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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 Program for Strengthening the Federal Reserve’s Ability to Fight the

Next Recession”
출처: PIIE, Working Paper 20-5
저자: David Reifschneider(former Federal Reserve), David Wilcox(PIIE)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저금리 하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통화정책
전략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준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 FRB/US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통화정책준칙(balanced-approach rule), 사전적
정책방향제시(forward guidance), 대규모 자산매입(large-scale asset purchase) 시행에 따른
거시경제적 정책효과를 분석
ㅇ 분석 결과, 정책금리가 실효하한(effective zero bound)에 도달할 경우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및 대규모 자산매입 지속 약속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
- 연준이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대규모 자산매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장기이자율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증대
* 구체적으로 ① 실업률이 FOMC의 장기실업률 전망(4.1%)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달성
할 때까지 최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두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
다는 약속과 ② 실업률이 장기실업률 전망에 도달할 때까지 대규모 자산매입을 지속하겠다는 약속

ㅇ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화정책 전략을 실제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 정도가 심할수록 최저금리 유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자산매입 규모가 큰 폭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
* 모형에 따르면 평균적인 수준의 경기침체를 가정한 경우에도 정책금리를 8년 간 제로 수준으로 유지
하고 대침체(Great Recession) 시기와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해야 함

- 따라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여 (2%→3%) 연준의 정책여력을 늘리는 한편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
【분석방법론】 FRB/US model simulation

금융통화
② “Banks, Maturity Transformation, and Monetary Polic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0-07
저자: Pascal Paul(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자금의 단기조달・장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로 인해 은
행은 본질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interest rate risk)에 강하게(strongly) 노출되어 있다
는 것이 전통적 견해(textbook view)
- 그러나 최근 들어 은행이 대차대조표를 능동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정책금리인 연방
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가 조정되더라도, 은행의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은행의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대폭 감소하여 미미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
* 고정금리부 조달, 변동금리부 대출 등

ㅇ 이러한 견해 차이는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은 물론 통화정책 파급과 관련하여서도
서로 다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바, 본고에서는 은행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순이자마진과 주가 움직임을 중심으로 점검
ㅇ 분석 결과,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은행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상당 수준
노출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
-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시변하는 기간 프리미엄*과 동조현상(comovement)을 보이는 것
으로 분석
* 장기채권 보유자에게 해당 만기까지의 금리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Kim
and Wright(2005) 모형을 이용 추정

- 또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은행의 주가가 상승하며, 특히 횡단면 분석 결과
은행의 만기불일치 정도가 커질수록 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해 보면 순이자마진이나 주가가 정책금리 변동에 대해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은행의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의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가 전통적 견해에서 말
하는 만큼 크지는 않지만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미미하지도 않음을 시사
- 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관리하더라도 모든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 외부
(예금자와 대출자)로 완벽하게 이전(transfer)하는 것은 불가능
【분석방법론】 OLS, Local projection

거시경제
③ “Has

the Information Channel of
Revisiting the Empirical Eviden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4456

Monetary

Policy

Disappeared?

저자: Barbara Rossi(Pompeu Fabra大), Tatevik Sekhposyan(Texas A&M), Lukas
Hoesch(Pompeu Fabra大)
【핵심내용】
ㅇ 통화정책의 정보경로(information channel)이론에 따르면, 민간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전제된 경제전망을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를 형성
- 해당 효과는 중앙은행이 민간에 비해 정보우위(information advantage)가 있다는 전제
하에 통화정책을 통해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민간의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
* 정보경로 이론에 따르면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시 민간은 중앙은행이 경기호황에 대한 예상을 바탕
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인식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와 달리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
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

ㅇ 본 연구는 정보 경로를 실증하기 위해 미국 연준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분석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해당 경로의 변화를 탐색
- 1984.2월부터 2013.7월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의결문 및 관련 보
고서(Greenbook/Tealbook)와 민간 전문가로부터의 서베이 자료(BCEI)를 활용
ㅇ 연준과 민간의 전망치와 예측오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준이 경제전망시 보유
하던 정보 우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
* 연준과 민간이 제시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실업률의 0~4분기 이후 전망치에 대해
Romer and Romer(2000)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

- 인플레이션 전망은 1990년대 초부터, GDP 성장률 전망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정보
우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ㅇ 또한, 통화정책에 따라 민간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을 변화시키는 정도도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제변수에서 해당 효과가 소멸했다는 결과를 제시
ㅇ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가 통화정책 파급경로 상 정보
경로 효과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 FOMC 의결문, 의사록 공개 및 금융위기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통한 연준의
정책결정 배경과 정책경로 제시 등은 연준의 정책 투명성 증진에 기여
【분석방법론】 Fluctuation rationality test

거시경제
④ “Uncovered Interest Parity, Forward Guidance, and the Exchange Rat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97
저자: Jordi Galí(CREI)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내외금리차(interest rate differential)와 실질환율 간의 움직임에 대한 이론적 예
측이 실제 데이터와 상이하게 나타나는 Forward Guidance Exchange rate 퍼즐*
(이하 FGE 퍼즐)을 행태경제학적 모형(behavioral model)을 이용하여 설명
* 유위험금리평가(UIP)를 가정한 개방경제모형에서는 금리 변화를 공표한 시점으로부터 먼 미래에 정책을
시행할수록(long horizon) 예상된 내외금리차 변화가 현재의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예측
하고 있으나, 실제 데이터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정책을 시행할수록 실질환율이 크게 반응(overreaction)

- 모형에서 정책 시계가 길어질수록 실질환율이 내외금리차에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합리적 기대에 근거한 UIP와 구매력평가설 가정하에서 미래의 내외금리차가 현재의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할인하지 않기 때문(lack of discounting)
ㅇ 한편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외금리차에 대한 실질환율의 반응도()를 추정한
결과, 공표 시점과 금리 변화 시점 사이의 시계가 짧을수록(short horizon) 실질환율의
반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 ’04.8월 ~ ’18.12월 간의 월별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간 환율과 독일, 미국, 영국의 국채금리 자료
를 이용

- 강건성 검증을 위해 시변(time-varying) 기간 프리미엄 등을 추가한 추정결과도 유사
하게 나타남
ㅇ 본 연구에서는 FGE 퍼즐에 대한 설명방법으로서 합리적 기대가 아닌 주관적 기대
(subjective expectations)를 도입한 행태경제학적 모형을 제시
- 주관적 기대는 미래의 환율 변화에 대한 예상을 합리적 기대와 달리 할인한다고 가
정하며, 투자자는 해외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형성 시 환율 변화의 영향을 낮게
평가(downweigh)
- 주관적 기대를 반영한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결과, 정책 시계가 길수록 내외금리차에
대한 실질환율의 반응이 감소하는 실제 현상(   )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에서 실질환율이 내외금리차에 둔감함(over smoothing)만을
설명하는 기존의 문헌(Bacchetta and van Wincoop, 2019)과 달리, 단기 시계에서 실질
환율의 과잉반응(overreaction)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분석방법론】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Behavioral model

미시제도
⑤ “On Fintech & Financial Inclusion”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41
저자: Thomas Philippon(NYU)
【핵심내용】
ㅇ 핀테크(fintech)의 발전이 자산관리시장과 대출시장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미
치는 영향을 이론 모형으로 분석
ㅇ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을 불완전경쟁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더 많은
가계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금융접근성이 향상
- 핀테크가 발전하여 등장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는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비용이 크지만 더 많은 고객을 관리할 수 있음
- 그 결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개별 서비스 유지비용이 낮아지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계가 증가*
* 부유한 가계에서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가계에서는 이미 확충된 서비스의 낮아진 한계비용
만큼만 부담함에 따라 개별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져 새로운 중산층 고객이 유입

- 그러나 빈곤한 가계는 여전히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빈곤한 가계와 중
산층 가계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
ㅇ 대출시장을 비대칭정보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상환 능력의 과소평가)이 줄어들어 이들의 금융접근성이 향상
- 소셜 미디어, 인터넷 사용 기록 등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면대면
(face-to-face) 대출에 비해 고객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소수자 여부가 반영되거
나 알고리즘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짐
- 또한 머신러닝이 고객의 소수자 여부를 고려하거나 알고리즘에 편견이 개입되더라도
해당 기술의 정확도가 충분히 높다면 차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전은 더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나, 그에 맞추어
정책과 규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더 많은 고객이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용하고 대출시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등 보편성이 확대되지만, 오히려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음
- 이전과 다른 새로운 데이터(alternate data sources)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계된 정책의 효율성은 감소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Imperfect competition model

미시제도
⑥ “Can Low Retirement Savings Be Rationalized?”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84
저자: Jason S. Scott(NBER), Sita N. Slavov(George Mason大), John B. Shoven, John
G. Watson(Stanford大)
【핵심내용】
ㅇ 소비 생애주기모형을 이용, 최근 미국에서 은퇴자금을 적게 마련하는 경향을 변화된
경제여건 하 가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임
-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사회보장
퇴직급여는 은퇴 후 소득의 73.2%를 차지하고, 학계에서도 퇴직자가 은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Gomes, Hoyem, Hu and Ravina, 2018)
ㅇ 사망률과 사회보장 퇴직급여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실질 이자율의 추세적
하락을 반영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
- 여성 중위소득자(2019년, $53,864)와 저소득자(중위소득의 45%)를 대표하는 두 가계는
55~66세 12년간 근로소득을 얻고 67세 은퇴 후 퇴직급여를 수급하며, 이를 바탕
으로 미래의 생존 확률을 고려하여 평생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가정
- 시간선호율(3%)을 포함한 다른 파라미터는 불변이고, 실질이자율이 3%인 기준상황과
0%로 하락한 저금리 상황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Laubach and Williams의
자연이자율 추정치 0.5%에 세금 및 수수료 차감)

ㅇ 기준상황(r=3%)에서는 두 가계 모두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 저금리 상황(r=0%)
에서는 현재 소비를 늘리고 미래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태는 저
소득자일수록 강함
- 현재의 소비를 늘리도록 계획하므로 은퇴 시점의 자산은 감소하고, 자산을 소진하
여 퇴직급여에 완전히 의존하는 시점은 앞당겨짐
연간 근로소득 대비(%)
자산 소진 연령 제외
r=3%
중위소득
r=0%
r=3%
저소득
r=0%

초기(55세) 소비 은퇴 시(67세) 소비 은퇴 시 자산 자산 소진 연령
71%
99%
71%
100%

71%
69%
71%
77%

434%
190%
324%
96%

120세
83세
120세
77세

- 저소득층일수록 은퇴자금을 적게 마련하는 이유는 ①사망률이 더 높고 ②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저소득 57.6%, 중위소득 43.2%) 고소득층은 동일한 행태
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은 여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으므로 이들의 경우 은퇴자금을
더 적게 마련할 것으로 예상
ㅇ 은퇴자금을 적게 마련하는 행태는 부적절한(inadequate)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음
【분석방법론】 Life cycle model(Intertemporal consumption model)

국제경제
⑦ “Financial Crises and Innovat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46
저자: Brian Hardy(BIS), Can Sever(IMF)
【핵심내용】
ㅇ 금융위기가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인 기업의 혁신활동(innovative activitie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32개국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전 4년간 연평균 0.6% 증가했던 특허등록이
금융위기 이후 4년간은 연평균 2.6% 감소
ㅇ 산업별 특허등록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1976~2006년 동안 32개국에서 발생한 52차례의
금융위기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를 통해 분석
- 또한 금융위기 충격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소투영법
(local projection method)을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출

ㅇ 패널회귀분석 결과, 금융시장에 의존적인 산업은 덜 의존적인 산업보다 금융위기 이후
특허등록 증가율이 3~5%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R&D투자 등의 특허등록이 수반되는 혁신투자는 그 성과를 보이기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이 제약될 경우 해당 혁신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짐
-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10년까지 특허등록 건수 및 인용수가 동시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특허등록의 평균 품질*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등록의 평균 품질(average quality)은 특허 등록 건당 평균 인용 수(citations)를 의미

ㅇ R&D지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형을 확장하여 R&D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실시 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후 패널회귀분석
-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R&D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정책은 실행 후 2년 동안만 유
효하였으며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Local projection method

국제경제
⑧ “Global Value Chains and the Removal of Trade Protec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No 14451
저자: Chad P. Bown(PIIE), Aksel Erbahar(Erasmus大), Maurizio Zanardi(Lancaster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연계된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변동이 개별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최근 국가간 교역 연계성 약화 위협과 함께 글로벌 가치 사슬과 무역 정책의 상호
작용이 주요 연구 과제로 대두
ㅇ 1995~2013년에 걸친 10개국(고소득국 4개, 신흥국 6개)의 41개 무역상대국 및 18개 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생산에 의해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 증가가
반덤핑관세 철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
* 보호무역 정책의 대용 변수로 양자 무역에서 개별 품목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반덤핑관세를 사용

ㅇ 해외 생산에 의해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확대가 해당 국가의 반덤핑관세 철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고소득 국가의 경우, 양자 무역 시 해외 생산으로 인해 국내 부가가치가 확대되는
산업에서 반덤핑관세 철회 가능성이 유의하게 상승
- 본고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2006년에는 고소득 국가들
이 무역에 적용하는 일시 규제(주로 반덤핑관세)의 약 30%가 완화
- 반면,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해외 생산에 의해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확대와 반덤핑관세 철회 가능성 간의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음
-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대가 무역장벽 철회 가능성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고소득
국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신흥국의 경우 해외 생산에 의해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 수준(level)이 반덤핑관세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은 데 기인
ㅇ 본 연구는 타국의 생산이 국가간 중간재 거래를 통해 자국의 국내 부가가치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무역 정책 결정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를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near probability model,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Dynamics of the Inner Elite in Dictatorships : Evidence from North

Korea”
출처: Comparative Politics
저자: Paasha Mahdavi(Georgetown大), John Ishiyama(North Texas大)
【핵심내용】
ㅇ 북한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와 달리 지도자와 사회지도층 간의 상호작용으로 유지
되며 지도자는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 정권의 안정성은 기득권(winning coalition)의 단합을 이끌어 내면서 특정 인물에게 과
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을 때 달성되며 이를 위해 지도자는 ① 지배계급 숙청 ②
엘리트 교체 ③ 신진세력 포섭의 조치를 시행
ㅇ 본고는 북한 지도층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웹 스크래핑 데이터를 사용
-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북한 지도층의 현지지도 등 공식행사 동향을 보도하는데, 본고
는 특정 인물들이 공식행사에 공통으로 나타나면 연결관계가 강할 것으로 가정
- 이러한 엘리트 집단의 규모가 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숙청, ② 규모는 유지되나
구성이 변화하면 교체, ③ 규모가 증가하면서 구성도 변화할 경우 신진세력 포섭으로
해석 가능
ㅇ 분석결과 정치 지도자의 현지지도 방문횟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인원은 감
소하였으며 등장하는 전체 엘리트 숫자도 줄어들어 숙청 이론을 뒷받침
- 북한 엘리트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물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일부 인물들의
등장빈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
ㅇ 동적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남아있을
확률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하며 이는 북한 엘리트 집단의 규모가 축소됨을 암시
- 동적 네트워크 모델은 주체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 해체될 확률을 분석하며,
북한에서는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해체될 확률이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
- 특정연도에 2회 이상 현지지도를 동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데, 지도자의 정권 안정화 조치가 잦은 인사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
ㅇ 이러한 북한 엘리트의 양적 축소는 정책실패를 담당자가 책임지는 통치방식과도 연
관이 있지만, 선대의 인적 네트워크를 승계받은 특수성에 상당 부분 기인
- 선대 지도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본인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정치
권력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준비과정 없이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계승
하였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되기까지 기존 엘리트 집단의 변화가 불가피
【분석방법론】 웹 스크래핑, 동적 네트워크 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