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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ommunication and the Beliefs of Economic Ag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800
저자: Bernardo Candia(Berkeley大), Olivier Coibion(Texas大), Yuriy Gorodnichenko
(Berkeley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지 즉
통화정책의 기대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 국가*의 가계, 기업 및 전문
가를 상대로 실시한 최신 서베이 결과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서베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뉴질랜드 등이 포함

ㅇ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전망은 경제주체 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
- 인플레이션이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기전망이 낙관적이 되
면서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나, 공급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기전
망이 비관적이 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축소
ㅇ 경제주체 별로 보면 우선 전문가들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성장률도 높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주로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
- 반면 가계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경기전망이 비관적
이 되는 것으로 분석
- 기업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전문가와 비슷했으며, 이
탈리아의 경우 가계와 비슷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만
높이고자 하는 경우 정책의도와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메시지는 간단, 명료함을 유지하되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정책금리에 대해서만 언급하
기보다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보다 바람직한 수준으로 상승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 “we are putting in place policies to reduce unemployment and thereby raise inflation
toward more desirable levels”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nd Household Expectation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No. 20-26
저자: Olivier Coibion(Texas大), Yuriy Gorodnichenko(Berkeley大), Edward Knotek II,
Raphael Schoenle(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2020 잭슨홀 컨퍼런스(8.27일)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하 AIT)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
- AIT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때, 미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실질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짐
- 다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계 및 기업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전략
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기대에 반영한다는 전제가 필요
ㅇ 본고에서는 최신 서베이를 활용하여 최근 연준의 AIT 도입 발표 이후, 가계의 물가
목표 전략에 대한 인식과 경제에 대한 기대 변화를 분석
- 아울러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하여 AIT와 IT에 대한 설
명 제공이 가계의 기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 무작위로 실험 대상을 선정한 후 집단1, 2에게 각각 AIT 및 I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3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물가상승률, GDP성장률 등에 대한 각 집단의 기대형성을 관측

ㅇ 분석 결과, 연준의 AIT 도입 발표는 가계의 물가목표 전략에 대한 인식 및 경제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AIT 발표 직후, 연준 혹은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상승(24%→33%)하였으나, 해당 뉴스가 새로운 물가목표 전략에 대한 것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함
- AIT 발표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물가목표 전략이 전통적 물가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이하 IT)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AIT 발표와 관련된 뉴스를 접한 가계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 GDP성장률 등에 대
한 기대가 발표 이전에 비해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
ㅇ 무작위 통제 실험을 통한 분석 결과, AIT에 대한 설명 제공이 가계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IT에 대한 설명 제공 시와 차이가 없었음
- AIT에

대한

설명

제공 시 물가상승률, GDP성장률에 대한 가계의 중기적
(medium-term, 향후 5년) 기대치가 아무런 설명 제공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는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나, IT에 대한 설명 제공 시에 비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AIT 도입이 이론적으로 경기를 진작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
라도, 현실적으로는 정보마찰,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에 의해 동 효과가 제약될 수 있
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거시경제
③ “Liquidity Transformation and Fragility in the US Banking Sector”
출처: NBER, Working Paper 27815
저자: Qi Chen, Rahul Vashishtha(Duke大), Itay Goldstein(Wharton School), Zeqiong
Huang(Yale大)
【핵심내용】
ㅇ 은행은 단기-유동적 예금을 장기-비유동적 대출로 유동성변환(liquidity transformation)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취약성(fragility)을 실증 분석할 필요
- 이론적으로는 유동성불일치로 인한 뱅크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Bagehot(1873), Diamond·Dybvig(1983)) 실제 데이터로 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ㅇ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로 미국의 은행 산업내 유동성변환으로 인한 금융취약성을 분
석했으며, 해당 위험이 예금자간 전략적 보완성*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제시
* 특정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별 경제주체도 해당 선택을 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되는 현상,
예) 뱅크런이 예상될 경우 개별 예금자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됨

- Wharton Research Data Service에서 제공하는 1994년~2016년간 분기별 상업은
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 회귀모형을 구축
ㅇ 분석 결과 뱅크런 가능성 지표 중 하나인 은행의 영업성과(자기자본이익률(ROE)로 측정)
가 악화될 때 예금유출이 심화
- 영업성과가 낮을 경우 은행이 대량인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에 개별 고객
의 예금인출도 증가(전략적 보완성 발생)했는데, 이는 예금자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예금
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ㅇ 특히, 은행의 영업성과와 예금유출입간 상관관계는 은행의 유동성불일치(liquidity
*
mismatch) 가 심화될수록 증가
* Berger·Bouwman(2009)이 제시한 CatFat지표와 ROE간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 CatFat지표는 단기
-유동예금을 통해 장기-비유동 대출을 창출한 정도로 시산

- 유동성불일치 지표 증가(1표준편차 증가)시 영업성과와 예금(비보호예금)유출입의 상관관
계가 20~38% 높아짐
ㅇ 한편, 은행의 실제 지급능력보다는 예금자들의 뱅크런 기대가 금융취약성을 증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의 영업성과의 지속적(persistence) 변화여부, 부채구성 등을
반영하더라도 기본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강건하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은행산업내 패닉기반의 뱅크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Analysis

거시경제
④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usiness Expectations”
출처: FRB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20-17
저자: Brent H. Meyer, Brian Prescott(FRB of Atlanta), Xuguang Simon Sheng
(American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은 경제활동의 광범한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학계에서는
동 충격의 경제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 Hassan et al.(2020)는 코로나19는 총수요충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반면, Brinca et al.(2020)는
구조 VAR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코로나19 충격의 2/3가 공급충격에 해당한다고 평가

- 본 연구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BIE(Business Inflation Expectations) 서베이 자료
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밝히고, 기업
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분석
ㅇ 서베이 분석 결과, 기업들은 코로나19 충격을 공급충격보다는 수요충격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supply chain)이 심각하게 위축(severe disruption)되었다는 응답
은 11%에 그친 반면 과반수가 판매활동(sales activity)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고 응답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매출감소가 큰 기업일수록 향후 임금을 삭감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한편, 기업들의 단기(one-year ahead) 기대인플레이션은 1.4% 수준(2020.4월)까지 하락
하는 것으로 분석
- 기업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제품가격이 평균적으로 약 2.2% 하락할 것으로 응답하
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
-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가계부문*과 달리 기업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분포가 하
방이동(downshift)하였으며, 가계부문에 비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낮게 평가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항목 중 주로 음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

ㅇ 다만 기업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잘 안착되어 있어(well-anchored) 코로나19 충격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총수요 위축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임금삭감이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 변화 양상에 대한 실
증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행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미시제도
⑤ ““Forced

Automation” by COVID-19? Early Trends
Population Survey Data”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September 2020

from

Current

저자: Lei Ding, Julieth Saenz Molina(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COVID-19의 발생이 자동화 가능 여부에 따라 고용에 미친 상이한 영향
을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노동자를 자동화 기계로 대체 가능한 직종(=①)은 그렇지 않은 직종(=②)에
비해 COVID-19 이후 더 큰 폭의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①은 4월말 근로자 수가 COVID-19 이전인 1월말에 비해 21.9% 감소하였으나, ②
는 10.6% 감소에 그쳐 감소율의 차이가 10%p 이상 발생
ㅇ 단, ①의 실업이 모두 자동화에 기인한 것이며 아니며, 일부는 COVID-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 발생
- ①은 징수, 안내 등 대면 서비스업 직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연구, 엔지니어링
등이 주축인 ②에 비해 원격근무 가능성이 낮고 COVID-19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더 컸던 것으로 것으로 보임
* 원격근무가능성 : ① 23.2% < ② 50.4%, COVID-19 타격 업종 비중 : ① 37.7% > ② 19.2%

ㅇ ①과 ②사이에서 나타난 일자리 감소율의 차이는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히스패닉 등 비(非)백인의 경우 백인에 비해 ①에서의 일자리 감소율이
②에서의 일자리 감소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의 일자리 감소율 - ②의 일자리 감소율 : 백인 9.5%p, 비백인 13.3%p

- 이는 비백인의 숙련도가 낮아 백인에 비해 ①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출납, 요식업 등 ①에서도 특히 원격근무 가능성이 낮고 COVID-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
ㅇ 본 연구는 자동화 및 그에 따른 고용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여 향후 정책 대응 방
향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
- 전염병 및 자동화로 인해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만큼 실직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개
선하는 한편 교육 및 구직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분석방법론】 Empirical Study

미시제도
⑥ “Post-Merger Product Repositioning : an Empirical Analysis”
출처: FRB of Philadelphia, Working Papers No. 20-36
저자: Enghin Atalay(FRB of Philadelphia), Alan Sorensen, Christopher Sullivan,
Wanjia Zhu(Wisconsin-Madiso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대기업의 수평합병(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 중이던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전후로 시
장에 공급되는 제품 구성의 변화를 분석
- 2006~2017년 기간 중 식료품 산업 내 100대 기업의 수평합병 이후 시장에 공급되
는 제품 수와 제품 간 이질성의 변화를 파악
ㅇ 분석 결과, 합병 이후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수는 점차 줄기 시작하여 4분기 이후
제품 수는 평균 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수준은 10분기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여러 생산 라인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용과 자사 제품 간
경쟁으로 인해 서로 매출을 잠식하는 자기잠식효과(cannibalization)를 줄이려는 유인
에 주로 기인
ㅇ 한편, 제품간 이질성*은 합병 이전 1.1 정도에서 합병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
여 합병 7~10분기 이후에는 약 1.08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제품 설명, 용량, 포장 수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간 제품이 이질적인 정도를 하나의 수치(0 ~

 )로 나타내어 0은 완전히 동일한 경우를, 
 는 완전히 별개인 경우를 의미

- 이는 합병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 주력 제품과 거리
가 먼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기 때문
합병 전후 제품 수 변화

합병 전후 기업간 제품 라인업 이질성 변화

주 : 합병이 있었던 분기를 t=0으로 두고, 합병 직전 분기(t=-1)를 기준으로 변화를 측정

ㅇ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간 수평합병이 제품의 수와 이질성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축소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반독점 정책(antitrust policy) 논의에서 합병으로 인한 경쟁 약화가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제품 다양성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Event Study, Regression

국제경제
⑦ “Trade Surplus or Deficit? Neither Matters for Manufacturing Employment

Shares”
출처: PIIE, Working Paper 20-15
저자: Robert Z. Lawrence(PII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이 제조업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제조업 고용점유율의 추세적 하락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국들이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
를 통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제조업 고용 증가로 이
어질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됨
ㅇ 1995년~2011년 기간 중 60개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무역수지와 고용 간
의 관계를 실증 분석
- 동 기간 중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무역수지가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제조업 생산성 제고 정책의 기대 효과*와 달리 제조업 무역수지 흑자국이
적자국에 비해 제조업 고용점유율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국제 경쟁
력을 강화하면 고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무역수지 흑자국의 제조업 평균 고용점유율 하락 폭은 적자국에 비해 0.6%p 큼
-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으로 필요 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 수요와
달리 국내 수요는 비탄력적이어서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제조업 무역수지 변동이 제조업 고용점유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무역수지가 개선될 경우 무역수지 악화 시에 비해 고용점유율 하락 폭이 작았
으나 그 차이는 미미함
- 무역수지 개선 국가는 무역수지 악화 국가에 비해 제조업 고용점유율 하락 폭이
1.2%p 작았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국내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절약적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될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고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국제경제
⑧ “Exchange Rates and Domestic Credit⎯Can Macroprudential Policy Reduce
the Link?”
출처: IMF, Working Paper WP/20/184
저자: Yuan Gao Rollinson(Washington大), Erlend Walter Nier, Thorvardur Tjoervi
Olafsson(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환율이 국내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동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서 선별적
자본통제(targeted capital control)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
- 2000~2016년 중 62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분기별 실질환율, 신용갭(credit-to-GDP
gap),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적패널회귀 모형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실질환율이 절상되면 다음 분기에 국내 신용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국내 시장 참가자의 순자산 증가로 담보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차입 및 대출 여력이 개선되는 데 주로 기인
- 이 경우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되면 국내 신용이 직접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환
율 절상으로 유발되는 국내 신용 확대 폭도 유의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시 기타투자 항목(주로 해외은행 차입)의 자본유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으로 국내 은행을 통한 차입이 제한되면서 차입자들이 자금
조달원을 해외로 전환한 데 기인
ㅇ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특정 부문에서 자본유입이 확대될 경우 선별적 자본통제 정책*
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 기타투자 항목에 초점(targeted)을 맞춘 자본통제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시적인(episodic)
정책보다는 지속기간이 긴(long-standing) 정책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선별적 자본통제 정책은 특정 부문의 자본유입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 절상이 자산경로를 통해 국내 신용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
며, 동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함을 시사
-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선별적인 자본통제 정책 등을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
【분석방법론】 Dynamic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South Korean’s Perspective on Assisting the Power Supply to North
Korea : Evidence from a Contingent Valuation”
출처: Energy Policy
저자: Ju-hee Kim(서울과학기술大)
【핵심내용】
ㅇ 1990년대 이래로 상시화된 북한의 전력부족은 산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발전
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임
- 북한 전력 시설의 규모는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며, 2019년 발전량 기
준으로는 남한 발전량의 약 4.2%에 그치고 있음
- 폐쇄경제가 유지됨에 따라 석탄을 제외한 기타 연료의 수급이 어려우며, 발전시설
또한 노후화되어 상시적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ㅇ 추후 남북경협 사업 진행시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전력시설 투자가 가져올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
- 북한 전력 인프라 건설에 따른 비용은 상당 부분 남한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여
겨지며, 본고는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지불의사를 조사
ㅇ 지불의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상의 전력시장에 대해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응답을
얻고 이를 통해 일반인이 평가하는 평균적인 시장가치를 계산
- 지불의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제 데이터를 통한 현시선호 추정과 가상가치평가법
이 있으나, 북한 내 전력 사용에 대한 시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후자를 선택
- 1000가구를 대상으로 낮은 제시금액   과 높은 제시금액   을 순차적으로 질문하
여 응답자가 용인하는 수준의 지원 금액을 도출
ㅇ 조사 결과 평균적인 남한 가정에서 용인하는 북한 전력사업 지원 수준은 월간 2,382
원($2.12)으로 국가 전체로는 연간 약 5,600억원 수준
- 응답자의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응답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금액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
ㅇ 이 조사를 통해 얻은 평균적인 지불의사 금액은 규모적으로 상당하나 응답자별 반응
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
- 응답자의 63.6%가 지불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긍정적 응답률은 거주자의 지역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나는 경향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할 필요

기타주제
⑩ “The Influence of OPEC+ on Oil Prices: a Quantitative Assessment”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467
저자: Dominic Quint, Fabrizio Venditti(EC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OPEC+*의 감산 합의가 유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
* OPEC 및 러시아, 멕시코 등의 주요 산유국 연합

-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미국의 원유 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유가에 대한 지배
력을 유지하기 위해 OPEC+는 평균적인 원유 재고량을 의도적으로 2010~2014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ㅇ OPEC+가 유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감산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나리오를 추정하여 실제 원유 생산량·유가 경로와 비교
- OPEC+가 감산 합의 직전의 생산량인 매일 4600만 배럴 수준에서 생산량을 안정적
으로 유지했을 것으로 가정
- OPEC+ 외의 산유국들이 그대로 행동했을 때와 OPEC+의 행동에 따라 전략적인 상
호작용을 했을 때의 두 가지 상황을 각각 모형화
- 원유 생산량, 글로벌 경제활동 수준, 원유 명목가격 등의 변수를 이용한 구조적
VAR을 통해 유가 변동을 여러 요인에 대하여 분해하여 감산 합의의 효과를 도출
ㅇ 분석 결과, OPEC+ 감산이 유가에 미친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
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감산이 없었을 시 상호작용이 없는 모형에서는 유가가 평균적으로 3.77달러, 전략
적 상호작용이 있는 모형에서는 3.85달러 낮아졌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담합이 없었을 시 유가가 약 6% 낮았을 것을 의미

- OPEC+가 의도했던 원유 재고*를 달성하는 것에 성공했을 경우 유가는 더욱 높아졌
을 것으로 추정되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OPEC+가 더욱 강도 높은 감산을 시
행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
* 향후 12개월간 원유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재고가 확보된 날의 수가 2010~2014년 평균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경우

ㅇ 본 연구는 OPEC+의 감산 합의가 유가에 미친 영향이 국제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수
요 충격 등 여타 요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 OPEC+의 감산 합의가 의도
한 만큼의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지 못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