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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entral Bank Communication That Works: Lessons from Lab Experiment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19-21
저자: Oleksiy Kryvtsov (Bank of Canada), Luba Petersen (Simon Fraser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통제된 실험(controlled laboratory experiments)을 통해 중앙은행 커뮤니
케이션이 경제주체의 전망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
o 캐나다 밴쿠버 소재 대학 학부생 12,000여명으로 구성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7명씩
그룹을 형성한 다음 74기간(학습을 위한 4기간 포함)에 해당하는 실험을 90분간 실시
- 실험참가자는 매 기간마다 과거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와 당기 수요충격 크기 및 중
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제공받은 다음 소비(expenditure), 가격 및 명목금리에 대
한 예측치를 제출(실제치와 가까울수록 더 큰 금전적 보상 제공)
- 동 예측치를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에 대입하여 7인
그룹의 상호작용 결과 나타나는 당기의 균형 산출량과 물가상승률을 시산
- 중앙은행이 확률적으로 몇 기간 동안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
고,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상정
① 중앙은행이 직전기간에 있었던 정책금리 조정 방향(인상/인하)을 제공
② 중앙은행이 당기에 있을 정책금리 조정 방향(인상/인하)에 대한 예상을 공표
③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발표
o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①번 방식이 개별적
소비와 가격 예상치의 변동성은 물론 경제전체의 물가변동성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금리 예상경로 공표나 양적‧질적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에 대해서는 그 복잡성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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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Should Central Banks Issue Digital Currency?"
출처: FRB of Philadelphia, Working Paper WP 19-26
저자: Todd Keister (Rutgers大), Daniel Sanches (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o 거래를 위해 특정 형태의 화폐(some form of money)가 반드시 필요한(essential)
모형(예: Lagos and Wright 2005)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발
행이 금리, 생산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
-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교환의 매개로 현금과 예금을 사용하는 거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가정
- 현금을 매개로 한 교환은 익명성을 중시하고 은행접근성이 낮은 경우로, 예금을 매
개로 한 교환은 원거리 등으로 인해 현금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 가능
o CBDC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발행되는 방안을 검토
① 현금과 비슷한 형태: 익명성을 보장함에 따라 CBDC가 현금 대신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나 예금을 대체하지는 않음
② 예금과 비슷한 형태: 중앙은행 계좌 제공 등을 통해 CBDC가 예금 대신 교환의 매
개체로 사용되나 현금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형태: CBDC가 현금과 예금을 모두 대체 가능
o CBDC 미발행 경우와 균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 ①의 경우 CBDC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CBDC가 현금을 모두 대체하면서 생산과
후생이 증가될 수 있으나, 동 균형은 CBDC 없이 최적 물가상승률 조정을 통해서
도 달성가능하므로 큰 의미가 없음
- ②의 경우 CBDC가 예금을 대체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사회후생을 극대화 시키는 CBDC 최적이자율은 거래증가와 투자감소 사이에 존재
하는 상충관계의 평형(balance)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
- ③의 경우에도 ②와 비슷한 상충관계가 발생하나 CBDC 발행이 현금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감소를 감내할 수 있으므로 CBDC 최적이자율
은 ②의 경우보다 높아지게 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CBDC 발행 시 거래효율성 증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감소 사
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이론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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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Long-Run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02
저자: Dario Bonciani(Bank of England), Joonseok Jason Oh(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단기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
- 불확실성 충격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키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구조VAR 분석을 실시함
-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함
ㅇ 미국의 1960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해 구조VAR 분석을 실시함
- 충격반응함수를 본 결과, 불확실성 충격의 표준편차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10분기
이후의 실질GDP는 0.4%, 소비와 투자는 각각 0.3%와 1.5%씩 감소하였음
- 40분기까지 연장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40분기 이후까지 하락추세를 회복하지 못
한 것으로 보아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이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임
ㅇ 어떠한 경로를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보기 위해 R&D투자를 통해 성
장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DSGE모형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분석함
- 대표적으로 예비적 동기의 저축경로가 작동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위험
기피자인 소비자들은 미래의 부정적인 충격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과정을 뜻함
- 가계의 소비감소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R&D 스톡이 감소하
면서 새로운 지식의 축적이 더디게 됨
- 그 영향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둔화되고 이는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 충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는 가계는 더욱더 위험기피적인 선호를
띠게 되어 예비적 동기의 저축경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ㅇ 본 논문은 불확실성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경기변동이 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가교역할을 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구조 VAR모형, DSGE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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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A Unified Approach to Measuring u*”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30
저자: Richard K. Crump(FRB of NY), Stefano Eusepi(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rc Giannoni(FRB of Dallas), Aysegul Sahin(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자연실업률*(u*)을 추정하기 위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방법을 결합하여 미
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고, 장기 추세 자연실업률이 하락한 요인을 분석
* 공급충격을 통제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을 때의 지속가능한 실업률로 정의되며,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

- 기존 자연실업률 추정 방법에는 크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유량변수(실직률, 구
직률 등), 기업의 채용강도, 숙련도 mismatch 등 노동시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접
근법과 DSGE 모형 등 거시모형의 임금-물가 관계에서 도출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
이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를 이용하
면서 forward-looking한 필립스곡선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론을 제시
ㅇ 새로운 방법으로 1960~2018년 기간 중 미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2018.3분기 동
수치는 3.9~4%로 나타났고 2018년말 현재 실제 실업률과의 격차인 실업률 갭은 대부분 해소
-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직률(unemployment inflow)과 구직률(unemployment
outflow)을 상태공간모형에서 추출하여 그로부터 실업률의 장기추세를 도출하였고,
동 추세와 물가/임금 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전문가 전망) 데이터를 결합함으
로써 u*를 추정
ㅇ 한편 지난 40년 동안 자연실업률 추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실직률(unemployment inflow)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
- 실직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는 가운데 육아
나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축소, 인구고령화에 따라 실업빈도가 높은 청년
층 고용비중이 감소된 반면 이직률이 낮은 고령층과 회사의 업력(aging of the
firms)이 증가할수록 해고율이 하락하는 경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DSGE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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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Wages, Experience and Training of Women Over the Lifecycle"
출처: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orking Paper W19/18
저자: Richard Blundell, David Goll(UCL), Monica Costa-Dias(IFS), Costas Meghir(Yale大)
【핵심내용】
o 1991~2008년 중 영국 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
여 업무관련 교육훈련이 성별간 임금격차 및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출산 이후에도 양육 등의 사
유로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과 남성(또는 경력단
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간 전 생애에 걸쳐 임금격차가 누적
- 업무관련 교육훈련이 인적자본의 형성 및 성장을 촉진할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생애
소득 증가 및 출산의 기회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
o 영국의 지속적인 세금과 복지제도 개편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축소를 외생적 변동
(exogenous variation)으로 활용하여, 가족구조 및 경력단절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
모형을 추정
- 실증분석 결과, 대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100시간의 업무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임금이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0.5% 증가

- 노동시장 참여 초기에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크게 감소하여 노동시장 참여 10년후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증가 효과가 매우 미미
o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뮬레이션을 통해 8세 미만 아동을 양육중인 여성에게 교육
훈련 보조금(₤1,500)을 지급하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생애 가처분소득도 증가**
* 노동시장 재참여율 증가폭: 고졸미만 11.1%, 고졸 9.7%, 대졸 4.3%
** 생애 가처분소득 증가폭: 고졸미만 0.83%, 고졸 0.48%, 대졸 –0.33%

-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생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정책의 재원이 세율 상승으로 마련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
o 교육훈련이 성별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여성의 경력단절
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 지원 등의 다른 정책수단이 동반될 필요
【분석방법론】 Life cycle model, Structura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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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Boom-Bust Capital Flow Cycl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90
저자: Graciela L. Kaminsky(George Washington大)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의 자본유출입에 관한 연구 동향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최
근의 동 분야 연구경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위기 이전에는 경상수지 불균형 및 순자본유출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위기
이후에는 순자본유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유출입(gross capital
flow)*이 급격히 증가한 데에 주목
* 총자본유출(gross capital outflow) 및 총자본유입(gross capital inflow)
- 특히 위기 이전에는 은행 간 거래, 위기 이후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국경 간 자
금흐름이 증가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
o 아울러 학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자금흐름의 boom-bust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초래한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을 식별하고자 노력
- 자본흐름의 유출/유입 요인(push and pull factors)을 연구한 기존문헌에서는 위기
이전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유출요인으로 주목했던 반면,
최근에는 자금흐름의 동조성, 주요국 통화정책 파급효과의 증폭, 글로벌 은행의 레
버리지 및 위험성향,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 또한 동적공통요인(dynamic common factors)을 자본유출입 및 자산가격 자료로부
터 추출하여 글로벌 요인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연구도 진행됨
o 은행을 통한 자금흐름 증가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1982년 남미 신흥국
채무위기 이전에도 발생하였으므로 두 위기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긴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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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ross-border Effects of Prudential Regulation: Evidence from the Euro Area”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285
저자: Fabio Franch(Reserve Bank of Australia), Luca Nocciola(Deutsche Bundesbank),
Dawid Żochowski(ECB)
【핵심내용】
o 2007.3/4~2014.4/4 중 유로존 16개국 248개 민간 은행들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경 간 파급효과(cross-border propagation)를 분석
- 타국의 건전성 규제가 해당국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가 있는 자국 은행과 자국에서 영
업 중인 타국 은행*에 대한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
* 타국에 모은행(parent bank)이 있고 자국에 지사(branch) 및 자회사(subsidiary)가 있는 경우

o 분석 결과, 자본비율 요구(capital requirement)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자국 은행 및
자국에서 영업 중인 타국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지만 LTV(loan to value), 특정 부문에
대한 완충자본(sector-specific capital buffer), 준비자산 규제(reserve requirement)가 강화될
때는 동 기관들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본비율 요구 규제가 대부자에 대한 직접 규제이고 은행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반면, 여타 규제는 특정 부문이나 차입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포트폴리
오를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할 유인이 큰 데 기인
o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은 자본비율 요구 규제가 강화될 때 대출을 더 크게 감소시키고
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여타 규제가 강화될 때 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⑧ “The Macroeconomics of the Greek Depress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00
저자: Gabriel Chodorow-Reich(Harvard大), Rohan Kekre(Chicago大),
Loukas Karabarbounis(Minnesota大)
【핵심내용】
o 통화 동맹(currency union)에 속한 소국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그리스 경제 불황의 요인을 분석
-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하고 생산함수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에 요소 활용도(factor utilization)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
o 분석 결과, 정부부채 축소를 위해 수행된 경기 역행적 재정정책과 대외 수요 감소가 그
리스 경제 불황의 주요 요인인 가운데, 재정 지출 감소와 세금 증가는 각각 노동 투입
감소와 자본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통해서 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그리스 경제 불황이 생산요소 투입 및 활용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인하였음을 시사
- 또한, 임금 및 가격의 경직성과 금융 제약은 그리스 경제 불황의 주요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
o 한편,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긴축적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감소가 세금 증가
보다 생산을 증가시키며, 자본에 대한 세금보다 노동 및 소비에 대한 세금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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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DPRK’s Economic Exchanges with Russia and the EU since 2000: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Effects and the Case of the Russian Far
East”
출처: Asia Europe Journal
저자: Sabine Burghart (Turks大), Denis Park (Khabarovsk시 행정부),
Liudmila Zakharova (Russian Academy of Science)
【핵심내용】
ㅇ 지리적·사상적 친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러시아 경제교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정치, 법, 규범 및 여타 관행에 의한 것임을 정성적·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
ㅇ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과거 소련 시절 북한과 정치경제적 교류가 활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러시아 교역규모는 북-EU 교역규모보다 낮은 추세
- 2000~12년 중 북-러시아 교역규모는 북-EU 교역규모를 하회
-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에 따라 EU의 대북 교역규모가 크게 줄
면서 북-러시아 교역규모가 북-EU 교역규모보다 많아졌으나 절대규모는 여전히 정
체된 상태
ㅇ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북투자를 꺼리는 러시아 기업의 불확실성
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이후로 대북제재가 강
화되어 제도 정착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대북투자의 매력 또한 감소
ㅇ 북한 접경지역의 러시아 기업이 건설, 농업 및 임업에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양
국간 경제교류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확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북한 외에 중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됨
- 러시아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을 수입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의 섬유제품 또한 러시아내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
- 한편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북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북한내 관
료주의로 인한 사업 차질로 북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욱 하락
ㅇ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교류는 중국 기업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교류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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