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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What Happens if Central Bank Misdiagnose a Slowdown in Potential

Output Growth?”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19-208
저자: Bas B, Bakker(IMF)
【핵심내용】

금융통화

ㅇ 경제성장률 하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이자율 조절

① “On Money as a Latent Medium of Exchang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51

정책이 GDP 성장률, 투자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본고의 모형에서는 총요소생산성(TFP)과 노동공급 증가율의 합으로 정의

저자: Ricardo Lagos(NYU), Shengxing Zhang(LSE)
ㅇ 시뮬레이션 결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
【핵심내용】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수렴하

ㅇ 본고에서는 화폐가 가지는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개념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현

는 등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

금없는(cashless) 경제에서도 유효성이 유지되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제시
- Lagos and Wright (2005) 모형에 기반하여 판매자, 구매자 및 금융중개인

- 이자율이 하락하면 낮은 자본조달 비용으로 희소해진 노동을 대체할 수 있어 자본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산출이 증가

*

(financial intermediaries) 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상정하고 판매자는 상품판매의 대
가로 화폐 혹은 금융중개인이 제공하는 예금이나 신용을 수취 가능한 것으로 가정**
* 결제에 사용 가능한 요구불예금이나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제로금리하한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의 자본조달 비
용 감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게 되고 그동안
증가한 자본투입에 따라 자본-산출 비율이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현금과 예금‧신용 간에는 경쟁관계가 존재

- 한편 이자율이 하락하면 단기에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총
- 금융중개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fee)를 수취하며,
수수료 설정에 있어서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보유
ㅇ 분석결과 판매자가 현금결제 옵션을 가지는 것만으로 금융중개인의 시장지배력 제한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 감소가 소폭 완화되나,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투자율은 앞서 크게 증가한 자본산출 비율로 인해 감소
ㅇ 본고의 시뮬레이션 예측은 90년대 이후 일본경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
- 최근의 수정된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90년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대비

- 현금결제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의 결제가 예금이나 신용을 통해 처리되더라
도 금융중개인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제약되며, 이때 화폐는 은닉된 교환의 매개체

1.3%p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에는 3.5%p 낮은 경기둔화 국면에 있다는
판단 하에 이자율 인하정책을 시행

(latent medium of exchange)로서 기능
- 이자율이 제로금리하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총투자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자본ㅇ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통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에 변화를 주게 되면 화폐 뿐 아니
라 잠재적으로 화폐를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가능한 모든 사람의 교환조건(terms of

산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로금리 하한 도달 이후에는 모형 예측대로 총투
자 크게 감소하고 자본-산출 비율·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맞는 균형수준 유지

trade)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현금거래 규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는 현금없는 경제에서도 통화
정책은 거시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이론모형

ㅇ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
으며, 생산성 향상 및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 정책이 필요
【분석방법론】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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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미시제도

③ “Monetary Policy Hysteresis and the Financial Cycle”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17
저자: Phurichai Rungcharoenkitkul, Claudio Borio(BIS), Piti Disyatat(Bank of
Thailand)

⓸ “Credit Smooth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54
저자:

Sean

Hundtofte(Better,

NYU

Stern),

Arna

Olafsson(Copenhagen大),

Michaela Pagel(Columbia大)

【핵심내용】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완화적 통화정책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risk-taking) 증대로 금융

o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신용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소득감소에 직면한 개인들이

부문 취약성이 누증되어 거시경제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장기적으로 실물변수에 부

소비 및 신용을 조정하는 양상을 분석

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모형을 통해 제시
- 개인들이 일시적인 소득감소 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신용
- 통화정책 수행이 금융 사이클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화폐의 비중립성’(non-neutrality)을 전제로 통화정책의 이력

카드, 은행 당좌차월*(bank overdraft facilities) 등의 고이자·무담보 단기부채 사용
을 증가시키는지 분석

가설(hysteresis)을 설명
* 예금 잔고를 초과하여 지출해도 은행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ㅇ 통화정책의 실물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과거 정책수행으로 인한 정
책여력 변화(path dependence)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
- 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현재 산출량을 증대시킬 유인이 있
으나, 그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다면 금융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져 미래
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상충관계가 존재
ㅇ 모든 경제활동이 은행의 자금조달(finance)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중앙
은행의 이자율 정책은 자금조달 비용을 변화시켜 기업의 노동수요, 고용량, 산출량

o 2011~2017년 중 아이슬란드의 개인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시적인 소득감
소 충격 발생시 개인들은 고이자 부채를 늘려 소비를 평탄화하기보다는 소비를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 기간에 소비는 감소하지만 당좌차월 계좌 수·보유확률 등을 통해 측정한 부채
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o 1999~2017년 중 미국 소비자신용 데이터의 군(county) 별 분석 또한 소득감소 충격*
이 발생해도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등을 변화시키는 실물효과로 연계
* Bartik(1991)의 shift-share 도구변수를 이용해 지역의 고용변화를 추정

- 또한 저이자율 상황에서 수익률이 저하된 은행이 대출시장에서 과잉위험을 추구할
경우 대출규모가 확대되면서 경기사이클 변동을 초래

- 지역의 실업률 증가시 신용카드 부채규모나 신규발급 등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 경제가 장기에 균제상태로 이행한다거나 실질이자율이 자연이자율 수준으로 수렴하는

o 신용공급이 충분하고 가계가 신용한도 등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

대신, 중앙은행의 정책이자율 변경이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유인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경제전반의 레버리지 규모에 영향을 미쳐 호황/불황국면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동

시적인 소득 감소 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 현상이 신용제약에 의

ㅇ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국면에 따라 ‘저이자율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o 경제학 모형과 기존 연구들은 신용수요가 소득이 감소할 때 증가하여 경기비순응적

- 금융불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취약성이 누적된 경우 이자율 인하를 통

- 개인들이 소비 대신 부채를 평탄화하는 현상은 소비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경기변동

한 대응이 연쇄적 인하로 연계된다면 저이자율의 악순환으로 귀결될 우려
【분석방법론】 DSGE

것으로 분석됨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countercyclical)이라고 예측하지만, 본 연구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

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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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미시제도
⑤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Retire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32

⑥ “The Dollar During the Great Recession: US Monetary Policy Signaling

and The Flight To Safety”

저자: Péter Hudomiet, Michael D. Hurd, Andrew Parker,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34

저자: Susann Rohwedder(RAND Corporation)

저자: Vania Stavrakeva(London Business School, CEPR), Jenny Tang(FRB of Boston)

【핵심내용】

【핵심내용】

o RAND American Life Panel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 고령 노동자가 선호하는 은퇴

o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 통화정책이 미 달러 가치에 미친 영향과 그

계획, 선호하는 직무특성,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 등을 분석

원인을 분석

* 2017.11월부터 2018.2월까지 시행한 설문조사로, 50~79세 영어사용자 2,177명을 대상으로 분석

- 1991~2015년 중 선도 금리(forward interest rate)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위기 기
o 근로 후 은퇴계획(work-to-retirement pathway)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간 중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이상이 풀타임(full-time) 근무 후 은퇴하는 전통적인 은퇴계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남

o 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미 달러 가치를 상승시

- 응답자의 약 25%는 은퇴 전 파트타임(part-time) 근무로 전환, 8%는 은퇴 전 자영
업(self-employment) 등 보다 점진적인 은퇴계획을 선호한다고 응답
o 직무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직무의 인지적·신체적 요구능력(cognitive
and physical job demand)이 줄어들고, 직무가 사교적(sociable)이며 직무스케줄이 유

켰으며, 금융위기 이외 기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비헤지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상
승시킨 것으로 나타남
* 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 달러 대비 가치가 낮아지는 통화를 비헤지 통화(non-hedge currencies)
로 분류

연(flexible)해지기를 바란다고 응답
o 동 실증 분석 결과는 위기 기간 중 수행된 포워드 가이던스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 한편, 70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고용주들에게 해고당할 위험보다
는 건강문제, 직무의 요구능력 등을 꼽았음

효과(expasionary effects)보다 미래 경기침체를 알리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s)가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하며, 신호효과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경로를 통하여 달러 가치를 상승시킴

-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하만이 현재 직업에서 근무시간, 형태 및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함

⓵ 안전자산 선호(flight-to-haven) : 투자자들의 미래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이 위험회피도
(risk aversion)를 상승시키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비헤지 통화를 매각하고 달러를

*

o 주관적 조건부 확률(subjective conditional probabilities) 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령

매입하게 됨

자들의 은퇴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은 유연한 근무시간 가능 여부로
⓶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하락할 것을 투자자들이

분석
* 각 직무특성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70살 이후 계속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을 직무특성에

예상하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상승

대한 가정을 하지 않았을 때 70살 이후 계속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률과 비교

-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위기 기간 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지지 않아
- 고령자들은 유연한 근무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32.2%의 확률로 70세 이후

주요국 간 통화전쟁(currency war)을 촉발하지 않았음을 시사

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가정이 없을 때 17.2%에 비해 약 15%p 높음
- 이외에도 근무스트레스, 인지적·신체적 요구능력, 재택근무가능성, 통근시간 등이

【분석방법론】 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VAR, Fixed effects estimation

은퇴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Survey

- 5 -

- 6 -

국제경제
⑦ “The

Consumption

동북아경제
Response

to

Trade

Shocks:

Evidence

from

the

⑧ “A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 Life-Course Narratives of North

US-China Trade War”

Korean Youth Resettling in South Korea”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53

출처: Journal of Adolescence Vol. 76 (2019)

저자: Michael E. Waugh(New York大, NBER)

저자: Heejung Park(Bryn Mawr大)
ㅇ 본고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체성 개발 모

【핵심내용】

형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

o 본 연구는 미국의 소비 증가율 감소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노출도
(exposure to tariffs)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별로 살펴본 후, 관세가 소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분석
- 무역 분쟁 기간 중 군(county) 별 월간 신차(new auto) 판매량 데이터를 소비 대용 변수
로 사용하여 관세가 각 주의 소비와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 결과, 소비 증가율의 보복 관세 노출도에 대한 탄력성은 –1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는 보복관세 노출도 1% 포인트 증가시 소비 증가율이 1% 포인트 감소하는 것을 의미
- 관세 노출도가 전체 주에서 상위 25%에 속한 주는 하위 25%에 속하는 주에 비해 소비
감소폭이 3.8% 포인트 상회
- 이는 여러 추정 방법 중 비탄력적인 추정 결과이며, 사용된 통제 변수에 따라 관세 노출도
상위 25%주가 하위 25%주에 비해 소비 감소폭이 최대 5.5% 포인트 더 큰 결과를 보임
o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가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주별 관세 노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관세 노출도가 높은 주가 낮은 주에 비해 고용 증
가율이 1.5% 포인트 더 감소

ㅇ 저자는 2016년 6~8월중 16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
는 면접을 실시함
- 참가자들에게 과거 인생의 높고 낮은 점을 묘사하는 그림과 그들이 예측하는 향후
미래 삶이 어떨지에 대한 궤적을 그리도록 부탁함
- 과거 연구(Giele & Elder, 1998)의 도면을 가이드로 삼아 참가자들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 이야기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음
ㅇ 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정성적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한편 정체성, 트라우마, 역경 및
전환점에 대한 주제를 파악해 코드화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개발 모형을 구축
ㅇ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의 단계를 다섯 단계(① 취약 단계, ② 보이지 않는 단계, ③
리뉴얼 단계, ④ 혼란과 성취 단계, ⑤ 자기초월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
- 취약 단계는 참가자들이 북한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은 단계, 보이지 않는 단계는 북
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신분과 정체성이 없이 숨어 지낸 단계를 말함
- 리뉴얼 단계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새로이 시작하

- 이는 관세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국 보복 관세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고용 감
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동 결과들은 경제 주체들이 보복 관세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소비를 비교적 크게 감소시킴에 따라 보복 관세가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생
감소의 크기 또한 지역별로 크게 상이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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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 혼란과 성취 단계는 기대와 달리 한국생활에 혼란을 겪지만 이겨내고 교육
을 받고 직업을 갖는 등 정체성을 성취하는 단계를 말함
- 자기초월 단계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꿈을 계획해 나아가
는 단계를 말함
ㅇ 저자는 본 연구로 정신적 외상에 노출된 난민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 발달 분석의
틀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