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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and Asset Price Overshooting: A Rationale for the

Wall/Main Street Disconnec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15163
저자: Ricardo Caballero, Alp Simsek(MIT)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되
었으나 실물경제는 침체를 지속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단절(disconnect)이 발생
- 그 원인으로는 금융시장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연준 정책의 효과
제약(ineffectiveness)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
ㅇ 본고에서는 뉴케인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부정적 충격 발생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최
적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단절 현상을 설명
-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이 자산가격 변동을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여 산출갭을 최소화하는 정책 금리를 설정
- 잠재산출은 회복되었으나 총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회복국면 초기와 잠재산출 및 총
수요가 모두 저하된 침체국면으로 나누어 분석
ㅇ 회복국면 초기에는 자산가격의 오버슈팅(overshooting)을 유발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적 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산출갭을 해소하고자 자산가격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높아진 자산가격은 시차를 두고 수요를 증진시켜 실물경제 회복을 가속화
-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마이너스 산출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회복국면
초기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단절 현상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침체국면에서도 자산가격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적 정책인 것으로 분석
- 현재 산출갭이 없더라도 중앙은행은 총수요의 관성적 성격으로 향후 회복국면에서
마이너스 산출갭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자산가격의 오버슈팅을 유발
-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경기침체 기간이 짧을수록 최적정책에 의해 유발되는 자산가
격 오버슈팅 정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단절 현상은 중앙은행의 최적정
책으로 인한 일시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부분적으로는 중앙은행 정책과 무관한 금융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에 기인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w-Keynesian Model

금융통화
② “Securing Secured Finance: The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저자: Elizabeth Caviness, Asani Sarkar(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도입(3.23일)된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의 작동방식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글
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운영되었던 과거 TALF와의 차이점을 정리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 규
모는 두 달(2020년 2월∼4월) 사이에 70% 감소하였으며, 스프레드도 큰 폭 확대*
* 5년 만기 AAA 등급 CMBS 스프레드: 57bp(2.20일) → 307bp(3.19일)

- ABS는 2019년 발행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금융기관의 주요 자금조
달 수단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능력이 크게
제약될 우려
ㅇ 연준은 ABS 시장 정상화를 돕기 위해 1,000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TALF를 설치(미
재무부는 100억달러 출자)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
- 적격 ABS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 및 투자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보험
*
사, 연기금 등)는 이를 담보로 TALF로부터 3년 만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소비자와 소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에 기초한 ABS 신규발행을 지원
* 제공된 적격담보의 액면가에서 헤어컷을 제외한 규모의 대출을 제공

ㅇ TALF는 시장의 안전판(backstop)으로 기능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ABS
스프레드를 정상화하는데 기여
- TALF 도입(3.23일) 및 적격담보 확대*(4.9일) 발표 이후 주요 ABS의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발행 규모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반등
* 적격담보로 인정되는 CMBS(Collateralized Mortgage-Backed
CLOs(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를 추가

Securities)

종류를

확대하고

ㅇ 한편 CLOs를 적격담보로 추가한 것이 과거 TALF와 구분되는 주요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Event Study Analysis

거시경제
③ “Unexpected Supply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and Tightening”
출처: FRB of Chicago Working Paper 2020-17
저자: Stefania D’Amico(FRB of Chicago), Tim Seida(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지난 10여 년간 자산매입과 같은 대차대조표 정책(Balance Sheet Policy)이 널리 사용
되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가 정상화될 경우
동 정책이 여전히 효과적(effective)일지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대두
ㅇ 본 연구는 대차대조표 정책*의 예상치 못한 변화(BSP Surprise)에 주목하여, 정책 공표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국채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Fed의 대차대조표 조정에 따라 유발되는 자산공급 변화를 정책 스탠스에 따라 2가지(긴축 스탠스에서는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 완화 스탠스에서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로 구별

- 2009~2019년 사이 있었던 Fed의 주요 이벤트(8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표 전
후로 나타나는 수익률 곡선의 굴절(kink)을 통해 자산공급 충격(shock)의 효과를 포착*
* Fed가 매입하는 자산의 만기를 중심으로 ±3년의 만기에서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추정

ㅇ 분석 결과, ①정책의 공표가 거듭되더라도(consecutive announcement) 수익률 곡선에 미
치는 영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②안정적인(calm) 경기상황에서 양적긴축(QT)이 위기
상황에서의 양적완화(QE)보다 수익률 곡선을 더욱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상황이 정상적일 때 정책 유효성이 크다는 점은 대차대조표 정책이 경제
위기상황(e.g.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에 국한됨 없이 향후 보편적인(normal) 통
화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을 뒷받침
ㅇ 나아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전환국면(turning point)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BSP 충격과 금리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수익률 곡선
의 변화 정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금리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스왑션 내재 변동성(swaption implied volatility)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BSP 충격과 불확실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수익률 곡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약 3배 가량 증대

- 금융시장에서 자산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투자자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리정책에 대한 Forward Guidance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한 Forward
Guidance를 통해 정책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
ㅇ 본 연구는 위기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대차대조표 정책이 유효한 통화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으며, 동 정책에 대한 Forward Guidance의 중요
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Event Study,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④ “How Did U.S. Consumers Use Their Stimulus Paym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7693
저자: Olivier Coibion(UT Austin),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 Michael Weber
(Chicago大)

【핵심내용】
ㅇ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 정책(Cares Act, 3.27일)을 시행
한 가운데, 세부내용중 현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가 대두
- 해당 정책으로 개인 여건에 따라 최대 1200$의 현금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로 인한 소비의 반등 가능성 및 근로의욕의 확대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
ㅇ 이에 본 연구는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Cares Act에 의한 보조금 지급 이후 보
조금이 소비지출과 근로의욕, 구직의사 등 노동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Nielson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통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으며, 인종,
성별, 가계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보조금 활용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
ㅇ 보조금을 지급받은 응답자(표본중 90%)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급액을 주로 소비
했다는 응답자(약 15%)보다 주로 저축, 부채상환에 사용했다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높음
-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중 40% 정도를 소비했는데, 소비품목으로는
내구재보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높은 경향을 보임
ㅇ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out-of-labor-force), 무주택자
일 경우 보조금을 소비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저축한다는 응답 가능성이 확대
* 보조금 활용(소비, 저축, 부채상환)을 종속변수로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OLS, Tobit 모형 등을 통해 분석

- 다만, 유동성 제약에 처하더라도 보조금을 소비한다는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
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보조금으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즉각적인 소비 진작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논의와 배치
ㅇ 근로의욕과 구직활동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으로 노동공급 측면에
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제기
- 실업자중 일부(약 20%)는 보조금 수령 이후 구직활동을 강화했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의 실업자와 취업자는 구직활동, 근로의욕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고 응답
ㅇ 본 연구는 이전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 신속하게 평가하여, 후
속 정책설계, 집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OLS, Tobit Regression, Survey Analysis

미시제도
⑤ “School Quality as a Tool for Attracting People to Rural Area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Brief, No. 20-09
저자: Alexander W. Marré, David A. Price(FRB of Richmond), Anil Rupasingha(Rural
Development Innovation Center)

【핵심내용】
ㅇ 최근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교외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교외 인구의
유출을 막고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
- 2010~2015년 기간 교외 지역 인구는 매년 0.05~0.15%씩 감소
ㅇ 본 논문은 교외로의 인구유입 방안의 하나로서 교외(rural) 소재 공립고등학교의 성적
향상이 해당 지역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학교의 성적향상은 크게 ①읽기(Reading) 점수*, ②수학 점수*, ③고등학교 중퇴율
(dropout rate) 세 가지로 구분
* 미국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인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 Progress) test 성적

- 지역 내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평균임금, 인구밀도, 일자리 증가율,
실업률, 세금, 주택가격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
ㅇ 분석 결과, 교외 소재 공립학교의 성적향상은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읽기 점수와 수학 점수가 1.0% 높아지면 인구유입이 각각 1.8%, 1.4% 증가하였으
며 중퇴율이 1.0% 감소해도 인구유입은 1.7% 늘어남
- 이러한 성적향상에 따른 인구유입효과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일수록 더 크게
나타남
ㅇ 한편, 지역 내 소득수준과 학교성적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
득수준을 통제한 후 실시한 분석에서도 성적향상이 인구유입에 미치는 효과가 여전
히 유의하였으나 그 정도는 읽기, 수학, 자퇴율 세 부분 모두 0.3%p씩 감소
-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더라도 학교의 성적향상이 있으면 인구가 유
입될 유인이 있음을 의미
ㅇ 저자는 정부의 통제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성적향상은 인구유입에 매우 효과
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미시제도
⑥ “The Credit Card Act and Consumer Debt Structure”
출처: FRB of Philadelphia, Working Paper No. 20-32
저자: Yiwei Dou, Joshua Ronen, Raman Quinn Maingi(NYU), Julapa Jagtiani(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ㅇ 2009년 미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신용 소비자에 대
한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CARD(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법
안을 제정
- 본 법안은 신용카드 금리 및 연체료 인상 조건 강화, 인상 시 사전 공지 의무화, 소
비자의 계약파기 권한 증진,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가격결정
력을 제한하는 한편 카드이용자의 권리를 증대
ㅇ 본 연구는 2006~2016년간 미국 내 소비자 78,000명의 분기별 패널 자료를 이용해
동 법안이 신용카드대출 한도에 미친 영향을 저신용 그룹과 고신용 그룹을 비교하여
분석
- 개인별 전체 신용대비 신용카드대출 한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는 한편 여러 고정효과와 설명변수를 반영하여 법안 이외에 신
용카드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
ㅇ 분석 결과, 동 법안으로 인해 저신용 그룹의 신용카드대출 한도가 고신용 그룹에 비
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동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06Q1∼2007Q4 기간에는 고정효과와 통
제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면 두 그룹의 신용한도는 차이가 없었음
- 하지만, 관련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된 2008Q1∼2009Q1 기간에는 동 법안에 대한
기대효과(anticipation effect)에 의해 저신용 그룹의 신용카드대출 한도가 고신용 그룹
보다 6%p 낮게 나타남
- 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저신용 그룹의 신용카드대출 한도가 고신용 그
룹에 비해 5~7%p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
ㅇ 이러한 결과는 동 법안이 카드회사가 소비자의 신용위험을 가격(카드금리, 연체료)에 반
영하는 것을 제약함에 따라 카드회사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저신용 그룹에 대한
신용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ㅇ 저신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오히려 저신용 그룹에 대한 신용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유발한 동 법안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정책 도입 시에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국제경제
⑦ “COVID-19 and Firms : Productivity and Government Polici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156
저자: Nicholas Kozeniauskas, Pedro Moreira, Cezar Santos(Bank of Portugal)
【핵심내용】
ㅇ 본고는 COVID-19 팬데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
* 대표적으로 채무 상환 연기(debt moratorium), 신용한도 혜택(government credit lines), 조세 유예(tax
deferral), 유급휴가 보조금 지원 혜택(government subsidized paid furlough) 등을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정부지원 혜택이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
ㅇ 2020년 4월~7월 기간 중 포르투갈 기업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COVID-19 팬데믹
으로 인한 손실 및 정부지원 혜택의 크기와 기업의 생산성*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
* 기업의 생산성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계산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을 추정하여 이용

- 기업 생산성에 따라 판매량 감소 확률, 고용 감축 확률,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확률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추정
ㅇ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영업을 유지할 가능성
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량 감소와 고용 감축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기업의 영업 유지 확률이 1.3%p 상승
-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군은 가장 낮은 기업군에 비해 판매량 감소율과 고용감축률
이 각각 3.4%p 및 5.0%p 낮음
ㅇ 또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정부지원 혜택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군은 가장 낮은 기업군에 비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
을 확률이 7.0~17.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팬데믹에 대응한 기업지원 정책 설계시 기업 특성과 기업지원에 따
른 분배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국제경제
⑧ “Capital Flows-at-Risk: Push, Pull and the Role of Polic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81
저자: Andrej Sokol(ECB), Fernando Eguren-Martin, Cian O’Neill, Lukas von
dem Berge(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96~2018년 중 13개 신흥국의 분기별 자본유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여
건 악화 및 자본이동 관련 정책이 신흥국의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규모

자본유출에 해당하는 자본유출입 확률분포의 좌측 꼬리 분위(Capital
Flows-at-Risk)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충격에 대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분석

- 글로벌 및 국내 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자본유입**분포 변화를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 1995~2018년 중 43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각종 금리, 자산수익률, 변동성 등의 제 1 주성분을 이용하
여 각 국가의 금융여건지수(FCI)를 작성하고, FCI의 공통요인을 글로벌 금융여건(push factor), 개별요
인을 국내금융여건(pull factor)의 대리변수로 사용
** 자본유입을 FDI,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주로 은행대출로 구성)로 분류

- 자본이동관리 정책 및 외환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과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분포의 관계를
분위회귀 분석
ㅇ 분석 결과, 글로벌 및 국내 금융여건의 악화는 유입 자본의 유형 및 분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및 국내 금융여건 변화는 모두 FDI 유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 및 은행대출 유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
-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는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국내 금융여
건의 악화는 은행대출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
ㅇ 자본이동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자본이동관리의 범위 확대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대규모 자본 유출입 발생 확률 감소와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분석에서 고려하는 정책의 경우 외생적 정책충격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과 자본유입 분포
변화를 인과관계보다는 연관성으로 해석

-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완
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로 금융 복원력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및 국내 금융여건 악화와 자본이동 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자본유입의 유형과 분위별로 이질적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Quantile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How will Changes in North Korean Legislation Affect Inter – 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출처: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저자: Sunhye Moon(법무법인 통인)
【핵심내용】
ㅇ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시작된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이 북한 지역에 자본투자를 하는
일방적인 방식이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법 개정 리스크에 빈번하게 노출
- 1988년 7 · 7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사업은 개성공단의 운영, 금강산 관광
을 통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항상 북측 경영환경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북한의 법체계는 통치수단(Rule by Law)으로 여겨져 왔으나, 점차 법치(Rule of
Law)를 향한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법률은 개인의 권
리 보장 측면보다 사회지도층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하지만 북한의 법률개정은 1948~2012년 중 161회에 그쳤으나, 2013~2019년 중 101
회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북한은 점차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중시하는 모습
- 또한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법개정 목표와 원칙을 정의하고 개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을 보완
* 북한 법률에서 ‘세칙’ 및 ‘규정’ 등 하위법률의 위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법제정법』이 최초

ㅇ 향후 북한의 법률체계는 경제협력 증대에 따른 상세화, 외국인 투자 유치, 세금 제도
보완 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
- 하위항목을 포함한 법률의 분량이 증가*하여 세부 경제행위까지 포괄할 가능성
* 나선경제지대(1993년 설립, 15개 규정) 항목 보다 개성공업지구(2000년 설립, 17개 규정, 18개 세칙) 항목이 증가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경제지구 및 외국 투자 법률이 확충될 가능성
-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세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준조세를 통해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금제도를 법률제도로 공식화할 필요성
ㅇ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법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교
류가 필수적
- 개성공단 설립시 세금조항 제정과 관련하여 남한에서 조언을 해준 바 있음

기타주제
⑩ “The Pass-Through of Uncertainty Shocks to Household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646
저자: Marco Di Maggio(Harvard Business School), Amir Kermani(UC Berkeley), Rodney
Ramcharan(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ncent Yao(Georgia State University),
Edison Yu(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불확실성 충격(uncertainty shock)이 가계로 파급되는 메커니즘을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기업의 현금흐름·주가 불확실성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사
건이 발생함에 따라 불확실성 충격이 가계의 소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기 시작
ㅇ 개별 기업의 특유한 불확실성 충격이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고용상태 및 임금에 미치
는 영향과 이로 인한 소비의 변화를 분석
- 미국의 323개 기업의 2010~2018년 기업-근로자 연계 데이터를 활용
- 순수한 불확실성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주가에서 파마-프렌치 세가지 요인*의 영향
을 제거한 잔차(residual)의 분산을 사용하고, 패널분석 시 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포함
하여 1차 모멘트 충격의 영향을 통제
* 시장리스크, 기업 규모,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

ㅇ 분석 결과, 각 기업의 주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소
득이 낮아지고 이는 내구재(자동차, 주택) 소비 감소를 야기
-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기업은 고용 및 임금(특히 성과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불확실성이 1 표준편차 상승함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실직 확률이 각각 0.5%, 1%
상승하며, 소득은 2.4% 감소

-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첫 주택 구매 확률이 각각 0.9%, 0.15% 감소하며, 신용불량
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등 신용 상태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고소득자의 소득이 저소득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내구재 소비 결정에는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주(county) 단위 분석 결과, 각 주의 불확실성이 1 표준편차 상승함에 따라 그 주의
자동차 및 첫 주택 구매가 각각 10%,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주가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사건들이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 가계뿐만
아니라, 고용·소득 경로를 통해 저소득 가계의 소비 역시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