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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with an Ample Supply of Reserve"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No. 910
저자: Gara Afonso(FRB of New York), Kyungmin Kim(FRB), Antoine Martin(FRB of New York),
Ed Nosal(FRB of Atlanta), Simon Potter(PIIE), Sam Schulhofer-Wohl(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통화정책 구현(implementation) 방식은 통화정책 기조(stance)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파급되도록 중앙은행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의미
o 본고에서는 지준 규모 및 지준수요곡선 기울기에 따라 통화정책 구현 방식을 구분
- 지준 규모가 희소(scarce)한 영역에 있어 지준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중앙
은행의 지준공급 조절은 지준의 희소가치를 변화시켜 초단기 시장금리(money
market rates)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
- 지준 규모가 충분(ample)하거나 매우 풍부(abundant)하여 지준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
만하거나 평탄한 경우에는 지준부리금리 등 정책금리(administered interest rates)를
조정함으로써 시장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
* 지준 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이하 B/S) 크기가 확대되며 공개시장운영의 필요성이나 빈도는 감소

ㅇ 글로벌 금융위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지준 수요와 공급에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충격이 있는 경우 통화정책 구현 방식에 따라 중앙은행 B/S 크기, 초단기 시장금리 통
제력, 그리고 공개시장운영 빈도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
- 최적 지준공급 규모는 통화정책 구현의 유효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결정*
* 유효성은 초단기 시장금리 변동폭, 정책금리 파급 정도 등 시장금리에 대한 통제력으로 측정하며, 효율성
은 B/S 크기 혹은 공개시장운영 빈도로 측정

o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미 연준이 충분한 규모의 지준(ample reserve) 공급을 통해 초단기
시장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good control)해 온 것으로 평가
- 특히 금융안정도 고려할 경우 지준을 희소한 규모보다 충분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
이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을 달성하는 데 바람직
【분석방법론】 Analytical model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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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The Macroeconomics of Automation: Data, Theory, and Policy Analysi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4362
저자: Nir Jaimovich(Zurich大, CEPR), Itay Saprta-Eksten(Tel-Aviv大, CEPR) Yaniv
Yedid-Levi(Interdisciplinary Center), Henry Siu(British Columabi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에서 1989~2017년중 반복업무 집약적(routine task-intensive) 직종*으로 취업
할 가능성이 감소한 정도를 분석하고, 자동화(automation)로 인해 노동자가 대체된 정
도를 측정
* 생산직, 물류운반직, 행정보조직 등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직종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위임금(middle wage)에 위치

- 이를 위해 ① 특정 노동자가 동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을 통해 예측하고, ②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자동화의 노동대체 효과를 측정하였으
며, ③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분석
ㅇ 인구서베이(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복업무 집약적인 직
종에 적합한 노동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16.6%p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노동자의 2/3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머지 1/3은 저임금 직종으로 이전
* 경제활동인구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연령,
소득,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직종에 취업할 확률을 예측

- 인지능력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보완적인 분석에서도, 1989~90년에서 2012~13년
동안 낮은 인지능력을 보인 노동자는 중위임금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8%p 감소
하는 등 유사한 결과가 도출
ㅇ 취업가능성이 감소한 요인을 이질적 능력(고능력, 저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직업탐색
과정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화의 효과가 약 50%를 차지
- 또한, 자동화로 인해 반복업무 집약적 직종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이 6%p 감
소하는 등 분배적인 효과가 발생
ㅇ 위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정책의 거시경제 및 분배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

재교육 정책
누진세 정책
기본소득 증진 정책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증가
감소

총소득
증가
불변1)
감소

주요 특징
일부 저능력 노동자를 구축
고능력자의 효용 감소
고능력자의 효용 감소 정도 증대

주: 1) 고능력, 저능력 노동자간 소득변화 상쇄

ㅇ 본 연구는 기계학습을 통해 노동자 특성에 따른 특정 직군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분
석하고, 자동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식별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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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Promotion Signaling and Human Capital Investments”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2020, 12(1)
저자: Michael Waldman(NYU), Ori Zax(Ashkelon Academic College)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승진-신호 가설을 확장하여 현재의 고용주와 미래의 잠재적 고용주 간에
근로자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승진이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
론적으로 분석
- 승진-신호(promotion-signaling) 가설은 승진이 근로자 능력을 긍정적으로 신호하기
때문에 승진직원의 이직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고용주는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로 승진을 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내용
- 특히, 이러한 승진-신호 왜곡 문제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인적자본투자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에 특화된(firm-specific)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ㅇ 본 연구모형은 동질적인 기업, 고숙련 및 저숙련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쟁적 노동시
장 모형을 설정
- 기업은 1기초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1기말에 근로자의 승진 여부를 결정
- 이와 동시에 인적투자를 한다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기업고유의 인적자본투자 비
중을 얼마나 늘릴지를 결정
- 2기에 잠재적 고용주는 타 기업 근로자의 승진을 확인한 후 임금을 제시하고, 기존
고용주도 새로운 임금을 제시하며 근로자는 임금을 비교해 이직 여부를 결정
ㅇ 분석 결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승진자 수를 줄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지만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사전 선언 가능 여부, 투자결정의 주체와 그에 대한 잠재적 고용주의
관찰 가능성에 따라 비효율성 규모는 다르게 나타남
- 사전 선언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능력에 맞추어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기업은
그에 맞는 효율적인 임금을 제시
- 사전 선언이 불가능하며 투자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다면 자
사에 특화된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고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을 승진시키는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노동자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효율적으로 인적자본 투자 비중을 결정
- 사전 선언이 불가능하며 투자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기업 고유의
인적자본 투자 비중을 결정
【분석방법론】 Labor mark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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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Online Priva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by Consumers"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2020, 110(2)
저자: Shota Ichihashi(캐나다 중앙은행)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온라인(online) 시장에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편익과 판매자의 가격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분석
-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매자로부터 상품추천을 받는 편익을 누리지만 판매
자가 개인정보에 기반한 가격차별을 부담하게 되는 상충관계(trade-off)를 모형화
- 모형을 통해 판매자가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선언(commitment)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후생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설명
ㅇ 판매자가 습득한 소비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가격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
- 판매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수
요 증가에 따른 판매수익 증대로 판매자의 후생이 증가
- 그러나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추천상품의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소비자가 미리 구
매의사를 표시하는 셈이므로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전략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서
상품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ㅇ 반면 판매자가 소비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가격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
는 경우, 소비자는 가격차별로 인한 후생 감소를 피하고자 핵심적인 정보는 판매자
에게 제공하지 않음
- 판매자는 소비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취향을 파악하지 못해 구매유인이 어려우므로
구매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품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판매자의 후생이 감소
-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유용성이 낮은 상품정보를 추천받게 되지만 상품가격 인하
로 얻게 되는 소비자 편익이 유용성이 낮은 상품정보 추천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
비자 손실을 상회함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
ㅇ 판매자가 가격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
자는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후생은 전자에 비해 작게 됨
ㅇ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효율적인 가격차별과 상품매칭
(matching)이 가능해지지만 소비자 후생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a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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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⑤ “Questioning the Puzzle : Fiscal Policy, Exchange Rate, and Inflation”
출처: BDF, Working Paper #752
저자: Laurent Ferrara(Skema Business School), Luca Metelli(Banca d’Italia), Filippo
Natoli(Banca d’Italia), Daniele Siena(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New Keynesian 모형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실질환
율을 절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증분석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들이 상당
수 존재함
- 본고는 이와 같은 이론과 실증분석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proxy-SVAR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ㅇ Ramey(2016)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예상치 못한 정부지출 충격을 서술적 측정치
(narrative measure)로 식별하고 이를 도구변수로 이용하는 proxy-SVAR 모형으로 재
정정책 퍼즐을 해결함
- 정치·군사적인 이슈를 다룬 뉴스에서 향후 국방비 지출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내
용을 narrative method*를 활용하여 서술적 측정치로 변수화
* 특정 변수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과거 문헌으로부터 추출하여 변수화하는
방법론

- 경제상황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국방부 지출의 흐름을 포착하는 서술적 측정치를
proxy-SVAR 모형에서 정부지출 충격의 도구변수로 사용
ㅇ 1964-2015년의 미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proxy-SVAR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존 실증분
석과 달리 재정정책 효과가 실물적 경기변동 및 New Keynesian 모형의 예상과 부합함
- 기존의 식별법(recursive Cholesky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이론적 예상과 달리 정부지
출 충격발생 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하락
- proxy-SVAR로 추정한 결과, 양의 정부지출 충격 발생 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유의
하게 상승
- 소규모 개방경제 RBC모형으로 추정한 충격반응함수는 proxy-SVAR 모형의 충격반
응함수와 상당부분 일치함
【분석방법론】 Proxy-SVAR

- 5 -

국제경제
⑥ “Monetary Policy and Sovereign Risk in Emerging Economies(NK-Defaul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671
저자: Cristina Arellano(FRB of Minneapolis), Yan Bai(Rochester 大), Gabriel P.Mihalache(Stony
Brook 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 적합한 New Keynesian 통화정책 모형을 신흥국
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New Keynesian-Default(NK-Default)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국의 국가부도위험(sovereign risk)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ㅇ 기본적인 소규모개방경제 New Keynesian 모형을 확장하여 대외부채 상환능력 부족
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위험이 있는 정부를 가정한 NK-Default 모형을 설정
-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채무이행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경제주체의 효용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악화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추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이
제약됨
- 위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신흥국인 브라질이 겪었던 2015
년 경기침체를 대상으로 모형 시뮬레이션을 실시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국가부도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미래의 소득흐름 감소를 예상한
경제주체가 현재의 소비를 줄이게 되며 이로 인해 생산이 위축됨
- 생산성 감소는 디폴트 확률의 증가, 국가신용스프레드(sovereign spread)*의 확대 등을
초래함
*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 정부채 수익률과 AAA 신용등급의 정부채 수익률간의 차이

-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함
- 생산성 충격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 인플레이션, 국가신용스프레드가 실제 브라질의
데이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한편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국가신용스프레드가 과도하
게 상승하며 경기회복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표준적인 New Keynesian 통화정책 패러다임은 국가부도 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국가부도위험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반
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Default(NK-Defa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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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⑦ “Sanctions: This time it will work for sure!”
출처: 38North Latest Articles, Jan. 2020
저자: Joseph Dethomas(North Korean Economy Watch)
【핵심내용】
ㅇ 최대압박(the maximum pressure policy)이라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현 시
점에서 효력을 잃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ㅇ 2017년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및 국지적
도발로 주변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임
- 중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을 염려하여 제재에 동참하였고, UN의 다자간 제재에 더
하여 미국·일본·한국의 개별 제재가 추진되어 북한 경제에 부담을 가중
ㅇ 그런데 저자는 북한의 제재 우회조치 시도, 중국과 한국의 입장 변화 등으로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
- 북한은 해상밀수 등을 통해 제재회피를 시도하고, 미국과의 협상 지속을 통해 대중
무역 및 투자의 증대와 관광산업 확대 등 중국의 지지를 얻어냄
- 한국은 남북경협사업을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려는 의지 표명
ㅇ 다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① 해상 차단, ② 북한기업의 불법행위 적발, ③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으나,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음
- 북한이 석유 등 금수 물자를 공해상에서 거래하지만 UN안보리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에 대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거로 승인 거부
-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일부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
ㅇ 최대압박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보다 중국과의 협조를 전제로
다자간 제재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를 위반하는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공표
(Name and Shame)가 필요
- 미국이 북한과 무역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을 제재하려면 각국의 협조가 불가
피하며, 북한과 긴밀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공표하여 기업들의 자기검열을 강제하
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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