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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What Do the Changes in the Fed's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Strategy Statement Mean?”
출처: Brookings Up Front
저자: Tyler Powell, David Wessel(Brookings Institution)
【핵심내용】
ㅇ 연준은 최근 개정된 「장기 목표와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를 발표(잭슨홀 컨퍼런스, 2020.8)
- 이는 ①중립금리 하락세 유지 ② (기대)인플레이션 목표치 하회 지속 ③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괴리 확대 등에 대한 연준의 고민을 반영한 결과
ㅇ 이중책무(dual mandate) 중 먼저 물가안정 책무와 관련하여서는 2%의 물가목표를 유
지하되 유연한 형태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Flexible form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 FAIT)를 도입
-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를 하회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동안(for some time) 2%
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보충전략(make-up strategy)을 시행
ㅇ 완전고용 달성 책무와 관련하여서는 NAIRU 추정의 어려움을 감안, 완전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반영하여 시간에 걸쳐 고용 부족분(shortfalls)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
- 이는 실업률 전망치가 자연실업률을 하회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큰 폭 상승하지 않
는다면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
ㅇ 또한 성명서에 이중책무 달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stability of financial system)에 달려
있다는 기술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
ㅇ 한편 연준은 물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명목GDP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
대안의 도입 대신 현 통화정책 체계 변경에 그쳤으며, 마이너스 금리나 수익률곡선 관
리정책(Yield Curve Control) 등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지도 않았음
ㅇ 학계 등에서는 전략변경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가까운 시일 내에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Cecchetti and Schoenholtz)이 있으나, 보
충전략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기대가 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정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Bernanke)도 존재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전략변경으로
인해 당장의 통화정책방향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통화정책방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금융통화
② “Issues in the Use of the Balance Sheet Tool”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0-071
저자: Mark Carlson, Stefania D’Amico, Cristina Fuentes-Albero,
Schlusche, Paul Wood(Federal Reserve Board)

Bernd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연준이 시행한 대차대조표 정책*(Balance sheet policy)
의 효과를 평가하고 대차대조표 정책의 다양한 시행 방안을 비교·검토
* 세 차례의 양적완화(QE1, QE2, QE3) 및 보유자산 평균만기 확대 정책(MEP)

ㅇ 최근의 실증 연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책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동 정책은 특히 자산가격 상승, 대출 및 투자 위험 허용도(risk tolerance) 증가, 노동
시장 회복, 디플레이션 회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다만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문제, 투자자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 등 리스크도 대두
ㅇ 대차대조표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
- 본고에서는 ① 특정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정 규모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하
flow-based 방식) ② 자산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을 유지하는 방식(이하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 ③ 국채 외의 기타 자산(MBS,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을 검토

Flow-based
방식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

장점
-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동안정화 기능 수행

단점
- 자산매입 총 규모 및 지속기간에 대한 불
확실성 상존

- 자산매입 총 규모를 정해두는 방식에 비해
적시 정책조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투
자자들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

- 이로 인해 포트폴리오 재조정 속도가 감소
하고 정책효과도 약화

- 금리 변동성 축소

- 자산매입 총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 대응이 지연

- 단기금리에 대한 상한은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한 신뢰 상승에 도움
- 장기금리에 대한 상한은 가계 및 기업의 경
제적 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채 외 자산
매입

- 국채 매입에 비해 특정 시장의 신용 스프
레드 및 부채조달 개선에 효과적

- 정책 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금리상한 해제
에 대한 기대로 증권 매각이 많아지면서 금
리 상한 유지를 위한 비용이 커질 가능성
- 정책당국이 신용배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 정치경제적 리스크 존재

ㅇ 대차대조표 정책은 시행 방식에 따라 효과 및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 충격
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정책구성도 상이할 것임
- 따라서 정책당국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미리 살펴보고 충격 발생 시 가
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거시경제
③ “Limita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Forward Guidanc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748
저자: Andrew T. Levin(Darthmouth大), Arunima Sinha(Fordham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주체들의 근시안적 기대와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
*
(dispersion) 되었으며, 저금리 상황이 향후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서베이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향후 경제전망을 빈번히 수정하는 등 기대형성이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전망치를 저마다 상이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새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실효하한에 직면한 경제에서
Forward Guidance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
- 모형 내 통화정책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①근시안적 기대, ②통화정책에 대한 불완전한 신
뢰(imperfect credibility), ③경제 구조의 불확실성)을 도입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최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
ㅇ 시뮬레이션 결과, 근시안적 기대와 Forward Guidance 정책에 대한 불완전한 신뢰를
가정할 경우 최적 통화정책은 전통적 합리적 기대 모형(rational expectations model)에 비
해 완화적인(aggressive) 것으로 나타남
- 이때 민간의 기대형성 방식이 근시안적(myopic)일수록 Forward Guidance를 통한
제로금리 유지기간이 늘어나며, 경기침체 충격의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공약(commitment)을 불완전하게 신뢰*할 경우, 인플레
이션과 산출량의 변동성이 확대**
* 이는 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의지와 달리 민간에게 신뢰를 심어줄
정책수단이 제한되는 데에서 기인
** 민간이 중앙은행을 신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모수값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산출량의 표준편차가
약 2-4배 가량 증가

ㅇ 나아가 중앙은행이 경제구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할 경우, Forward Guidance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시행하면서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지적
- 중앙은행이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를 실제보다 가파르게 인식할 경우, 제로금리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1%p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경제위기시 Forward Guidance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 확보와 경제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긴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거시경제
④ “Modeling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he CARES Act”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77
저자: Christopher D. Carroll(Johns Hopkinson大), Edmund Crawley(Federal Reserve
Board), Jiri Slacalek(ECB), Matthew N. White(Delaware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발병이후 감염병은 물론 봉쇄정책도 경기를 침체시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모형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움
- 감염 위험과 봉쇄정책으로 대면-접촉적인 서비스의 소비가 제한되며, 이에 대한 재
정대응도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
ㅇ 본 연구는 이질적 주체와 경직적 기대*(sticky expectation)를 가정한 경제모형에 코로나
19 위기의 특성을 반영한 후, CARES Act에 의한 이전지출 이후 소비 반응을 분석
* Carroll등(2019)의 정보마찰(information friction)에 의한 경직적 기대 모형을 활용

- 코로나19 발병 이후 봉쇄정책으로 소비가능 품목이 제한되는 상황과 가계별 이질적
으로 실업(일반 실업, 장기적인 실업)에 처할 가능성을 가정
ㅇ 봉쇄정책으로 실업률이 15%로 상승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시나리오1)에서 Cares
Act에 따른 이전지출 지급시 소비침체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
-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소비가 2021년 하반기까지 침체된 데 반해, 정책대응시 소비
감소폭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짐
ㅇ 봉쇄정책으로 20%까지 실업률이 상승한 시나리오(시나리오2)에서는 장기적인 실업 위
험에 빠진 가계에 대한 지원이 소비 반등에 긴요한 역할을 수행
- 단기간의 이전지출 지급과 함께 봉쇄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소비 수준을 회복하는 시간이 단축됨
감염병 충격과 정책대응시 소비반응

팬데믹 심화시 정책대응별 소비반응

(시나리오1)

(시나리오2)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의 반응과 정책 대응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추후
정책 대응시 참고자료를 제시
【분석방법론】 DSGE Model with Sticky expectation

미시제도
⑤ “How Do Housing Markets Affect Local Consumer Prices? - Evidence

from U.S. Cities”
출처: FRB of Dallas, Globalization Institute Working Paper, No. 398
저자: Chi-Young Choi(Texas大), Soojin Jo(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미국 도시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이 해당 지역 소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1990년 1분기~2015년 4분기 미국 대도시 지역의 분기별 주택 및 소매가격 데이터
를 활용하였으며 방법론으로는 FAVAR(Factor-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를 사용
ㅇ FAVAR 분석 결과, 지역 내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충격은 지역 내 소매가격에 상이
한 영향을 미침
-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4년 이상) 주택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며, 소매가
격상승률 또한 0.241%p 높아짐
- 반면, 주택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1년 이내) 주택가격이 0.3% 이상 하락하지만
이후 약 4년간 걸쳐 기존 가격으로 서서히 회복되며, 소매가격상승률은 평균적으로
0.145%p 낮아짐
ㅇ VECM 분석 결과, 지역 내 주택가격이 10%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소매가격
이 4.6% 높아지지만, 소매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택가격 변화는 내구재보다는 비내구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내구재는 주로 전국 단위에서 생산/소비되는 반면 비내구재는 보다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생산/소비되기 때문
ㅇ 동 논문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소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생활비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하락
- 특히 주택시장 충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이는 지역 간 소비자 후생
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분석방법론】 FAVAR, VECM

미시제도
⑥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and Inequality: Twenty Years After”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5228
저자: Lilia Maliar(City University of New York), Serguei Maliar(Santa Clara大), Inna
Tsener(Balearic Islands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기술 프리미엄(skill premium, 비숙련 노동자 임금 대비 숙련 노동
자 임금) 움직임을 설명하고, 향후 20년 동안의 추이를 예측
- Krusell et al.(2000)은 설비자본과 숙련 노동자의 보완 관계를 이용하여 기술 프리
미엄이 U자 모양(1972년 1.53 → 1980년 1.45 → 1993년 1.63)을 나타내는 이유*를 성공적
으로 설명한 바 있음
* 설비자본이 고급기술 집약적이면 설비자본의 증가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기술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동 논문은 Krusell et al.(2000)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1963~2017년간 미국의 설비자
본, 노동, 임금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프리미엄을 추정
ㅇ 1993~2017년간 기술 프리미엄은 1.6배에서 1.9배로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
는 설비자본의 증가와 더불어 숙련 노동과 설비자본 간의 보완 관계가 강화되었기
때문
- 설비자본은 동 기간 8천억 달러에서 7.8조 달러로 증가했고, 숙련 노동과 설비자본
간 보완 관계는 약 49.2% 높아져 기술 프리미엄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기술 프리미엄 추정치(1993년 1.55, 2017년 1.89)는 실제값과 유사하게 나타나 Krusell
et al.(2000)의 방법론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2018~2037년간 기술 프리미엄 추세는 1993~2017년간 기술 프리미엄의 추세
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20년 동안에도 기술 프리미엄은 기조적 증
가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임
ㅇ 동 논문에 따르면 기술 프리미엄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책 당국은 기술진보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는 한
편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
【분석방법론】 CES production function based estimation, Projection

국제경제
⑦ “Bank Reserves and Broad Money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Quantitative Evaluation”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463
저자: Jagjit S. Chadha(NIESR), Luisa Corrado(Rome Tor Vergata大), Jack Meaning
(Bank of England), Tobias Schuler(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지급준비금 공급 방식으로 실시한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
- 미 연준이 은행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는 반사실적 시뮬
레이션을 통해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
ㅇ Money and Banking Secto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공급했던 지급준비금의 역할을 분석
- 금융위기 발생 시 자산가격 하락, 위험 프리미엄 증가, 유동성 수요 증가, 대출 공급
감축 등이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위축을 초래하는 현상을 모형화
-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➀ 유동성 수요 충족 또는 ➁ 국채 매입을 위한 지급
준비금 공급으로 설정
ㅇ 분석 결과,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경기침체를 상당
부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충분한 지준공급을 통해 위기 발생 직후 급격히 축소됐던 통화량 공급을 안정화시킴
으로써 사회 후생이 증가
- 미 연준은 지준공급을 통해 고유동성 안전자산에 대한 은행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
편 실물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지원
ㅇ 한편,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경기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미 연준이 양적 완
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명목 GDP가 3%p 증가하고 실업률이 2%p 감소한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기 상황에서 통화량이 급감할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은행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급하여 통화량을 안정
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Money and Banking Sector Model

국제경제
⑧ “Destabilizing Stability? Exchange
Currency Debt”
출처: IMF, Working Paper WP/20/173

Rate

Arrangements

and

Foreign

저자: Balazs Csonto, Tryggvi Gudmundsson(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신흥국 환율의 신축성이 경제주체의 외화차입 유인과 장기적인 금융안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 상당수 신흥국이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부 충격 발생 시 환율 변동폭
을 축소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
-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외화부채 관련 위험을 과소평
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ㅇ 1990~2017년에 걸친 24개 신흥국의 환율제도 및 대외 외화부채(External FX Debt)* 데
이터를 활용하여 환율제도의 신축성(환율 신축성의 대리변수)이 외화부채(장기적 금융안정의 대
리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DiD)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
* 가계, 기업(금융, 비금융), 정부의 외화차입 등을 포함

- 환율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국가들을 식별하고, 환율제도 변화 시점 전후 각각 5년에
걸친 동 국가들(treated group)과 여타 신흥국(control group)의 대외 외화부채 변화를 비교
* 환율제도를 환율의 신축성에 따라 세 가지(① 페그 ② 중간단계 ③ 변동)로 분류
**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율제도가 변화함을 의미. ① 환율 신축성이 확대되는 방향으
로 변화할 것, ② 일시적으로 환율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한 후 원래의 신축성이 높은 제도로 복귀하
는 변화가 아닐 것, ③ 신축성 확대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중장기적(5년 이상)으로 유지될 것

ㅇ 분석 결과, 환율 신축성이 높아지면 대외 외화부채 규모가 유의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국가 전반에서 대외 외화부채가 추세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환율제도가 신축
적으로 변화한 국가(treated group)에서 대외 외화부채 감소 폭이 더욱 확대
- 이는 환율의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율제도가 변화할 경우, 외부 충격 발생 시
환율 조정 폭이 이전에 비해 확대되면서 환리스크가 증가하여 외화차입 유인이 감소
하는 데 기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신흥국들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경직적으로 관리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외화차입 유인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동북아경제
⑨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 Four motives and three factors”
출처: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저자: Shunji Hiraiwa(난잔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4가지 동기를 설명하고, 실제적으
로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3가지 요인을 서술
ㅇ 일본은 아직까지 북한과 정식 수교를 맺고 있지 않으나, 관계개선을 이루려는 내부
적 유인은 충분히 존재
- 일본은 전후 관계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1965년
남한과 국교를 수립한 바 있으며 북한과도 정식 수교를 원하고 있음
- 북·일 국교 수립은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1998.8.31) 이후 가시화된 북한의 위협
을 완화하고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등 일본의 국가 안보에 긍정적
영향
- 더욱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향후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
전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
ㅇ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정식 수교가 미뤄진 이유는 국제적 외교
관계, 남한 정부의 반응, 일본의 국내정치 요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
- 냉전시기 북한은 공산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 수교가 불가능하였고, 현재
도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
- 중일관계 개선 당시에 대만이 중요한 쟁점이 된 것처럼, 북일관계 개선에서 남한정
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본의 일방적인 대북외교에 제약이 있음
- 일본 내부의 국내정치를 보면, 과거 북일 관계개선을 주장했던 일본 사회당의 영향
력이 약해지고 있음
ㅇ 고이즈미 내각에서 몇 차례 방북을 시도하였으나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전면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하여 최대압박전략을 실시하자 일본은 이에 동조하였으
나,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자 유화적 태도를 나타낸 바 있음
- 아베 내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역사적 기회’로 보고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였음
ㅇ 이런 점에서 국제 정치 지형이 바뀐다면 일본이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수도 있음

기타주제
⑩ “Information and Inequality in the Time of a Pandemic”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20-25
저자: Allan Dizioli(IMF), Roberto Pinheiro(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경제주체의 이질적 특성과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책의 효과 사이의 관련
성을 분석
-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더 쉽게 확산된다는 점, 무증상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 등
이 코로나19 관련 연구의 중요한 논점으로 제시됨
ㅇ 감염자의 증상 유무 여부, 시간제약 하의 경제주체(이하 TC)와 제약이 없는 경제주체
(이하 UC) 등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각 경제주체의 선택이 거시경제와 전
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
- TC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검사에서 양성을 받으면 모든 시간을 격리된 채 보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정해진 시간 만큼 노동을 공급해야 하고*, UC는 주어진
시간을 노동, 여가, 집에서의 시간 등으로 최적화하여 분배할 수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기 힘든 직
종에 종사한다는 점, 저축된 자산이 없어 노동공급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후 TC의 비율, 무증상자의 비율 등이 전염병의 확산 및
GDP에 미치는 영향, 바이러스/항체 검사, 락다운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ㅇ 분석 결과, TC의 비중이 높고 무증상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악영향이 커
지고 정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경제주체 간 이질적 영향이 나타남
- TC의 비중이 높거나 무증상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GDP 감소율이 높아지며 감염자
와 사망자의 비율 역시 높아짐
- 바이러스/항체 검사는 ①감염자들을 격리시켜 질병의 확산을 완화하는 경로와 ②바
이러스의 확산세 및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로 작동하는데,
무증상자가 많은 경우 두 번째 경로가 확대되어 효과가 커짐
- UC는 락다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의 확산에 따라 스스로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TC의 비중이 높을 때 락다운의 효과가 강해짐
- TC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되지만, 경기침체는 대부분 질병이 확산됨
에 따라 UC가 노동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발생
ㅇ 본 연구는 자율적인 시간 분배가 가능한지에 따라 경제주체의 특성을 구분하여 모형
을 설정해야 정확하게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pidemiology model, Heterogeneous agen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