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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Substitutability of Monetary Policy Instruments”
출처: FEDS Notes, July 19, 2019
저자: Cynthia Doniger, James Hebden, Luke Pettit, Arsenios Skaperdas (FRB)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미 연준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으며,
2017.10월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포함한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zation)를 추진
o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분석
- FRB/US 거시모형, SOMA 모형, Li-Wei 기간프리미엄 모형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
축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동 영향을 초래하는 정책금리 경로
를 도출
- 2018-2023년 기간을 대상으로 다음의 두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미국 거시경제 지
표가 FOMC 위원들의 경제전망(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이하 SEP)
을 따른다고 가정
① 기존 계획(2019.3월 발표)에 따라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baseline scenario)
② 2017.10월 이후에도 보유자산 만기도래분 재투자가 지속되면서 대차대조표 규모를
유지(alternative scenario)
o 분석결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가 기존
전망경로(SEP)에 비해 평균 30bp 높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2017.10월 이후 2019.6월까지 진행된 대차대조표 축소는 동 기간 중 정책금리
경로가 20bp 정도 상향조정된 것과 효과가 비슷
o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축소의 긴축효과가 대차대조표 확대로 인한
완화효과*에 비해 약한(modest) 것으로 평가
* 기존 연구에서는 장기금리를 100b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

- 다만 이러한 평가는 모형, 전망치 등에 대한 강한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유의
【분석방법론】 계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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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Exchange Rate Dynamics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It’s

All in the Shadows”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s No. 1231
저자: Andrea De Polis (Warwick大), Mario Pietrunti (Bank of Italy)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개방경제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및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유로/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기존 모형에서 사용되는 테일러준칙은 실효금리하한 제약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입
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테일러준칙의 단기명목금리(유로지역 은행간 익일물금리 및
페더럴펀드금리)를 잠재금리(shadow rate)*로 대체
* 잠재금리는 명목금리와 달리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어 실효금리하한 제약에서도 통화정책 기조
표현이 가능. 잠재금리는 Wu and Xia (2016) 및 Krippner (2013)가 추정한 자료를 활용

- 양 지역의 유위험이자율평형식(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및 테일러준칙을
추정한 후 각 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충격반응,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등을 통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
- 또한 모의실험(counterfactual exercise)을 통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유로/달러 환율 경로를 구한 다음 실제 경로와 비교함으로써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평가
o 분석결과 양 지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유로/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그 이후에는 유럽의 통화정책
이 환율 변화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2010-2014년 중에는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로 유
로/달러 명목환율이 6.3% 하락하였으며, 2014-2018년 중에는 유럽의 통화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명목환율 8.3% 상승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유럽 및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환율경로를 통해서도 자국의
경기 및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경기활성화, 물가하락
압력 완화에 기여
【분석방법론】 뉴케인지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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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isinflationary Shocks and Inflation Target Uncertainty”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 No. 1230
저자: Stefano Neri, Tiziano Ropele(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경제주체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inflation target)를 완벽하게 관측할
수 없는 경우 양(+)의 공급충격이 음(-)의 경제충격으로 인지되면서 오히려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
- 통상 정책당국의 명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제시는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등을 통해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에 기여(Bernanke and Mishkin, 1997)
-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일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모호
하게 설정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정책방향 인식에 혼선을 제공할 가능성
* 유럽중앙은행은 “2%보다 낮으나 가까운(below, but close to 2%)”이라는 표현을 사용,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인플레이션 목표범위를 제시

- 이에 따라 본 논문은 New Keynesian DSGE 모형을 통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경제주체가 한계비용을 하락시키는 양(+)의 공급충격
을 음(-)의 수요충격 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하락 충격 등으로 오인하면서 생산이
감소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불완전정보*를 가진 가계, 중간재 생산기업, 최종재 생산기업,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New Keynesian DSGE 모형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AR(1)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완전정보(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완전히 관측)를 가정한 모형의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
* 경제주체와 중앙은행이 경제의 상태를 완벽하게 관측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

-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완벽히 관측되는 경우, 양(+)의 공급충격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산출량이 확대
- 이에 반해 불완전정보下에서는 경제주체가 양(+)의 공급충격에 의한 비용하락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내려가는 충격으로 오인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과 산출량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
ㅇ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명확해질수록 비용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완화
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 3 -

거시경제
④ “Using Credit Variables to Date Business Cycle and to Estimate the

Probabilities of Recession in Real Time”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 No. 1229
저자: Valentina Aprigliano, Danilo Liberati(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신용변수(credit variable)가 이탈리아 경기사이클의 전환점(침체기로의 전환
확률)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지 검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이 실물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Adrian et al., 2012; Schularick and Taylor, 2012 등)
- 1998-2016년 기간 중 비금융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은행대출, 예금 및
대출이자율의 시계열 데이터를 신용변수로 사용
ㅇ 마코프 국면전환(Markov regime switching)이 반영된 동적인자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동행지수를 추출하여 분석(Kim and Nelson(1998)의 모형을 차용)
* 복수의 관측변수들을 이용하여 비관측 공통인자(unobserved common factors)를 추출하는 모형

- 동행지수에 대한 신용변수의 기여도 파악을 위해 GDP와 산업생산지수(IP)를 고려한
실물모형과 GDP와 신용변수를 고려한 신용모형(credit model)을 비교
ㅇ 표본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신용변수를 사용한 신용모형이 산업생산지수
를 사용한 실물모형보다 경기사이클의 전환점, 특히 경기정점 파악에 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신용변수가 산업생산지수보다 동행지수 하락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경기침체 국면으로의 전환확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
ㅇ 표본외 검증을 통한 분석에서는 신용모형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을 실물모형 대비 높게 추정하는 등 침체 전환점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기간 중에 대해서도 신용모형의 경기침체 확률이 실물
모형 대비 낮게 나타나 경기회복기에 대한 예측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
- 다만, 유로지역 국채위기에 한해서는 침체의 초기단계를 추적하는데 있어 실물모형
의 예측력이 높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ㅇ 신용변수를 반영한 동행지수가 경기변동에 대해 설명력이 높다는 점은 이탈리아 경제
내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조달에서 은행신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부합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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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How Does Consumption Respond to News about Inflation? Field

Evidence from a Randomized Control Trial”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06
저자: Olivier Coibion(UT Austin大), Dimitris Georgarakos(ECB),
저자: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大), Maarten van Rooij(네덜란드 중앙은행)
【핵심내용】
o 2018년중 네덜란드의 CentER 인터넷 패널조사*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하여 가구별 물가상승률 기대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틸버그(Tilburg) 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패널조사로서 총 1,843
가구와 2,18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을 통해 고빈도 패널자료를 수집

- 패널조사 참여 대상가구를 무작위로 분할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한 후
각 집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후속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집단이 어떻게 물가상승률 기대와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지
관측
* 두 집단 모두에게 2018.2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이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험집단에게만 동 정보가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라고 고지

- 분석대상기간중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가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물가상승률 기대의 영향만 분리하여
식별하는 것이 가능
-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뚜렷하게
물가상승률 기대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o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일반적인 거시경제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
주체가 물가상승률 기대를 상향조정한 경우 비내구재 소비를 소폭 늘이는 반면, 내구재
소비를 대폭 줄이면서 총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적 거시경제모형에 따르면 경제주체가 물가상승률 기대를 높이게 되면 더 낮은 실질금리를 예상
하면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

- 이는 경제주체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예상할 경우 자신의 실질소득 및 경제 전반의
총소비(aggregate spending)에 보다 비관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
o 동 논문은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대 물가상승률이 경제주체의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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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Covered Interest Parity Deviations: Macrofinancial Determinan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886
저자: Eugenio Cerutti(IMF), Maurice Obstfeld(UC Berkeley大), Haonan Zhou(Princeton大)
【핵심내용】
o 2002-2018년 중 10개국 환율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무위험 이자율 평형
편차(Covered interest parity deviation, 이하 CIP 편차)*의 추이와 결정 요인을 분석
* 무위험 이자율 평형 이론은 환율변동을 고려한 각 국가의 기대수익률(자금조달비용)이 동일
하다는 이론으로, 무위험 이자율 평형 편차는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의 차이로 계산

o 금융위기 이전에는 CIP 편차의 크기가 매우 작고 안정적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크기가 커지고 변동성이 증가
- 대부분 국가의 경우 미달러화 자금조달비용이 외국 통화의 자금조달비용보다 낮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미달러화 자금조달비용이 더 높게 나타남
o 회귀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2007-2009)과 이후 기간(2010-2018.6월) 달러화지수,
VIX, 외환시장 유동성(선물환시장 매수-매도 스프레드)이 CIP 편차를 설명
- 일반적으로 달러화지수가 강세일 때, 글로벌 위험 정도가 증가할수록, 외환시장 유동
성이 감소할수록 달러화 직접차입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
o 또한,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유럽·일본 등과의 통화정책 비동조성, 미국의 프라임
MMF 개혁으로 인한 달러화 자금조달 제약 등의 정책적 요인도 CIP 편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o 한편, 위 요인들의 영향은 통화별·기간별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달러화지수의
경우 유로존 위기 때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분석방법론】 Regression(OLS, IV, Panel, Markov-switching,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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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European Wage Dynamics and Spillovers”
출처: IMF, Working Paper 19/156
저자: Yuanyan Sophia Zhang(IMF)
【핵심내용】
o 1995.1/4-2017.3/4분기 중 유럽 14개국의 명목 임금,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럽 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임금 결정요인의 차이와 국가 간
파급효과를 분석
- 독일의 임금 상승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 임금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독일, 독일을 제외한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선진국), 비교적 최근에 유럽연
합에 가입한 회원국(신흥국)으로 분류
- 국가별 임금을 인플레이션, 실업률갭,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 회귀하는 임금 필립스
곡선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 타국 임금* 및 실업률갭 등을 추가하여
타국으로부터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추정
*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평균 임금과 독일 및 프랑스의 임금을 사용

-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분석하는데, 실질임금을 추세적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labor market reform) 더미 변수*에 회귀한 장기 균형식을 추정한 후에 명목
임금을 장기 균형식으로부터 도출된 오차수정항**과 인플레이션 및 유휴노동 지수***
등에 회귀하여 단기 회귀식을 추정
* IMF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데이터를 사용하며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또는 실업부조
(unemployment benefit) 제도의 변화를 포착
** 장기균형 회귀식의 잔차로서 일시적으로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정도를 나타냄
*** 유휴노동(labor slack)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무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노동시장 내 실제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지수로 합성

o 분석 결과, 장기에는 모든 국가들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례
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타국 실질임금에 영향을 받지만 신흥국들은 타국 실질임금
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경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독일
등의 생산성 증가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에도 타국 실질임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신흥국은 독일 등과 생산성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타국 임금으로부터
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기 때문
o 단기에는 선진국들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기대에 주로 의존
하는 반면에 신흥국들은 유휴노동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고용 상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선진국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신흥국에 비해 반등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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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A Litmus Test of the ‘Big Deal’: North Korea’s Willingness to Open the
Country”
출처: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24-1
저자: Jaewoo Choo(경희대)
【핵심내용】
ㅇ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개방의지에 달려 있음
ㅇ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해제 및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빅딜(Big Deal)’을 제안
ㅇ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범위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지만,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현재까지 수용하지 못하면서 협상은 부진한 상황
- 비핵화 대상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연구개발·실험시설 폐쇄, 연료·원자재 폐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납을 포함
ㅇ 또한 미국은 국제 검사관의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북핵
협상의 성공은 북한의 외국인에 대한 국가시설 공개 의지에 달려있는 측면도 있음
- 현재 북한에는 6천개 이상의 지하 핵시설과 이들을 연결하는 군사용 지하터널이 있으며,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16개의 비밀 미사일 발사대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전언
-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핵시설에 비해 적은 핵시설만을
비핵화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북한의 핵시설 공개 의지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을 가능성
ㅇ 본고는 북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주요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 것을
제안
-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완화는 비핵화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
을 수립 공유하고, 경제발전과 함께 비핵화 검증을 위한 외국인의 방문을 허용
- 단순히 비핵화 의사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실제로 추진함으로써, 북미간
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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