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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 New Balancing Act: Monetary Policy Tradeoffs in a Changing World”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19-23
저자: Mary C. Daly(President, FRB of San Francisco)
※ 뉴질랜드 중앙은행-IMF 공동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기조연설(2019.8.29일)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둔화, 자연이자율 하락, 필립스커브 평탄화 등으로
중앙은행의 정책 여건이 급변하면서 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중
앙은행이 부작용 없이 경기부양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본고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
o 먼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며 항상 상충관계
(tradeoffs)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2009.10월 10%에 달하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9.7월에는 3.7%까지 하락하였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실업률이 장기균형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저숙련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동시장이 과열될 경우 학업, 직업교육 등 미래의 노동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금리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누적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고 시스템 리스크도 양호한 데다 장기균형
실업률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혜택이 보다 많은 노동자
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o 다음으로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
- 과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가 잘 작동하였으나, 저물가와 저금리가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가능성, 정책여력 부족(less policy space)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이를 시간에 걸쳐 보정할 수 있는 평균인플
레이션 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물가수준목표제(price-level targeting)
등 대안적인 통화정책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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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Consumption in the Great Recession: The Financial Distress Channel”
출처: FRB of Richmond, Working Paper Series No. 19-13
저자: Kartik Athreya(FRB of Richmond), Ryan Mather(FRB of St. Louis), José
Mustre-del-Rio(FRB of Kansas City), Juan M. Sanchez(FRB of St. Louis)
【핵심내용】
ㅇ 대침체기(Great Recession) 동안 미국의 총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ㅇ 본고에서는 총소비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
정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대침체기의 총소비 급감에는 두 단계로
구성된 재정압박*(financial distress) 경로가 작동했음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보임
* 재정압박은 가계가 채무불이행, 차입제약 등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재정압박을
나타내는 지표로 같은 우편번호(zip-code) 지역 내에서 30일 이상 신용카드 결제가 연체된 차주 비율
및 신용카드 대출한도(credit limit)의 80% 이상을 소진한 차주의 비율을 사용

ㅇ 먼저 재정압박과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침체기 이전인 2006년
중 재정압박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침체기 전‧후(2006 ~ 2012년)에 더 큰 폭의 주택가
격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압박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계의 주택자산 보유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충격의 영향이 확대
- 이 경로를 통해서 소비감소율이 7%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
* 모형에서 이 경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 결과

ㅇ 다음으로 동태모형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압박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가격 하락이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정압박이 높은 가계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주택가격 하락 시 소비를
더 많이 줄이기 때문
- 이 경로를 통해서는 소비감소율이 45%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시 재정압박 지표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model, Counterfactual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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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Effects of a Money-Financed Fiscal Stimulus”
출처: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forthcoming
저자: Jordi Galí(Barcelona GSE)
【핵심내용】
ㅇ 국채조달 재정정책(Deficit-Financed Fiscal Policy: DF) 및 화폐발행 재정정책
(Money-Financed Fiscal Policy: MF)*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명목금리하

한 제약에 따른 재원조달 수단별 재정정책 효과를 비교
* 정부가 균형재정을 이루도록 화폐발행을 통한 시뇨리지로 재정정책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중앙은행은 이자율 조절이 아니라 화폐량 공급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모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주요국 정책금리가 명목금리 하한에
도달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증대
- 선행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DF와 MF의 경기부양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과거에는
정책수단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MF의 유효성을 재조명
ㅇ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이자율이 명목금리하한보다 높은 일반적인 경우, MF가 DF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조세감면에 의한 DF의 경우 민간은 미래 조세 증가를 예상함에 따라 저축이 늘어나
경기부양 효과가 축소되나, 조세감면에 의한 MF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실질
이자율 하락으로 소비와 산출이 모두 증가
-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MF시에는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산출이 증가하지만, DF 시
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인상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높이면서
실질이자율 하락폭이 낮아져 산출증가 폭이 축소
ㅇ 한편 부(-)의 충격으로 인해 이자율이 명목금리하한 제약에 도달한 경우, 여전히 MF
의 경기안정화 효과가 DF에 비해 크지만 개선정도는 조달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남
- MF의 경우 화폐공급 증가로 낮은 명목이자율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사전가이드(forward guidance)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이자율을 낮추고 경기
안정화에 기여
-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DF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MF의 효과만큼 큰데,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은 조정하지 않는 반면 정부지출 증가
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질이자율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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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Exposure to Daily Price Chang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37
저자: Francesco D’Acunto(Boston College), Ulrike Malmendier(UC Berkeley), Juan
Ospina(Banco de la Republica de Colombia), Michael Weber(University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민간소비자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매빈도와 가격변동
크기를 중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식료품의 가격변동에 초점을 두고 분석
- Lucas(1972, 1973)는 개별 경제주체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서 관측되는 물가를 주요 정보원으로 삼는다고 주장
ㅇ Lucas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자들은 개별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실제
구매한 소비묶음에 대한 정보, 개별물품의 가격을 매치시키는 미시데이터를 표집
- 이를 통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식료품 가
격변동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별 이질적 기대 형성에 대해 분석
ㅇ 비내구재 소비바스켓을 기반으로 계산된 지수(Household CPI)를 이용한 분석에서 동
물가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식료품 가격
변동의 인플레이션 형성에 대한 영향력으로 해석 가능
- 또한 구매빈도가 높은 재화에 높은 가중치를 할당한 물가지수(Frequency CPI)와 기대
인플레이션 간 상관관계가 Household CPI를 통한 분석 결과 대비 20~50% 가량 높
게 추정
ㅇ 소비자별 이질적 기대형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구매자별 물가지수와 물품구매 빈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식료품 물가변동의 영향을 분석
- Frequency CPI 분포 상 양극단에 위치하여 급격한 물가변화 폭을 경험하는 소비자
일수록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시 본인이 경험하는 물가변동을 더 강하게 반영
- 물품구매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일수록 표면적으로 관측
되는 물가변동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
ㅇ 정책당국은 대표 소비바스켓을 근거로 도출된 물가지수가 소비자별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질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식료품 가격변화를 배제하는 근원인플레이션 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안정
목표제는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과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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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Bank Intermediation Activity in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80
저자: Michael Brei(Lille大), Claudio Borio(BIS), Leonardo Gambacorta(BIS)
【핵심내용】
o 1994~2015년중 14개국 113개 은행(large international bank)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저금리*가 은행의 영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정책금리의 지표로 은행 본사 자금조달의 통화별 구성비로 가중평균한 3개월물 은행간금리
(interbank rate)를 이용

o 은행 수익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익(net interest income)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수료 수익(net fees and commissions)과 증권거래 수익(trading profit) 등 비이자
수익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가 3%에서 0%로 하락하면, 수수료 수익은 단기적으로 총수익의 14.2%에서 15.2%로, 증권
거래 수익은 총수익의 2.5%에서 3.2%로 증가

- 정책금리 하락시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율 마진이 축소되는데, 이로 인한 대출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가 증가
- 저금리로 인한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될수록, 은행의
자본화정도가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남
o 은행 자금조달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예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기 시장성 수신
(short-term market funding)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가 3%에서 0%로 하락하면, 자금조달 중 예금의 비중이 48.9%에서 51.5%로 증가하고 단기
시장성 수신의 비중이 10.5%에서 10.3%로 감소

o 은행 위험의 경우, 저금리는 총자산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을 하락시키고 대손충당금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가 3%에서 0%로 하락하면, 총자산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이 48.6%에서 42.4%로 하락, 대
손충당금은 총대출의 0.7%에서 0.4%로 감소

- 이는 은행의 건전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나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상 손실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기업에 대해 대출
을 연장해주는 현상(evergreening)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존재
【분석방법론】 Dynamic system GMM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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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Policy Uncertainty and Bank Mortgage Credit”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66
저자: Gazi I. Kara, Youngsuk Yook(FRB)
【핵심내용】
o 1990~2014년중 미국 48개 주를 대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기별로 은행 본점이 속한 주의 주지사 선거(gubernatorial election)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선거
일자는 법적으로 사전에 고정되어있어 경제상황과 독립적인 외생적 충격으로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높은 한도초과주택담보대출(jumbo mortgage) 등
을 고려

- 비가역성이 높은 대출은 불확실성 증가시 유보할 유인이 증가하여 은행의 대출공급
이 감소할 수 있음
o 분석 결과,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감소하며, 이 효과
는 다른 주에 대한 대출 감소를 통해 타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분기별로 본점이 속한 주에 주지사 선거가 있는 은행은 선거가 없는 은행에 비해
한도초과주택담보대출 공급 규모가 13~25% 더 낮게 나타남
- 은행 본점 주의 주지사 선거 시 해당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의 은행 대출공급
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출 감소가 대출 수요의 감소가 아닌
은행 대출 공급의 감소에 기인함을 시사
o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감소하는 정도는 은행의 특성과 정책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전국단위은행(nationally chartered bank)에 비해 주법은행(state chartered bank)에서,
그리고 위험이 높은 은행에서 주지사 선거 시 한도초과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더 크게
감소
- 주지사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할수록 은행의 한도초과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더 크게
감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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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On Secular Stagnation in the Industrialized World”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98
저자: Łukasz Rachel(BOE), Lawrence H. Summers(Harvard Kennedy School, NBER)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이 최근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위험에 직
면해 있음을 밝히고, 지난 수십 년간의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동 장기 침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 민간 투자가 부족하여 저축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현상으로, 이에 기인하여 실질금리가 하
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됨

o 장기 침체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 중립실질금리(neutral real interest rate)*를 기존 연
구들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
* 완전고용 상태에서 투자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실질이자율

⓵ 개별 국가의 중립실질금리를 추정하는 대신 선진국 경제(advanced economies)를 하나
의 통합된 블록(bloc)으로 간주하여 동 블록의 전체적인 중립실질금리를 추정
⓶ 자산의 유동성, 위험 프리미엄 등의 요인들보다 저축 및 투자 성향(propensities)의 변화
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중립실질금리를 추정
o 분석 결과, 지난 수십 년간 중립실질금리가 최소 300BP(basis point) 이상 하락한 것으
로 분석
- 동 금리의 하락은 국채(treasury instruments)의 안전성 및 유동성 증가에 기인하기 보
다는 저축 및 투자 성향의 변화에 주로 기인
o 한편,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중립실질금
리 하락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
-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부과식(pay-as-you-go) 공적연금 체계로의 전환,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에 기인한 정부지출 증가가 저축을 일정 부분 흡수하였기
때문
-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동 정부지출의 증가가 없었을 경우에 중
립실질금리는 700BP까지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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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Entry, Trade, and Exporting over the Cycl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12
저자: George A. Alessandria(Rochester大, NBER), Horag Choi(Monash大)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국제무역과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이 경기변동(business cycle) 과정에서 기업 창
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1977~2015년중 미국 내 기업 및 수출입 품목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 및 수출입
품목 수와 경기 변동 사이클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규명
⦁전체* 및 자국(domestic) 기업 수와 수입재 품목의 개수는 경기에 순행적(procyclical)인
반면, 수출시장 진출 기업 수는 경기에 역행적(countercyclical)이고 자국 기업 수와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자국기업과 외국 국적 기업

⦁ 기업 수의 변동성은 GDP 변동성의 1/2 수준이나 수출입 품목 개수의 변동성은 GDP 변
동성의 1.5배 수준
- 동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설 기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창업하여 성장하며, 수출
기업은 내수 기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생산성이 높다는 점들을 반영한 일반균형 모형
을 설정
o 분석 결과, 창업 및 수출 품목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생산성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모형이 정형화된 사실들과 부합
- 추가적으로 국제무역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기업 수가 경기 역행적인 모습을 보임
o 한편, 시장 진입장벽(entry margin)이 존재할 때, 양(+)의 생산성 충격에 대하여 생산량
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고 이는 개방경제 모형의 경우 더욱 두드러짐
- 이는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해 창업 및 수출 시장 진입 관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
해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이 지연된데 기인하며, 동 결과는 기존 모형보다 데
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음
【분석방법론】 Two-country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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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⓽ “Studying North Korea through North Korean Migrants : Lessons from
the Field”
출처: Critical Asian Studies, 2019, VOL.51, No.3
저자: Jay Song(Melbourne大), Steven Denney(Toronto大)
【핵심내용】
ㅇ 많은 북한 연구자와 북한 관련 언론매체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
하고 있으나 개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은 그 내
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
- 면접을 실시하는 연구자(interviewer)의 성별 나이 인종 국적 등의 속성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음
⦁개별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연구자와의 서열관계를 고려하여 왜곡된 사
실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남성 연구자나 자신보다 젊은 여성 연구자에게
과거의 치부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남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여성 연구자를
무시하는 등 인터뷰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음
- 남한의 조사기관에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질에 따라 시간당 30달러
에서 300달러의 비용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터뷰 대상자가 내용을 과장하여
더욱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유인이 존재
ㅇ 본고는 전통적인 인터뷰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Focus Group Discussion(FGD)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영국소재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소개
- 금전적 거래 없이 자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방식
을 도입해 서열관계가 개입될 요소를 배제
- 편안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은 구체적이고 다양
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을 전달함
ㅇ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를 올바르게 얻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는 연구자의 태도와 연구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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