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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Price Trends over the Product Life Cycle and the Optimal Inflation

Target”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32/2019
저자: Klaus Adam(Oxford大), Henning Weber(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o 현대경제(modern economy)에서는 기존 상품들이 약간씩 변형되어 출시되거나 새로
운 버전의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재의 가격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음
- 신제품 출시 당시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버전 등장
등으로 가격이 하락
o 본고에서는 영국의 미시 가격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의 생애주기(product life-cycle)
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최적 물가상승률목표 수준에는 어
떤 함의를 가지는지 분석
* 영국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200개 카테고리 하의 29만개 월별(1996.2 ~ 2016.12월) 가격데이터로 구성

o 분석결과 90%가 넘는 소비재의 상대가격*이 출시 당시에는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년에 걸쳐 이러한 상대가격 하락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
* 상품의 질 등 관찰되지 않는 특성에 영향 받지 않도록 개별상품이 포함된 카테고리 내 평균가격에 대
한 상대가격을 이용

- 상대가격은 1년 동안 평균 5% 하락하였는데, 패션·엔터테인먼트 등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상대가격 하락 폭이 컸으며(연 9%), 식품류 등 필수품은 상대가격 하
락 폭이 작은 것(연 1%)으로 나타남
o 한편 상품의 이질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반영된 가격경직성 모형을 설정
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물가상승률목표 수준을 시산한 결과 2016년 기준
2.6% ~ 3.2%*로 나타남
* 영란은행의 물가상승률목표는 2.0%

- 2016년 기준 최적 물가상승률목표는 지난 20년 간 상대가격 하락이 빨라진 점을
반영하여 1996년에 비해 1.2%p 상승
【분석방법론】 Sticky Pr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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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Identifying and Estimating the Effect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How to Do It And What Have We Learned?”
출처: CEPR Discussioon Paper Series DP14064
저자: Barbara Rossi(Barcelona GSE)
【핵심내용】
o 기존의 계량방법론(traditional approach)으로는 대규모 자산매입,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애로가 발생
-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동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VAR 모형
추정이 불가능
o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을 조사‧정리
o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그림자 금리*(shadow rate), 통화정책
충격의 이분산성, 고빈도 자료, 외부 도구변수, 함수형태의 충격(functional shocks),
부호제약 등을 이용한 식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가상의 금리

o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을 살펴보면 주로 장기
금리 등 금융변수나 인플레이션, 성장률 등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 분석이 많았음
- 대부분 관련 문헌들은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금융변수 및 거시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o 본고에서 살펴본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 식별 방법은 전통적 통화정책 충격 식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은행이 주요 분석도구(toolbox)로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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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Cyclical Labor Costs within Jobs”
출처: European Economic Review Vol.120 (2019)
저자: Daniel Schaefer(Edinbrugh大), Carl Singleton(Reading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존 전통적 견해와 달리 기업이 경기침체기에 대응하여 노동 투입요소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재의 경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지
를 분석
ㅇ 상기 분석을 위해 영국의 기업-노동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업률로 측정되는 경
기변동에 대응해 기업의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여부를 평가
* 2003~2016년의 기간 동안 347개 기업이 세부직무(job)에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률·노동시간으로 구성

- 추정결과 실업률 1%p 상승 시 신규(기)채용자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2.56(2.6)% 하
락하고, 노동시간은 1.71(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관측되지 않는 변수 중 직업의 구성·구직자의 자질(quality) 등은 시계열에 걸쳐 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미관측 변수를 고려해도 추정결과 여전히 유효
ㅇ 한편 기업은 신규채용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경기변동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에 채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채용 후 3년간 임금과
노동시간이 채용 당시 대비 평균적으로 각각 8%, 2% 상승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채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채용 후 3년간
임금은 채용 당시 대비 하락하였으나, 노동시간은 최대 5% 증가하면서 임금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
ㅇ 동 논문은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의 수준뿐
만 아니라 증가율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 다만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
들이 이러한 유연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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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Circular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Growth and Real Interest

Rates”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734
저자: Antonin Bergeaud, Gilbert Cette, and Remy Lecat(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장기 실질이자율과 생산성 증가율의 순환 관계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시
하고, 기술충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저성장 탈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
-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장기 실질이자율과 생산성 증가율은 하락추세를 보여왔으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 수치들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ㅇ 생산성은 잠재산출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 실질이자율 수준은 잠재산출량에 따라 변화
- 인구요인 등에 기인한 실질이자율 하락은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기대수익률 수준을 하락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프로젝트
에도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증가(weak cleansing effect)하면
서 전체 생산성 수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 cleansing effect가 약해져 생산성이 감소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게 되어 두 변수 간
의 순환 관계가 형성
ㅇ 1950~2016년 중 OECD 17개국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이
자율 간 순환 관계가 관찰되었고 동 관계는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여온 것으로 추정
- 실질이자율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상호간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한 연립방정식 분
석에서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
- 1984~1995년과 2005~2016년의 TFP 증가율을 차감하여 비교한 결과, 2005~2016년의 증
가율이 미국에서 0.66%p, 유로지역에서 1.51%p 가량 낮았으며 그 중 실질이자율 하락이
생산성 둔화에 기여한 정도는 각각 0.6%p, 0.56%p로 시산
ㅇ 두 변수 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등과 연관된 기술 혁신 및 신기술
의 파급정도를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시사
-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설비투자 비용이 하락하는 충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동
충격으로 TFP가 약 0.6%p 상승했으며 동시에 실질이자율도 상승하여 장기침체로 연결되는
순환 관계로부터 탈피
- 특정 국가에 발생한 긍정적 기술충격은 TFP 수준이 비슷한 타국에 직접 파급되어 기술추
격을 유도(catching-up)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TFP 증가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
【분석방법론】 GMM, G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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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Implications of Money-Back Guarantees for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Protection Then and Now”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06
저자: Vanya Horneff(Goethe大), Daniel Liebler(Goethe大),
(Goethe大), Olivia S. Mitchell(Pennsylvania大)

Raimond

Maurer

【핵심내용】
o 2002년 독일에서 도입한 개인퇴직계좌 환불보증제도*(money-back guarantee)가 동
제도 가입자들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퇴직금 적립기간 말 퇴직계좌의 금액이 적립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은퇴자들의
적자위험(shortfall risk)과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

o 분석 결과, 환불보증제도는 동 제도 가입자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상적인 시기보다 저금리 시기에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 컸음
* 이는 환불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납입금액을 줄여 퇴직 이후 인출 금액
이 감소하는데 기인

- 환불보증제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시기(명목금리 3%, 인플레이션율
1.75%)에는 퇴직 후 평균 소비가 1~3% 증가하였는데, 저금리 시기(명목금리 0%,
인플레이션율 0%)에는 퇴직 후 평균 소비가 3~11%까지 증가
- 생애주기펀드*(life cycle target date fund)와 환불보증제도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저금리 시기에는 환불보증제도보다 생애주기펀드가 동 제도 가입자들의 소비에 더
큰 긍정적 영향
* 나이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해나가는 펀드로, 초기에는 위험이 큰 주식에 투자하고 연령이 높
아질수록 위험이 작은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운용

o 이러한 결과는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환불보증제도, 생애주기펀드 등의
제도들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ife Cy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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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Reducing and Redistributing Unpaid Work: Stronger Policies to

Support Gender Equality”
출처: IMF, Working Paper WP/19/225
저자: Cristian Alonso, Mariya Brussevich, Era Dabla-Norris, Yuko Kinoshita,
Kalpana Kochhar(IMF)
【핵심내용】
o 90개국의 시간사용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무급노동(육아, 가사 노동 등)시간의 성별
격차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
o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에 2시간 더 많은 무급노동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무급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작았는데, 이는 고소득 국가의
높은 노동절약적 기술 수준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기
때문
- 무급노동시간 성별 격차의 추이를 보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 격차가 감소하
였는데, 이는 부부 중 여성의 파트타임 유급노동시간 증가와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증가에 기인
o 여성 무급노동시간의 결정요인을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근무·자산관리·경영 등에 법적·
사회적 제약이 없는 국가일수록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낮게 나타남
o 여성 무급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등 가정 친화적 정책,
인터넷 접속 등 공공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여성 고용 증대 등
이 존재
- 1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결과, 여성의 고용장벽
이 노르웨이* 수준으로 낮아지면 성별 무급노동시간 격차가 감소하고 GDP가 증가
* 노르웨이는 무급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작은 나라 중 하나로, 노르웨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여성
무급노동시간의 약 80% 수준

- 특히, 일본과 파키스탄은 성별 고용장벽 완화 시 무급노동시간 격차가 40~45% 정도
감소, GDP가 3~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con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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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Spillover of a China Hard Landing”
출처: FED,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No.1260
저자: Shaghil Ahmed, Ricardo Correa, Daniel A. Dias, Nils Gornemann,
Jasper Hoek, Anil Jain, Edith Liu, Anna Wong(Fe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중국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 VIX, 원자재 가격, 미 국채 수익률 등의 글로벌 금융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추정
- 2015~16년 중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금융 불안 사태에 대해 살펴본 후, 일반균형 모
형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동 사태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큰 영
향을 받는지 분석
o 실증 분석 결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무역 경로와 금융시장 경로를 통하여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중국 경기 침체는 달러 가치 상승, 미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 신흥국 채권 스프레드
증가, 세계 무역 감소, 안전자산으로의 자본이동,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현상을 초래
- 또한, 파급효과의 크기는 국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자재 수출 신흥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미국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
-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 연준의 통
화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
o 한편, 2015~16년 중 중국에서 발생했던 금융 불안 사태는 위의 실증 분석이 예측했던
결과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동 사건과 비슷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의 반응을 시
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받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크
기가 특히 컸으며, 이는 주로 주가 하락, 글로벌 리스크 회피도 증가(global risk
aversion) 등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파급
【분석방법론】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DSGE, Event Stud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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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Bond Market: Sovereign Risk and Mutual
Fund Portfolios”
출처: FED,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No.1261
저자: Nathan Converse, Enrico Mallucci(Fe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가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에 관한 국제금융시장 투
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제 금융 시장에서 채권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빌린 정부나 국가 기관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들 국가에 자금을 대여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위험

- 2002~18년 중 27개국의 CDS(credit default swaps)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국 채무불이행
확률을 시산한 후, 소버린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이 자금을 해당 국가로부터
얼마나 회수하는지, 회수한 자금을 어느 국가에 재투자하는지에 대해 분석
o 분석 결과, 소버린 리스크가 증가할 때 수익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에 대한 투
자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익률 증가가 소버린 리스크
증가에 기인한 자본유출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국가별로 다른데, 해당국의 디폴트 위험, GDP 대비 부
채비율, 외화표시부채 비율 등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증가하는 반면, 과거
해당국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금 회수가 감소
- 반면 미국, 일본, 유럽 핵심 국가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소버린 리스크 변화에도 반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동 국가들의 소버린 리스크를 주요 투자 결정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
o 한편, 소버린 리스크 발생에 따라 유출된 자금은 소버린 리스크가 발생한 국가의 지정학적
지역(geographic region)*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 주로 이동
*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대륙을 기준으로 분류

- 또한, 유출된 자금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이미 높은 익스포저가 있는 위험 국가
로는 거의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소버린 리스크에 기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이 역내 다른 국가로 파급되는 지
역 내 전염(intra-regional contagion)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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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Korean Nuclear Confli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Responses”
출처: Lisbon University Institute, ISCTE-IUL
저자: Will Wojcik Shook(Lisbon University Institute)
【핵심내용】
ㅇ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러시아, 한국, 중국의 북한전문가 입장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분쟁에 대
한 각국의 입장을 분석
ㅇ Andrei Lankov 러시아 국민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그는 미국이 경제지원 약속과 경제제재로 강제하는 이중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핵개발 동결과 경제적 지원의 교환을 제안
- 또한 북한체제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하며 특히 핵
개발의 진전을 멈추기 위한 협력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과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으며 현실
적으로 유연한 협상이 중요함을 강조
- 북한에 대한 무력충돌은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한반도에 큰 곤경을 가져
올 것을 경고
- 북한이 과거에 합의를 위반했던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협상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Dingli Shen 상하이 푸단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던 것처
럼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봄
- 또한 북한이 제재를 견뎌내고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것
이라고 주장

ㅇ 3개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해소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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