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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Expansionary Lower Bound: Contractionary Monetary Easing and

the Trilemma”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70
저자: Paolo Cavallino (BIS), Damiano Sandri (IM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이 자유로운 자본이동 하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monetary independence)이 가능한지 분석
- 불가능의 삼각관계(trilemma)에 의하면 자유로운 환율변동과 자본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통화정책의 독자성 확보 가능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등이 자본이동에 미치
는 영향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불가능의 삼각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대두
ㅇ 분석결과 자유로운 자본이동 하에서 대외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신흥시장국의 통화정책 독자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를 특정 수준* 이하로 인하하면 자본유출, 통화가치 절하가 유발될 수 있는
데, 이 경우 은행의 대외채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대출금리 급등과 신용경
색이 발생 가능
* ELB(Expansionary Lower Bound).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내 수요·생산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긴축적인(contractionary) 효과를 내는 금리 수준을 의미

-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충격은 신흥
시장국의 ELB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흥시장국은 정책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되고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될 가능성
ㅇ 이러한 결과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대외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경계해야 하며, 유사시
에는 채권매입, 자본통제, 거시건전성정책 등 통화정책 여력 재확보를 위한 대안적
정책수단(alternative policy tools)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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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News-driven Inflation Expectations and Information Rigidities”
출처: Norges Bank Working Paper 5/2019
저자: Vegard Larsen, Lief Thorsrud (Norges Bank), Julia Zhulanova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정보경직성(information rigidity)을 설명하는 이론은 경제주체가 필요시에만 정보를
수집하며, 그렇더라도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
- 이러한 가정의 결과 정보경직성은 시변(time-varying)하며, 뉴스 미디어의 보도가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본고에서는 서베이 자료(Michigan Survey of Consumers)와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형성 과정에서 미디
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계량분석을 통해 연구
- ① 가계의 인플레이션 전망오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보경직성이 시변하는지 검증하
고, ② 자연어처리를 통해 80여종의 뉴스 주제(topic)를 추출하고 동 주제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다음, ③ 뉴스가 시변하는 정보경
직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

o 본고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 가능
① 가계의 정보경직성은 시변하는 것으로 확인
② 일부 뉴스 주제가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재정정책, 공공의료, 정치 관련
뉴스 주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뉴스가 정보경직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뉴스의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편향성(bias)이 낮을수록 가계의 정보경직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o 이러한 결과는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에서 뉴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conometric Analysis, Natural Langua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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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Fiscal Multiplier”
출처: NBER, Working Paper 25571
저자: Marcus Hagedorn (Oslo 大), Iourii Manovskii (Pennsylvania 大, NBER),
Kurt Mitman (Stockholm 大)
【핵심내용】
o 미국정부는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수년간 유지해온 확장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최근 1930년대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확장 재정정책을 실시
- 미 정부의 지출증가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승수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ㅇ 분석을 위해 정부지출의 증가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일시소득에 민감한 반응
을 보이는 가계의 소비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함
- 물가와 임금이 경직적인 불완전시장과 이질적인(heterogeneous) 경제주체,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대를 가정한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두 요소를 설명할 수 있음
ㅇ 재정승수는 정부지출 증가가 실질금리의 변화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간 대체
경로와 물가 · 소득 · 세금 등의 변화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경로를 통해 발생
-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계를 감안한 기간 간 대체경로를 이용하여 소비변화를 추정
- 재분배경로는 세금이나 이전지출 등이 가계에 소득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고 소비패
턴이 다양해지는 상황을 설명
-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소득별 이질적인 한계소비성향을 감안함으로써, 기간 간 대
체경로는 약화되고 재분배 경로는 강화됨
ㅇ 한편 정부지출을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재정적자를 통한 방식 간에는 재
정승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계소비성향
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감소효과가 커서 정부지출의 총수요에 대한 영향을 반감
- 반면 재정적자를 통한 방식은 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 채권을 구매하
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증가효과가 커서 총수요를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통화정책의 성격에 따라 재정승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정된 명목금리를 설정하는 통화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비해 테일러 준칙을 따르는
경우 세금조달 시와 재정적자 조달 시 각각 0.07, 0.7만큼 승수의 크기가 더 작았음
- 테일러 준칙 통화정책은 조세정책에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방식보다
세금조달 시의 감소하는 승수 크기가 더 작음
【분석방법론】 Dynamic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HANK) model with incomplete
market and forward looking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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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출처: FRB of Washington,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08
저자: Neil Bhutta, Jesse Bricker, Lisa Dettling, Jimmy Kelliher, and Steven
Laufer (FRB)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도가 변화한 양
상을 미국의 지역단위(county-level) 자료로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시나리오를 고
려한 CCAR(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Review)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음
* 연준이 감독차원에서 미국기반 은행지주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로써, 구체적으로는 baseline,
adverse, severely adverse의 3가지 상황으로 경기침체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 향후 회복능력을 평가함

- 구체적으로 가계기대연체율*이 주택가격과 실업률 충격에 반응하는 모형을 수립하기 위
해 FRBNY의 분기별 소비자신용 패널자료, 노동통계국(BLS)의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지
역별 실업률 자료, 미국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인 Zillow의 주택가격 자료를 이용함
* 채무가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만을 고려해 정의

- 국가수준에서 전역적인 충격이 발생한 경우의 지역별 상이한 반응을 포착하고자, 지역 단
위에서 반응을 추정하는 회귀식을 구성
ㅇ 분석결과, 주택가격과 실업률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대연체율이
7.5%p*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5%p* 상승에 그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모습을 보였음
* “severely adverse”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의 수치이며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도 민감도 변화양상은 동일

- 가계의 기대연체율은 DTI(debt-to-income) 비율이 높고, 저신용자에게 이루어지는
대출비율이 높은 경제일수록 동 충격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임
-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스트레스상황 하의 기대연체율 감소는 DTI 비율 개선, 우량 신
용등급자에 대한 대출비율 증가에 일부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ㅇ 또한, 주택가격이 과대평가*(overvaluation)된 상황에서 조정을 겪는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위기 당시(2009년 말)에 조정이 발생할 때 연체율이 약 10% 상승한 반면, 2017년
4분기에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침
* (주택가격/지대) 값이 장기추세로부터 이탈된 경우로 정의됨

- 이러한 결과는 위기 이후에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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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Inequality of Opportunity, Inequality of Income and Economic Growth”
출처: IMF Working Paper No.19-34
저자: Shekhar Aiyar, Christian Ebeke (IMF)
【핵심내용】
o 1940~80년대의 101개국 자료를 이용, 세대간 계층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
유연성 정도로 추정한 국가별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수준이 소득불
평등-경제성장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세대간 계층이동이 유연한) 국가에서 적정 수준의 소득불평
등은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 가능
- 반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세대간 계층이동이 경직적인) 국가에서 소득불평
등의 심화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제약하는 등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o 세대간 계층이동 유연성* 및 소득불평등**의 교차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세대간 계
층이동이 경직적일수록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세계은행(2018)이 부모-자식 간 소득 및 교육수준 탄력성으로 산출하고 "Global Database on
Intergenerational Moiblity"에 수록한 지표 등을 사용
** Branko Milanovic이 1950~2015년중 166개국의 가계 설문자료로부터 추정한 지니계수를 사용

- 세대간 계층이동 유연성의 25백분위 국가는 소득불평등 10%p 상승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 75백분위 국가는 동 성장률이 1.3%p 하락
o 기존 선행연구는 세대간 계층이동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모형설정 오류
(mis- specification)로 인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
【분석방법론】 OLS
⑥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Tax Efficiency”
출처: IMF Working Paper No.19-30
저자: Serhan Cevik, Jan Gottschalk, Eric Hutton, Laura Jaramillo, Pooja
Karnane, Mousse Sow (IMF)
【핵심내용】
o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 변화로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된
점에 착안,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국가들이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의
조세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o 부가가치세의 조세 효율성 관련 지표로 ① 부가가치세 C-효율(C-efficiency)* 및 ②
부가가치세 갭**을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가
부가가치세의 조세 효율성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남
* 세수÷총소비로 정의되며 1970~2014년중 134개국 패널자료로부터 저자가 산출
** (잠재세수-실제세수)÷국내총부가가치로 정의되며 2004~2016년중 24개국의 비공개 자료로부터 IMF가 산출

-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 10%p 증가시 C-효율은 3.6%p만큼 하락, 제조업 및
광공업 대비 서비스업 비율 10%p 증가시 부가가치세 갭은 5.6%p 증가
o 이러한 서비스업 확대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비교역재 서비스업의 성장에 의해 실질
적인 과세표준이 축소됨에 따른 결과
- 총부가가치 중 비교역재 서비스업의 비중 10%p 증가시 C-효율은 6.6%p 하락한 반
면 교역재 서비스업의 비중 10%p 증가시 동 효율은 4.7%p 하락에 그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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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Nonresident

Capital Flows and Volatility: Evidence from Malaysia’s
Local Currency Bond Market”
출처: IMF, Working Paper 46508
저자: David A. Grigorian (IMF)
【핵심내용】
o 2005.1/4~2017.2/4 중 비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채 보유액 결정요인을 분석
o 분석 결과, 환율 변동성을 비롯한 국내 요인과 미국 VIX지수 등 해외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비거주자의 국채 보유액 증가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투
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이 비거주자 자본유출입의 주요 변수 중 하나임을 보여줌
o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보유액 변화량과 전기(t-1) 환율 변동성이 현기(t) 환율 변동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o 이 결과, 비거주자 국채 보유액 변화량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전기 환율 변동성이 현기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비거주자의 국채 보유 증가가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
지만, 환율 변동성 자체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rais-winsten transformation, 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GARCH model

⑧ “Safe assets: made, not just born”
출처: BIS, Working Paper 769
저자: Robert N McCauley (BIS)
【핵심내용】
o 신흥국의 외화준비자산(foreign reserve asset)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
데,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의 수량이 제한됨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
o 분석 결과, 수요 측면에서 신흥국의 외화준비자산 수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기에 외화준비자산 수요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동
자산의 보유 목적이 예비적 축적(precautionary accumulation)임을 시사
o 공급 측면의 경우 신흥국 외화준비자산 포트폴리오 중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
기관의 채권과 주택담보증권 및 다국적 기관의 채권의 비중이 상당하였음
- 이는 신흥국들이 미국 국채 이외에도 다른 자산들을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
데, 미국 국채가 다른 안전 자산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는 신흥국의 외화준비자산 수요 대비 미국 국채 부족
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analysis, Basic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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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Sanctions

Regime and Denuclearization”
출처: Brookings Institute
저자: Jonathan D. Pollack (John L. Thoronto China Center)
ㅇ 남한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비핵화나 한미동맹 및 동북아 지역안보 등의 가치보다 우선시해서는 곤란
ㅇ 2018년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3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
담이 개최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개선되리란 기대감이 형성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는

등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시절과 달리 북한에 대한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
ㅇ 미국은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지만, 남한은 대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핵
화 진전을 이끌 수 있다는 입장
- 이러한 남한의 입장은 종전선언, 군 상호신뢰구축 및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남북 관
계를 새롭게 정상화(new normal)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그런데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韓美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
- 핵무기 보유 능력을 인정받고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고
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등의 요구가 예상됨
- 핵문제의 즉각적 해결이 북한의 최우선 정책이 아닐 수도 있음
ㅇ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남북 경제협력이 무리 없
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남한은 경제협력 의제뿐만 아니라 비핵화, 한미동맹 결속, 동
북아 지역 안보강화라는 거시적 틀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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