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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y Market Funds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출처: Central Bank of Ireland Research Technical Paper Vol.2019, No.7
저자: Giovanna Bua, Peter G. Dunne(Central Bank of Ireland), Jacopo Sorbo
(Unipol Gruppo S.p.A.)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2014.10월 ~ 2018.1월 중 아일랜드 MMF*(money market funds) 데이
터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MMF의 수익 및 투자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17년말 기준 유로지역 MMF의 42%가 아일랜드 소재이며 대부분 유로화, 파운드화, 달러화 표시 자
산 투자 펀드로 구성

- 규제에 따라 MMF는 신고(report)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이 MMF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ㅇ 분석결과, MMF 수익은 신고 통화 발행국의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화별로 이질성도 존재
- 달러화·파운드화에 비해 유로화 MMF 수익이 통화정책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이 큰 것으로 분석
- 다만 유로화 MMF의 경우 통화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시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지역과 같이 장단기금리의 현재 수준과 향후 예
상 수준이 모두 낮을 때에는 정책금리를 인하하여도 MMF가 투자 구성을 조정하지
않고 단기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달러화 투자 MMF의 경우 정책금리 인하 시 장기자산으로의 투자 구성이 변하면서 수익률이 즉각적으로 반응

ㅇ 한편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MMF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지만, MMF와 은행 간 리스크 연계성이 증가할 우려
- 중앙은행의 대기성 수신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MMF가 은행이 발행한 단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기성 수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MMF 인출사태가 발
생할 경우에는 은행의 리스크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
* 유로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하에서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단기시
장금리가 ECB의 대기성 수신금리를 하회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대규모 자산매입 등 극단적(extreme) 통화정
책을 도입하는 경우 MMF와 은행 간 리스크 연계성 증가, MMF의 투자자산 만기 단
기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초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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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Has Globalization Changed the Inflation Proces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91
저자: Kristin J. Forbes(MIT)
【핵심내용】
ㅇ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전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국내 산출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필립스 곡선이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ㅇ 본고에서는 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② 필립스 곡선 모형
(Phillips-curve based framework) ③ 추세-순환 분해(trend-cycle decomposition)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이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1990~2017년 동안 미국 등 선진국 31개국 및 중국 등 신흥국 12개국의 분기별 소
비자물가(CPI), 근원물가(core CPI), 산출갭 등 개별 국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질
실효환율, 세계 산출갭, 국제유가, 국제상품가격 등 글로벌 요인을 나타내는 데이터
도 이용
ㅇ 분석결과, 세 가지 접근방법 모두 글로벌 요인이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동 영향의 크기가 점점 증가했다는 비슷한 결
론을 도출
- ①의 경우 개별 국가의 인플레이션(선진국 CPI 기준*) 변동에서 글로벌 공통성분
(the global shared component)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94년 27%에서
2015~17년 57%로 크게 증가
* 분석기간을 늘리기 위해 대상을 선진국으로 한정하였으며, 근원물가, 서비스물가 인플레이션의 경우
에는 글로벌 공통성분이 설명하는 비중이 동 기간 중 하락

- ②의 경우 기존의 필립스 곡선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글로벌 변수를 추가한 경우
인플레이션의 설명력이 상승하였고 세계 산출갭 등 일부 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
- ③의 경우 추세성분은 국내 산출갭, 기대인플레이션 등 기존 필립스 곡선의 변수들
이 여전히 잘 설명하고 있으나, 순환성분의 경우 세계 산출갭 등 글로벌 변수가 미
치는 영향이 최근 10년 간 큰 폭으로 증가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요인이 개별국
가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주성분 분석, Phillips-curve model, 추세-순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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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Euro-Area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at the Effective Lower

Bound”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33
저자: Adalgiso Amendola,
Giovanni Melina(IMF)

Mario

di

Serio,

Matteo

Fragetta(Salerno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경제가 실효금리하한(ELB : Effective Lower Bound)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재정승수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
ㅇ Euro Area(EA)에 속한 11개국의 2002년 2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분기별 거시데이
터를 이용한 FAIPVAR(Factor-Augmented Interacted Panel Vector-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승수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음
- ELB의 제약에 놓여있기 전 시기(2002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제약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시기(2012년 4분기~2017년 4분기)를 나누어 시기별로 정부지출에 대한
산출량의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함
- 2012년 4분기 이후는 당시 ECB 총재 Mario Draghi의 유명한 ‘Whatever it
takes’ 연설이 발표된 시점으로 ECB가 본격적으로 ELB에 도달하고 비전통적인 통
화정책을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도출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누적재정승수를 구한 결과, ELB 제약에 놓여있기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승수 값 차이는 단기(1년 후)에는 0.03에 불과했으나 3년 후 약
1.5, 4년 후 약 2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함
ㅇ 시기 별로 재정승수값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당시의 경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 구체적으로, 경기변동과 재정승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침체가 심해진 시기에 재정승수 값이 커짐을 의미
- ECB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
시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질금리하락은
이전 시기보다 민간소비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불러옴
【분석방법론】 FAIPVAR(Factor-Augmented Interacted Panel Vector-AutoRegress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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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Households’ Liquidity Constraint, Optimal Attention Alloc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19-E-8
저자: Hibiki Ichiue, Maiko Koga, Tatsushi Okuda, Tatsuya Ozaki
(Bank of Japan)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유동성 제약에 따라 가계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기대를 다르게 형성하며
이 같은 기대형성의 이질성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
ㅇ 이론적 분석을 위해 합리적 부주의(rational inattention) 모형의 framework을 활용
하였는데 모형에서 가계는 주의력(제한된 자원)을 가계가 필요한 특정 재화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찾거나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target 인플레이션을 알아내는 데 배분
- 이론모형의 분석 결과, 유동성 제약이 큰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개별 가계가 인
식한 물가(inflation perception)와 관련성이 높은 반면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와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가계의 미시 서베이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
* Opinion Survey on the General Public’s Views and Behavior(BOJ)와 Preference Parameters
Study(Osaka University)

- 분석결과, 유동성 제약을 받는 가계일수록 기간 간 소비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작기 때문에 주로 현재의 재화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
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장기 인플레이션 예측치보다는 현재의 상대가격이 더 중요
ㅇ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앙은행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면 가계의 최적 주의력
배분(optimal attention alloc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inflation
target에 관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ational inatten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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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ffects of Rent Control Expansion on Tenants, Landlords,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San Francisco”
출처: American Economic Review(forthcoming)
저자: Rebecca Diamond, Tim McQuade, Franklin Qian(Stanford大)
【핵심내용】
ㅇ 1990~2016년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거주민 주소이전 자료 및 부동산 등기 자료
를 이용하여 동 지역의 임대료 규제(rent control)가 세입자 및 건물주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
- 1979년 샌프란시스코市는 5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 상승을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건물(1979년 이후 건축된 건물 및 4채
이하 아파트 보유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동 정책의 적용을 면제
- 동 논문은 1994년에 소형건물에 대한 임대료 규제 면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발생한 준
실험적 변동*(quasi-experimental variation)을 이용하여 임대료 규제의 영향을 추정
* 임대료 규제가 1979년 이전 건축된 건물에만 적용됨에 따라 1979년 이후 건축된 소형건물은 동 정
책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실증분석 결과, 정책 시행 5~10년 이후 임대료 규제가 적용된 소형건물 세입자는 규
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건물 세입자에 비해 3.5%p 더 원 주소지에 머물렀으며 샌
프란시스코 내에 4.5%p 더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세입자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세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원 주소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소수인종일수록 임대료 규제의 혜택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보다 선호되는 거주지역 세입자의 경우 주변 건물에 비해 임대료 상승이 낮아
원 거주지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인이 크나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실제로
는 원 거주지에서 더 많이 이주
ㅇ 임대료 규제가 건물주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
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건물에 비해 8%p 더 신축건물*로 재개발된 것으로 나타남
* 주로 고소득 세입자를 위한 고급 아파트(high-end condominium)로 재개발

- 또한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의 세입자 수가 15%p 감소하고 건물주의 자가점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상당폭 축소
ㅇ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가 현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물주가 재개발 및 임대공급 축소로 대응함에 따라 해당건물로의 신규 세입자 진입
이 제약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으로 도시 전체의 불평등이 악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Quasi-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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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On Financing Retirement,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in Japan”
출처: FRB of Minneapolis, Staff Report No.586
저자: Ellen McGrattan(Minnesota大), Kazuaki Miyachi, Adrian Peralta-Alva(IMF)
【핵심내용】
ㅇ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은퇴인구 부양 및 공공의료, 장기요양 등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거시경
제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평가해볼 필요
* 일본 인구는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2060년중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비
중은 2016년 44%, 2060년 들어서는 7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일본의 인구전망* 및 미·거시 자료**
에 부합하는 모수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20%까지 점
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IPSS)에서 발표하는 2060년까지의 전망자료
** 노동의 비효용 정도, 정부지출 비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법인세율 등

- 동 방안 시행시 근로유인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세입확대를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GDP대비 200%으로 유지
- 근로소득세를 20년에 걸쳐 최대 8%p 인상할 경우 근로유인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
로 GDP가 7% 하락하고 후생은 5% 감소
- 15년간 무대응할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최대 300%까지 확대되면서 민간투자에 대
한 구축효과로 장기 GDP가 20% 하락하고, 현재 근로자 및 모든 미래 세대의 후생
이 대폭 감소*
* 현재 은퇴자의 후생은 소폭 증가

- 고령인구의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copayment)을 확대할 경우 거
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고령인구의 부담액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
률적으로 증가하면서 후생이 6% 감소
ㅇ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세대 간 분배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
됨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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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rade Wars and Trade Deals: Estimated Effects Using a Multi-Sector
Model”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43
저자: Carlos Caceres, Diego A. Cerdeiro, Rui Mano(IMF)
【핵심내용】
ㅇ 165개국 17개 산업 부문에 대한 연산일반균형(CGE) 무역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무역
갈등 및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다음 세 경우에 대해 GDP와 산업별 부가가치의 변화를 분석
① 자동차 관세 : 미국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들이 대미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
② 미중 무역 협상 : 미국의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중국이 (i) 대미 비관세
수입 장벽 완화 및 미국 이외 국가에 대한 비관세 수입 장벽 강화, (ii) 전자제품 및
제조업 상품의 대미 수출을 감소
③ 미중 무역 갈등 :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의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
ㅇ 미국에 대한 분석 결과, GDP는 세 경우 모두에서 감소하며, 그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중 무역 협상의 경우(②) 미국의 GDP가 감소하는 현상은 중국에서의 수출이 감소한
상품을 미국 국내산 재화로 대체하기 어려워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에서 이들
재화를 수입해야하는 데 기인
- 지역별 차이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주(州)에 비하여 부유한 주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ㅇ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GDP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주요 무역 상대국은 무역 갈등시
(③) 반사이익을 누려 GDP가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관세의 경우(①) GDP가 감소함
ㅇ 기타 제3국에 대한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총 무역 대비 해당 산업의 비중)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부 국가의 경
우 글로벌 공급 사슬을 통한 간접적인 노출도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직접적인 노출도가 유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이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우(②-(ii))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 이는 중국의 수출품에 한국의 중간재가 많이 투
입되는 데 기인
ㅇ 한편,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회귀)이 용이해진다면 무역 갈등으
로 인한 미국의 GDP 손실은 감소하지만 제3국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손실
이 증가
【분석방법론】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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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Rewards of Fiscal Consolidation: Sovereign Spreads and Confidence
Effect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41
저자: Antonio C. David, Jaime Guajardo, Juan F. Yépez(IMF)
【핵심내용】
ㅇ 2000~2018년 중 21개 신흥국의 채권 스프레드*, 재정긴축 뉴스** 등의 데이터를 사용
하여 재정긴축 뉴스가 채권 스프레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각 국 국채 및 정부보증기관 채권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의 차이를 가중평균
** 주요 경제 매체들이 보도한 순재정지출 감소에 관한 뉴스를 사용하고 긴축을 발표한 기관을 행정부와 의회로 구분

- 재정긴축 뉴스가 투자자 신뢰성 확보와 채권 스프레드 하락을 통해 긴축에 기인한
생산 감소폭을 상쇄할 수 있는지 살펴봄
- 스프레드가 높거나 IMF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시기*에 동 뉴스가 주는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
* 스프레드가 표본 내 상위 75%에 속하거나 IMF의 MONA(Monitoring of Fund Arrangements) 데이
터에서 IMF 프로그램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ㅇ 분석결과, 재정긴축 뉴스가 알려진 후 스프레드가 하락하며 동 효과는 의회에 의한
발표인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행정부에 의한 발표보다 의회에 의한 발표인 경우에 투자자들이 긴축정책이 실
현될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
ㅇ 한편, 스프레드가 높거나 IMF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는 경우 긴축 뉴스에 기인한 스
프레드 하락폭이 커졌으나 높은 스프레드와 IMF 프로그램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놓고 분
석하면 스프레드 하락폭이 줄어듦
- IMF 프로그램 보다는 재정긴축 뉴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스프레드 하락의
주요 요인임
ㅇ 동 스프레드 하락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스프레드
하락에 기인한 생산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IMF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경우 생산 증가폭은 표본 내 상위 75% 스프
레드 수준(620 basis point)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프레드 하락에 따른 생산 증가가 긴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method, P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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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Denuclearization or Not? A Multiple-Player Sequential Game Model”
출처: Johns Hopkins APL, Game Theory and Nuclear Stability in Northeast

Asia Workshop Proceedings, pp.87-98
저자: Puyu Ye(Nanjing大), Jun Zhuang (Buffalo大)
ㅇ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의 비핵화 협상을 순차게임
(sequential game)을 이용해 분석하고, 비핵화가 게임의 균형이 될 수 있음을 제시
ㅇ 비핵화 협상 게임은 북한, 한미일 동맹, 중러 세 집단의 경기자로 구성되고, 각 집단
이 주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가진 전략 중 최적전략을 선택
- 먼저 북한은 비핵화를 추구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핵개발을 계속할지를 선택
- 다음으로 한미일 동맹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경제제재 또는 군사공격 중 선택
- 마지막으로 중러는 한미일 동맹의 선택에 따라 경제원조에 동참할지, 경제제재에 동
참하거나 대북제재 하에서도 원조를 할지, 또는 군사공격에 대해 반격할지를 선택
ㅇ 각 경기자의 보수는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경제, 군사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균
하여 산출하였으며, 전쟁이 발발할 때의 경기자의 승리확률은 임의로 부여
- 각 분야별 보수는 현상유지일 경우 0, 최대 손해 –10, 최대 이득 +10으로 가정(산출
근거 제시되지 않음)
- 북한 핵개발 진행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일 동맹의 승리확률은 20%로 전제(확률의
산출 근거 제시되지 않음)
ㅇ 본고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시하고, 한미일 동맹과 중러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인 것으로 분석
- 중러는 한미일 동맹이 대북 군사공격을 단행하는 경우 북한을 도와 참전할 의사가
있으나, 한미일 동맹의 다른 선택 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선호
-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경제제재를 선호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경제원조를 선호
- 북한은 핵개발로 경제제재를 당하는 것보다는 비핵화를 통해 경제 원조를 받는 것을
더욱 선호
ㅇ 그러나 본고의 결과는 임의로 정한 보수와 확률에 의존한 것으로, 실제 북핵 협상 결
과가 본고에서 도출한 균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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