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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Effects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dentification through the Yield Curve”
출처: Bank of Finland, Research Discussion Papers No. 3/2020
저자: Tomi Kortela(OP Financial Group), Jaakko Nelimarkka(Ministry of Finance, Finland)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부채위기 등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사전
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이하 FG), 양적완화(이하 QE)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가
보다 복잡해짐
- 실효하한에 도달한 정책금리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기 곤란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데다 동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 변수를 선정하기 어려워* 그 영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크기가 QE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는 불명확

ㅇ 본고에서는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전통적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 전통적 통화정책은 단기금리에 대한 충격이 장기금리에 파급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중기(FG) 및 장기(QE) 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
으로 작용
-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 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충격을 각각
식별(identification)함으로써 전통적,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리하여 비교 가능
ㅇ 분석결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전통적
통화정책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QE의 경우 경기부양에는 효과적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FG의 경우 물가와 경기에 모두 유효한 영향을 미치나 전통적 통화정책에 비해 정책
시차가 긴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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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The Long-Run Effects of Monetary Polic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20-01
저자: Òscar Jordà(FRB of San Francisco), Sanjay Singh, Alan Taylor(UC Davis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통화정책이 실질변수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중립성 명제의 성
립 여부를 선진국으로 구성된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ㅇ 통화정책은 명목변수에만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최
근 연구들은 통화정책의 실질변수에 대한 장기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성(TFP) 및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통화정책의 비중립성(non-neutrality)
을 지지하는 연구가 축적
ㅇ 선진국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장기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
자율이 1%p 증가하면 GDP는 12년 동안 3.5~3.7%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1890-2015년의 기간 동안 17개 선진국의 GDP, 1인당 소비, 1인당 투자, CPI, 단기·장기 이자율,
주택 가격, 부채비율, 주식가격 및 고정환율제도 채택 여부 등으로 구성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상대국이 이자율을 상승시키면 이에 상응하여 자국
의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이자율의 외생적 변동 효
과를 포착
- 추정된 GDP의 장기 하락은 이자율 상승으로 생산성과 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하
락한데 기인하며, 노동공급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
ㅇ 동 연구는 DSGE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당국이 물가·산출 안정뿐만 아니라
TFP 성장률 안정을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의 장기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 TFP 성장률 하락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확장한 DSGE 모형의 이자율 충격에 대
한 충격-반응 함수를 기존의 DSGE 모형의 충격-반응 함수와 비교
- 충격-반응 함수 비교 결과 정책당국이 TFP 성장률 안정을 고려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TFP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
함으로써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장기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동 연구는 125년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장기효과를 추정함으로
써 통화정책이 비중립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때 정책당
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 특징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Local proj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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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Predicting

Downside

Risks

to

House

Prices

and

Macro-Financial

Stability”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11
저자: Andrea Deghi(IMF), Mitsuru Katagiri(Bank of Japan), Sohaib Shahid(IMF),
and Nico Valckx(IMF)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주택가격의 실질 상승률이 특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위험(house-prices-at-risk, 이
하 HaR*)을 요인별로 예측하고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논의
* HaR은 특정 시점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분포내에서 하위 5% 이하에 속하게 될 확률이 5%인 상황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분포상 왼쪽 꼬리에 속하는 주택가격 변화율이 금융안정 리스크가 실현된 경우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점에 착안

-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저금리 지속 및 레버리지 확대에 기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미
래에 큰 폭의 집값 하락이 발생할 우려를 야기
- 주택가격은 가계의 순자산 변화, 은행의 담보가치 변화와 직결되므로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 금융불안을 유발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
** 미국, 유로지역 기준으로 주택소비 및 투자가 GDP 중 약 1/6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ㅇ 모형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출제약에 근접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여 추가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제약에 걸려 주택투매(fire-sale)가 발생하고, 그 결과 담보로서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대출제약에 걸리는 가계가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
- 상기 결론을 바탕으로 22개 선진국과 10개 개도국 데이터를 통한 분위별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제시
ㅇ 분석결과, 주택가격 버블, 과도한 신용증가율, 금융조건 긴축은 하위 5%를 기준으로
향후 3년 동안 주택가격 변화율을 각각 0.5~1.0%p, 0.5~1.0%p. 0.3~0.7%p 감소시키
는 등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를 확대
- 또한 상기한 세 요인이 하방리스크를 확대하는 정도는 주택가격 분포상 중위가격 주택
보다는 하위가격 주택에서 부각
ㅇ 부채에 대한 조세부과,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은 과도한 신용확장을 억제하여
주택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하방리스크를 축소
- 또한 주택가격 하락이 연쇄적 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낮추고 주택위기가 산출량, 임
금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억제
- 반면 디레버리징 시점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수행될 경우 선진국의 산출량 둔화의 일부를
단기에 해소하나, 거시건전성 정책에 비하여 주택가격 하락을 복구하는 정도는 미약
【분석방법론】 DSGE, Pane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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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The

Aggregate

Consequences

of

Default

Risk: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327
저자: Timothy J. Besley(LSE), Isabelle Roland(Cambridge大), John Van Reenen(LSE)
【핵심내용】
ㅇ 2005~2013년중 영국의 15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파산위험(default risk)*이 기업
의 성과와 총생산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신용등급 평가 등에 활용되는 Standard and Poor‘s의 파산확률모형으로 기업의 기대파산확률을 추정

- 기업의 파산확률로 신용시장 마찰(credit friction) 정도를 측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
-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신용계약 모형을 설정하여, 기업의 파산위험에 따라 자본
가격이 결정되고 자본형성과 자본분배가 이루어져 생산이 변화하도록 함
ㅇ 기업별 분석 결과, 파산위험이 높을수록 기업의 고용, 부가가치, 자본, 투자, 기업 생
존확률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거시적 영향 분석 결과, 기업 파산위험으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 및 생산성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파산위험으로 인해 총생산이 연평균 28% 손실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8~2009년 금융위기 기간에는 생산성 하락(9.3%)의 절반 이상(4.8%)이 기업
파산위험에 기인
ㅇ 중소기업(근로자 250명 미만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파산위험으로 인한 생산과 생산성 손
실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생산성이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은행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용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기인
ㅇ 한편, 파산위험으로 인한 생산 손실은 신용 및 자본 배분의 왜곡보다는 높은 파산위
험으로 자본스톡 자체가 낮아진 데 기인
【분석방법론】 Credit contra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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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arnings Dynamics and Firm-Level Shock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240
저자: Benjamin Friedrich(Northwestern大), Lisa Laun(IFAU), Costas Meghir(Yale大),
Luigi Pistaferri(Stanford大)
【핵심내용】
ㅇ 1997~2008년중 스웨덴의 남성 노동자-기업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이동 결정을 내생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임금 변동을 설
명하는 요인을 분석
- 임금의 확률적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노동자의 특성, 노동자-기업 매칭의 특성,
기업의 영구적·일시적 생산성 충격을 고려
ㅇ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충격이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양상은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영구적 생산성 충격의 영향이 큰 반면, 일시적 생산
성 충격의 영향은 작음*
* 영구적 생산성 충격에 대한 임금의 탄력성은 0.31, 일시적 충격은 0.10

-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영구적 생산성 충격의 영향이 작은 반면, 일시적 생
산성 충격의 영향은 큼*
* 영구적 생산성 충격에 대한 임금의 탄력성은 0.08, 일시적 충격은 0.19

ㅇ 또한, 기업의 생산성 충격은 고숙련 노동자의 생애 소득 분산의 39~44% 정도를 설
명하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생애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기업의 영구적 생산성 충격이 고숙련자의 임금에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지대가 저숙련 노동자에게 배분되지 않음을 의미
- 이는 저숙련 노동시장이 더 경쟁적이고,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근접하
여 기업 생산성 충격의 영향이 제약되는데 기인할 수 있음
ㅇ 한편, 노동자-기업 매칭의 특성은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모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Labor mark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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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How ETFs Amplify the Global Financial Cycle in Emerging Markets”
출처: FED,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1268
저자: Nathan Converse(FED), Eduardo Levy-Yeyati(Torcuato Di Tella大), Tomas
Williams(George Washingto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 상황(global financial condition) 변화가 신흥국 금융시장의
ETF(exchange-traded funds)* 거래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펀드의 수익률이 특정 자산가격지수 수익률과 일치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
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 1997~2017년 중 신흥국들의 펀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글로벌 금융 상황이 ETF 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ETF 투자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에 비해 글로벌 금융 상황 변
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

- 다른 뮤추얼 펀드에 비해 주식 ETF는 2.5배, 채권 ETF는 2.25배 더 크게 변동
ㅇ 한편, 한 국가의 주식 시가총액에서 ETF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동 국가의
주식 투자 목적의 자본유출입과 주가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
- 평균적인 ETF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 1표준편차만큼 높은 비중을 가진 국
가는 글로벌 금융 상황에 대한 주식 자본유출입과 주가 수익률의 변동폭이 각각 2.9배,
1.2배 더 큼
- 이는 신흥국에서의 ETF 비중 확대로 인해 글로벌 금융 사이클이 대외 자본유출입에 미치
는 영향이 증폭되고 있음을 시사
ㅇ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들은 ETF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
의 성향과 다른 데 기인
- ETF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에 비해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글로벌 요인이 아닌 특정국에 한정된 국지적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
- 뮤추얼 펀드와는 달리 ETF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
한 특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ETF에 투자하게 됨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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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FX Spot and Swap Market Liquidity Spillovers”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36
저자: Ingomar Krohn(Copenhagen Business大), Vladyslav Sushko(BI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스왑(swap)시장 유동성이 현물(spot)시장 유
동성에 미치는 영향, 외화 자금조달(funding)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 간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
* 두 통화 사이의 자금 차입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외환 스왑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와 무위
험이자율평형 조건으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이용하여 측정
** 시장 거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매수-매도(bid-ask) 호가 간 스프
레드를 이용하여 측정

- 2010~2017년 중 유로-달러, 엔-달러 간 외환 거래, 스왑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물
및 스왑시장 유동성, 자금조달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 간 상호작용을 실증 분석
ㅇ 분석 결과, 스왑시장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와 현물시장의 동 스프레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시장의 유동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
ㅇ 외화 자금조달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금조달 유동성의 악화는
시장 유동성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 효과는 현물 및 스왑시장 모두에 나타났음
- 특히, 이러한 자금조달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 간의 관계는 2014년 중반 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남
ㅇ 한편, 외환시장 딜러(dealer)의 행태가 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미침
① 시장 딜러 간의 경쟁이 현물 및 스왑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쟁
이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② 달러 차입 유동성 부족 현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최근 동 현상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임
- 이는 딜러 역할을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을 크게 축소하기 때문
③ 소규모 딜러들의 거래 중개에 기인한 스왑시장 유동성 감소가 현물시장 유동성도 악화시
키는 파급효과를 나타냄
【분석방법론】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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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19 : Treading but Not Underwater in

the New Year”
출처: 38North, Latest Articles, Jan. 2020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North Korean Economy Watch)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19년의 북한경제를 되돌아보고 2020년의 북한경제를 전망한 것임
ㅇ 2019년중 북한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주된 요인은 국제사회의 북한 수출 상품에 대
한 제재라 할 수 있음
- 제재로 북한의 대외 무역이 크게 악화되었고 주민의 소비수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수입을 하지 못함
- 그렇지만 물가와 환율이 꾸준히 안정된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제재가 북한 내에 큰 경
제위기를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2019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4%, 15.5%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 중국이 수출대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을 예상함에도 원
조의 일종으로서 대북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함
- 저자는 이를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
며, 그럼에도 북한의 대외무역 시나리오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
ㅇ 2019년말(12.28~31)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
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모든 생산잠재력을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발전
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ㅇ 저자는 북한이 2020년에 직면한 상황은 전년과 유사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며, 현
재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경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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