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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flation Targeting and Liquidity Traps under Endogenous Credibility”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19-9
저자: Cars Hommes (Bank of Canada), Joep Lustenhouwer (Bamberg大)
【핵심내용】
o 중앙은행 신뢰성(credibility)은 합리적 기대(fully rational expectations) 가정 하에
서는 분석하기가 곤란
-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와 일치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전무하게 됨
o 제로금리하한(ZLB), 유동성 함정 등의 환경에서는 중앙은행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
는 만큼, 본고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중앙은행 신뢰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 달성의 용이성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합리적 기대 가정에서 벗어나 경제주체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①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② 단순하게 최근 인플레이션 값으로 설정하되, 실제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주체가 기대형성 방법을 변경 가능한 것으로 가정
- 이 때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① 유형의 비중이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
o 분석결과 합리적 기대 하에서보다 중앙은행 신뢰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될 때에 중앙은
행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ZLB 도달 가능성을 감안하게 되면, 부정적 충격으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자기실현적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위의 결과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됨
- 중앙은행은 유동성 함정이 임박한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상향조정하거나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차단 가능한 것으로 분석
* 정책금리를 특정 수준(threshold) 이하로 인하해야 하는 경우 바로 제로 수준으로 설정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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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and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News

on Yields
출처: Bank of Japan, Discussion Paper Series 2019-E-2
저자: Rasmus Fatum (Alberta大), Naoko Hara (BOJ), Yohei Yamamoto (Hitotsubashi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4개국(독일, 스웨덴, 스위스, 일본)을 대상으
로 1999.1월∼2018.1월 중 자국 및 미국의 거시경제 관련 뉴스가 일별 채권수익률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통화정책기조*에 따라 뉴스의 영향력이 변화하는지
살펴봄
* 일상적 금리정책(CMP), 제로 금리정책(ZIRP) 및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세 가지 기조를 감안

ㅇ 뉴스가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Swanson and Williamson(2014)의 2단계 추
정법을 적용하여 추정
- 1단계에서 CMP 시기를 대상으로 뉴스의 영향력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추정
치를 이용하여 ZIRP 및 NIRP 시기 뉴스의 영향력을 각각 추정
- 자료는 만기 1∼10년 사이의 제로쿠폰 국채수익률, 해당국 및 미국의 일별 거시경
제지표 발표수치 및 서베이를 통해 사전 조사된 동 지표에 대한 기대치 등을 활용
ㅇ 분석결과, 4개국 모두 ZIRP 기간 중에는 CMP 기간에 비해 거시경제 관련 뉴스가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NIRP 기간 중에는 ZIRP 기간에 비해서도 뉴스의 영향력이 크게(noticeably)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러한 결과는 NIRP 기간 중에는 ZIRP 기간에 비해 기초경제여건 변화가 채권수익률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을 의미
- 또한, NIRP 시기에는 ZIRP 시기에 비해 거시경제 관련 뉴스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만큼 통화정책이 더욱 제약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con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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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Financial Transmission of Housing Bubbles : Evidence from
Spain”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245
저자: Alberto Martin(ECB),
Schmitz(Bocconi 大)

Enrique

Moral-Benito(Banco

de

Espana),

Tom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스페인 사례를 통해 주택가격 급등락 싸이클(massive boom-bust
cycles)이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
- 스페인은 주택시장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붐을 이루다가 2008년-2015년 기간
중에는 버블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택경기와 함께 실질 GDP 성장률도 큰
폭 등락하는 경험을 하였음
ㅇ 본고는 은행과 기업들이 보유 자산에 따라 차입규모가 제약을 받는 중첩세대모형
(Overlapping-Generations Model)을 설정하고 주택가격 급등락이 경제에 파급되는 효
과를 이론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주택시장에 붐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대출시장에서 주택부문에 대출
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문에 대한 신용이 위축되는 구축(crowd-out)효과가 발생
-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담보가치가 높아지는 한편 은행들도 주택
부문 대출의 수익성 향상과 해외차입 등으로 대출여력이 늘어나면서 주택부문 이외
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구인(crowd-in)효과가 발생
- 그러나 주택시장 버블이 붕괴되면 주택부문에 대한 대출상환이 줄어들면서 대출시
장 전반의 신용경색이 촉발
ㅇ 스페인 은행들의 기업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이론모형의 추론 결
과를 대부분 뒷받침
- 주택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은 지역일수록 은행들
의 비주택부문에 대한 대출은 처음에는 부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부문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이상의 분석 결과 주택시장 버블로 인해 다른 부문 신용이 위축되는 현상은 일시적이
며 버블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구인효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움을 시사
- 또한 주택시장의 버블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의 전달경로를 통
해 여러 부문에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verlapping-Generations Model,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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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Are Labor Market Indicators Telling the Truth? Role of Measurement

Error in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40
저자: Ippei Shibata(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통화정책 결정과 재정정책 운영에 있어 고용상황의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
나 실제 고용상황 조사(U.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결과 응답자가 실제
고용상 지위(고용, 실업, 비경제활동)를 잘못 응답(misreport)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정하는 계량기법을 제시
- CPS의 응답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응답자로부터 과거기간 동안 보고됐던 고
용지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고용지위를 추정하는 잠재변수 접근법(latent variable
approach)을 적용
* 구직확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측인자를 포함하는 실제 고용상태 이행 동학이 1차 마코프 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한 접근법으로써, 논문에서는 비관측인자의 함수인 실제 고용지위를 최우추정법
(MLE)을 통해 추정

ㅇ 동 방법으로 고용지표를 보정하고 이를 현행 지표상으로 파악된 미국의 고용시장 동학
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음
- 1996~2018년 기간중 보정된 실업률은 실제로 공표된 실업률보다 평균적으로 약
0.8%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또한 응답오류 보정을 반영하여 고용지위 간 전환확률(구직, 실직, 경제활동참가)을
구하고 각각이 실업률 변동(unemployment fluctuation)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
* 구직(job finding)은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이동을, 실직(job separation)은 그 반대의 경우를
나타내며, 경제활동참가(participation)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의미

- 구직확률은 실업률 변동의 53%를 설명하며, 실직확률 및 경제활동참가확률은 실업률
변동의 약 30% 및 10% 정도를 각각 설명
-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실직확률의 기여도는 높아지고(20%→30%) 경제활동참가
확률의 기여도는 하락(26~36% → 10%)
* Elsby, Hobijn, and Sahin(2015)

ㅇ 분석 결과는 정책당국이 실업률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직확률 변화를 보다 면밀
히 주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atent Variab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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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under Firm

Heterogeneity”
출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 no.1(2019)
저자: Swati Dhingra(LSE), John Morrow(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핵심내용】
o 산업내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독점적 경쟁
시장 이론모형으로 분석
o 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진입기업의 분포 및 개별기업의 생산량 측면에서 잠재적 비효
율성을 초래할 가능성
- 평균비용이 낮은 고생산성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을수록 한정된 자원하에 보다 많
은 양의 생산이 가능하나, 비용이 높더라도 다수기업의 다양한 상품생산은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상품의 생산성과 다양성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
o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자원배분의 왜곡 여부는 결국
수요의 탄력성과 효용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
- 소비자의 상품간 대체탄력성이 일정할 경우(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demand, CES)에는 생산량, 다양성, 생산성 간의 상충관계가 상쇄되는 균형을 가지
며 생산성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
- 수요의 탄력성이 가변적일 경우(Variable Elasticity of Substitution demand, VES)에
는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
o 한편 무역개방 등 국제통합에 의한 시장 확대정책으로 경쟁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
은 기업으로 자원이 배분되면서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Model with monopolistic competition
⑥ “Digital Abundance and Scarce Genius: Implications for Wages, Interest

Rates, and Growth”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585
저자: Seth G. Benzell, Erik Brynjolfsson(MIT)
【핵심내용】
o 자본 및 노동의 디지털화로 재생산이 쉽고 저렴해지면서 생산요소의 공급이 증가하고
한계비용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희소해지는 제3의 생산요소를 연구
o 디지털 기술로는 복제할 수 없는 천재성(genius)*을 제3의 생산요소로 가정하고 이를
도입한 모형을 분석
* 개인의 천부적 재능, 기존 기술로부터 새로운 재화·서비스를 창조하는 능력, 기업의 조직자본 등

-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는 자본과 노동이, 혁신을 증가시키며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천재성’과 상당한 보완관계를 가질 경우, 자본 및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장·
단기 임금과 이자율은 하락하게 됨
- 경제성장은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희소한 투입요소인 천재성에 의해 점차 제약됨
o 천재성을 제3의 생산요소로 고려할 경우 과거 수십년간 미국 및 전세계 실질임금 및
실질이자율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한 몇몇 거시경제학 퍼즐을 설명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oclassical growth model

- 5 -

국제경제
⑦ “Harmful Pro-Competitive Effects of Trade in Presence of Credit Market

Fric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538
저자: Reto Foellmi(St Gallen大, CEPR), Manuel Oechslin(Lucerne大)
【핵심내용】
o 금융시장의 신용제약과 재화시장의 불완전 경쟁을 고려한 2국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
여 무역 장벽 완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한도를 기업의
현재 이윤과 부존자원에 따라 결정한다고 가정
-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과 낮은 기업들이 공존하는데, 자본량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기업
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모형을 설정
o 분석 결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기존 이론에서와 달리 무역 장벽의 부분적인 완화가
자국의 생산성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경쟁의 증가와 이윤의 감소가 신용제약에 직면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
- 또한, 저생산성 기업의 생산량 감소가 수입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대체된 수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무역 비용이 발생
o 이러한 결과는 무역 자유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
이전에 정보 비대칭성 등에 기인한 금융시장의 신용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법체계의 완
비가 필요함을 보여줌
- 단기적으로는 차입제약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필요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⑧ “Demographics and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in Japan”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31
저자: Fei Han(IMF)
【핵심내용】
o 1990.1/4~2018.1/4 중 일본의 실질 GDP, 근원 인플레이션 등의 거시경제 데이터와 사
전 정보(priors)*를 사용하여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자연실질이자율(natural real
interest rat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존 연구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는 모수(parameter)의 추정치

o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자연실질이자율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동 인구의 감소가 자연실질이자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그밖에, 기술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프리미엄의 상승 등도 자연실질
이자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의 외화보유자산의 증가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글로
벌 저축 과잉 가설(global savings glut hypothesis)이 자연실질이자율 하락을 설명
할 수 있음을 보여줌
o 한편, 동일한 분석 방법으로 10년 만기 이자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여타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화정책이 장기이자율을 정책 수단으로 할 경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자연실
질이자율의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emi-structural model, Bayesia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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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After Hanoi: Lessons Learned”
출처: 38 North
저자: Robert L. Gallucci (Georgetown大)
ㅇ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합의 없이 무산되었으나, 다음 정상회담은 상호 양보의 원칙하에 양측
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 후 개최할 것을 제안
ㅇ 사전 합의안(prior agreement)이 도출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양측이
회담의 성과물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실무자간 협상을 통해 양측 정상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미리 도출하고, 정상회담
개최 후 합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국제 외교관례상 일반적
ㅇ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이 많으므로,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視界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자제
- 합의안의 내용 변화, 협상 상대 교체, 상대의 외교전술 변화 등 협상초기에 예상하지 못
한 변수들로 인해 새로운 조정사항이 대두될 가능성
ㅇ 상호 양보의 원칙하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되,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므로 그들의 입장 또한 합의안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식
- 예컨대 한국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고, 일본은 북미협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 유의
ㅇ 미국은 대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북한이 가
지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 가능
-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 인권문제 개선 등이 먼저 해결되어
야 하는데, 장기적인 시계에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테러집단 또는 불량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 등은 단
호히 제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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