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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Evidence from Local

Housing Markets"
출처: Reserve Bank of Australia Research Discussion Paper RDP 2020-02
저자: Calvin He and Gianni La Cava(Reserve Bank of Australia)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호주 부동산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주택가격 반응의
지역별, 가격수준별 차이를 분석
ㅇ 긴축적 통화정책 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그 하락폭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토지가용도(land availability)가 낮거나 토지가격이 비싸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더 큰 폭으로 변동
- 또한, 투자자*의 비중, 평균 소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
가격이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
* 해당 분기 중 부동산 관련 처분 이익, 임대료 등의 투자소득이 있는 주민

ㅇ 한편 주택 가격수준별로 지역 주택시장을 분류한 후 통화정책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가격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 인상으로부터 약 3분기 후, 가격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응 차이는 정책금리 인상 6분기 이후에 극대화

- 이는 주택자산 불평등(housing wealth inequality)이 금리인상 시 완화되며, 금리인하
시에는 심화됨을 의미
- 다만 이러한 효과 차이는 정책시행 후 약 2년이 경과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자산 불평등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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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Output Gap, Monetary Policy Trade-offs, and Financial Friction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No.20-05
저자: Francesco Furlanetto, Paolo Gelain, and Marzie Taheri Sanjani(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금융마찰과 금융충격이 존재할 때 최적 통화정책 준칙(prescription)이
바뀌어야 하는지 뉴 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아울러 모형 내에서 산출갭 등 주요 변수들의 동학(dynamics)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ㅇ 분석 결과, 금융마찰과 금융충격이 존재할 경우에도 금융마찰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최적 통화정책은 여전히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이 경우 최적 통화정책이 산출을 잠재수준에서 안정시키기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마찰과 금융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산출갭은 지속성이 강해지고 변동성도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금융마찰과 금융충격이 존재하는 모형에서 추정된 산출갭의 장기변동(long cycle
for the output gap)은 그 모양과 크기가 크게 변화
- 특히 1990년대 중순 이후 대침체까지 기존 표준모형에서는 산출갭이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모형에서는 산출갭이 플러스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최적 통화정책 분석 시 금융마찰과 금융충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
- 기존 모형에서는 명목변수 안정과 실질변수 안정 간 상충관계가 약하게 설정되어
임금안정, 물가안정, 경기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가능
- 그러나 금융마찰과 금융충격이 도입될 경우에는 동 상충관계가 상당폭 커지는 만큼
임금안정, 물가안정, 경기안정을 동시에 이루기가 어려워지게 됨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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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Changing Stability in U.S. Employment Relationships : A Tale of Two

Tail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17
저자: Raven Molloy(FRB), Christopher Smith(FRB), Abigail K. Wozniak(FRB of
Minneapoli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근속연수(tenure) 분포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1980년대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순 현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설명
* ①1980년대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성(job-to-job mobility)이 감소했다는 사실과 ②최근 들어
안정적인 장기고용 관계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 30여 년간의 인구 서베이(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자료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 근속연수(약 7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 한편,
양측 꼬리 집단*의 비중이 변화했다는 것에 주목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집단을 단기근속(short tenure) 집단,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을 장기
근속(long tenure)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양측 꼬리 집단이라 명명

ㅇ 단기근속 집단의 비중은 성별, 산업, 교육수준 등과 상관없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직장 간 이동(job-to-job transition)이 줄어든 것에 기인
- 특히 신규취업자를 신규 구직자와 타 직장으로부터 이직자로 구분하여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직장 간 이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장기근속 집단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성별과 혼인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기혼여성의 장기근속 비중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중년(40~64세) 남성과 미혼여성의
장기근속 비중은 감소
-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나 근속연수가 20년이 되기 전 시기(mid-career)에
실직이 늘어나 장기근속 집단으로의 유입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러한 점이
고용 안정성이 감소하였다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
ㅇ 한편,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에 대한 서베이 결과, 1980년대와 현재 사이에 큰 차이
없이 안정적이었으며, 오히려 단기근속 집단에서는 단기 일자리(briefly-held jobs) 사이
에서 이직이 감소하여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근속연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면밀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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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rust in the Central Bank and Inflation Expectation”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2375
저자: Dimitris Christelis(Glasgow大), Dimitris Georgarakos(ECB), Tullio Jappelli(Napoli大),
Maarten van Rooij(DN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서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확률분포를 도
출하고 ECB에 대한 신뢰수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분석을 위해 최소자승법(OLS), 도구변수(IV) 및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네덜란드의 데이터 전문기관(the CentERdata)의 미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대 인플레이션 분포*를 도출
* 응답자별 12개월후 물가상승률(  )이 12개월 후 물가상승률의 최소값(   ), 최대값(   ) 범위의 평균보
다 높을 가능성 (Prob(  > (   +   )/2) 을 조사한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삼각형 분포(triangular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평균 및 분산을 도출

ㅇ 최소자승법 및 도구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ECB에 대한 신뢰수준이 증가할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의 평균 및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ECB 신뢰수준에 대한 회귀계수를 각 방법별로 추정한 결과1)
기대 인플레이션의 평균
(회귀계수)
(표준편차)
￭ OLS
- 0.0552
0.0190
￭ IV
- 0.1736
0.0597
주: 1) 각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5% 하 유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회귀계수)
(표준편차)
-0.0120
0.0030
-0.0210
0.0100

- 강건성 검증을 위해 ECB의 정책목표에 대한 인지도 등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분석
에서도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
ㅇ 분위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에 따라 ECB에 대한
신뢰수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상이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
-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에서는 신뢰수준과 기대 인플레이션 간 음(-)의 상관관계가 도
출되었으나,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가진 경우 반대의 결과가 도출
-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에서의 음의 상관관계가 반대의 경우에서 발생한 양의 상관관
계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
ㅇ 본 연구결과는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에 안착
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민간의 신뢰를
형성할 것을 제언
【분석방법론】 OLS, IV,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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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patial Mismatches and Imperfect Information in the Job Search”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414
저자: Abhijit Banerjee(MIT), Sandra Sequeira(LSE)
【핵심내용】
ㅇ 2010년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교외에 거주하는 1,082명의 18~32세 구직자 데이터
를 바탕으로 노동 공급 측면의 정보 마찰이 청년 실업 및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남아공 노동부(ESSA)의 구직자 데이터, 국제노동기구(ILO)의 청년 실업자 통계자료,
World Bank의 남아공 청년 노동자 설문조사(LMDSA) 결과 등을 활용
ㅇ 교외 구직자들이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낮아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정보마찰이 발생하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구직자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
- 설문조사 결과, 교외 지역 청년 구직자의 기대임금은 해당 지역 평균임금보다 70%
높았으며, 설문 응답자 과반의 예상 구직기간(2개월)은 실제 평균 구직기간(15개월)의
13% 수준으로 낮았음
ㅇ 일부 구직자에게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통해 대도시로의 접근성을 완화
함으로써 정보 마찰을 줄여 청년 실업과 직주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임
- 실험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직자는 대도시 방문 횟수를 늘렸고, 기대임금과 유
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낮추었으며, 예상 구직기간도 증가시켰음
- 특히 3년 이내 근로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후 평균적으로 기
대임금을 15% 이상, 진입임금을 12% 이상 낮추었으며, 예상 구직기간 또한 늘리는
결과를 보임
- 보조금 수급으로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더 많은 정보를 구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데 기인
ㅇ 이러한 결과는 구직자에게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운임
(transport cost)이 노동시장의 균형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임
-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할 필요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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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Health and Employment amongst Older Worker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422
저자: Eric Baird French(University College London), Jack Britton(Institute for Fiscal Studies)
【핵심내용】
ㅇ 영국의 고령자(50~70세) 41,000여 명에 대한 패널 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건강상태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
- ‘건강 때문에 노동 능력이 제한된다(Health limits my ability to work)’라고 응답한 집단의
고용률이 평균적으로 40%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과 노동의 밀접한 연관을 확인
ㅇ 건강상태의 지표(measure)와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방식에 따라 선행연구의 결과
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O‘Donnell et al. 2015)
- Blundell et al.(2017)에 따르면 건강상태에 대한 복수의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결
합할 경우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고령자의 건
강과 노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childhood health, prior work experience 등)를 반
영할 경우 건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절반 정도 감소
ㅇ 위 방법을 적용하여 건강상태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령자의 건강이
나빠질 때 성별과 학력에 따라 고용률이 5~9%p 하락
- 중졸-남성 그룹이 건강 악화에 따른 고용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9.2%)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민감한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
ㅇ 건강 악화가 노동 감소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는 ① 생산성 하락 ② 여가에 대한 선호 증
가 ③ 능력상실급여* 수혜 세 가지이고, 능력상실급여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
람의 고용률 격차중 20% 정도만을 설명하므로 능력상실급여의 노동 저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s) :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일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
는 급여로서 노동 공급 감소

ㅇ 영국의 경우 국가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능력상실급여 수급조건 강화가 진행 중인
데, 이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을 시사
- 고령자의 고용률 저하는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일과 여가에 대한 선호 변화, 생산성
저하 등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더 오래
일할 것으로 전망
- 반면, 능력상실급여 수급조건 강화시 국가연금과 능력상실급여 모두 받지 못하게 되
는 고령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능력상실급여의 노동 저해 효과 역시 작으
므로 수급조건 설계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Panel regression(Linear probab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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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Global Financial Resource Curse”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No.915
저자: Gianluca Benigno(FRB of New York), Luca Fornaro(CREI), Martin Wolf(Vienn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금융자원의 저주*(Global Financial Resource Curse)’의 원인을 성장모형을 이용
하여 금융 세계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
* 1990년대 이후 세계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대폭 유입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

ㅇ 미국과 신흥국*으로 구성된 케인지언 성장모형(Keynesian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세계
자본이동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미국으로 금융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신흥국의 투자 유인을 높게 설정하였고
신흥국은 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가정

-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교역산업(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비교역산업(건설
등) 투자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면 미국의 교역·비교역재에 대한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나
생산요소가 비교역 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하락
- 교역재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는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충당되는데 반해, 비교역재
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는 국내 생산 증가에 의해 충당됨
- 국내 생산요소의 투입이 교역산업에서 비교역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혁신성장의 동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 미국의 혁신성장이 위축되고 지식축적이 더뎌짐에 따라 신흥국의 선진기술 습득도 어려워
져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생산성이 하락
ㅇ 본고는 국제금융과 기술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전 세계 생산성
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최초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음
- 미국으로 유입되는 신흥국 자본을 제한할 경우 중기적으로는 신흥국의 성장을 약화시키지만
세계기술의 선도주자인 미국의 혁신성장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생산성 제고
에 기여
【분석방법론】 Keynesian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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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Capital Inflows to Emerging Countries and Their Sensitivity to the Global
Financial Cycle”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s No. 1262
저자: Ines Buono, Flavia Corneli, Enrica Di Stefano(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이하 GFC)와 긴축 발작(Taper tantrum, 이하 TT)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신흥국 국내 요인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
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
- 글로벌 금융사이클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에 대한 유출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하며,
투자대상 신흥국 국내 요인은 이들 국가로의 자본유입에 대한 유입요인(pull factor)으로서
역할
ㅇ 1995~2017년에 걸친 27개 주요 신흥국의 포트폴리오 채권/주식 투자와 기타 투자 데
이터를 사용하여 유출요인과 유입요인에 대한 신흥국 자본유입의 민감도가 GFC와 TT
를 거치며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 회귀모형으로 분석
- 유출요인으로는 VIX(위험회피의 대리변수), 연방기금금리(FFR, 미국의 통화정책기조의 대리변수),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였으며, 유입요인으로는 GDP 대비 정부순차입, GDP 성장
률을 사용
ㅇ 분석 결과, GFC와 TT 이후 push/pull factor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유출요인 측면에서는 채권투자의 경우 위험회피에 대한 민감도가 GFC와 TT를 거치면서
증가하였으며, 주식투자의 경우 GFC와 TT 사이 기간에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한편, 유입요인 측면에서는 GDP 대비 정부순차입이 TT 이후부터 모든 유형의 자본유입과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ㅇ 본고의 연구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GFC)와 긴축발작(TT)을 전후하여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의 국내외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시사
- 특히 GFC 이후부터 TT 이전까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국의 국내 요인을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TT를 기점으로 국내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
- 이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시 및 종료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 데 기인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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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Pandemics and Preparation the North Korean Way”
출처: 38North
저자: Esther S. Im(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핵심내용】
ㅇ 북한은 코로나19 전파 초기부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국경통제 정책을 펼쳤으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북한의 내부 사정을 파악할 필요
- 북한은 1월 21일자로 중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입국시 강제 격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렸는데, 이는 타국과 비교시 강력한 조치로 평가
- 다만 그 배경에는 북한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인프라 수준이 존재
ㅇ 과거 사스와 에볼라 등의 전염병 대처 시에도 초기에 강력한 입국통제 정책을 통해
병의 일차적인 전파를 막는데 중점
- 2003년 2월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하자 북한은 4월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강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베이징행 비행기편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예방조치를 시행
- 2014년 에볼라 발병시에도 관광사업을 중지하고 국경통제에 나섰으나, 감염 가능성
등 실질적 위험에 비하면 과도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존재
ㅇ 북한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상방역체제를 선포하고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 교육 강화 등 사스 사태때보다 강력하게 대처
- 사스 당시에는 베이징행 비행편을 중지하면서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행 비행편은 유지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
-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의료 인프라의 부족, 과거보다 높아진 중국 무역 의존도, 북한
지도부의 엄벌주의 성향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ㅇ 다만 북한의 구조적 특성상 전염병 전파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경우 타국에 비해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 이러한 충격에 대비할 필요
- 대중국 무역비중이 2003년에 비해 3배로 증가하여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오랜
경제 제재로 의약품이 부족하고 가계의 구매력 또한 낮아 영양부족이 심함
- 전염병이 퍼질 경우 북한은 필요 보건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국제사회도
의약품 등 치료목적의 물품에 대해 대북 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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