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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Negative Nominal Interest Rates Can Worsen Liquidity Traps”
출처: FRB of Kansas City, Research Working Papers No. 19-07
저자: Andrew Glover(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통해 경
기를 부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실증적으로 분석
o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그 효과가 유동성함정 탈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비
단조적(non-monotonic) 특성을 가짐
-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되면 수요 감소를 예상한 기업이 판매가격을 낮추게 되는
데, 이 때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유동성함정에서 탈출하
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의 비관적 기대가 강화되면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악화
- 반면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실질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경제가 유동성함정에서 탈출
하게 되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남
o 미국 데이터를 통한 실증 분석결과 경제가 일단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이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유동성함정을 벗어나게 하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실질임금 경직
성, 필립스곡선 기울기 등의 가정에 따라 분기 기준 –22%, -80%, –107%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유동
성함정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 David Andolfatto (FRB St. Louis)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정책금리가 연 –10% 선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다만 소폭의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초래하는 경기둔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정책금리가 –0.5% 수준일 경우 산출은 0.13% 감소)
【분석방법론】 Sticky-price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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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Macroeconomic Framework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65
저자: Alan J. Auerbach,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
저자: Daniel Murphy(Virgin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재정지출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거시모형 대비 예측력이 높은 새로운 모형을 제시
ㅇ 미국의 市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재정지출 효과 추정결과 재정지출 확대의 시단
위 GDP에 대한 재정승수는 1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비·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하락
* 2001년 이후 시단위로 공표된 GDP 및 재정지출액, 물가, 소비,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으로 구성

- 그러나 Smet·Wouters(2007) 등 기존 DSGE 모형은 재정승수가 1을 하회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구축효과에 의해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 설명
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ㅇ 한편 유휴경제 상태를 가정한 거시모형의 경우 기존 DSGE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실증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동 모형 내에서 노동자는 정액임금을 받고 계약한 최대노동시간 이내의 노동을 공
급하며, 기업은 추가적인 한계생산비용 발생(Negligible Marginal Cost)없이 최대생산
능력 내에서 생산한다고 가정
-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 시 조업을 중단했던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신규기업의 진입 및 고용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에 의한 총생산이 크게 증가
- 또한 신규고용에 따라 노동자 전체에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신
규 진입기업에 의한 생산요소 수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
- 아울러 고용확대로 인한 임금총액 상승으로 해당 지역 외에서 생산된 상품의 소비가
늘면서 총소비가 증가
ㅇ 상술한 새로운 모형은 현재 개발단계로 정태적 모형이지만, 미시적 기초와 동태성을 추
가하면 양적·이론적으로 개선되는 등 발전 잠재력이 큰 모형인 것으로 평가
【분석방법론】 Negligible marginal co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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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Precautionary Pricing: The Disinflationary Effects of ELB Risk”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Series No. 2019-26
저자: Robert Amano, Thomas J. Carter(Bank of Canada), Sylvain Leduc(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가 실효하한(ELB)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ELB 리
스크가 물가상승률 둔화(disinflation)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
해 제시
- 위기 상황에서 명목금리가 ELB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성장경로(growth
channel)를 통해 장기적으로 산출량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 및 그 이후 기간에 실제로 관찰
- 또한 명목금리가 ELB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경제주체의 기대가 예비적 가격설정 경로*
를 통해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ELB 리스크는 통화정책 여력이 존재
하는 정상상황(normal)에도 작동 가능
* 기업은 경제 위기 시 ELB에 제약될 가능성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과 거시변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격수준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변화

ㅇ New Keynesian 모형 설정을 통해 ELB 리스크의 장기적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정상
상황에서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1.65%로 추정되어 2% 물가안정목표를 하회
- ELB 리스크를 배제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에서는 정상상황의 인플레이션이
1.97%로 물가목표치에 근접하게 추정되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현상이
ELB 리스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ㅇ 또한 ELB 리스크에 기인한 투자 감소는 성장에 영구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실
제 ELB 제약이 완화된 이후에도 예비적 가격설정 경로가 작동하면서 기존 자연산출
량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
- 한편, ELB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 확대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실질이자율 하락을 유발하여 앞서 언급한 투자
감소 및 성장 둔화를 일부 상쇄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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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⓸ “Can Microfinance Unlock a Poverty Trap for Some Entrepreneu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46
저자: Abhijit Banerjee(MIT), Emily Breza(Harvard大),
Cynthia Kinnan(Tufts大)

Esther

Duflo(MIT),

【핵심내용】
o 인도 Hyderabad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소액금융(microfinance)이 유
능하지만 가난한 사업가들의 빈곤의 덫**(poverty trap) 탈출에 미치는 영향(경영성과·
차입·소비)을 분석
* 2006년 소액금융대출업자 Spandana가 52개 지역에 진출하였으나, 2010년 과다부채를 우려한
Andhra Pradesh 정권출범 이후 소액금융이 모든 지역에서 중단된 사건을 활용
** 본 논문에서는 가난한 사업가들이 한계수확이 체감하는 저생산성 기술과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고생산
성 기술 중 저생산성 기술에만 접근할 수 있어 계속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지칭

-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은 2006년부터 일찍이 소액금융 접근이 가능해진 지역,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2008년부터 접근이 가능해진 지역으로 설정해 2012년 각
집단의 지표를 비교
- 가계를 소액금융 도입 전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gung-ho entrepreneurs: GE)와
그 외 가계(non-GE)로 구분하여 가계 종류별 처치효과의 차이를 분석
o 회귀분석 결과, 소액금융으로 경영성과, 노동수요, 차입, 소비 등이 장기적으로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효과는 non-GE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GE 집단에서
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처치집단 GE는 통제집단 GE에 비해 자본스톡, 투자, 근무시간(self-employment
hours), 사업비, 수입, 수익, 노동수요 등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처치집단 GE는 소액금융 차입뿐만 아니라 총 차입과 비공식적 차입(informal
credit)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입이 차입을 부르는 집적(crowd-in) 효과를 확인

- 처치집단 GE는 사업용·비사업용 내구재 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소비분위에서
는 비내구재 소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모형분석 결과, 소액금융은 유능한 사업가인 GE가 빈곤의 덫을 탈출하도록 도와 경영
성과 등의 개선을 돕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액금융으로 인한 수입증가의 2/3, 자본스톡증가의 3/4 가량이 저소득 GE가 빈곤
의 덫을 벗어나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고생산성 기술에 접근가능하게 된 데에 기인
【분석방법론】 Experimental approach, regression, economic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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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ubsidy Targeting with Market Power”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67
저자: Maria Polyakova(Stanford大), Stephen P. Ryan(Washington大 in St.Louis)
【핵심내용】
o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존재할 때 선별적 보조금 지급(subsidy targeting)이 후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17년 미국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 하의 건강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소득
등의 특성에 의거해(means-test) 소비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
o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보조금 지급 대상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선별적 보
조금은 인구학적 외부효과*(demographic externality)를 유발하여 균형에서 잉여의 재
분배와 후생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음
*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인적 구성과 균형가격의 상
호작용으로 유발되는 외부효과

- 예를 들어, 선별적 보조금 제도 하에서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 소비자의 비율이 증가
하면 기업은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저소득 소비
자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기업은 가격을 낮춰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o 수요-공급 구조모형을 통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결과, 선별적 보조금은 소
득에 상관없이 상품권을 제공하는 보편적 보조금에 비해 후생을 감소시키며, 시장지
배력이 존재하는 경우 선별적 보조금으로 인해 후생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선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총 후생 감소는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우 24%, 시장지
배력이 있는 경우 32%로 나타남
- 한편 선별적 보조금 지급 시 총 후생은 감소하지만 저소득층의 후생은 증가해, 효율
성과 분배 간 상충 문제를 고려할 필요
【분석방법론】 Economic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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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Dollar Exchange Rate as a Credit Supply Factor - Evidence from

Firm-level Export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19
저자: Valentina Bruno(American大), Hyun Song Shin(BIS)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멕시코 기업들의 수출 거래 및 은행 대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 달러화 가치 변동이 신용공급 경로를 통해 타국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은행 자금조달 구조가 달러화 가치 변동과 은행의 신용공급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달러 가치 변동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래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
o 분석 결과, 도매자금(wholesale funding)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은
은행은 동 조달 비율이 낮은 은행에 비해 달러화 강세 시 신용공급을 더 줄이는 것
으로 분석
- 이는 달러화가 강세일수록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표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짐을 시사
o 달러 가치 상승은 신용공급 경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비중이
높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급받는 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동 결과는 달러화 가치 변동이 수출품 가격 변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업 및 금
융기관이 직면하는 신용제약 변화를 통해서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달러 가치 상승 시 수출이 더 큰 폭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중간재 생산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하며 무역신용(trade credit) 의존도가 높은 데
기인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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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hinese Financial Conditions and their Spillovers to the Global Economy
and Marke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65
저자: Jeremy

Lawson,

Abigail

Watt,

Carolina

Martinez,

Rong

Fu(Aberdeen

Standard Investment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금융 상황(financial condition)이 신흥국을 포함
한 글로벌 금융시장 및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7년 이후 각종 채권 금리,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 및 변동성 등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중국 금융상황지수를 시산하고, 중국의 금융 상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본 후 동 지수가 자국 및 타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o 분석 결과, 중국 금융 상황은 회사채 스프레드와 주식 수익률보다는 금리, 통화
및 신용시장, 여타 정책적 요인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중국 금융 상황은 자국
및 타국 거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금융 상황은 글로벌 산업 활동(global industrial activity) 및 신흥국 자
산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미국 금융 상황에도 상당한 파급효
과가 있음
- 자산가격은 금융상황지수에 선행하고 실물경기 변수는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
- 한편, 동 파급효과를 미국 금융 상황이 미국 이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비
교해보면, 중국 금융 상황이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의 크기는 미국에 비해서
는 작지만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
o 동 지수가 타국 경제 및 금융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시변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타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ayesian VAR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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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North Korea Enters the 21st
Century”
출처: 38 North, October 21, 2019
저자: Martyn Williams(Senior correspondent for ID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핵심내용】
ㅇ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내각부총리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과학기술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신세대 기술자 육성을 촉구함
ㅇ 지방에 정보기술 중등학교를 신설하고 대학에 공학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과학기술
에 대한 중등 및 고등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교육자들에게 경제성장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개선해 줄 것을
강조함
- 교육자들이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 평
균 이상의 적성을 가진 인재를 선별하려는 계획으로 보임
ㅇ 또한, 과학자들과 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해 생산과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지적창의성
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기업들이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의 연구 개발에 강력하게 임할 것을 제안
하였음
ㅇ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과학과 기술을 강조해 왔는데 기존과 달리 군사적 요소를 배제
하고 정보기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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