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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Low Interest Rates, Market Power, and Productivity Growth”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505
저자: Ernest Liu, Atif Mian(Princeton大), Amir Sufi (Chicago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저금리가 총생산성 증가율(aggregate productivity growth)에 미치는 영
향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되, 기업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과
시장구조(market structure)를 내생화시켜 감안
- 일반적으로 저금리가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경기를 자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
는데, 이는 장기간 저금리가 산업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결과일 가능성
ㅇ 미시적 관점에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선도기업(leader)과 추종기업(follower)의 투
자 전략은 두 기업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생산성 격차가 작은 경우, 두 기업 모두 시장지배력을 늘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
자를 늘리는 전통적 효과(traditional effect)가 우세
-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선도기업의 투자는 확대되지만 추종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전략적 효과
(strategic effect)가 우세
- 생산성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된 경우, 기업 간 시장지배력이 역전될 가능성이 작기 때
문에 추종기업은 물론 선도기업의 투자유인도 감소하게 되어 총생산성 증가율이 둔화
ㅇ 분석결과 제로금리 등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지배력 확대를 도모
하는 선도기업의 투자가 추종기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소수
의 기업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되는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으로 바
뀔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선도기업의 투자
도 정체될 가능성
- 이러한 결과는 금리가 고금리 구간에서 저금리 구간으로 낮아질수록 투자가 증대
되다가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게 되면 투자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투자
부진, 기업의 활력 감소,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 확대,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간 생
산성 격차 확대, 총생산성 증가율 감소 등)을 잘 설명하고 있음
【분석방법론】 Theoretical Model Analysis

- 1 -

금융통화
② “Optimal Monetary Policy Regime Switches”
출처: FRB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19-03
저자: Jason Choi (Wisconsin大), Andrew Foerster (FRB S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경제가 저성장과 고성장 두 가지 국면 사이에서 전환(regime switching)
할 때의 최적 통화정책에 대해 DSGE 모형을 통해 연구하되, 상충관계*(trade-off)가
있는 물가안정목표 조정 및 테일러 준칙에서의 정책금리 지속성(inertia) 변경에 초
점을 두고 분석
* 물가안정목표를 높인다면 양(+)의 명목금리를 유지할 수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며, 정책금리 지속성을 높인다면 명목금리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생
산량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ㅇ 분석결과 물가안정목표 조정과 정책금리 지속성 변경을 일관성 있게 함께(in
tandem) 사용하는 것이 최적 통화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 저성장 국면에서는 정책금리 지속성을 조금 늘리는 동시에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금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목
표 조정폭이 매우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
ㅇ 국면 전환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이 변화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를 경제주
체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
-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물가안정목표 및 정책금리 지속성의 최
적값은 국면이 전환되지 않고 저성장 혹은 고성장 국면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가정
하였을 때의 최적값들 사이에 위치
ㅇ 본고의 분석결과 물가안정목표와 준칙을 경기 국면과 상관없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
(constant rule)하는 것보다 경기 국면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는 것(flexible rule)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이 경기 국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의 결과는 바
뀌지 않음
* 일시적인 경기둔화를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국면 전환으로 오인하는 오류가 발생 가능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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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onetary Policy Options at the Effective Lower Bound: Assessing the

Federal Reserve’s Current Policy Toolkit”
출처: FRB of Washington,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03
저자: Hess Chung, Etienne Gangnon, Taisuke Nakata, Matthias Paustian, Bernd
Schluschem, James Trevino, Diego Vilan, and Wei Zheng (FRB)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미연준의 FRB/US 모형 등을 이용하여 향후 미연준이 zero 하한 제약에 처
하게 될 확률과 zero 하한 제약을 받을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
가 어느 정도일지 평가
-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상황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zero 하한 정책금
리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하는 임계치 기준 forward guidance 방식과 대차대조표
정책(balance sheet policy)의 효과를 검토
- 대차대조표 정책으로는 ⓵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원금을 재투자하는 프로그램 ⓶
단기채권을 매도하고 장기채권을 매수하는 만기확장프로그램(MEPs) ⓷ 공개시장조작
을 통해 Fed의 reserve로 장기채를 사들이는 대규모 자산매수프로그램(LSAP)을 고려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미국경제가 향후 일정 시점에서 정책금리가 실효하한 제약에
직면할 확률은 2018년 중반부터 2022년 기간 사이에는 20~25%, 향후 10년 동안에
는 20～5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효하한에 직면할 확률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는데 이는 현재의 경기상승 모멘텀
이 약화되기 때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장기 중립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실효하한 제약 리스크가 높아졌음
ㅇ 한편, 정책금리가 실효하한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forward guidance나 대차대조표
정책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모두 정책이 파급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실효하한에 직면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
을 초기에 신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RB/US 모형, Stochast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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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s Inflation just around the Corner? The Phillips Curve and Global

Inflationary Pressur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511
저자: Olivier Coibion(University of Texas-Austin), Yuriy Gorodnichenko(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NBER), Mauricio Ulate(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핵심내용】
o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회복세가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점차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backward-looking 필립스커브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slack
간의 체계적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대인플레이션 기반 필립스커브
를 추정
- 가계와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자료가 있는 미국 등 18개 선진국의 cross
country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대인플레이션

기반

필립스커브(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를 추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갭(기대인플레이션과의 차
이)와 실업률갭(자연실업률과의 괴리) 간에 뚜렷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음
ㅇ 추정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직 경제 내에 slack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 대침체 이후 경제 내의 slack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갭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갭(여러 국가들의 인플레이션갭의 common component)이 점차 줄어들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내의 slack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아직 인플레이션갭이 음(-)의 영역에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상황이 대침체
이후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사라졌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임
을 시사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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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Rise of the Modern Tax System"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502
저자: Anders Jensen (Harvard大)
【핵심내용】
o 1870~2010년중 미국을 비롯한 100개국 가계의 설문자료를 이용, 경제발전에 따라 자
영업자 위주의 취업자 구성이 임금근로자 위주로 전환되면서 현대 조세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
o 분석 결과,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과 소득세 간 관계에 대해 다음의 정
형화된 사실을 발견
1)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상위소득분위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소
득분포에 걸쳐 증가
2) 경제발전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성장하면서 소득세 면제구간의 인구분포는
점차 하향조정되어 과세표준(tax base)이 확대됨
3) 과세대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극대화 되는 수준에서 소득세 면제구간이 책정되고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됨
4) 이에 따라 소득세 면제구간의 변동은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따라 관측되는 세금
징수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
o 이로부터 높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효율적 과세의 필요조건이며 세원 포착이 용이한
임금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소득세 과표의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확인
- 1950~60년대 미국의 주(州)정부 주도 경제개발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
과, 외생적 요인에 의한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소득세 과표를 확장시키고 궁극
적으로 세수도 증가시킨 것을 확인
【분석방법론】 Descriptive Evidence, Quasi-experiments
⑥ "Trends in the Diffusion of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500
저자: Allcott Gentzkow (NYU), Matthew Gentzkow (Stanford大), Chuan Yu
(Stanford大)
【핵심내용】
o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SNS를 통한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정보 확산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 관심이 고조된 점에 착안, 2015.1~2018.7월중 페이스북 및 트위터를 통
한 가짜뉴스의 파급 추이에 대해 분석
o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판별된 가짜뉴스 사이트 569건과 동 사이트 내 기사 링크가 페
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 · 공유된 사례 9,540건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 Grinberg et al.(2018), “Fake news on Twitter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 페이스북 및 트위터 사용자들의 가짜뉴스 링크 게시 · 공유는 2016년말까지 꾸준히 증가
- 페이스북은 2017년부터 가짜뉴스 게시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한편 트위터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가짜뉴스의 트위터 대비 페이스북 게시 비율은 60% 하락
- 그 외 정상적인 웹사이트 링크 게시건수 추이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모두 유사
o 이는 허위 게시물 신고제도 등 페이스북이 2016년 대선 이후 도입한 가짜뉴스 제재
방안이 성공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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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Global Macroeconomics of a Trade War: The EAGLE Model on the

US-China Trade Conflic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495
저자: Wilko Bolt(DNB), Kostas Mavromatis(DNB),
(Amsterdam大, CEPR)

Sweder

van

Wijnbergen

【핵심내용】
o EAGLE(Euro Area and Global Economy) 일반균형모형 모형을 이용하여 미‧중 무역전
쟁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
-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설정
o 분석 결과,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GDP와 수출이 감소하며 세계 GDP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o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어 GDP와 수출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국산 수입품 가격의 하락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가 등에 주로 기인
o 한편, 수출 부문의 가격 경직성이 증가할수록 관세 부과가 미국과 중국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과 유로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였음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⑧ “Does Central Bank Tone Move Asset Pri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490
저자: Maik
Schmeling(Goethe
University
Frankfurt,
Wagner(WU Vienna大)

CEPR),

Christian

【핵심내용】
o 1999~2017년 중 ECB의 정책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의 논조(tone)*가 위험 경로
(risk-based channel)를 통하여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전체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의 비율로 기자회견의 논조를 측정

o 분석 결과, 기자회견의 논조가 긍정적일수록 주식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정책금리
발표보다는 기자회견 직후에 가격이 더 상승
- 이러한 결과는 정책변수, 경제 전망치 등을 통제하였음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논조가 직접적인 정책 효과와 별개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
o 또한 기자회견의 논조가 긍정적일수록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 신용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기자회견의 논조가 위험 프리미엄을 통하여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줌
【분석방법론】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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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How Vietnam’s Transition Experience May be Helpful for North Korea

Today”
출처: 38 North
저자: Bradley O. Babson (National Committee for North Korea)
ㅇ 베트남이 체제전환기에 실시한 경제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 수
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 및 제안
- 양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주도 경제체제로 인한 미약한 경제성과, 중국과 소련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유사한 조건이었으나, 소련 붕괴 전후로 다른 정책노선을 채택
ㅇ 베트남의 경우, 고위 지도자들이 경제개선 정책을 강하게 표명하고 소규모 경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의 경제정책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해외투자자를 포
용하고 국제관계를 개선해 경제개혁에 성공
ㅇ 북한은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의 정책지원을 수용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를 기대
-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에 기술관료(technocrat)를 임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
이 수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국외에서 경제상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제·금융 통계를 발표하고 법·금융제도를 확립
함으로써 외국의 투자 및 ODA 결정에 필요한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
- 국영기업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완화하고 시장 활동을 장려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
- 국제금융기구(IMF,세계은행 등)가 요구하는 상당한 수준의 투명성 요건과 회원국 의무조
항을 충족함으로써, 이들로부터 훈련, 정책조언, 기술적 조언 및 자금지원 등을 받을 필
요성
ㅇ 개혁·개방정책은 기존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혜택을 보던 계층의 반대를 불러올 수 있
으나, 해당 정책에 따른 견고한 성장 지속은 그 반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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