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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o Changes in Reserve Balances Still Influence the Federal Funds Rate?”
출처: FRB of Kansas City, Economic Review 1st Quarter 2019
저자: A. Lee Smith (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o 최근 수년 간 미국 페더럴펀드금리(federal funds rate, 이하 FFR)가 지준금리
(interest on reserve balance, 이하 IOR)에 비해 더 상승하면서 IOR에 점점 근접

o 본고에서는 지준규모, FFR-IOR 스프레드, Repo-IOR 스프레드* 등의 주간평균 데이터
를 통상최소자승법(OLS) 및 구조VAR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FFR의 상승원
인을 분석
* 채권담보부 익일물 금리(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인 Repo 금리 상승에 의한 FFR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

- 분석대상 기간은 지준규모 추이, Repo 금리 자료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2014년 9월
∼2018년 11월로 설정
o 분석결과, 지준규모가 축소될 경우 FFR-IOR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초과지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규모와 단기금리는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고전적인 유동성효과(liquidity effect)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LS, Structura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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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and the Top One Percent: Evidence from a Century

of Modern Economic History”
출처: De Nederlandsche Bank, Working Paper No. 632
저자: Mehdi El Herradi, Aurelien Leroy (Bordeaux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12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주 지표*로는 소득 최상위 계층(상위 1% 및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
*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이용

ㅇ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한 분석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장기 거시지표 시계열(Jorda-Schularick-Taylor Macrohistory Database)을 활용
하여 1920~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 장기 분석을 통해 중 ․ 장기에 걸쳐 변화하는 불평등도의 특징을 보다 잘 살펴볼 수
있으며 공황, 금융위기 등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거시경제 사건도
고려 가능
- 분석 방법으로는 12개 나라의 소득 불평등도, 1인당 실질GDP 성장률, CPI 상승률
및 단기이자율을 포함하는 5변수 Panel VAR 및 외부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이용하는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활용
ㅇ 분석결과, 정책금리가 1%p 인하되는 경우 자산가격 상승, 배당금 증가 등 자본소득
확대에 힘입어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1 ~ 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위 10%의 소득 비중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중앙은행이 정책 수행 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통화정책이
초래하는 부수적 효과(side-effect)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AR,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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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10 Years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83
저자: Wenjie Chen, Mico Mrkaic, Malhar Nabar (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 년간의 세계경기회복 추이를 살펴보면서 국가
별로 회복속도가 차이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함
-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 180여 개국의 표본을 통해 위기 전후로 산출량의 변화
를 평가하고 위기 이후 즉각적인 조치시행이 향후 산출량 감소를 줄였는지 분석
- 180개 분석대상 국가들 중 2007-08년간 은행위기를 겪은 24개국과 겪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o Kernel density를 이용한 분석결과 은행위기를 겪었던 그룹에서는 85%, 겪지 않은
그룹에서는 60%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산출량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 은행위기를 겪은 그룹의 공급 측 원인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손상과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신용공급의 감소로 분석
- 수요 측 원인으로는 기대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기업·가계의 대차대조표 축소 등으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분석
- 은행위기를 겪지 않은 그룹은 위기를 겪은 국가로부터 외부수요가 약해짐에 따라, 투자
부진과 자본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
o 국가별로 위기 이전에 어떠한 정책을 썼는지, 위기 후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
가 회복속도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효율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위기 이후 재정적으
로 취약해져 큰 산출량 감소를 겪은 반면, 위기 이전에 재정상황이 건전했던 국가
들은 즉각적인 대응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음
- 또한 위기 이후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규제 등 종합적인 사후대책을 펼친 국가들은
큰 위기를 면했는데 양적완화정책은 자산 가격이 감소하는 tail risk의 발생을 줄여 경
제를 안정화시켰고, 재정정책과 금융규제 등은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킨 것으로 판단
o 본고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적인 시사점을 줌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미리 파악·대처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을 즉각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유동성공급은 경기침체를 완화하지만 낮은 금리로 인한 자산시장 불안정, 정부부채
누적을 통한 재정여력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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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nflation Expectations and Firms’ Decisions: New Causal Evidence”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s No. 1219
저자: Olivier Coibion(Texas大),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 and Tiziano
Ropele(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 변화 경로를 이용한 통화정책이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하한 제약으로 Forward Guidance와 같은 비전통적 통
화정책이 사용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기대경로가 각광을 받고 있음
-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기대 경로를 분석하기
어려웠으나 이탈리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외생적 기대 변화
의 영향을 분석
ㅇ 2012.Q3부터 시행된 The Survey on Inflation and Growth Expectations (SIGE)*
대상기업 가운데 무작위로 채택된 일부 기업에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처치집단(treatment)과 통제집단 간 인플레이션 기대의 격차를 발생시킴
* 1999년 12월부터 이탈리아 중앙은행 주도로 실시되는 기업대상 서베이로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 일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재화 가격과 수요,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

- 이와 같은 기대인플레이션 격차를 이용하여 외생적이고 시변(time-varying)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외생적으로 상승하면 기업들은
재화가격을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며 고용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통상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ㅇ 그러나 이자율이 실효하한에 제약되었을 때는(2014.Q4∼2018.Q1 기간) 기업의 기대인플
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향후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투자확대를 위해 대출과 고용을 확대
ㅇ 본 연구결과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기대경로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xperimental Approach, IV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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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arnings Dynamics and Firm-Level Shock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786
저자: Benjamin Friedrich(Northwestern大), Lisa Laun(IFAU),
저자: Costas Meghir(Yale大), Luigi Pistaferri(Stanford大)
【핵심내용】
o 1997~2008년 중 스웨덴 내 12만개 기업 및 소속 근로자의 행정자료를 이용, 기업의 생산성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o 근로자의 취업 및 이직 결정을 내생화한 생애주기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영구적인
기업 생산성 충격이 주로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시적 충격은
주로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근로자간 매칭 효율성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 고숙련 근로자 임금의 분산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26세: 0.11 → 55세: 0.19)되었
으며, 이의 상당부분(44%)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에 기인
o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저숙련 근로자보다 기업 생산성 충격에 더 크게 좌우되었는데,
이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노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최저 수준 근방에서 결정됨에
따라 기업 생산성 하락의 하방충격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분석방법론】 Structural estimation, Life cycle model
⑥ “Parental

Leave Benefits, Household Labor Supply, and Children’s

Long-run Outcomes”
출처: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Working Paper W18/26
저자: Rita Ginja(Bergen大), Jenny Jans, Arizo Karimi(Uppsala大)
【핵심내용】
o 1970~2013년 중 스웨덴 종단행정자료(longitudinal administrative data)를 활용하여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부모의 노동공급과 자녀의 교육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스웨덴은 부모가 휴직 전 240일간 지속고용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9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급여 지급
- 동 논문은 두 자녀를 일정기간 내(1980년: 24개월, 1986년: 30개월)에 출산할 경우 두 육아
휴직 간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는 Speed Premium 제도를 이용하여 회귀단절모형을 추정
* 출산 후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을 방지

o 실증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 증가 시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한 반면, 남성의 노동공급은
증가하였으며 먼저 태어난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늦게 태어난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률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

-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득상위가구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증가
ㅇ 이는 Speed Premium 제도로 인해 가구 내 성별 간 임금격차, 가구 간 소득격차, 자녀
간 교육성취 격차 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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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After

the Panic: Are Financial Crises Demand or Supply Shocks?
Evidence from International Trad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702
저자: Felipe Benguria(Kentucky大), Alan M. Taylor(UC Davis, NBER, CEPR)

【핵심내용】
o 1816~2014년 중 69개국의 무역, 실질환율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위기*가 총수요
또는 총공급 중 어떤 측면에 주된 영향을 주는지 분석
* 공공부문이 뱅크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사건으로 정의

-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소국개방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은 수입을 크게 감소시키고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은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고 실질환율을 절상시키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질환율과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 위기가
총수요 또는 총공급 중 어떤 측면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o 분석 결과, 금융위기가 수입을 감소시키고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위기가 주로 총수요 측면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시사
- 동 결과는 금융위기가 주로 가계의 신용제약을 심화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고 비교역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기인
o 한편, 교역재를 최종재와 중간재로 나누어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최종재와 중간재 수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on method, General equilibrium model
⑧ “Global Declining Competi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696
저자: Federico J. Dez, Jiayue Fan(IMF), Carolina Villegas-Sanchez(ESADE, CEPR)
【핵심내용】
o 2000~2015년 중 20개국 기업*들의 수익, 비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마크업률(mark-up
rate)**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간 경쟁 정도로 해석
* 상장 기업과 비상장 개인 소유 기업 모두 포함
** 가격/한계비용(marginal cost)을 기업의 비용극소화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수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

o 분석 결과, 평균 마크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기업간 경쟁도가 낮아졌으며) 특
히 마크업률 상위 10% 기업들이 견인하였는데, 동 결과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뚜
렷하게 관찰됨
- 또한, 평균 마크업률 증가는 기존 기업들의 마크업률 증가와 새롭게 진입한 기업들
중 마크업률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기업의 크기*와 마크업률의 관계는 일정한 임계점(threshold) 이상에서는 크기가
클수록 마크업률이 증가하나 임계점 이하에서는 크기가 클수록 마크업률이 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
* 산업 전체 매출 대비 기업의 매출 비율

- 마크업 수준이 높은 기업중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재
화를 판매하여 마크업률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인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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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How Should South Korea Handle the North?

Reciprocity/Bipartisanship/Planning for the Long Haul”
출처: 38 North
저자: Aidan Foster-Carter (Leeds大)
ㅇ 북미간의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
에서, 남한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응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보다 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계획할 필요
ㅇ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비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남한은 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
ㅇ 남북관계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
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
-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고 정치권력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큰 변화
를 겪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
ㅇ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적인 대북정책을 도출하고, 이러한 탈이념적·초당파적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수립해 갈 것을 제안
-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를 거쳐 비준되었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
ㅇ 아울러 북한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신사적이지만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보다 상호성에 입각한 관계로 발전되도록 유도
- 부당한 주장에 대해 무대응하거나 무조건적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되풀이하도록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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