비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o MMT는 인플레이션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잉여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
등의 산물로 이해하는 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총수요와 경제의 공급능력에 초점을 맞
춘다는 점에서 차이
o MMT 역시 경제의 공급능력보다 총수요가 클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인정하지만 실제 경제에는 유휴설비와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현상이라고 주장
o 노동시장과 재화시장 모두 초과공급상태에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케인즈이론과
MMT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나 초과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방안
에서 차이
-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경제의 평균적 상태를 나타내는 자연산출 및 고용수
준은 사회적 최적수준의 산출과 고용보다 낮으며 실제 산출이나 고용수준이 최적수준
보다 낮더라도 자연산출이나 고용을 초과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
- MMT는 정부가 최적수준의 산출과 고용을 추구해야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
션은 가격통제를 통해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방
안으로 여김
【분석방법론】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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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이클 및 금융파급
⑫ “Do

Sounder Banks Make Calmer Waters? The Link Between Bank
Regulations and Capital Flow Waves”
저자: Kristin J. Forbes(MIT)

【핵심내용】
o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은행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개혁이
급격한 자본유입 증가(sudden surge) 및 감소(sudden stop)와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켰
는지 분석
- 전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건전성 규제 및 기타 요인들이 급
격한 자본유입 증가 및 감소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비율규제는 급격한 자본유입 증가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거시건전성 규제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시건전성 정
책이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기인할 가능성
o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자본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Regression
⑬ “Cross-border Spillovers: How US Financial Conditions Affect Mergers

and Acquisitions Around the World”
저자: Sanhitha Jugulum(Chicago大), Prachi Mishra(Goldman Sachs), Raghuram
Rajan(Chicago大)
【핵심내용】
o 본고는 미국의 금융여건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업 인수합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124개국에 일어난 90만건의 기업 인수합병 사례를 대
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
o 분석 결과 전세계 일어나는 기업의 인수 합병은 미국의 완화적 금융 여건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금융여건이 완화적인 경우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조화 및
완성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 활동이 증가
- 또한, 미국의 완화적 금융여건은 환율조정 기대 및 경기 부양을 통해서도 전세계 기업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침
o 특히 경제의 개방도가 높거나 순대외채무(net foreign liabilities)가 많을수록 미국의 금
융여건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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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집중화
⑭ “Supersize Me: Intangibles and Industry Concentration”

저자: Matej Bajgar(OECD), Chiara Criscuolo(OECD), Jonathan Timmis(OECD)
【핵심내용】
o 산업 전체 매출에서 대기업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미국, 유럽 등
에서 관찰
o 본 연구는 산업 매출이 대기업들에 더욱 집중화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유렵
및 일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각국의 산업 집중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에 이용
o 분석 결과 기업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투자가 산업 집중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마케팅, 직무교육, 특허권 등

-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가 10% 증가하는 경우 향후 4년 동안 산업 매출이 동 기업에 집
중화되는 정도가 1.8%p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
- 디지털 심화 정도가 큰 산업일수록 무형자산에 따른 집중화가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o 대기업들의 경우 무형자산 투자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 집중도가 올라갈
가능성
- 무형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
몰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클 필요
o 한편 무형자산에 따른 집중화는 마크업(markup)을 증가시키지만 가격(price)은 하락시
키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패널 분석(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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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15 “Evaluating Central Banks’ Toolkit: Past, Present, and Futures”
◯

저자: Eric Sims(Notre Dame大 and NBER), Jing Cynthia Wu(Notre Dame大 and
NBER)
【핵심내용】
o 본고는 제로금리 하한 제약을 포함한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을 구축하고 제로금리 하한
제약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
* 양적완화, 포워드 가이던스,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o 먼저 비전통적 통화정책 간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양적완화는 다른 두 정책에 비해 전통
적 금리정책 효과를 보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분석
- 전통적 금리정책 100bp 인하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적완화의 경우 4% 정도
의 대차대조표 확대가 필요
- 포워드 가이던스*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당히
큰 수치인 200bp 정도를 인하해야 전통적 금리정책 100bp 인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정책금리가 금리 제로 하한에 제약될 경우 동 제약에서 벗어난 이후에 테일러 준칙(Taylor-type Rule)에
서 도출된 수준 이하로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commitment)을 하는 것으로 모형화

o 명목금리하한에 도달했을 때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동 정책은 정책금리 제약을 상당부분 보완하며 유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양적완화로 인해 중앙은행의 대
차대조표가 GDP대비 25%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금리를 마이
너스 2%까지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o 한편 향후 금리하한 제약이 완화되어 양적완화를 종료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대차대조표
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격한 대차대조표 정상화나 확대된 대차대조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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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redit Booms, Financial Crises and Macroprudential Policy”
◯

저자: Mark Gertler(NYU), Nobuhiro Kiyotaki(Princeton大), Andres Prestipino
(FRB)
【핵심내용】
o 본고는 신용팽창(credit boom), 은행위기(banking panic)와 관련하여 데이터에서 발견
되는 두 가지 특징*과 부합하도록 뉴케인지안 모형을 고안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를 분석
* ① 은행위기 발생 전에 신용팽창이 선행, ② 신용팽창이 은행위기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음

o 모형에서 기초 경제여건과 관련없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으로 일어나는 신용팽창
이후에 기초 경제여건에 부정적 충격이 오는 경우 은행위기 발생이 가능하며, 부정적
충격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팽창 이후 은행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상태로 회복
하는 것이 가능
- 신용팽창 이후 은행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신용팽창을 억제
하는 경우에 비해 산출량 등에 있어서 경제에 더 긍정적이며, 이러한 경우를 ‘좋은 신
용팽창(good credit boom)’이라 할 수 있음
o 규제를 통해 위기를 예방하여 얻게 되는 편익과 ‘좋은 신용팽창’을 중단시키면서 발생하
는 비용 간의 가중치에 따라 최적 거시건전성 규제를 결정할 수 있음
o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모형에 도입하는 경우 금융
위기 발생 빈도를 줄이면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with banking p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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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y with Endogenous Risk”
◯

저자: Tobias Adrian(IMF), Fernando Duarte(FRB New York), Nellie Liang(Brookings
Institution), Pawel Zabczyk(IMF)
【핵심내용】
o 표준적인 뉴케인지안 모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으로 인한 위기가 내생적으로 파생되는
모형*을 고안하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분석
* Woodford (2003), Gali (2015) 등의 표준적 모형의 IS곡선에 금융여건과 관련된 항과 통화정책으로 인
한 중장기 금융 취약성을 고려하는 항을 외생적으로 추가

- 통화정책은 단기에 있어서 성장률 하락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risk-taking)을 통해 중기적(medium-term)으로는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음
o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산출갭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금융 불안정 및 실물경
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내생적인 금융여건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산출갭 안정만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중장
기적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되면서 산출갭이 오히려 증폭
o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
o 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여건 기대가 감안된 테일
러 준칙(a Taylor rule augmented for expected financial conditions)을 준용하는
것이 표준적 테일러 준칙을 준용하는 것에 비해 사회후생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여건 기대가 감안된 테일러 준칙을 준용하는 경우 경제가 높은 금융 취약성 상태
에 있는 것을 방지하면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축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with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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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요약
“Japanification,
Challenges”

Secular

Stagnation,

and

Fiscal

and

Monetary

Policy

진행자: Adam Posen(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토론자: Mario Draghi(European Central Bank), Janet Yellen(Brookings Institution),
Lawrence Summers(Harvard大)
【핵심내용】
미국과 유로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secular stagnation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화(Japanification)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
운데 올바른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주요내용】
(Yellen 발언요지)
o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경험한 바와 같이 지속
적인 총수요 부족, 투자위축으로 stagnation이 나타나고 있으며 낮은 생산성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중립 실질금리를 더욱 낮추고 있음
o 통화정책의 정책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일반적인 정책도구로 도입
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정책금리를 5%p 낮추었
으나 현재는 중립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통적인 이자율 정책에 의존하여 총
수요부족에 대응하기 어려움
- Bernanke가 Presidential address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장기채권매입,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은행의 정책도구로 사용될 필요
- 단기금리가 ELB에 제약되어 있을 때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낮은 금리를 더 유
지하여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상회하는 것을 용인하는 lower-for-longer
(L4L)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경기침체가 시작될 때는 이러한
정책을 신뢰성 있게 제시할 필요
o 미국에서는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부재하여 연준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다른 국가들은 LTV 제한과 같이 신용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존
재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빠른 신용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부족
o 통화정책이 제약된 secular stagnation 상황에서 정부부채의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
프라, 교육, R&D, 기후변화분야와 같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늘리
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 자동안정화 정책(automatic stabilizer)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
록 하면서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나 미국에는 자동안정화 정책이
강하지 않은 실정으로 다음 경기침체가 오기전에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강화할 필요
-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정부부채가 2배 증가했으나 부채이자비용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
는 등 낮은 이자율이 재정여력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승수도 높이고 있어 재
정정책의 효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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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s 발언요지)
o 다음 침체에서 L4L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다음 침체에서 정책금리가
명목하한에 도달하여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음
→ 기존에 사용하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총제적인 검토가 필요
o 통화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Yellen에 비해 덜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이미 장기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50~100bp를 더 낮추는 것이
추가적인 완화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
- 또한 IS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축소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아래와
같이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언급
(i) 통화정책은 내구재 소비를 통해 파급되는 경로가 크게 작동하는데 GDP에서 내구재 소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
(ii) 세계경제가 개방되고 글로벌화 되면서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통화정책의 환율경로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
o 낮은 금리가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Yellen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
- 금리를 낮춰도 LTV 같은 거시건전성 제약에 직면하게 되면 확장효과를 약화
o 통화정책 이외에 다른 경기부양책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secular stagnation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찾을 필요
- 낮은 금리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이 가능
- 또한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행
(i) 조세와 정부지출을 동시에 늘려 균형재정승수효과를 이용
(ii) 경제성장률이 실질금리 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pay-as-you-go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 사회보험 강화를 통해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축소하여 중립금리의 상승을 도모
-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필요
o 정책여력 감소, 금리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 감소,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등의 요소들
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이 요소들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크
게 할 수 있음
-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적게 나타나며 기대 인플레이션 진작을 통해 실질금리를 하락시
키는 효과
(Draghi 발언요지)
o Japanification은 저성장률, 저인플레이션, 저금리로 대변되며 정책금리의 하락이 기대 인
플레이션 하락으로 상쇄되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o 유로지역은 Japanification 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진
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Japanification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는 25
개국 중 오직 일본만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수요측면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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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거시경제정책은 선제적으로(proactive), 단호하게(determined), 조율되어(coordinated) 실
행되어야 하나 1990년대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음
- 일본은행은 1991년 버블붕괴에 대응하여 인플레이션 하락을 막는데 주저하였고 단호하게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키는데 실패하였으며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오히려 수동적인 통화긴
축으로 상쇄
o 유로지역은 1990년대 일본보다는 성공적이었으나 일본의 경험에서 완전히 학습하지 못함
- sovereign debt crisis 기간에 ECB는 적극적으로 완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긴축적인 재
정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
o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이 발빠른 대응을 보인 가운데 재정정책도 충
분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여 훌륭한 정책조합을 보임
-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로지역에서는 금융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반면 미국에서는 500여개
의 은행이 연방예금보험위원회(FDIC)에 의해 청산되고 중요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 테스
트를 받고 TARP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정책이 수립
o 이런 정책 차이가 위기 이후 경제성과로 드러났으며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미국이 유로지
역이나 일본보다 앞선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로지역과 일본의 성장률 격차는 일본이 QQE
를 실시하고 재정정책도 확장적 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줄어드는 모습
o 위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이자율 환경을 이용하여 재정정
책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필요
→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여 고용과 생산성을 증진하고 명목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
책조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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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 Richard T. Ely Lecture
“Gender in the 21st Century”
강연자: Marianne Bertrand(Chicago Booth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시장의 젠더갭(Gender gap)이 어떻게 줄
어들었는지 확인하고 젠더갭이 잔존하는 이유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주요내용】
(배경)
o 최근 추세를 보면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이나 계층 이동 감소 문제와는 달리 젠더 불평등
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여전히 잔존
- 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이 남성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노동참여
율과 소득 수준 측면에서 성별간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
- 하지만 젠더 불평등이 낮은 수준인 선진국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
는 모습
⇒ 젠더 불평등이 잔존하는 배경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
(젠더갭이 잔존하는 배경)
o 남아있는 젠더갭은 STEM*과 관련한 교육 선택과 자녀출생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
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음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o STEM 관련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젠더갭도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지
만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 젠더갭을 줄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
o 자녀의 탄생이 남성의 소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의 소득에는 지속적
인 영향
- 덴마크, 스웨덴,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출생이
여성의 소득을 장기적으로 20~60%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덴마크의 경우 소득
에서의 젠더갭을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의 출생 이후 여성은 시간제(part-time) 근로로 변경하거나 근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이 낮은 업무를 선택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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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젠더갭의 잔존 배경은 젠더갭이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때문에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 주목할 필요
o 여성의 선택에 따른 젠더갭 발생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시각이 존재
(i)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skill)과 선호(preference)의 차이에 따른 결정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ii) 선호는 사회적 규범(norm)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stereotype)*이 내생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경제학에서는 고정관념을 불완전정보로 인한 합리적 믿음(rational belief)으로 이해하며 남녀간 차이를
기술적인(descriptive)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을
아끼기 위한 일반화라고 이해하며 규범적(prescriptive) 측면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

o 성역할에 대한 규범이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호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는 지적
-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보다 일자리를 먼저 차지 해야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나라일수
록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o 고정관념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역할에 대
한 고정관념이 젠더갭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적었던 동유럽에서 수학과목 성취도의 젠더갭이
서유럽 보다 낮게 나타나 여성이 수학분야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TEM 분야
를 기피한다는 설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
- 여성이 수학분야에서 능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STEM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로 반-고정
관념 롤모델(counter-stereotype role model)의 부재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들 수 있음
(대응방향)
o 젠더갭을 잔존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 없는
성차이를 발견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에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할
필요
o 고정관념 탈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보육정책을 강화하여 여성이 출산 이후 겪
는 불이익을 줄일 필요
-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고 세제 등에서 맞벌이 부부가 손해 보는 제도를 없앨 필요
o 노동시장에서 젠더갭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반발(backlash)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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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Presidential Address
“Twenty-first Century Monetary Policy”
발표자: Ben Bernanke(Brooking Institution)
【핵심내용】
o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여겨졌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 등이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 환경에 직면한 21세기에 유효한 통화
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주요내용】
o 통화정책결정자들이 20세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21세
기에는 저인플레이션 및 저금리로 인한 문제에 직면
- 1980년대 이후 명목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
- 역사적 경험을 보면 통화정책은 경기침체에 500bp 이상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대응
-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명목금리의 추세적 하락과 명목금리 제로 하한 제약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
Federal Fund Rate 및 경기침체 기간

o 본 연설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
던스의 효과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저금리 환경에서 동 정책들이 유효한 정책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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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금융경색을 완화시키고 경
제회복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는 두 정책 모두가 표준적인 통화정책 도구로
사용될 필요(“Both QE and forward guidance should be part of the standard
toolkit going forward”)
o 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3%p 정도의 금리정책 여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명목중립금리가 2~3%인 경우 명목금리 제로 하한 제약
으로 인한 금리정책 여력 축소는 양적완화와 선제안내에 의해 상당폭 상쇄 가능
o 명목중립금리가 2%를 상당부분 하회하는 경우 두 정책이 명목금리 제로 하한 제약을 완
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움
- 이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하거나 경기침체 대응시 재정정책의 도움이 필요할
소지
【분석방법론】
문헌정리(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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