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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Prospects for Inflation in a High Pressure Economy: Is the Phillips

Curve Dead or Is It Just Hibernat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792
저자: Peter Hooper (Deutsche Bank), Frederic S. Mishkin (Columbia大), Amir
Sufi (Chicago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최근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평탄화되고 비선형성*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
* 실업률갭(실업률 - 자연실업률)이 낮아질수록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o 미국의 PCE인플레이션-실업률 필립스곡선(이하 가격 필립스곡선)은 분석기간을 1961
~ 2018년으로 설정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기울기와 비선형성을 보이는
반면, 분석기간을 비교적 최근(1988 ~ 2018년)으로 조정하였을 때는 이러한 특징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임금상승률-실업률 필립스곡선(이하 임금 필립스곡선)은 최근에도 음의 기울기
와 비선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가격‧임금 필립스곡선의 상반된 결과는 최근 들어 물가와 임금 사이의 연관성
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시사
o 다만 실업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실업률갭의 미미한 변동성, 인플레이션기대
안착 등으로 위의 추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 주(state) 및
대도시(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격 및 임금
필립스곡선에 대한 분석을 시도
* 국가 수준 데이터에 비해 실업률의 변동성이 훨씬 크고, 통화정책이 모든 주·도시에 대해 동일하게 적
용된다는 점에서 외생성을 확보 가능

- 분석결과 가격·임금 필립스곡선 모두 음의 기울기와 비선형성이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최근의 필립스곡선 평탄화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향후 실업률이 최근 발표된 FOMC 위원들의 전망경로를 따를 경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
【분석방법론】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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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Predicting Future Recessions”
출처: FRB, FEDS Notes, May 06, 2019
저자: David S. Miller (FRB)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미국 전문가 설문(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이하 SPF)*에
의해 조사되는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장단기금리차, 실업률갭, 페더럴펀드갭(실질 페더
럴펀드금리와 실질 중립금리 차이)에 대한 전망치를 시산하고 이에 내재된(implied)
미국의 경기침체(recession) 확률을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추정
* FRB Philadelphia에서 전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설문으로 주요 경제변수에 대해
서 분기별로는 향후 1년, 연간으로는 향후 3년까지의 전망치를 제공

- SPF는 GDP와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도 제공하나 동 전망치는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correlated)되어 있으므로 경기침체 확률 추정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 본고에서는 1965~2018년을 대상으로 ① 장단기 금리차 ② 실업률갭 및 페더럴펀드
갭을 이용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로짓 모형을 추정한 다음 동 추정모형에 SPF 전
망치를 대입하여 경기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
o 분석결과, 미국 경제가 2019～2021년 중 경기침체를 보일 확률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 두 로짓 모형 모두 경기침체 확률이 2019년
3분기에 35~40%의 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경기침체 확률이 장단기 금리차에 기반한
로짓모형은 2021년에 40%, 실업률갭 및 페더럴펀드갭에 기반한 로짓모형은 2020
년에 30%의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Log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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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arket Power and Monetary Polic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798
저자: Tommaso Aquilante, Shiv Chowla, Nikola Dacic, Andrew Haldane,
Riccardo Masolo, Patrick Schneider, Martin Seneca, Srdan Tatomir(Bank
of England)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영국시장의 micro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시장지배력 변화가 통화정책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시장지배력 측정 변수로서 기업 수준의 마크업을 계산한 결과, 최근 몇 년 간 영국시
장에서 마크업이 전반적인 산업에서 상승추세를 보임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superstar" 지위를 획득함
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분석
o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증가추세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New
Keynesian 모형을 설정
- 독점적 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마크업은 개별상품수요의 탄력성에 반비례
하므로, 마크업이 시장지배력을 설명할 수 있음
- 시장지배력의 증가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희생률을
낮추는데 (Gali, 2005), 이는 독점력이 커질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상승시킬 유인이
커지기 때문
o 또한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손실함수에서 인플레이션에 비해 산출갭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늘어남
- 인플레이션의 비용인 희생률이 줄어듦에 따라 중앙은행은 산출안정화에 더욱 중점
을 두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 있어서 최적이기 때문
- 이와 더불어 독점적 경쟁시장은 산출량이 최적보다 낮은 비효율적 상황을 발생시키
므로, 중앙은행은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인플레이션 편의를 초래함
- 모형에 기반한 캘리브레이션 결과, 마크업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편의를 20%p 가량
증가시켰음
o micro 데이터에 기반한 모형의 논리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인
플레이션을 용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꾸준히 저물가 기조를 유지함
- micro 데이터에 기반한 모형의 결과와 macro 데이터에 기반한 실물의 결과가 불
일치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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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Variation in the Phillips Curve Relation across Three Phases of the

Business Cycle”
출처: FRB of Cleveland, Working Paper 19/09
저자: Richard Ashley(Virginia Tech), Randal J. Verbrugge(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실업률-인플레이션율 간 관계, 즉 필립스곡선의 형태가 경기변동 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음
- 1985년 이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기변동 국면에 따라 축약형 필립스 곡선을 추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slack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립스곡선
이 제시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국면별 필립스곡선
의 형태변화로 설명
ㅇ 실증분석 결과, 추정된 필립스 곡선은 경기하강기(bust), 회복기(recovery) 및 과열기
(overheating)에 따라 실업률 갭과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음
- 경기하강국면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
면서 전통적 형태의 필립스곡선의 모습을 보였으나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 이후
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갭 간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
-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국면(recovery)에 접어드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slack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모습
- 그러나 경기회복이 충분히 진행되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아래로 떨어지면 인플레
이션이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전통적 필립스 곡선의 형태가 다시 나타났음
ㅇ 기존 연구에서는 국면 구별 없이 전체기간을 필립스곡선을 추정하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없게끔 나타난 것이지 경기 국면에 따라 필립스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뿐 필립스곡선 관계는 확실히 존재함을 보였음
- 경기가 과열된 경우 slack이 감소할 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만큼 통화
정책은 과도하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ersistence-Dependen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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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ight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Middle-Income Transitions”
출처: European Bank, EBRD Special Reports
저자: Sergei Guriev(EBRD) 외 9명
【핵심내용】
o EBRD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middle income
transition)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 탈출의 주요 성공요인을 살펴봄
* 새로운 기술개발, 경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모방기반(imitation-based)에서 혁신기반(innovation
-based)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률 둔화가 발생

- 동 보고서는 재벌기업 중심의 성장모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199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재벌구조 개혁, 경쟁 및 혁신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성장모형으로 전환한 사례를 중진국 탈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
ㅇ 기술진보와 급속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요인들이 변하지 않았
음을 강조하며 중진국 함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8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① 중진국 함정에서의 탈출은 특정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경제성장
모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② 한국, 싱가포르 등 외에는 중진국 탈출의 성공사례가 드문 편이나 비교적 다양한
배경과 지역에서 성공적인 경제성장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보츠와나, 몰디브, 오만, 카이만제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③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은 투자이며,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서
는 좋은 지배구조(good governance), 기술력(strong skill sets), 사회기반시설(quality
infrastructure)이 필요
④ 과거에는 충분한 사회안전망 없이도 중진국 탈출이 가능하였으나, 자동화 등의 기
술진보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는 중진국 탈출이 어
려울 것으로 전망
*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없을 경우 중산층 몰락(hollowing the middle), 인구고령화 등이 인기영합주의
(populism)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⑤ 저개발지역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사회불평등을 개선하는데도 기여
⑥ 중진국 기업들의 생산성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⑦ 중진국 기업들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기업들에 비해 더 큰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유인구조(전기요금 할인 등의 에너지 비용 보조)의 개
선이 필요
⑧ 기업의 재원조달 구조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며, 채무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재원조
달이 더 높은 성장률을 이끌 수 있는데 이는 은행부문보다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보
다 혁신적인 기업으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
【분석방법론】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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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he Turning Tide: How Vulnerable are Asian Corporat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93
저자: Bo Jiang(Chicago大), Tahsin Saadi Sedik(IMF)
【핵심내용】
o 1994~2016년 중 아시아 12개 신흥국 기업들의 외화표시 부채 등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 변동이 기업 취약성(corporate vulner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업 유동성(liqudity), 레버리지(leverage), 수익성(profitability), 지불능력(solvency) 등 4가지 지표를
통해 추정된 Altman Z-score 사용

o 분석 결과, 환율이 절하되는 경우 기업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파산 확률이 증가하며 실효환율
(effective exchange rate)보다 대미 환율이 절하되는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남
- 이는 대미 환율 절하가 글로벌 은행의 달러 신용 공급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국통화
표시 부채의 크기를 증가시켜 기업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키는 것에 기인
o 달러화 표시 부채의 크기에 따라 기업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동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은 환율 절하 시 취약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높은 기업은 취약성이 증가
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달러화 표시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환율 절하가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키지만 동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환율 절하가 오히려 기업의 금융 제약
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Quantile regression
⑦ “Structural

Change in the Chinese
Relations with the World”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721

Economy

and

Changing

Trade

저자: Robert Koopman(WTO, CEPR), Eddy Bekkers, Carolina Lemos Rego(WTO)
【핵심내용】
o 산업 부문 간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다국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자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미국, 중국 등 12개 지역, 15개 산업 부문, 숙련 노동 및 비숙련 노동 등 5개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

- 저축률이 하락하고 숙련 노동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국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에서 제시된 산업 부문 *의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상정
*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신소재 및 에너지 산업, 전자 장비 산업 등

o 분석 결과, 개인 소비 및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중국의 무역 흑자가 무역 적자로 전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역적자는 자본 유입을 통해 국내 요소 수요와 가격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수출 재
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실질환율의 절상을 가져옴
- 또한, 실질환율의 절상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및 세계 수출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분석
o 한편, 더 많은 숙련 노동이 서비스업에 고용되고 제조업 생산성 증가가 제조업 재화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GDP 중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서
비스업 비중이 증가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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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Logic of the Survival of North Korea”
출처: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2019) 14, pp.1-18
저자: Kentaro Hirose, Shuhei Kurizaki (와세다大)
ㅇ 지속적인 국제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격받지 않는 이유는, 높은 민족적 동질
성으로 내부에서 외세와 동조하여 저항할 세력이 적고 장기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또는 테러단체 지원이 국제안보를 위협
할 경우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전쟁(interstate war)이 발생할 수 있음
- 또는 비정상국가 내부적으로 정치적 차별 또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불만을 가진
저항세력이 지배세력에 대항하면서 내전(intrastate war)이 발생하기도 함
ㅇ 비정상국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전을 통해 정상국가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이거나
공격빈도를 높이는 것이 반복게임 균형 측면에서 최적의 대응에 해당함
- 만약 비정상국가 주민 대다수가 지배세력에 동조하여 저항하는 경우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고 결국 공격받을 유인을 낮추게 됨
ㅇ 내전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인종 간에 발생하는데 북한은 단일민족이라 그 가능성
이 낮고 따라서 공격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냉전 이후 80% 이상의 내전이 인종 갈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라크전 당시 쿠르드
족은 국제사회와 연합해 후세인 정권에 저항했고 시아파 또한 기존 지배세력인 수니파
를 축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

【분석방법론】 Two-level Game Theory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