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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 New Way to Visualize the Evolution of Monetary Policy Expectations”
출처: FEDS Notes, September 20, 2019
저자: Marcel A. Priebsch(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2019.1~7월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 경제주체들의 정책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경로를 확률 심플렉스(probability simplex) 상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
*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2018.12월 25bp 인상(2.25～2.50)한 다음 2019.7월 25bp 인하(2.00～2.25)

- 동 기간중 월별로 ① 옵션가격에 내재된 정책금리 전망치와 ② 전문가 서베이로 파
악한 정책금리 전망치 두 가지를 이용하여 2018년말 대비 2019년말 정책금리 인상
‧인하‧유지 확률*을 계산한 다음 이를 확률 심플렉스 상에 점으로 표시
*  : 정책금리 인상 확률,  : 정책금리 인하 확률,  : 정책금리 유지 확률을 시산한 다음
      인 관계를 이용하여 확률 심플렉스(2차원의 정삼각형 평면) 상에 점으로 표시하였는
데, 예를 들어 동 심플렉스의 무게중심은       인 경우를 의미(<그림1> 참조)
<그림1> 심플렉스에 대한 구조

<그림2> 옵션으로 추정한 확률

<그림3> 서베이로 추정한 확률

o ①, ②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 심플렉스에 표시한 <그림2>, <그림3>를 보면, 두 방
식 모두 2019.1월에는 인상 확률이 높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지 확률이 상승하
였으며 2019.6월 이후부터는 인하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o 시변하는 경제주체의 정책금리 전망치를 확률 심플렉스를 이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평균이나 최빈도치(central tendency)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Probability Si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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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re Gray, More Volatile? Aging and (Optimal) Monetary Policy”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98
저자: Daniel Baksa, Zsuzsa Munkacsi(IMF)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DSGE-OLG(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인플레
이션과 통화정책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고령화를 고려한 최적 통
화정책에 대해서도 분석
o 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아지나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선진국을 대상으로 1993~2017년 중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노인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이 10p%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변동성(표
준편차)이 0.18 ~ 0.20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주체의 소비-저축 선택이 변화하고 세대 간 부가 재분배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
-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최적화 시계(horizon)가 길어지면 노인층은 저
축을 늘리는 반면, 젊은층은 연금비용 부담 증대, 소비평활화 유인 상승 등으로 부
채를 늘림
-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젊은층은 이자비용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
는 반면 노인층은 이자소득 증가로 소비를 늘리므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층의 비
중이 높아질수록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됨
o 고령화가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목표제 하의 중앙은행이 명목변수 충격에 더 강하게 반응(reaction)하는 것이 사
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초고령화(very old) 사회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보다 명목GDP목표제가 더 효과적
(effective)인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DSGE-OL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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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Endogenous TFP, Business Cycle Persistence and the Productivity

Slowdown”
출처: Bank of Finland, Research Discussion Papers No. 21-2019
저자: Michaela Schmöller(핀란드 중앙은행), Martin Spitzer(ECB)
【핵심내용】
ㅇ 총요소생산성(TFP)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거시모형 추정*을 통해, 경기변동 지속성
과 생산성 하락의 전달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유로지역의 1991.1-2017.2분기 자료로 구성된 DSGE 모형을 Bayesian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 기존연구는 통상 외생적 충격에 의한 TFP 변화를 가정하고 있으나 본고는 R&D 투
자를 통한 기술개발과 생산에서의 기술채택에 의해 TFP가 변동하도록 내생화
ㅇ 추정결과 TFP를 내생화한 모형에서는 경기변동 지속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경기와 기술개발·신기술채택이 상호작용하면서 동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경기확장기에는 R&D 투자 증가로 기술개발·신기술채택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상승한
TFP에 의해 경제가 한층 확장되므로, 외생적 TFP 모형에 비해 경기지속성이 강화
- 경기수축기에는 동 전달경로를 통해 장기간 경제침체 발생 가능성도 존재
ㅇ 분석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경기변동폭에 비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필립스 곡선
평탄화 현상이 관찰되는데, 본 모형은 해당 현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 기
존모형에 비하여 정합적인 설명을 제공
- 경기수축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나 동시에 기업이 R&D투자·신기술채택을 꺼리
면서 TFP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생산비용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낙폭이 상쇄
- 경기확장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나 기업이 R&D투자·신기술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
면서 TFP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축소
ㅇ 한편 분석대상 기간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유로지역의 생산성 하락은 R&D투자효
율성 저하에 기인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 증가로 투자가 축
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ㅇ 따라서 경기수축 시 TFP 하락폭 감소를 통해 경제를 신속하게 정상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R&D투자·신기술 채택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추진 등이 필요
【분석방법론】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Bayesia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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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Bankruptcy Reform”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54
저자: Tal Gross(Boston大), Raymond Kluender(Harvard大), Feng Liu(CFPB),
Matthew J. Notowidigdo(Northwestern大), Jialan Wang(Illinois大)
【핵심내용】
o 미국의 2015년 파산법 개혁*(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개인파산신청과 신용카드 이자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015년 10월 발효된 파산법 개혁으로, 파산의 비용이 증가하고 절차가 어려워졌으며, 파산의 편익이
감소함

- 파산법 개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산 감소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감소분
이 소비자에게 귀속되어 이자율이 하락하는 편익과 의료비나 실업 등으로 인한 소
득감소에 대한 보험으로서 파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비용이 존재
o 분석 결과, 파산법 개혁으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Excess mass 방법을 통해 파산법 개혁 직전 파산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
을 통제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결과, 파산법 개혁 2년 후 파산 신청건수
는 개혁이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비해 약 100만 건 감소(약 50%)
o 또한, 파산신청의 감소와 부채상환 증가로 인한 채권자의 비용감소가 소비자에게 귀
속되어 신용카드 이자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파산신청확률이 1%p 감소하면 신용카드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67bp 하락하며, 채권
자 비용감소의 60~75%가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
* 소비자의 신용등급 집단별로 파산법 개혁으로 인한 파산신청 확률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에 미친
영향

o 한편 정책입안자들은 파산법 개혁을 통해 고소득자의 파산을 집중적으로 감소시키고
자 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고소득자에게 파산후 새출발(fresh start)을 불가능하게 하여 고소득자의 파산신청건
수를 집중적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파산법 개혁 후 파산신청자의 소득분포에는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보험 입원 시 파산신청확률이 증가하는 정도는 개혁 전 1.5%p에서 개혁 이후
0.4%p로 감소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보험으로서 파산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tructural estimation, Difference-in-differenc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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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upervisory Governance, Capture and Non-performing Loan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19
저자: Nicolo Fraccaroli(영란은행)
【핵심내용】
o 1970~2016년 중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은행감독체계(governance of banking
supervision)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또한, 감독체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부패 등 제도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포함
- 본 연구는 ①중앙은행 감독체계와 ②별도기관 감독체계만을 비교한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중앙은행과 별도기관이 함께 감독하는 ③공동감독체계(shared supervision)
를 포함한 세 가지 경우를 비교
o 연도별 고정효과를 도입한 분석에서 공동감독체계만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하락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유의도는 낮았음(10% 유의수준에서 유의)
o 한편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공동감독체계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유의하게 하
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Kaufmann et al(2010)에 따라 계산된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WGI) 데이터베이스 중
공권력이 정치인 등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에 대한 통제(control of
corruption)’ 항목을 사용

- 감독기관 포획이론(supervisory capture theory)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두 개로 분리
되어있을 경우 은행이 감독기관을 사익을 위해 매수, 혹은 포획(capture)할 유인이
줄어들어 감독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공동감독체계가 감독기관이 은행에 포획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
o 위 결과는 감독체계가 제도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은행부문의 안정에 영향
을 미치며 공동감독체계가 감독기관의 포획을 방지해 은행부문 건전성을 높일 수 있
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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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he Inflexible Structure of Global Supply Chain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93
저자: Tamim Bayoumi, Jelle Barkema, Diego A. Cerdeiro(IMF)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s) 구조가 중간재 가격 변동에 대해 어떻
게 반응하는지를 분석
- 1995~2015년 중 59개국의 산업연관표와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간재 가격 변동에 대한 중간재 수입 수요의 탄력성을 추정
o 글로벌 공급사슬 구조의 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거시 경제적 함의를 지님
⓵ 공급사슬 구조가 비탄력적일 경우, 중간재 무역을 매개로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동
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⓶ 비탄력적인 공급사슬 구조하에서 생산 보완성(production complementarities)이 큰 경
우, 특정 산업에 국한된 충격이 총생산 변동으로 확산될 수 있음
⓷ 중간재 무역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과 국제 경쟁도(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등
의 측정에 동 탄력성의 크기가 영향을 미침
o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공급사슬 구조는 상당히 비탄력적이며 글로벌 공급사슬이 심화됨
에 따라 비탄력성의 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
- 강건성 검증을 위해 여러 대안적인 가격 지표를 사용하거나 국제무역에서 미 달러화의 역
할을 고려하여 추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
- 장기적으로 비탄력성이 감소하지만, 최종재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생
산 보완성도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rror corr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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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Aggregat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Financial Globalization:
Evidence from Macro and Sectoral Dat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01
저자: Davide Furceri(IMF), Prakash Loungani(IMF), Jonathan D.Ostry(IMF, CEPR)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금융 세계화(financial globalizaton) 정책*이 생산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외차입 등 국제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228개
의 정책들을 식별하여 분석에 사용

-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149개국의 GDP, 지니 계수,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데이
터를 사용하여 금융 세계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국가 단위로 살펴본 후, 23개 선진국의
산업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 정책의 영향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분석
o 국가 단위로 분석한 결과, 금융 세계화 정책이 생산 증가에는 일부 기여하나, 소득 분배
측면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금융시스템의 성숙도가 낮거나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 세계화 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경우
생산 증가폭이 작아지고 소득 분배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o 산업별 분석 결과, 국가 단위 분석과 유사하게 동 정책이 산업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
는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반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효과는 크고 유의하며 비교적 장기
간 지속
- 대외금융(external financing) 의존도가 높거나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높은 산업일
수록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부정적 경제 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해고가 용이한 산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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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Summits”
출처: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9, 31(3)
저자: Edward Kwon(Northern Kentucky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비핵화 협상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
ㅇ 저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력침략을 방어·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으로 해석
- 그 근거로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음
ㅇ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국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됨
-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CVID)’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점진적인 비핵화 방식을 고수
ㅇ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은 모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북한은 미국이 스탠스를 조정할 경우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협상할 의사를 표시하였
고, 미국은 북한이 기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회담을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
ㅇ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협정 조건이 수용 가능하도록 세밀하고 현실적
으로 계획되어야함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
증이 수반되어야 하며, 미국과 IAEA 전문가들의 해당 시설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서로 간 인지되어야 하며, 핵무기
개발 관련 북한 기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기를 폐기하도록 유도해야함
ㅇ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불러
들여 설득하는 중재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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