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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ow Does the Strength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Depend on

Real Economic Activity?”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23
저자: Horacio Sapriza, Judit Temesvary(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1986∼2008년 중 분기별 미국 상업은행의 미시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통화
정책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bank credit channel)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동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경기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 신용경로는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와 대차대조표경로(balance sheet
channel)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두 경로를 따로 식별하여 분석*
* 정책금리 인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은행대출경로는 은행의 가용자금 축소로 대출이 감소하는 것을,
대차대조표경로는 은행의 순자산가치(net worth) 감소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파급경로를 의미

o 분석결과, 신용경로는 소규모 은행은 물론 대규모 은행의 여러 대출 부문*에서 유효
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불경기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은행의 상업‧산업대출(commercial and industrial lending), 주택대출(residential real estate
lending), 소비자대출(consumer lending)을 대상으로 조사

- 은행대출경로는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이미 알려진 상업‧산업대출(Kashyap and
Stein, 2000) 뿐 아니라 주택대출, 소비자대출 등 여타 대출 부문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대차대조표경로는 상업‧산업대출, 주택대출, 소비자대출 등 모든 대출부문에서 유효
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대출경로와는 달리 소규모 은행은 물론 대규모 은행
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유효성은 소규모 및 대규모 은행 모두에서 금융마찰
(financial friction)이 심화되는 저성장 시기에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
o 본고의 분석결과는 경기부진 시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 신용경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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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Benefits of Gradualism or Cost of Inaction? Monetary Policy in Times

of Uncertainty”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 No. 1205
저자: Giuseppe Ferrero, Mario Pietrunti, Andrea Tiseno(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거시경제 변수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통화정책이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보다 공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보수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
- 이를 위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새 케인지언(New Keynesian)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 rate) 수준과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불확
실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
o 분석결과, 자연이자율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특별히 공격적이나 보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연이자율 수준의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물가와 성장의
상충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o 반면,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필립스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충격의 지속성(persistency of economic shocks)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이 결정
- 충격의 지속성이 높은(낮은) 경우에는 충격에 의해 성장과 물가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변하고 두 변수의 실제 경로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낮으므로) 보다 공격적(보수적)인 통화정책이 바람직
o 본고의 분석결과는 불확실성의 형태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실용적인(pragmatic)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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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Why Do Fiscal Multipliers Depend on Fiscal Posi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648
저자: Raju Huidrom(IMF), Ayhan Kose(CEPR), Jamus Lim(ESSEC 大), Franziska
Ohnsorge(World Bank)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재정승수효과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리카디언
경로와 금리경로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
- 리카디언 경로는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정부의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면 가계는
미래의 조세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늘리지 않고 이에 따라 재정승수
가 작아지게 되는 경로를 의미
- 한편 금리경로는 재정건전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면 국가
신용 리스크(sovereign credit risk) 상승 우려로 경제전반의 금리가 상승하고 차
입비용이 높아지면서 민간 투자와 소비가 구축되는 효과를 의미
o 두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정계수가 상태변수와 상호작용하는 Interacted
Panel Vector Autoregressive(IPVAR) 모형을 사용
- VAR 계수(coefficient)가 정부부채라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s)에 따라 변하므로
재정 상태에 의존하는 재정승수를 고려할 수 있음
- 내생변수로서 민간소비, CDS 스프레드를 포함하였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
비를 줄이면 이것은 리카디언 경로가, CDS 스프레드를 상승시키면 이것은 금리 경
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34개국 1980∼2014년 기간을 대상으로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승수를
도출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승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건부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재정지출 증가는 민
간소비가 위축되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두 경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였음
【분석방법론】 Interacted Panel Vector Autoregressive (IPVAR)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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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Does Informality Facilitate Inflation Stability?”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78
저자: Enrique Alberola(BIS), Carlos Urrutia(ITAM)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신흥국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 부문이 물가안정과 통화정책
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노동시장에 비공식 부문이 존재하면 규제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비공식 부문과 정규
고용을 조절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ㅇ 비공식 부문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 DSGE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이상의 비공식
부문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비공식 부문과 정규 고용을 선택할 수 있고
비공식 부문이 금융제약을 받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 수요, 공급, 금융충격이 각각 발생할 경우 비공식 부문을 고려해 이전과 달라지는
경제의 반응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대해 평가함
ㅇ 실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대표적인 신흥국인 멕시코를 모형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수요충격(확장재정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 및 산출량이 비공식 부문이 없는 경제보다
크게 증가하는 반면 실질임금 및 인플레이션은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비공식 부문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커졌기 때문
- 공급충격(부정적 기술충격)이 발생하면 비공식 부문이 있는 경우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높아지므로 고용과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더 민감하게 반응
- 한편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비공식 부문 기업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식 부문은 금융부문의 충격이 생산이나 고용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됨
ㅇ 통화정책 효과 측면에서 보면 비공식 부문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감수
해야 하는 생산 및 고용 감소, 즉 희생률(sacrifice ratio)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 유
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분석방법론】 Structural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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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Workers' Employment Rates and Pension Reforms in France: the Role

of Implicit Labor Tax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733
저자: Didier Blanchet(INSEE), Antoine Bozio, Simon Rabaté(Paris School of
Economics), Muriel Roger(CES)
【핵심내용】
o 1980~2018년중 프랑스의 노동시장조사(Labor Force Survey, LFS) 자료를 이용, 고
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70~80년대에 감소하다가 최근 15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U’자 형태로 전환한 원인에 대해 분석
- 동 기간 중 고령층 인구의 건강상태 및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의 ‘U’자 형태를 설명하지 못함
o 프랑스의 60~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개혁* 등으로 인해 고령근로에
부과된 암묵세율(implicit tax rate)**이 하락하면서 동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완전지급률(full rate) 수급 조건 강화(1993, 2003, 2010, 2014년), 지급액 산정기준 강화(1993년), 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2010년) 등
** 은퇴를 1년 연기함으로써 얻는 추가 근로소득 대비 포기하는 연금 급여액 비율

o 또한 2000년대 들어 조기퇴직연금, 실업보험, 장애연금 등 대안적 은퇴경로로의 접근성이
축소되면서, 55~59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Simulation
⑥ “Why Do Wealthy Parents Have Wealthy Children?”
출처: 시카고大 베커-프리드만 연구소, Working Paper No. 2019-22
저자: Andreas Fagereng, Marte Rønning(노르웨이 통계청), Magne Mogstad(시카고大)
【핵심내용】
o 1967~2014년 중 노르웨이 인구패널자료의 세부정보를 활용하여 부모의 부, 가정환경
등이 자녀의 자산축적 및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세대 간 부의 전이는 크게 유전적(selection) 경로와 환경적(causation)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나 기존연구에서는 이 두 경로의 영향을 분리하여 식별하지 못함
- 동 연구는 한국계 입양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유전적 요인과 가정환경의 영향을 분리
o 실증분석 결과 유전적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가정환경이 자녀의 자산축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부모의 부가 $10,000 증가시 입양된 자녀의 부가 $2,250 증가)
- 유전적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비입양아의 경우 $5,750 증가
- 매개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을 통해 부유한 부모로의 입양이 어떤 경로로 자녀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자산의 증여 및 상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교육수준 및 금융관련 지식 향상 등을 통한 영향은 매우 미미
- 또한 자녀의 자산구성(금융자산 및 위험자산 비중) 및 투자행태가 부모와 높은 유사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OLS, Medi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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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Are Global Value Chains Receding? The Jury is Still Out.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Deflated World Trade in Parts and Components”
출처: Bank de France, Working Paper No. 715
저자: Guillaume Gaulier(BDF), Aude Sztulman(Paris-Dauphine大), Deniz Ünal(CEPII)
【핵심내용】
o 2000~2016년 중 253개국의 수출입 상품별 단위가치(unit value) 및 물량 데이터를 사
용하여 전체 무역 대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의 비율을 추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비율의 감소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분석
* 전체 무역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로 분류한 후, 전체 무역 대비 중간재 비율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비율로 추정

o 분석 결과, 가격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 추정치와 같이 글로
벌 가치사슬 비율이 감소하나, 가격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기존 추정치와
다르게 동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 증가로부터 기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가
상품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글로벌 가치사슬 비율
의 정확한 추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이는 기존 추정치와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 비율이 실제로는 감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
o 또한, 경기변동(business cycle)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비율을 추정*한
결과, 동 비율의 완만한 증가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중간재를 미완성 제품(semi-finished)과 부품(parts & components)으로 분류한 후, 전체 무역 대비
부품만의 비율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비율로 추정

【분석방법론】 Basic statistics analysis
⑧ “Capital Controls as Macro-prudential Policy in a Large Open Econom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710
저자: J. Scott Davis(FRB of Dallas), Michael B. Devereux(British Columbia大, NBER)
【핵심내용】
o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2국-2재화*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대국 개방경제에서 사후적
자본통제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교역재와 비교역재가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 이자율이 교역재의 가격 역할을 하고 교역조건(terms of
trade)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
** 부정적 경제 충격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자본유입이나 자본유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 자국의 경우 신용제약에 놓여있는 차입자와 대부자 두 가계가 존재하는데, 차입자의 담보
가치에 따라 차입가능상한이 결정되고 담보가치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o 분석 결과, 자국이 직면하는 부정적 충격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자국은 자본유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타국은 자본유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비협조적인 내쉬 균형(non-cooperative nash equilibrium)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
을 때보다 자국과 세계의 후생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국은 교역조건의 이득을 얻기 위해 자본유입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차입제약이 악화되어 후생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타국의 자
본유출에 대한 세금부과로 더욱 심화
- 반면 협조적 균형(cooperative equilibrium)의 경우에는 자국과 세계의 후생이 모두 개선
되었는데, 이는 자본통제 정책에 있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 countries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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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North Korean Parliamentary Session and Budget Report 2019:

Signs of Economic Stagnation and an Open Claim to Leadership on the
Korean Peninsula”
출처: 38 North
저자: Ruediger Frank(Vienna大)
ㅇ 북한은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모든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로 지칭하였으며, 동시에 발표된 예산보고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
ㅇ 그동안 관례와 달리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를 한반도 전체
의 최고 대표자라고 주장
- 북한헌법은 북한이 조선 인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북반부에서의 사회
주의 승리를 도모한다고 표현하는 등, 그동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주장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이번 북한의 입장 전환은 북미관계에 대한 자신감 또는 북핵협상 중재자로서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다 더 대변해주리란 기대에 의한 것으로 보임
ㅇ 2018년도 예산보고서에서 북한경제의 침체 징후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성장
(high-growth)을 나타내는 지표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기상여건 악화에 의해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2018년도 국가예산수입 증가율*은 4.6%으로 2017년의 4.9%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
였으며,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2019년도 계획된 국가예산수입** (3.2%→3.7%) 및 계획된 국가예산지출(5.1%→5.3%)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북한 당국은 올해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지난해 크게 부각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전략에 대한 침묵과 당국의 자력갱생
에 대한 강조로부터,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
* 실현된(achieved) 국가예산수입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의 대리변수로 사용
** 계획된(planned) 국가예산수입 증가율을 당국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의 대리변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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