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호(특별호)>

<2019.1.11>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강영관 부연구위원
장근호 부연구위원

본 자료는 지난 1.4~6일 개최된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및 강연 중 최근의 주요 이슈와 당행의 조사 ․ 정책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내
용을 선별하여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논문제목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
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 괄
□ 금년 1.4~6일중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AEA Annual Meeting)

o

o
o
o

o

o
o

의 발표 논문중 최근 경제학계의 주요 이슈를 고려하여 선별한 일부 발표내용을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
(긱 경제의 부상) 우버(Uber) 택시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긱(Gig)“ 경제의 부상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존 공식통
계, 행정데이터, 민간 금융기관의 거래데이터를 통해 동 현상의 실체를 점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현상) 미국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노동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논의
(자동화와 일자리, 생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구성 변화와 자동화(특히, 로봇
도입) 간의 관계, 자동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발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결제와 같은 금융혁신이 결제편리
성 증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핀테크(FinTech) 기술이 금융에서의 차
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
(경기변동)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무역 및 환율전쟁이 세계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 완화 및 동조화의 원인, 노동시장 플로우(flow) 변수의 동학에
대한 논의가 전개
(인플레이션 동학)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 가능성 및 비선형성 여부, 기대인플레이션 형
성방식, 실효금리하한에서의 기대인플레이션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
(통화정책) 자연이자율과 최적 물가목표치와의 관계,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마찰적 요인이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신용공급을 변동시키는 리스크충격 하에서 통화
정책과 금융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 행사기간 중 Powell 현 연준 의장과 Yellen, Bernanke 전 연준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
(joint interview) 세션에서 미국의 경제상황, 금융시장, 중앙은행의 독립성, 통화정책 메
커니즘, 금융규제, 경제학계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향후 중요 연구 과제 등에 대해 의견
을 교환
□ Autor 교수(MIT)는 특강을 통해 미국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불평등 확대 현상을 과거
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일(work)의 특성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설명
□ Blanchard 교수(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명목 무위험 이자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채의 비용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연례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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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Gig) 경제의 부상
① “The Rise of the Gig Economy: Fact or Fiction?”

저자: Katharine

G.

Abraham(University

Haltiwanger(University

of

Maryland

of

Maryland

and

NBER),

and

NBER),

Kristin

John

C.

Sandusky(U.S.

Census Bureau), James R. Spletzer(U.S. Census Bureau)
【핵심내용】
o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긱(Gig)“ 경제의 부상
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성장속도, 경제적 비중 등 정확한 실체를 기존 통계자료
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긱 경제로 인해 자영업(self-employment)이 증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가계 서베이
통계인 CPS(Current Population Survey)는 행정 및 민간 거래데이터에서 명백하게
관찰되는 최근 자영업 부문의 증가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어 긱 경제의 부상과 추세를
추적하는 데 한계를 지님
- 또한,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와 납세 통계는 서로 경제내 자영업 비중 증
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등 기존 통계는 긱 경제의 추이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방향을
제시
o 여러 행정데이터에 의할 때 우버(Uber) 택시 등과 같은 운수서비스 부문에서의 긱 경제
의 성장은 명확하게 관찰되지만 다른 산업부문에서는 확실치 않아 보임
- 긱 경제활동은 가계의 주 경제활동이기 보다는 부수적 경제활동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좌계정(checking account)과 같은 기존의 결제수단 이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아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통계 및 행정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통계 및 행정데이터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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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Evolution of the Online Platform Economy: Evidence from Five

Years of Banking”
저자: Diana Farrell(JPMorgan Chase Institute), Fiona Greig(JPMorgan Chase
Institute)
【핵심내용】
o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가자의 소득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JPMorgan Chase의
3,900만개 당좌계정 표본중 128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거래의 내
용을 살펴 본 결과, 아래의 5가지 특징을 발견
(i) 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왔는데 운수서비스 부문이 참가자, 거래규
모 모두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을 주도
(ii)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참가자들은 연중 내내 보다는 일정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동
형태의 경제활동에 종사
(iii)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선되는 운전자(driver)의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개별 운전자
의 평균적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운수서비스업 이외 다른 부문에서는 아직까지는 뚜
렷한 성장이 관찰되지 않음
(ⅳ)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아직까지 참가자의 부수적 수입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전통적인 형태의 주된 일자리를 대체할 정도로까지 성장하지는 않음
(ⅴ)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도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o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운수서비스업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부 세분화된 시장에 참가하는 가계에는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세심한 맞춤형 규제와 정책 시행이 필요
【분석방법론】 JPMorgan Chase Institute의 당좌계정 거래내역에 대한 기술적 분석

- 3 -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③ “Explaining the Decline in the U.S.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A

Review of the Evidence”
저자: Katharine

G.

Abraham(University

of

Maryland),

Melissa

S.

Kearney

(University of Maryland)
【핵심내용】
o 본고는 1999~2016년 사이 미국 고용률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고령화가 동 기간중
고용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청년층 및 핵심연령층(prime age adults)의
연령그룹내(within-age-group) 고용률 하락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연령그룹내 고용률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순위를 부여
해 본 결과, 교역(trade) 확대, 로봇(robot) 도입 확대 등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
- 소득보상 보험(disability insurance), 최저임금 등과 같은 노동공급 요인의 설명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비디오 게임 중독, 중장년층의 마약류 사용 증가, 양육비용 증대 등과 같은
기타 요인은 고용률 하락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분석방법론】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④ “The Rise of In-and-Outs: Decl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Prime

Age Men”
저자: John Coglianese(Harvard University and 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o 본고는 미국 핵심연령층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의 많은 부분이 근로자가 여가 등
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in-and-outs“ 현상에 의한 것임을 제시
- “in-and-outs“은 지금까지 노동공급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지만 본고의 분석결과,
1984~2011년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20~40%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o “in-and-outs“은 실업자(unemployed individuals), 노동시장 이탈자(즉, 비경활인구화
된 근로자, labor force dropouts)와 구별됨
- “in-and-outs“은 무직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무직기간 중
소비지출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구별
- “in-and-outs“의 증가를 소득보상 보험의 확대, 수감자 증가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탈
자 증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음
o 또한, 최근 많은 연구에서 노동수요의 감소를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데 본고는 “in-and-outs“의 증가가 이들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상임을 밝힘
- 그 대신 “in-and-outs“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최근 노동시장의 동학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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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와 일자리, 생산성
⑤ “Demographics and Automation”
저자: Daron Acemoglu(MIT and CIFAR), Pascual Restrepo(Boston University)
【핵심내용】
o 본고는 국가별 산업 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 수준, 특히 로봇 도입 및 이용수준*
의 차이가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임
* 제조업 근로자 천명당 산업용 로봇 도입대수(2014년) : 미국(9.14), 일본(14.2), 독일(16.95), 한국(20.14)

- 미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로봇이 중장년(35~55세) 근로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님을 보이고 고령화(중장년층 근로자 대비 고령층 비율의 상승)가 빠르게 진행된 국
가 및 산업일수록 로봇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인 것을 확인
o 또한, 고령화와 자동화 간의 양(+)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고령화가 생산성에 부정적 영
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관찰되는 퍼즐
(puzzle)을 설명하는 데에도 기여
-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이론모형을 통해서도 자동화로부터 수혜를 크게 얻는 산업일
수록 더 빠른 생산성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데이터에서도 동 사실을 확인
【분석방법론】 Simple model of technology adoption and innovation, Panel data
regression
⑥ “Automation, Labor Share, and Productivity: Plant-Level Evidence from

U.S. Manufacturing”
저자: Emin Dinlersoz(U.S. Census Bureau), Zoltan Wolf(New Light Technologies)
【핵심내용】
o 본고는 미국 통계국의 1991년 SMT(Survey of Manufacturing Technology)의 공장 수
준(plant-level)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화, 노동 비중*(labor share),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
* 출하액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자동화된 공장일수록 자본 비중(capital share)이 높은 반면 노동 비중은 낮은 것을 확인
- 또한, 자동화된 공장일수록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생산
직 보다는 생산직 근로자에게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남
o 위와 같이 미시데이터에서 확인된 사실을 생산기술을 내생적으로 선택하는 특징을 지닌
CES 생산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이론적으로 검증
- 모형의 추정결과,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라 노동비중이 하락하며, 생산성이 자동화
의 정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노동 비중과는 음(-)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예측
- 이상의 분석결과는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신생기업인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super
star firms)의 등장과 자동화의 도입 및 확대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CES production function with endogenous technology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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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
⑦ “Mobile Wallet and Entrepreneurial Growth”
저자: Sumit Agarwal(Gorgetown University), Wenlan Qian(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ernard Yeung(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d ABFER)
【핵심내용】
o 본고는 싱가포르 선도은행의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및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
용하여 2017년 도입된 모바일 지갑 결제 기술*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기술로서 QR 코드를 스마트폰 앱에 다운로드 받은 후 스캔을 통해 결제

- 모바일 지갑은 신용카드와 대체성이 있는 결제기술이므로 한편으로는 동 기술의 도입이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급편리성의 증대로 인
한 소비증가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o 동 신기술 도입 이후 모바일 지갑 사용규모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급결제
편리성의 증대가 실물경제에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발생시켰음을 확인
- 지급결제의 편리성 증진으로 인한 유효수요 확대가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발생
- 또한, 거래비용의 감소가 소규모․신규 상점일수록 두드러져서 소규모 상점의 신용카드
매출액(거래액)이 대규모 상점에 비해 더 큰 증가를 보였으며, 신규 상점들의 고객확보
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분석방법론】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⑧ “Consumer-Lending Discrimination in the Era of FinTech”
저자: Robert Bartlett(School of Law UC Berkeley), Adair Morse(Haas School of
Business UC Berkeley & NBER), Richard Stanton(Haas School of Business
UC Berkeley), Nancy Wallace(Haas School of Business UC Berkeley)
【핵심내용】
o 본고는 핀테크(FinTech) 기술이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을 개선시
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
- 대면(face-to-face) 대출에서 나타나는 소수자 집단(히스패닉, 흑인 등)에 대한 고금리
대출, 대출 승인거부 등 차별행위가 핀테크 금융에서 개선되는지 여부를 살펴봄
o 분석결과, 핀테크 금융에서도 대면대출에서와 같이 소수인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 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핀테크 금융에서의 알고리듬에 의한 신용등급 산정(algorithmic credit scoring)이 인
적 편견(human bias)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차주의 특성과 관련된 빅데이터(Big data)
활용으로 인한 간접차별*(disparate impact)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그 결과가 소수자 집단에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차별로 보는 개념

- 다만, 대출승인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핀테크 금융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개선
하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대출 쇼핑 편리성 증진으로 인한 경쟁 제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대”(rent)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Oaxaca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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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⑨ “Employment Hysteresis from the Great Recession”
저자: Danny Yagan(UC Berkeley and NBER)
【핵심내용】
o 대침체(Great Recession)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가 미국의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실업률충격을 식별한 분석을 실시
- 분석결과, 2007~2009년중 1%p의 지역 실업률충격은 2015년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0.3%p 하락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
- 대침체로 인한 장기효과가 2007~2015년중 고용률(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제거하여 산
출) 하락의 절반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대침체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장기효과가 고령층과 저소득 계층에서 크게 나타난
점에서 대침체로 인한 충격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발견
o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침체의 고용에 대한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
- 이와 같은 이력현상의 존재는 대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인적자본 상실, 지속적으로 낮은
노동수요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labor force exit)함으로써 일
시적인 부정적 총수요 충격은 실업률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고용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⑩ “Some Like it Hot: Assessing Longer-term Labor Market Benefits from a

High-Pressure Economy”
저자: Julie L. Hotchkiss(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and Georgia State
University Research Department), Robert E. Moore(Georgi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핵심내용】
o “고압력 경제*(high pressure economy)” 기간이, 이후 이어지는 고실업 기간의 부정적
성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청년 패널데이터(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th)를 이용하여 분석
* 자연 혹은 장기실업률 수준 이하의 실업률을 보이는 경제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
운 경제를 의미

- 분석결과, 고압력 경제가 이후 고실업 기간의 부정적 고용성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압력 경제의 효과는 (ⅰ) 강도(average intensity)에 의한 효과와 (ⅱ) 지속기간
(duration)에 의한 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전자는 고용확대(extensive margin), 후
자는 추가 노동시간(intensive margin)의 측면에서 부각되어 나타남
o 하지만, 고압력 경제를 확장하여 이후 기간의 실업률을 개선하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
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고압력 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음
-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수준(moderate level)의 고압력 경제로부터 이후 시기
의 고용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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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Currency Wars, Trade Wars and Global Demand”
저자: Olivier Jeanne(Johns Hopkins University)
【핵심내용】
o 각국이 자국의 고용과 후생 증대를 위해 통화전쟁(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통화가치 절
하 및 상품 경쟁력 강화)과 무역전쟁(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돌입 할 경우 세계 총
수요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
o 저금리 상황에서 세계 총수요가 부진할 경우 명목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동성 함정 상태에 있게 됨
- 무역전쟁은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작용하므로 세계 총수요를 더욱 감소시키고 대규모
후생손실을 발생시킴
- 통화전쟁은 수출품 및 소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용하므로 내쉬 균형 하에서 완전고용
을 회복하고 후생증가를 가져옴
- 한편, 자본유입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자본통제는 제로섬 게임으로서 일부 국가들은 무
역 흑자와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외화자산을 축적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
【분석방법론】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DSGE 모형, 내쉬균형 분석
⑫ “Fluctuations in Global Macro Volatility”
저자: Danilo Leiva-Leon(Bank of Spain), Lorenzo Ductor(Middlesex University
London)
【핵심내용】
o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생산 변동성 완화현상인 대완화(Great Moderation)와
유사한 현상이 여러 선진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글로벌한 시각에서 거시경제 변동성의
동학, 전달과정, 동인 등을 살펴볼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계층적 변동성 팩터 모형(hierarchial volatility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국가별 생산 증가율의 시변 변동성(time-varying volatility)을 글로벌 요인, 지역 요
인, 개별 국가 요인으로 분해
o 분석 결과, 글로벌 요인이 여러 선진국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생산 변동성 완화의 주된
배경이었음을 확인
- 또한, 글로벌 요인에 대한 개별국가의 생산 변동성 의존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져서 글
로벌 경제가 동조화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생산 변동성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무역개방도, 금융
통합도, 공급충격, 재정정책충격, 통화정책충격, 기술충격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 중 가
장 강건한(robust) 설명요인은 무역개방도(trade openness)인 것으로 확인
【분석방법론】 Hierarchial volatility factor model, Bayesian Model Averaging(BMA)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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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The Cyclicality of Hiring and Separation: Evidence from Canada”
저자: Alice Nakamura(University of Alberta), Emi Nakamura(UC Berkeley), Kyle
Phong(University of Alberta), Jón Steinsson(UC Berkeley)
【핵심내용】
o 입직과 실직을 각각 이용하는 분석, 즉 총 노동자 플로우(gross worker flow)의 경기순
환요인에 대한 행태분석은 입직과 실직의 차이를 보는 분석 즉, 순 노동자 플로우(net
worker flow) 분석에서 얻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예컨대 총 노동자 플로우는 노동이라는 자원의 재배분 과정 전체를 분석하므로 노동이
생산적 분야에서 비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는 자원배분 훼손효과(sullying effect), 반대
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는 자원배분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
했음
o 본고는 기존 데이터가 지닌 한계가 최소화된 캐나다 고용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총 노동
자 플로우를 ⅰ) 고용(employment), ⅱ) 실업(unemployment), ⅲ) 비경제활동(labor
force inactivity)의 3가지 상태간의 이동으로 분해하여 다음의 주요 결과를 도출
- (ⅰ) 입직률(job finding rate)과 이동률
(employer-to-employer flow)은 경기순
응적인 모습을 보임, (ⅱ) 노동시장에서
의 이동(labor market fluidity)의 60%
정도가

employer-to-employer

flow에

의해 설명, (ⅲ) 실업률의 변화에 있어
“ins“(실업으로 유입되는 부분)가 설명하
는 부분이 20~40%, ”outs“(실업에서 유
출되는

부분)가

설명하는

부분이

60~70%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Decomposition of worker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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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동학
⑭ “Is Inflation Just Around the Corner? The Phillips Curve and Global

Inflationary Pressures”
저자: Olivier Coibion(University of Texas-Austin), Yuriy Gorodnichenko(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Mauricio Ulate(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기(Great Recession) 이후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지 않음
o 18개 국가에서의 기업과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대조정 필립스 곡선(expected augmented Philips Curve)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
로 나타남
- 실업률갭(OECD 발표 기준)과 인플레이션갭(실제 인플레이션과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의 차이)의 기울기는 –0.37로 추정
o 상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간 괴리는 미국과 대
다수 선진국에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유휴자원(economic slack)이 존재함을
시사
【토론자 Kirstin Hubrich 팀장(Federal Reserve Board)의 현장 논평】
o 추정 결과의 모형설정에 따른 강건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고의 회귀식에서 수입물가와 에너지가격의 역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인플레이션 시
차 포함)을 고려할 것을 권고
- Rolling regression을 통해 추정된 기울기 값의 안정성(stability)를 점검할 필요
o 주성분 분석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갭의 변동에서 글로벌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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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New Inform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among Firms”
저자: Seran Frache(University of Montevideo), Rodrigo Lluberas(Central Bank of
Uruguay)
【핵심내용】
o 우루과이의 기업수준(firm-level) 기대인플레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기대인플레이
션 형성과정에 대한 특징(stylized facts)을 도출
-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관측된 인플레이션과 비슷하며, 많은 기업들이 기대인플레이
션을 자주 수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기업들 사이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편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정보취득(information acquisition)이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파
악하기 위하여 기업이 임금 단체협상을 실시하는 시점을 정보취득 시점으로 식별한 분
석을 실시
- 분석결과, 임금을 조정한 기업은 기대인플레이션을 하향조정하며 임금을 조정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예측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해당 월에 임금조정을 실시한 기업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의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보취득이 증대할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수렴하는 특
징을 발견
- 본고의 분석결과는 완전정보 합리적기대이론(full information rational expectation)을 기
각하고 정보마찰(information friction)의 존재를 시사
【분석방법론】 pooled OLS, Panel data regression
16
◯

“Inflation Expectations and Firm Decisions: New Causal Evidence”
저자: Olivier Coibion(UT Austin and NBER),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
and NBER), Tiziano Ropele(Bank of Italy)
【핵심내용】
o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실효하한(ELB) 제약에 따라 실질금리에 미치는 기대인플레이
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와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등장
o 이에 본고는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1999~2012년의 분기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동 자료는 서베이 참가기업중 임의로 선정된 일부 기업에만 최근 실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의 외생적 변이(exogenous variation)를
부여한 후 관찰한 내용
o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고, 신용의 사용
(credit utilization)을 확대하며, 고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정책금리가 실효하한(ELB)에 제약된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신용사
용을 확대하지만, 고용을 축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의 총수요
확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OLS, IV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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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ime-varying Price Flexibility and Inflation Dynamics”
◯

저자: Ivan Petrella(University of Warwick & CEPR), Emiliano Santoro(University
of Copenhagen), Lasse de la Porte Simonsen(Birkbeck College)
【핵심내용】
o 본고는 물가의 유연성(price flexibility)이 시변(time variation)하는 현상을 영국 CPI를
구성하는 미시 가격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동학이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를 분석
- 표본기간(1996.2월～2017.8월) 중 전반 10년에는 가격변경 빈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
다가 후반 10년에는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
- 인플레이션은 가격 유연성이 낮은 시기에 지속성이 높으며 변동성이 낮음을 확인
o 상태의존적 가격조정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기간에서는 이전 기간과 달리 기업들의 가격변경 빈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
- 이는 ⅰ) 가격조정의 고정비용이 증가하거나, ⅱ) 최적가격과 실제가격의 격차로 인한 비용
이 하락하는 경우 기업이 명목충격에 대해 가격조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물가 유연성의 비선형성(non-linearity)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경제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성(inflation persistence)의 차이를 오판하는 등 인플레이션 동
학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
【분석방법론】 Generalized Ss model of lumpy pric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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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18 “Optimal Inflation Target and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

저자: Philippe Andrade(Bank of France), Jordi Gali(CREI and Pompeu Fabra
University), Hervé Le Bihan(Bank of France), Julien Matheron(Bank of
France)
【핵심내용】
o 자연이자율 수준(균제상태에서의 실질이자율)이 최적 물가목표치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금
리(실효금리) 하한 제약을 포함한 New Keynesian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o 자연이자율 수준과 최적 물가목표치는 서로 부(-)의 관계가 있으며, 최적 물가목표치의
상승폭은 자연이자율의 하락폭에 비해 일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
-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유로지역의 자연이자율 수준과 최적 물가목표치간 기울기의 추정
치는 –0.9이며, 모형 내 각종 파라미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강건한
(robust)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Bayesian Estimation with New Keynesian DSGE Model
19
◯
“Money Markets, Collateral and Monetary Policy”

저자: Fiorella De Fiore(ECB), Marie Hoerova(ECB), Harald Uhlig(University of
Chicago)
【핵심내용】
o 최근 유럽의 단기자금시장에서 (i) 무담보 차입 비중 하락, (ii) 담보 차입 비중 상승 및
이에 따른 담보 가치의 변동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증가 현상이 나타남
o 본고는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마찰적 요인이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DSGE 모형을 통해 분석
- 무담보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감소는 은행이 담보 차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생산량
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담보부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차입이 제한될 경우에는 헤어컷(할인율) 상승과 담보
자산 부족 등으로 생산량 감소폭이 상당히 클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대응은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역효
과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무제한적인 담보부 유동성 공급 정책에 비해 물가안정을 목
표로 하는 양적완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임
【분석방법론】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 모형
- 13 -

20 “Tight
◯

Money-Tight Credit: Coordination Failure in the Conduct of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저자:

Julio

Carrillo(Bank

Pennsylvania),

of

Victoria

Mexico),

Enrique

Mendoza(University

Nuguer(Inter-American

Development

of

Bank),

Jessica Roldan Pena(Bank of Mexico)
【핵심내용】
o 본고는 신용 공급을 변동시키는 리스크 충격 하에서 통화정책(monetary policy)과
금융정책(financial policy) 간 상호작용에 대해 New Keynesian DSGE 모형을 통해
분석
o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Talyor

rule)과

신용스프레드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financial rule)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dual rules regime)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
책만 존재(simple Taylor rule)하거나 통화정책이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에도 대응하는
경우(Taylor rule with augmented with credit spread)에 비해 사회 후생이 15% 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통화정책이 신용스프레드 변동에 대응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는 과도하게, 신용스프레
드에는 불충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
o 한편,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전략적 상호반응과 관련해서는 금융정책이 신용량 증가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 통화정책은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대체적 관계
(substitute)이며, 금융정책의 반응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관계(complement)인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with financial f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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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現․前 의장 공동 기자회견
“Federal Reserve chairs: Joint Interview”
진행자: Neil Irwin(New York Times)
토론자: Jay Powell(Federal Reserve Board), Janet Yellen(Brookings Institution), Ben
Bernanke(Brookings Institution)
【핵심내용】
세 명의 전・현직 미 연준 의장들이 참석하여 미국 경제상황, 금융시장, 중앙은행의 독립
성, 통화정책 메커니즘, 금융규제, 경제학계에서의 여성 및 소수자의 역할 및 향후 중요 연
구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주요내용】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경제 전망)
o 주요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음(Powell 의장)
* 2018.12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가 30만명을 상회

o 금년에 성장속도는 둔화되겠으나 현재로서는 경기침체(recession)의 조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이 9개월째 4%를 하회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년에도
이와 같은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Powell 의장)
- 경기확장은 주로 금융 불균형 또는 인플레이션 촉발에 의해 중단되는데, 현재 미 경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호적인 상황이므로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는 둔화되
나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Yellen 전 의장)
-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면서 성장속도는 둔화되겠으나 이미 예상되었으며 7
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사상 최장(기존 1991.3~2001.3, 120개월)의 경기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Bernanke 전 의장)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평가)
o 금융시장의 과도한 불안정성은 중국 경기둔화 등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및 미 연방정부
폐쇄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하방위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를 훨씬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미 연준은 시장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Powell 의장)
(향후 통화정책)
o 양호한 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의 시그널이 다른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위험관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통화정책의 경로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상황에
서 인내심을 가지고(will be patient) 향후 경제 상황을 주시할 것임(Powell 의장)
o 연준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통화정책 기조를 신속히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시 상당히 크게(significantly) 움직일 수도 있음(Powell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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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o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요구가 있더라도 퇴임하지는 않을 것임(Powell 의장)
o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비난이 연준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를 하락시켜
결국 경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Yellen, Bernanke 전 의장)
(통화정책 메커니즘)
o Taper Tantrum의 교훈
- 세 명 모두 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상화 뉴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
- 연준의 통화정책이 가끔 다른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
화정책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Powell 의장)
- 시장이 정책당국의 의도보다 훨씬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에 유념하여 자산 매입이나 금
리결정 등 통화정책의 서로 다른 요소를 고려한 조화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Bernanke 전 의장)
-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타 국가로 전파(spillover) 되어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달러화
표시 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Yellen 전 의장)
o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및 체계의 필요성
- 세 명 모두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및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위기 극복에 효과
가 있었으며 향후 위기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수단(toolkit)이라고 평가
- 경제가 제로금리 하한 제약에 있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계를 수정하거나 대안적 통화정책 수단 및 체계(예 : price-level targeting 또는
temporary price-level targeting 등)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Bernanke 전
의장)
(거시건전성 규제)
o 전반적으로 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단기금융시장 개혁 등으로 금융 시스템이
양호해졌으나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거시건전성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
가(Powell 의장, Yellen 전 의장)
-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활동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일
반대중의 이해도를 증진시켰음(Yellen 전 의장)
- 자본시장에서 중앙 청산(central clearing)과 관련하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Powell 의장)
(경제학계에서 여성 및 소수자의 역할)
o 경제학계에서 교수직의 여성 비중은 매우 낮으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는 여성들이 경제학자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 전미경제학회장
으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생각(Bernanke 전 의장, Yellen 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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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경제학회 차원에서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학계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할 것임. 이번 연례총회에서 19
명의 논문 선정 위원회 멤버 중 11명이 여성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
(Bernanke 전 의장)
- 최근 다양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자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economists)이 채택되었으며(Yellen 전 의장) 연준은 조직 내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
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Powell 의장)
(향후 경제학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연구 과제)
o 금융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통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작동원리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Powell 의장)
o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요인, 측정, 탐지 및 대응 수단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 과제라고 생
각함(Yellen 전 의장)
o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여전히 부족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불평등 및 세계화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Bernanke 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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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 Richard T. Ely Lecture
“Work of the Past, Work of the Future”
강연자: David H. Autor(MIT)
【핵심내용】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일(work)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불평등의 증가현상을 설명하고 경제적, 사회적 시사점을
도출
【주요내용】
(배경)
o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 대졸 이상 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고졸 이하 저학력 근로자의 공급
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일(work)의 특성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상기
관계를 규명
(미국 노동의 특성 변화)
o 거시적(Macro)으로는 직업구조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어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재배치가 이루어짐
-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진행 등으로 중숙련(mid-skill) 생산직 및 사무직이 퇴출되고 고
졸 이하 근로자는 주로 접대, 음식, 건강, 청소, 보안 등의 단순 서비스 업종으로 재배치
o 지리적(Geography)으로 일자리의 양극화는 특히 도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근로자는 과거에 도시에서 중숙련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사라짐
o 인구구조적(Population)으로는 청년 노동자(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들이 다양한
기회(교육 및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여 머물게 됨으로써 연령별 인구밀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
- 최근 도시 거주민의 연령이 도시 이외의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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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래의 일(New work) 역시 양극화되고 도시화될 것으로 전망
- 뉴프런티어 일자리(New Frontier Jobs)는 고임금을 제공하고 주로 고학력, 남성 근로자
에 의해 수행(예 : 프로그래머, 애널리스트)
- 다수의 부유한 일자리(Wealth Work Jobs)는 적당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주로 적당
한 수준의 학력을 지닌 여성에 의해 수행(예: 바리스타)
- 소수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 일자리(Last Mile Jobs)는 저임금을 제공하고 주로 도시 이
외의 지역에서 저학력자에 의해 수행(예 : 포장업체 종사자)
(경제・사회적 시사점)
o 슈퍼스타 도시(superstar cities)로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저학력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음
o 도시 이외 지역(non-metro areas)에서는 구조 변화가 다소 천천히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기술, 임금구조를 유지하겠으나 인구구조는 크게 고령화될 것임
o 미래의 일은 주로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나 고졸 이하 성
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
⇒ 최근 지리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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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Presidential Address
“Public Debt and Low Interest Rates”
저자: Olivier Blanchard(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IT)
【핵심내용】
o 명목 무위험 이자율이 명목 경제 성장률에 비해 낮은 상황 하에서 공공부채의 비용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
【주요내용】
o 현재 미국에서 무위험 이자율(safe interest rate)이 상당기간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상적 상황**임
* 현재 미국 국채수익률(10년물): 2.7%,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 4%(2%+2%)
** 1950-2018년 중 미국 국채수익률(10년) 평균: 5.6%,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 6.3%
명목경제성장률 및 미 국채수익률(10년)

o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향후 세금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채무 발행을 통
해 부채를 만기연장(debt rollovers)하는 것이 가능함(feasible)
- 그러나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부채는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기 때
문에 후생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o 본고에서는 Diamond의 OLG(Overlapping Generation)모형을 확장시켜 상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이 다음의 이유로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임
- 무위험이자율은 자본에 대한 위험조정 수익률(risk-adjusted rate of return on
capital)인데 명목 경제성장률 보다 낮을 경우 자본에 대한 위험조정 수익률이 실제로
낮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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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채에 따른 후생손실은 무위험수익률 뿐만 아니라 위험수익률(risky interest
rate)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평균 위험수익률은 이익(rate of earnings) 기준으로는 높은 것으로 측정되지만 자산시
장(asset markets)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자본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 낮을 수 있음. 상기 차이는 자본 측정오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부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을수록 부채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
o 공공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복수균형(multiple equlibria)*의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매우 타당한 주장이나 그 자체로서 적정 부채수준에 대한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는 못함
* 투자자들이 공공부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경우 실제로 공공부채가
위험하게 됨

- 복수균형은 넓은 범위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GDP대비 공공부채
수준을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하여 복수균형에 있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o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높은 공공부채 수준 자체가 재앙적인 것은 아니지만(not
catastrophic), 공공부채의 확대는 명확한 편익(산출량 갭 축소, 공공투자 등)에 의해 정
당화되어야 하며 공공부채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적인 재정 건전화(steady
fiscal austerity) 조치 보다 조건부 재정 준칙(contingent fiscal rule)의 설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세대간 중첩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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