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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The Informational Effect of Monetary Policy and the Case for Policy

Commitment”
출처: FRB of Cleveland, Working Paper 19-07
저자: Chengcheng Jia (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중앙은행과 민간 경제주체 간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통화정책의 정보효과를 새케인지언 모형의 틀 내에서 분석
- 중앙은행이 가진 정보가 민간에 비해 우위에 있다면 정책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이
경기나 물가 등 경제의 상태(state of economy)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동 정책으로부터 경제에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정보효과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약 가능

o 정보효과 분석을 위해 경제에 기술충격(technology shock)과 비용충격(cost-push
shock) 두 가지 충격이 존재하는 새케인지언 모형을 상정
- 중앙은행은 실현된 충격(realization of shocks)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지지만, 경제
주체는 충격의 실현에 대해서는 불완전 정보를 가지나 통화정책을 관찰한 후 정책
대응에 내재된 정보를 추출하는 합리성(rationality)이 있다고 가정
o 분석결과, 기술충격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경우 부정적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용충격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적 정보효과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일부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화정책이 비용충격을 완전히 중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동 충격에 대한 정보가 드러
나게 되면 경제주체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가 변동하면서 부정적 정보효과가 발생
o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준칙이 부정적 정보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량적인
통화정책에 비해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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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Evolution of the FOMC’s Explicit Inflation Target”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19-12
저자: Adam Shapiro, Daniel J. Wilson (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2012년 1월 FOMC는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하
PCE)물가 상승률 기준 연 2%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명시적인 물가안정목표를 공표
ㅇ 본고에서는 1986 ~ 2013년 중의 FOMC 속기록(transcript)을 이용하여 2012년 이전
에는 FOMC 위원들이 적정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분석
- 속기록에서 물가안정목표와 관련된 물가상승률(inflation), 근원 PCE(core PCE) 등
의 용어와 목표(target), 장기(long-run), 목적(goal) 등의 어구가 결합된 부분을 찾
아낸 다음 동 문장의 맥락을 해석함으로써 위원들의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선호
(preference)를 파악
ㅇ 분석결과, FOMC 위원들은 적정 물가안정목표로 2000 ~ 2007년 중에는 대략 1.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에는 2%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임
-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언급을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으며 금융
위기 이전에는 1.5%에 대한 언급이, 2009년 이후에는 2%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짐
- 일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가 높을수록 제로금리하한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금융위기 이후 미래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가안정목표를 암묵적으로 높
였을 가능성
ㅇ 한편 실제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2000 ~ 2007년 중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서베이
결과)과 실제인플레이션은 동 시기의 암묵적인 물가안정목표였던 1.5%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FOMC가 물가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FOMC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발언한 물가목표와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의 물가목
표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물가 외에 경제안정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고
려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분석방법론】 Nar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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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Assessing Macroeconomic Tail Risk”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 Discussion Series 2019-026
저자: Francesca Loria(FRB), Christian Matthes(FRB of Richmond),
Donghai Zhang(Bonn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향후 GDP 예측치의 분포를 이용하여 거시경제의 tail ris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금융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value at risk 개념을 빌려, GDP 예측치의 분포의 백
분위 10(10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left-tail을 거시경제의 tail risk로 이용함
- 또한 다양한 구조적 충격의 발생이 거시경제의 tail risk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두 단계(two stages)에 걸쳐 분석
o 거시경제의 충격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기술충격, 통화정책 충격, 금융시장충격 등의
미국 데이터를 활용함
- 기술충격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통화정책 충격은 Romer and Romer(2004)
의 narrative-based monetary shocks, 금융시장충격은 초과채권프리미엄(excess
bond premium) 자료 등을 이용
o 1단계로 4분기 이후의 평균 GDP를 예측하기 위해 상수항,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dex(NFCI), 현재의 GDP를 조건변수(conditioning variables)로 설정
후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stage)을 실시함
- 2단계로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stage)을 통해 다양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1
단계에서 추정된 GDP 예측치의 분위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기별로 분석
- 각 분위별 충격반응을 측정하여 4분기 이후의 GDP의 백분위 10을 tail risk로서 이
용하여 관찰
o 분석 결과, 거시경제의 충격은 금융상황의 변동을 통해 tail risk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남
- 긴축 통화정책 충격과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금융환경을 악화시켜 일시적으로 tail
risk를 증가시킨 반면, 확장적인 기술충격은 금융환경을 완화시켜 tail risk를 줄임
o 거시경제의 충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tail risk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한 이슈임
- 이러한 연구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함
【분석방법론】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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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When Creativity Strikes: News Shocks and Business Cycle Fluctuation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788
저자: Silvia Miranda-Agrippino(Northwestern大), Sinem Hacioglu Hoke,
Kristina Bluwstein(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특허자료를 기술발전에 대한 뉴스(technology news) 충격을 나타내는 변수
로 이용하여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변화가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
는지를 보였음
- 경제주체가 기술발전에 관한 뉴스에 대응해 미래 펀더멘털(fundamentals)에 대한 기
대를 바꾸게 되면 기대변화 자체가 경기변동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
*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뉴스 자체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기변동을 유발한다
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견해는 news-view라고 불리고 있음

- 기술 뉴스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 미국 특허청(USPTO)의 월간 특허출원 건수를 잠
재적 기술변화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
- 주요 거시변수를 포함하는 VAR 모형을 구축하고 뉴스충격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
향과 경기변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
ㅇ 분석 결과, 기술 뉴스충격이 발생한 경우 총요소생산성(TFP)이 증가하기 전에 거시변수
들이 생산성 변화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경기변동에
대한 news-view를 뒷받침
- 뉴스충격이 발생하면 거시변수들이 조정되는 처음 4년간은 총요소생산성에 거의 영
향을 주지 못하다 이후 TFP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6~7년 후 정점에 도달
- 기술뉴스 충격은 경기순환상 거시변수 움직임 중 약 1/10 정도, 장기시계의 TFP 변
동 중 대략 1/3만큼을 설명하는데 그쳐 경기변동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기술 뉴스충격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통화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
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제약이 완화되고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되어 경기확장을
촉진시키는 경로로 작용
- 주식시장은 충격의 영향을 빠르게 흡수하는데 반해, 소비자들은 정보제약 등으로
기대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분석은 소비자, 시장참가자, 중앙은행 등 상이한 경제주체가 기술충격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양함을 보임으로써 각 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이질적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VAR

- 4 -

미시제도
⑤ “Fiscal Multipliers i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Military Spending”
출처: FRB of Boston, Working Papers No.19–3
저자: Viacheslav Sheremirov(FRB of Boston), Sandra Spirovska(Wisconsin大)
【핵심내용】
o 1988~2013년중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129개국의 국방비 지출 자료를 이용, 정부지출
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o 국방비 지출 변동으로부터 외생적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한 실증분석 결과, 충격 이후
최초 1년간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는 0.75~0.85, 3년간 누적 재정승수는 0.6~0.7
로 나타남
- 경기국면, 무역개방도, 환율제도 등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1년간 재
정승수가 경기불황을 겪는 국가(1.7), 폐쇄경제 국가(2.0), 고정환율제를 도입한 국가
(1.3)에서 특히 크게 나타남
o 재정승수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잠재적 원인으로 ① 통화정책과의 공조 여부 ② 부채 ·
조세 등 재원조달 방식 ③ 내구재 · 비내구재 등 지출 구성의 차이 등이 제시됨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s, Local projections
⑥ “The Impact of Health on Labor Supply Near Retirement”
출처: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Working Paper W17/18
저자: Richard Blundell, Eric French(UCL), Jack Britton, Monica Costa Dias(IFS)
【핵심내용】
o 1996~2012년중 미국 보건 및 은퇴연구자료(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와
2002~2012년중 영국 고령화종단자료(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를 활용하여 건강상태가 50~70세 고령인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존연구에서는 실증분석 방법 및 건강상태의 측정에 활용되는 변수의 차이에 따라
추정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
- 동 연구는 주성분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측정오차 및 초기조건에 따른 편의를 제거하고 보다 신뢰할만한 추
정치를 획득
o 실증분석 결과 건강상태 악화가 50~70세 고령층 고용감소의 약 3~15%를 설명*하였음
(영국: 남성 4.6~8.7%, 여성 2.5~4.6%, 미국: 남성 11.8~15.5%, 여성 8.6~13%)
* 연금 개시시점 등 건강상태와 관련없는 요인들의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의 영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영국보다 2~3배
크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장애급여 등의 복지제도가 건강상태와 연계되어 운영되어 은퇴결정이 건
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영국의 경우 보다 관대한 건강보험, 연금 및 복지제
도로 인해 고령층의 은퇴결정이 건강상태와 비교적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패널분석,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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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Capital Flows Cycle: Impact on Gross and Net Flows”
출처: NBER, Working Paper 25721
저자: J. Scott Davis(FRB of Dallas), Giorgio Valente(HKMA),
Eric van Wincoop(Virginia大, NBER)
【핵심내용】
o 1996~2015년 중 58개국의 자본유출입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세계 총자본유출입(gross
capital flow)을 결정하는 글로벌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이 각 국의 총자본유출입
과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 사이클(global financial cycle) 요인과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
요인 두 가지가 존재하며, 두 요인들은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 없이 각 국 총자본유출입
과 순자본유출 변동성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동 요인들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
본 결과, 순부채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금융 사이클 요인이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은행 채무(banking debt)와 채권발행에 의한 채무(portfolio debt)

- 해외직접투자(FDI)나 주식(portfolio equity)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기인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
적인 은행 규제 등을 통한 순부채비율 감소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atent factor model,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⑧ “Trade, Technology and the Great Divergen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674
저자: Alan M. Taylor(UC Davis大, CEPR), Kevin H. O'Rourke(Oxford大, CEPR),
Ahmed Rahman(US Naval Academy)
【핵심내용】
o 기술진보 및 인구 변화의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는 2국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세계화(globalization)*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지에 대해 분석
* 무역이 증가하거나 각 국의 고유한 기술이 타국으로 확산(diffusion)되는 현상으로 정의

- 초기에 두 국가는 각각 숙련 노동(skilled labor)과 비숙련 노동(unskilled labor)이
풍부한 가운데, 비숙련 노동자는 교육을 통해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고 교육에 따
른 기회비용과 임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교육 여부를 결정
- 인구 변화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과 편익에 의해 결정되는데, 비숙련 노동자가 숙
련 노동자에 비해 출산을 많이 하며 숙련 노동 임금 대비 비숙련 노동 임금이 증가
할수록 출산이 늘어난다고 가정
o 분석 결과, 기술 확산이 존재하지 않고 무역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간 소득 격차
가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 확산과 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간 소득 격
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 확산과 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숙련노동 풍부국의 숙련노동 집약적
기술이 비숙련노동 풍부국으로 확산되면서 비숙련노동 풍부국의 숙련 노동 임금을 증가
시키고 출산 감소, 교육 수준 상승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Two countries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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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North Korean Economy in April 2019: Sanctions Are Pinching –

But Where and How Much?”
출처: 38 North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대북제재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북한의 산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
며, 기후여건 악화로 농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
ㅇ 최근 북한 당국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공사 완료 기한을 2차례 연장하고 안전
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속도전을 중요시하던 과거와는 다른 행보
- 이는 부실한 원자재와 무리한 공사일정으로 2014년에 평양의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
붕괴된 사건으로 인해 당국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일정부분 관련
- 다른 한편으로 대북제재로 인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수입 경로가 막히면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
ㅇ UN이 대북제재 회피 요인으로 지목하는 불법밀수만으로는 전체 산업에서 필요로 하
는 원자재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의한 수출입 통제는 북한의 생
산능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 북한은 산업 원자재 등의 수입품 획득에 필요한 외화벌이를 위해 수출을 해왔
으나, 대북제재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입 또한 감소
- 처벌받을 위험으로 밀반입·밀반출 관련 수수료가 일반 수출입에 비해 높고, 이에 따
라 거래규모는 통상적인 규모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ㅇ 지난해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기후여건 악화로 인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으로 추정
-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안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북제재로 주민의 소득이
감소해 현재보다 높은 가격이 시장에서 실현되기 곤란하기 때문으로 추정
- 식량을 국가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업생
산량 감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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