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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Strategies for a Low-Rate Environment”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9-009
저자: Ben Bernanke(Brookings), Michael Kiley, John Roberts(FRB)
【핵심내용】
ㅇ 실효하한제약으로 정책금리 추가 인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lower for longer 이하 L4L)고 약속하는 것이 효과적
- 다만, 불완전 신뢰(imperfect credibility) 하에서는 L4L의 효과가 떨어지고 물가
오버슈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credibility)가 필요
o 본고에서는 FRB/US 모형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에 대한 상이한 신뢰 수준 하에서 네
부류(세부적으로는 10가지)의 정책금리 준칙(policy rule)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
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중앙은행을 신뢰하는 경우와 금융시
장 참가자들만 그런 경우의 두 가지 신뢰 수준을 고려
- 표준적 테일러준칙과 실효하한제약 시 L4L이 가능한 물가수준목표제, 일시적 물가수
준목표제, 그림자 정책금리 준칙(shadow-rate rule)*을 고려하되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준 10가지의 준칙을 포함
* 실효하한제약으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못한 만큼 미래에 동 제약에서 벗어나더라도 정
책금리를 필요 수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를 보상하는 정책금리 운용 준칙

o 분석결과, 신뢰 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L4L이 가능한 준칙이 표준적 테일러준칙보다
이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L4L의 효과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금리 준칙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용이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분석방법론】 FRB/U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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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Inflation: Stress-Testing the Phillips Curve”
출처: FRB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19-05
저자: Oscar Jorda, Chitra Marti, Fernanda Nechio, Eric Tallman(FRB SF)
【핵심내용】
ㅇ 표준적인 필립스곡선에 의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과거 인플레이션, 경제주체의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 및 경제의 유휴 정도(economic slack)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
-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주로 과거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유휴 정도에
의해 결정
- 최근에는 미국의 성장률, 실업률 추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유휴 정도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필립스곡선이 평탄
화 되면서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모습
ㅇ 본고에서는 필립스곡선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동학을 검증하되 필립스곡선은 추정
치일 뿐이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에 따
라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 인플레이션 동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
- 시나리오는 ① 자연실업률이 2%p 상승, ② 경제의 유휴 정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
는 영향이 1975 ~ 1996년 중 수준으로 증대, ③ 기대 인플레이션이 2%에서 2.4%
로 상승하는 세 가지로 설정
o 분석결과 인플레이션이 시나리오 ①에서는 0.1%p 미만, ②에서는 0.13%p, ➂에서는
0.2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동학을 결정하는 데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o 이러한 결과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target)에 근접하도록 잘 관리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con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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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o the ECB’s Monetary Policies Benefit Emerging Market Economies?

A GVAR Analysis on the Crisis and Post-Crisis Period”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 No.1207
저자: Andrea Colabella(Bank of Italy)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GVAR 모형을 이용하여 ECB의 긴축통화정책이 주로 중동부, 남동부 유럽국
가(Central-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an : CESEE) 등 euro 지역 주변 경
제에 파급되는 spillover 효과를 분석
- ECB의 자산매입프로그램(Extended Asset Purchase Programme : EAPP)이 종료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분석은 시의적절함
- 통화정책충격이 국가별로 장 · 단기에 파급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주요
31개국 거시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GVAR 모형을 설정함
ㅇ ECB의 긴축통화정책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경로와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경로를 통해 각 국에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역경로는 ECB의 긴축으로 EU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변국인 CESEE의 수출이
감소하는 외부수요효과(external demand effect)와 CESEE의 통화가치가 유로화
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지출전환효과(expenditure switching
effect)를 통해 작동
- ECB가 긴축기조를 강화하면 금리경로를 통해 주변국인 CESEE의 금리가 상승하는 한편,
통화가치가 절하되면서 유로표시부채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차입능력이 악화
ㅇ 한편, ECB의 긴축이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보면 EU와의 무역수준, 금융통합정도,
환율제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체코 등은 주로 외부수요효과가 크게 작용
하여 EU와 함께 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유로지역과의 금융통합정도가 낮은 폴란드와 세르비아 등은
지출전환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
- 금리경로는 주로 금융통합정도가 높은 국가들(헝가리 등)에서 작용하면서 경기에 부
정적 영향을 파급
ㅇ CESEE 국가들은 거시정책을 수립 · 운영하는데 있어 ECB 통화정책에 의해 발생하
는 spillover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GVAR(Global Vector Autoregress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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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Tax Policy and Local Labor Market Behavior"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546
저자: Daniel G. Garrett (Duke 大), Eric C. Ohrn(Grinnell College), Juan Carlos
Suárez Serrato(Duke 大)
【핵심내용】
o 2002년부터 미국 정부가 세법상 감가상각률 인상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
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온 점에 착안, 동 정책이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 특히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은 설비투자의
100%를 당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됨
*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o 2002~2012년중 미국의 지역별 · 산업별 감가상각률 및 고용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
과, 감가상각률 인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53,000 절감될 때마다 고용은 1명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인 고용 및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음
o 반면 동 기간중 기업의 자본스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은 1을 상회
【분석방법론】 OLS
⑤ “A Field Experiment on Labor Market Speeddates for Unemployed Worker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516
저자: Bas van der Klaauw (VU University Amsterdam), Lennart Ziegler
(University of Vienna)
【핵심내용】
o 2014~2016년중 네덜란드 구직자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실험자료를 이용, 구
직자와 임시직 중개사(temporary employment agency)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연결하는
노동시장 매칭 행사인 ‘스피드데이트’(speeddating)*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수십명의 미혼 남·녀를 두 조로 나누고 줄지어 3~5분씩 대화하며 연인을 찾는 행사에서 유
래하였으며, 네덜란드의 정부는 2011.2월부터 고용보험제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를 실시

o 네덜란드 11개 도시에서 임의의 구직자를 초대하여 스피드데이트를 총 18회 실시한
실험 분석 결과, 스피드데이트는 참가자의 취업성공률을 약 6~7%p 상승
o 한편 스피드데이트 참가로 인한 고용효과는 행사 종료 후 몇 달 내에 다시 축소되었
으며, 이는 단기인력 중개사를 통한 취업이 장기 고용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
o 아울러 스피드데이트 개최를 통한 취업 증가로 실업급여 지급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
으나, 참가자의 실업급여 소득 감소분을 노동소득 증가분이 온전히 보충하지는 못함
o 추가 설문조사 결과, 상기 결과는 스피드데이트가 참가자의 구직활동에 보다 큰 동기
를 부여함으로써 참가자의 유보임금을 하락시킨 데 따른 것으로 해석 가능
【분석방법론】 Fiel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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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rade Exposure and the Evolution of Inflation Dynamic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9-007
저자: Simon Gilchrist(New York大, NBER), Egon Zakrajšek(FRB)
【핵심내용】
o 1990.1/4~2017.2/4 중 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노출도*(trade exposure)가 산출
량 변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산출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이 5%보다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분류

o 분석 결과, 무역노출도가 높은 산업이 작은 산업에 비해 산출량 변화에 대한 인플레이
션의 변화가 작았음
- 이는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증가가 최근 경기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응의 감소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
o 또한 거시적 금융 충격(aggregate financial shock)*에 따른 각 산업들의 산출량과 인플
레이션의 반응을 살펴봄
* 신용 및 기간 스프레드,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 등 금융 시장의 5개 변수로 측정

o 이 결과, 무역노출도가 높은 산업이 작은 산업에 비해 산출량 대비 인플레이션의 변화
가 약 3배 작았음
- 국제무역의 증가가 금융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냄
【분석방법론】 Rolling window estimation,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FAVAR
⑦ “Trade Effects of the New Silk Road: A Gravity Analysis”
출처: WB,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694
저자: Suprabha Baniya(Clark大), Nadia Rocha(WB), Michele Ruta(WB)
【핵심내용】
o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하는 71개국의 지리적 데이터
(geographical data)*를 사용하여 일대일로 계획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 각 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국가 간의 물류 이동 시간을 추정

o 분석 결과, 일대일로 계획을 통한 인프라 개선은 각 국의 무역량을 증가 시킨 가운데,
특히 동 개선이 효율적인 운송망 관리,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무역 협약 체결 등과 동
시에 이루어 질 때 무역량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일대일로 계획과 참여국 간의 무역 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이 보완적 관계를 가
질 수 있음을 시사
o 한편, 인프라 개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운송 시간에 민감한
(time-sensitive) 품목의 무역량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운송 시간에 민감한 품목을 더 많이 생산하는 국가일수록 인프라 개
선에 따른 무역이득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Gravity model, Comparative Advantage Model, IV Estimation,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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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Scenarios for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hange”
출처: The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저자: Ulv Hanssen(Soka 大), Ji-Won Song(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ㅇ 선택 가능한 시장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북한은 시장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하는 한편 정치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온건한 변화(moderate change)를 추구할 가능
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
- 본고는 시장화 시나리오를 공산주의로 복귀, 현상유지, 급진적 변화(민주화·쿠데타) 및
온건한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현가능성을 평가
ㅇ 공산주의로 복귀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반발* 가능성, 구 사회주의체제가 이미 붕괴한
상태에서 그들의 경제적 지원 난망 등으로 채택 가능성 희박
* 당국에서 50대 이하 여성의 장마당 활동을 통제하자 2008년도에는 소요(riot)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상인과 공안 사이에 소동 발생 등의 사례 보고

ㅇ 시장을 반복적으로 포용·통제하는 현 기조가 유지되리라는 관측도 있으나, 그 정책집
행에 필요한 당국의 공권력, 정보력 및 정통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변화될 가능성
- 공권력 집행은 뇌물로 무마 가능하고, 외부 정보 획득으로 주민들의 객관적 판단이 용이
해졌으며, 장마당 활동으로 주민 생활이 유지되면서 당국의 정통성 약화
ㅇ 엘리트, 군부, 돈주 및 민중 등 급진적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들은 경제적 유인
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위로부터의 혁명 발생 시 엘리트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며, 군부 쿠데타 발생 시 정치
공백 기간 동안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되면 군부 또한 기득권을 상실할 가능성
- 돈주는 엘리트 계층과의 정치경제적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원하며, 당국의
강한 감시체제로 인해 민중은 비밀리에 집단적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
ㅇ 반면 시장을 허용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제한적 자유보장으로 정치적 변화를 최소
화하는 상태에서 정권 유지를 도모하는 온건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이동 · 집회 ·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자유를 보장해 주민의 당
국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는 한편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 기대
- 한편 표현 · 언론 · 종교 및 정치참여의 자유는 잠재적으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불허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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