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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Predicting Recessions Using the Yield Curve: The Role of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Current Policy Perspectives
저자: Daniel Cooper, Jeff Fuhrer, and Giovanni Olivei(FRB of Boston)
【핵심내용】
ㅇ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은 보통 중앙은행이 정책금
리를 장기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발생하는 데 반해 최근에는 완화적인 통
화정책기조 하에서 동 현상이 발생
- 특히 2019.5∼10월 사이에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대두
ㅇ 본고에서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향후 경기침체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분석하되
통화정책기조*(stance of monetary policy)를 명시적으로 감안
* 연방기금금리 - 중립금리로 정의(명목 기준)되며, 여기서 중립금리는 시변(time-varying)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된 값을 사용

- 1966.1∼2009.12월을 대상으로 장단기 금리차, 통화정책기조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2개월 내 경기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시산
ㅇ 분석 결과, 향후 경기침체 발생 확률의 상당 부분이 긴축적인 통화정책기조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단기 금리차가 장기금리 움직임에 의해 변동하는 경우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설
명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7년 이후에는 동 설명력이 다소 감소
ㅇ 이는 통화정책기조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장단기 금리차의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설
명력이 과다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
- 표본외 추정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19.5∼10월 중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에도 불구
하고 향후 경기침체 확률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로 인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방법론】 Probit model

금융통화
② "The Fed’s Response to Economic News Explains the “Fed Information

Effect”"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0-06
저자: Michael Bauer(FRB of San Francisco), Eric Swanson(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핵심내용】
ㅇ FOMC가 예상치 못한(surprise)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기관이 경제전망을 오히려
낙관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관측되면서 “정보효과(Fed Information Effect)”의
가능성이 제기됨
- 동 효과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긴축정책은 경기 과열을 알리는 정보로 작용함으로써
민간 경제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
ㅇ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및 서베이를 통해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함을 입증
- 정보효과 하에서 예상치 못한 긴축정책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승, 실업
률 전망치 하락을 유발해야 하는데 실증분석 결과, 각 지표에 따라 정보효과가 비
일관적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의 경우 예상치 못한 긴축정책에 대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정보
효과에 반대되는 모습이 자주 관측*
* 정보효과가 강하다면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따라 주가가 상승

- 민간 전망기관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는 FOMC 발표 결과(정책금
리, 금리경로, 점도표 등)를 반영하여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응답
ㅇ 긴축정책 이후 민간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하는 현상은 정보효과가 아닌 “뉴
스반응(Fed response to news)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
- 동 효과에 따르면 경기과열 관련 뉴스 발생 시, 이에 반응하여 연준은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민간은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
- 뉴스가 어떤 지표와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민간이 일부 지표의 전망만 낙관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보효과에서 나타난 비일관성도 설명 가능
*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 대한 뉴스가 공개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준은 긴축정책을 시
행하고 민간은 성장률 및 실업률 전망치는 유지한 채 인플레이션 전망치만 상향 조정

- 경제 뉴스는 통화정책과 민간 전망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보효과 회귀
분석에서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정보효과는 그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Survey

거시경제
③ “Uncertainty Shocks and Business Cycle Research”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6768
저자: Jesús Fernández-Villaverde(Pennsylvania大), Pablo A.
Guerrón-Quintana(Bosto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한 후, 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
- 이를 위해 노동자-기업가로 구성된 일반균형모형에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을
도입하여 주요 경제변수의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
* 기업가는 축적한 자본중에 일정 비율만을 금융시장에서 증권화할 수 있음

ㅇ 모형 내 불확실성 충격 파급 경로로 ①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 경로, ②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및 생산요소 수요감소 경로(OiHartman-Abel Effect), ③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 경로 등이 도입
- 또한, 불확실성을 모형화하기 위해 특정 변수가 확률적 변동(stochastic volatility) 과
정을 따른다고 하거나, 뉴스 분석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리변수(proxy)를 설정
ㅇ 모형 내 수요,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충격*을 부여한 결과, 경제변수의 변동은 유사
했으나(산출량 변동성 증가, 소비 감소 등), 각 충격별로 상이한 경로를 통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수요,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충격을 모형화하기 위해 가계의 기간간 선호, 기업의 생산성 계수가 각각
AR(1)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각 변수의 변동성이 증가한 충격을 부여

- 수요 충격의 경우 예비적 동기로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공급 충격
의 경우 생산요소 수요 변동에 대비해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ㅇ 특히,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충격 발생 시 금융 마찰이 완화될수록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경기 변동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 생산성 변동에 따른 요소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자본을 과다하게 축적하는 효과(OiHartman-Abel Effect)가 증권발행을 통해 완화되는 것에 기인
ㅇ 본 연구는 금융발달이 경기변동 축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과 함께 불확실성
충격의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General equilibrium model

거시경제
④ “Optimal Monetary Policy According to HAN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429
저자: Sushant Acharya(FRB of New York), Edouard
Dogra(FRB of New York)

Challe(CREST),

Keshav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소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질적 경제주체의 신케인지언 모형
(HANK)에서 최적 통화정책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이론적으로 분석
- 가계의 노동 공급에 개별적 충격(uninsurable idiosyncratic shock,  )을 가하여 가계
소득에 이질성을 도입하고, 이것이 세대 내 소비 불평등(consumption inequality)*을
유발하는 모형을 설정
* 동 세대(cohort) 내 횡단면적(cross-sectional) 불평등을 의미

ㅇ 분석 결과, 확장적 통화정책은 4가지 경로*(①소득위험경로(income risk channel), ②자가
보험경로(self-insurance channel), ③금리익스포저경로(unhedged interest rate exposure
channel), ④피셔경로(Fisher channel))를 통해 소비 불평등을 완화
* 확장적 통화정책이 소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로
소득위험경로

금리⇓ → 산출⇑ → 세대 내 소득분포의 분산주)⇓ → 불평등 완화

자가보험경로

금리⇓ → 금융시장 접근성⇑ → 소득위험의 소비로의 전가⇓ → 불평등 완화

금리익스포저경로
피셔경로

금리⇓ →



고소득 저축자의 이자소득⇓ → 소비⇓
저소득 차입자의 이자비용⇓ → 소비⇑

→ 불평등 완화

금리⇓ → 예상치 못한 물가⇑ → 부의 재분배(채권자⇓, 채무자⇑) → 불평등 완화

주) 개별적 충격의 분산(  )으로 측정되며,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라 가정

ㅇ 물가와 산출갭의 동시적 안정(divine coincidence)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신케인지언 모
형에서와 달리, 소비 불평등을 고려한 HANK 모형 내 최적 통화정책은 효율적 산출량
과 물가의 조합에서 이탈할 가능성 존재
- 충격반응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형 내 부정적 생산성 충격 발생 시 사회계획자는
소비 불평등 완화라는 편익을 위해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감수하며 통화정책을 완화
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부충격이 없는 정상상태에서도 사회계획자는 소비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유인이 발생(time-inconsistency)
ㅇ 본 연구는 이질적인 가계들의 소비 불평등을 고려할 경우, 최적 통화정책이 불황기에
더욱 수용적(accommodative)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Agent New Keynesian model

미시제도
⑤ “What are the Labor and Product Market Effects of Automation? New

Evidence from Fran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443
저자: Philippe Aghion(College de France), Celine Antonin(OFCE), Simon Bunel(LSE)
【핵심내용】
ㅇ 1994~2015년간 프랑스의 245개 산업에 속한 16,227개 기업과 19,448개 공장을 대
상으로 자동화가 매출, 이윤,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 연구소(INSEE)의 연간 사회 데이터(DADS), 국제 로봇 연맹의
로봇 수출입 데이터, 각 공장과 기업의 노동력, 전기사용량, 대차대조표 등 실증자
료를 활용
- 대차대조표에 적시된 산업 장비의 가치, 공정에 활용되는 전기 모터의 최대 용량을
공정 자동화의 대리변수(proxy)로 활용
ㅇ 분석 결과, 공정이 자동화되면 매출, 이윤, 고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 증대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상품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증가하여 매출
과 이윤은 모두 증가
- 공정의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보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되어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며 그 결과 고용이 증대
- 특히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타국 동종 업
계 기업의 생산을 대체하는 시장잠식효과(business stealing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동화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남
ㅇ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국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화를 억제
하는 정책이 유효하지 못함을 시사
- 자동화를 억제하면 해당 기업의 생산을 외국의 동종 업계 기업에서 대체하여 결국
국내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미시제도
⑥ “Digitization and Pre-purchase Information : The Causal and Welfare

Impacts of Reviews and Crowd Rating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76
저자: Imke C. Reimers(Northeastern大), Joel Waldfogel(Minnesota大)
【핵심내용】
ㅇ 2018년 미국, 영국, 캐나다의 Amazon 사이트 내 도서 10,000여 권의 일일 데이터
160만여 개를 활용하여 전문가 비평과 일반인 평점이 도서 판매량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전문가 비평은 New York Times의 비평 여부로 판단*
* New York Times는 2018년 한 해 동안 1,114권의 서적을 비평한 반면, 그 외 5개 주요신문사는 동
기간 57~149권을 비평함

- Amazon에서 제공하는 일반인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대중이 평가한 평점을 도서 구
매 여부와 평가의 최신 순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
ㅇ 패널분석 결과, 전문가 비평과 일반인 평점 모두 도서 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평 게재 후 5일간 해당 도서의 일일 판매량은 78% 증가하고, 연간 판매
량은 4.6% 증가함
- 일반인 평점에 대한 일일 판매량의 탄력성은 0.78로 추정되었고, 평점 한 단위 상
승 시 연간 판매량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자가 더 많을수록(일반
인 평점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양자 모두 더 커짐
ㅇ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simulating) 결과, 디지털화에 따라 모든 분야의 책을 다
루는 일반인 평점이 전문가 비평보다 사회 후생을 약 3배 더 많이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전문가 비평과 일반인 평점이 없었을 경우(反사실적)의 사회 후생을 구하여 비교

-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일반인 평점(+$41.25m)이 전문가 비평(+$2.88m) 보다 약 15배
큰 것으로 파악됨
- 시장 매출액 증가분 역시 일반인 평점(+$52.47m)이 전문가 비평(+$28.12m)보다 약 2
배 더 큰 것으로 추정됨
ㅇ 일반인 평점은 전문가 비평을 대체하기보다는, 전문가 비평이 다루지 않는 도서까지
구매 전 정보(pre-purchase information)를 제공하며 전문가 비평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를 보임
- 2004~2018년 주간 서적별 판매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인 평점 시스템이
성장함에도 전문가 비평이 판매량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일반인 평점이 도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전문가 비평 게재 후에 더 커짐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Counterfactual simulation using structural model

국제경제
⑦ “Avoiding Sovereign Default Contagion: A Normative Analysis”
출처: FED,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umber 1275
저자: Sergio de Ferra(Stockholm大), Enrico Mallucci(FE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럽국가 부채위기*(euro-area debt crisis) 사례 등에서 나타났던 국가 간 위기
전염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Two-Country Sovereign-Defaul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 2010년대 초반 그리스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부채위기가 주변국인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전염
**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이탈리아에 해당)와 작은 국가(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에 해당)가 존재하는 2국가 모형

- 동 모형의 모수들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정
ㅇ ①국가 간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경우 ②개별 국가들을 대신하여 차입하는 대표 차입자
가 존재하는 경우 ③정부부채에 피구세를 부과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분석
- 국가 간 구제금융은 대표적인 사후(ex-post) 정책으로서 위기의 전염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정부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부채를 늘리도록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
- 전 세계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대표 차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부도 위험과 전염
효과를 완화함으로써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등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줌
- 각 정부의 부채에 대해 적절한 피구세를 부과하면 중앙집권적인 대표 차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한 균형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구제금융과 달리 사전적인(ex-ante)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높은 피구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ㅇ 본 연구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구제금융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서 피구세와 같은 사전적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위기 비용을 절감하고 후생극대화를 도모
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sovereign-default model

국제경제
⑧ “The Non-U.S. Bank Demand for U.S. Dollar Asse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No. 14437
저자: Tobias Adrian, Peichu Xie(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01~2017년 중 16개 선진국 및 신흥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외 은행*(Non-U.S. Bank)의
미국 달러(이하 “달러”) 자산 수요와 달러 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
* 최종 소유권을 가진 본사가 미국 이외 국가에 위치한 은행

- 달러 자산 수요를 측정하는 변수로 달러 자산 보유 비중(USD asset share)을 제시
-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외 은행의 달러 자산 보유 비중이 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별 통화의 초과수익률에 대한 주요 결
정요인임을 밝힘
ㅇ 시계열 회귀 분석 결과, 미국 외 은행의 달러 자산 보유 비중이 달러 환율의 변동을 상당
부분 설명
- 또한, 미국 외 은행의 달러 자산 수요에 대한 양(+)의 충격(달러 이외 통화표시 자산의 안전
성 또는 유동성의 감소)이 발생하는 경우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과성이 존재
ㅇ 횡단면적 자산가격 결정(cross-sectional asset pricing)에 관한 분석 결과, 미국 외 은행의 평균적
달러 자산 수요는 달러 이외 통화의 초과 수익률을 설명하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즉, 달러 자산 수요 리스크 요인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성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의 전환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 초과수익률이 높게
형성
ㅇ 한편, VAR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미국 외 은행의 달러 자산 수요에 대한 양(+)의 충격
은 달러 가치의 동시적(contemporaneous) 상승을 유발하고 이후 약 5년에 걸쳐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예측됨
- 상기 예측은 통화(currency)의 시변(time-varying) 리스크 프리미엄을 매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 결과는 표본 내 기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표본 외 기간에 대
해서도 유의적임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달러 환율 분석 시 미국 이외 은행들의 달러 자산 수요 변화를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2SLS, VAR,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Participatio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ts Impact on

Productivity : South Korean Textile Firm’s Experiences”
출처: Japan & The World Economy
저자: Sungtaek Cho, Do Won Kwak(고려대)
【핵심내용】
ㅇ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하여 2016년 중단되기까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
리매김하였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평가할 필요
ㅇ 본고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일부로 간주하고, 개성공단
투자 전후로 기업들의 경영지표 변화를 추적하여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
- FDI에는 해당국가 시장진입을 위한 수평적 직접투자, 저렴한 노동력 이용을 위한
수직적 직접투자가 있는데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모기업
에 수출하기 때문에 후자와 유사
- 노동비용 감소가 생산성 증대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개성공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설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
ㅇ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 사이에 생산성에 따른 사전편향이 관측되
었는데 이를 성향점수* 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기법**을 이용하여 통제
* 성향점수는 특정 공변량에 의해 대조군이 아닌 실험군에 들어갈 확률을 의미
** 실험군의 성향점수로부터 일정 차이 내의 대조군을 매칭시켜 비교하는 방식

- 사전편향은 연구 대상이 특정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Helpman, 2004)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국내시장 유지보다
해외시장(개성공단)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음
ㅇ 통제된 데이터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진출은 해당 기업의 매출은
증가시키나, 생산성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분석대상이 방직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정책
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
【분석방법론】 PSM(성향점수 매칭법), DID(이중차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