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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19년 수록
자료 중 거시경제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거시경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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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크가 물가상승률 둔화(disinflation)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제시
- 위기상황에서 명목금리가 ELB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성장경로(growth channel)를
통해 장기적으로 산출량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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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시 ELB에 제약될 가능성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하여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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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확대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실질이자율 하락을 유발하여 투자 감소 및 성장 둔화를 일부 상쇄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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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Circular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Growth and Real Interest

Rates”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734
저자: Antonin Bergeaud, Gilbert Cette, Remy Lecat(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장기 실질이자율과 생산성 증가율의 순환 관계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
고, 기술충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저성장 탈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장기 실질이자율과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추세를 보인 가운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 수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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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되는 최소 기대수익률 수준을 하락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도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증가(weak cleansing effect)하면서 전체 생산
성 수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 cleansing effect가 약해져 생산성이 감소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게 되어 두 변수 간의
순환 관계가 형성
ㅇ 1950~2016년 중 OECD 17개국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이자율
간 순환 관계가 관찰되었고 동 관계는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여온 것으로 추정
- 실질이자율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상호간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한 연립방정식 분석
에서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
- 1984~1995년과 2005~2016년의 TFP 증가율을 차감하여 비교한 결과, 2005~2016년의 증가
율이 미국에서 0.66%p, 유로지역에서 1.51%p 가량 낮았으며 그 중 실질이자율 하락이 생산
성 둔화에 기여한 정도는 각각 0.6%p, 0.56%p로 시산
ㅇ 두 변수 간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등과 연관된 기술 혁신 및 신기술의
파급정도를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시사
-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설비투자 비용이 하락하는 충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동 충
격으로 TFP가 약 0.6%p 상승했으며 동시에 실질이자율도 상승하여 장기침체로 연결되는 순
환 관계로부터 탈피
- 특정 국가에 발생한 긍정적 기술충격은 TFP 수준이 비슷한 타국에 직접 파급되어 기술추격
을 유도(catching-up)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TFP 증가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
【분석방법론】 GMM, G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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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hen Creativity Strikes: News Shocks and Business Cycle Fluctuation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788
저자: Silvia Miranda-Agrippino(Northwestern大), Sinem Hacioglu Hoke,
Kristina Bluwstein(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특허자료를 이용해 기술발전 관련 뉴스(technology news) 충격에 따른 경제주
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변화가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
*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뉴스 자체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기변동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견해는 news-view라고 불리고 있음

- 기술 뉴스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 미국 특허청(USPTO)의 월간 특허출원 건수를 잠재
적 기술변화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
- 주요 거시변수를 포함하는 VAR 모형을 구축하고 뉴스충격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과 경기변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
ㅇ 분석결과, 기술 뉴스충격이 발생한 경우 총요소생산성(TFP)이 증가하기 전에 거시변수들이
생산성 변화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경기변동에 대한
news-view를 뒷받침
- 뉴스충격이 발생하면 거시변수들이 조정되는 처음 4년간은 총요소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이후 TFP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6~7년 후 정점에 도달
- 기술뉴스 충격은 경기순환상 거시변수 움직임 중 약 1/10 정도, 장기시계의 TFP 변동
중 대략 1/3만큼을 설명하는데 그쳐 경기변동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기술 뉴스충격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통화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하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제약이 완화되고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되어 경기확장을 촉진
시키는 경로로 작용
- 주식시장은 충격의 영향을 빠르게 흡수하는데 반해, 소비자들은 정보제약 등으로 기
대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분석은 소비자, 시장참가자, 중앙은행 등 상이한 경제주체가 기술충격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양함을 보임으로써 각 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이질적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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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ggreg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Unemployment and

Demographic Trend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19-07
저자: Andreas Hornstein(FRB of Richmond), Marianna Kudlyak(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의 장기추세를 추정하고 향후 10
년간을 전망
- 정책입안자나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계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에서
단기적 경기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o 고용행태가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인구특성에 따라 44개 인
구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의 추세를 추정하였으며, 각 그
룹의 인구비중으로 가중평균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추세를 도출
- 우선 간단한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연령효과, 세대
*
(cohort)효과, 경기효과로 분리하고 경기효과를 제거함으로써 그룹별 추세를 추정
* 연령효과는 청소년기와 장년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것처럼 연령이 다른 데 따른 차이인 반면 세대효
과는 베이비부머와 1990년대생들의 청년실업률이 다르듯이 세대가 다른 데서 발생한 차이를 의미

- 추정을 위한 자료는 1976~2018년 기간 중의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와
2018년 의회예산처(CBO)의 인구전망치를 이용
ㅇ 분석결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세는 인구특성의 변화와 각 그룹의 추세
변화에 의해 하락한 것으로 추정
-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1976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진전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 실업률 추세는 1976년 7%에 달했으나 교육수준 신장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낮아지
면서 2018년 4.6%까지 하락
ㅇ 한편 의회예산처(CBO) 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전망한 결과, 10년 후인 2028년 미국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62.7%에서 1.6%p만큼, 실업률은 2018년의 4.7%보다 0.4%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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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emographics

and the Natural Real
Projected Paths for the Euro Area”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258

Interest

Rate:

Historical

and

저자: Andrea Papetti(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중첩세대모형(OLG)을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실질 자연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UN인구추계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유럽지역의 실질 자연이자율을 전망
* 실질자연이자율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장기 추
세적 요인(slow-moving secular forces)으로 저생산성, 인구감소, 기대수명연장, 불평등 확대 등이 지
적(Eggertsson, Mehotra, and Robbins(2017))

ㅇ 이론모형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다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첫째, 인구고령화로 유효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때
문에 실질자연이자율이 하락
- 둘째, 경제주체들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소비활동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
래소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유인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이자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셋째,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비율이 하락하면 저축하는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경제 전체적인 저축이 줄어들고 이는 자연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ㅇ 이론모형을 유로지역 데이터로 캘리브레이트한 후 UN(2017) 인구전망을 대입하여 분석
한 결과, 인구요인은 1970~80년대까지 실질자연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
나 그 이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990부터 2030년까지 인구고령화는 자
연이자율을 –1.7 ~ –0.4%p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높아지거나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자연이자율 하락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은퇴연령 연장은 다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방법론】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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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nchored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00
저자: Carlos Carvalho(브라질 중앙은행), Stefano Eusepi(Texas Austin大),
저자: Emanuel Moench(독일 중앙은행), Bruce Preston(Melbourne大)
【핵심내용】
ㅇ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anchoring)은 통화정책의 이론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
나 기대 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 통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안정적인 이유는 물가가 안정된 경우 인플레이션
예측오차가 작아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하기 때문으로 알
려져 있음
ㅇ 본 연구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및 통화정책의 상호
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제시
ㅇ 동 분석을 위해 민간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예측오차에 따라 자신들이 인지하는 중
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구조(learning)를 가진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을 설정
- 모형내 인플레이션 충격발생 시 예측오차가 작은 경우 민간은 정책당국의 목표 인
플레이션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고,
실제로 균형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
- 반면 예측오차가 큰 경우 민간은 목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지하
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함에 따라 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변화
ㅇ 미국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지언 추정 모형을 통해 표본내 전망을 실시한 결
과, 1955~2015년중 동 모형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양(+)의 예측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간이 기
대 인플레이션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 1980~90년대 디스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음 (-)의 예측오차 발생으로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조정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 2000년대 들어서는 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대 인플레이션 및 실제 인플레이
션이 안정적으로 유지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arginalized particle filter method, Bayesia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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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Can an Ageing Workforce Explain Low Inflation?”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76
저자: Benoit Mojon(BIS), Xavier Ragot(OPCE and Sciences-Po-CNRS)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이 성장세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큰 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문 현상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기인
하는 것으로 설명
- 2013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나드는 가운데 고용이 크
게 늘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 GDP 디플레
이터, 임금 인플레이션 등은 1% 내외에 머물러 목표수준을 하회
-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945~1968년생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접어들고 연금개혁이 추진되면서 55세 이상의 고령층 경
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
ㅇ 고령세대는 장래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직장 외의 다른 직업을 찾을
인센티브가 약하므로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임금상승 압력 둔화를 초래
- 일본의 경우 고령층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평균보다 2배나 높았으며 이는 실업률
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은 현상을 상당부분 설명
ㅇ 실증분석을 위해 1996~2016년중 19개 OECD 국가패널 자료와 1999~2016년까지의 유
럽 내 203개 지역패널 자료를 이용해 임금 필립스곡선을 추정
- 고령인구와 비고령인구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에서 동 변
수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노동공급 증가가 임금상승세를
둔화시켰다는 추론을 뒷받침
- 지난 20년의 분석기간 동안 임금은 실업률과 뚜렷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 임금필립
스곡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임금상승률의 실업률 변화
에 대한 반응정도는 소폭 감소
ㅇ 국가패널 자료 분석결과, 실업률은 임금 인플레이션과 여전히 뚜렷한 음(-)의 관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의 논리적 기초가 되는 필립스곡선은 여전히 잘 작동
하고 있음을 뒷받침
- 다만,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높아지는 국면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경제
내의 slack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Fixed-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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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Low Inflation Bends the Phillips Curve”
출처: PIIE, Working Paper No. 19-6
저자: Joseph E. Gagnon, Christopher G. Collins(PIIE)
【핵심내용】
ㅇ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2009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
하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인플레이션이 소폭 감소하는 소위
'missing deflation' 현상을 경험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간의 관계가 약화된 현상에 대해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평탄화
되었다는 가설과 곡선 자체가 비선형화 되었다는 가설이 대두
ㅇ 비선형화 가설은 필립스곡선이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구간에서는 일정한 선
형관계를 보이다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영역에 들어서면 필립스곡선이 완만해진다
고 보는 견해
- 비선형성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에 임금과 재화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
ㅇ 필립스곡선의 비선형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공급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모형을 설
정하고 실증분석한 결과, 음(-)의 수요충격이 발생하면 실업률이 상승하지만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임금변화간의 관계가 약해지
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다양한 기대인플레이션 값(10%,5%,3%,1%,0%)을 상정하여 필립스곡선을 추정한 결
과, 기대인플레이션이 10%인 경우 완전한 선형의 형태를 보였으나 기대가 낮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은 영역에서 필립스곡선이 급격히 휘어지는 형태가 도출
- 기대인플레이션의 감소로 기업들은 더욱더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직면하게 되므로 낮
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곡선이 평탄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ㅇ 실증분석을 위해, 195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갭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식을 설정
- 평탄화 가설과 비선형화 가설에 따른 각각의 계량식을 비교한 결과, 두 식 모두 과거
데이터를 잘 설명
- 하지만 예측에 있어서 두 가설의 식은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는데 평탄화 가설에 따른
식은 향후 5년간 소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비선형화 가설에 따른 식은 점진적인 인
플레이션 상승을 예측
ㅇ 비선형화 가설에 따른 필립스곡선이 Phillips(1958)가 주장한 최초의 형태인 것을 감안하
면, 현재 필립스곡선은 여전히 유용하며 초기형태로 회귀 중인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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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ndogenous Technology Adoption and R&D as Sources of Business

Cycle Persistence”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No. 2019, 11(3)
저자: Diego Anzoategui(Rutgers大), Diego Comin(Dartmouth大),
저자: Mark Gertler(New York大), Joseba Martinez(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둔화 원인을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둔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생산성 둔화가 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므로 위기가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가
설(bad luck hypothesis)과 ②생산성 둔화가 위기에 대한 내생적 반응의 결과라는 가설
(endogenous response hypothesis)이 대립
- 후자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 중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은 생산성을 향
상시키려는 목적의 투자*가 축소될수록 생산성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론임
* 동 투자는 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 ② 개발된 신기술을 생산공정에 도입하여 확산시키는 지출로 구
분되는데, 두 지출 모두 금융위기 당시 감소하며 경기순행적 움직임을 보였음

- 생산성의 내생적 변동 메커니즘은 경기변동과 성장을 연계시켰던 Comin and
Gertler(2006)에 기반을 두었으며, 외생적 총요소생산성(TFP) 충격을 추가로 도입함으
로써 bad luck hypothesis도 검증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
ㅇ 분석결과, 금융위기 당시와 이후의 생산성 둔화는 위기 당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가 감소했던 데 주로 기인
- 특히 금융위기 당시 기술채택률*의 급격한 감소가 위기 당시와 그 후 시기의 생산성
둔화를 주로 설명하며, 그 기저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 충격
(liquidity demand shock)이 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특정시점에 발명된 신기술 중에서 실제로 생산과정에 채택되어 활용되는 기술의 비율로 정의

- 생산성 둔화의 또 다른 경로인 R&D 효율성 하락은 2000년대 초 경기침체시 발생
한 R&D 생산성 하락 충격이 지속되어온 것으로 식별
- 외생적 총요소생산성 변동은 생산성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속도 둔화가 공급측 요인, 즉 기술채
택률과 R&D효율성 저하에 따른 생산성 둔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시사
- 종전에는 명목이자율의 제로하한으로 인한 통화정책 제약, 국가채무상한 논쟁으
로 인한 재정정책 제약,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감소 등 수요측 요인이 경기회
복을 지연시킨 핵심요인으로 지목
【분석방법론】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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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The Nonlinear Effects of Fiscal Policy”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No. 2019-015A
저자: Pedro Brinca, Miguel H. Ferreira(Nova SBE),
저자: Miguel Faria-e-Castro(FRB of St. Louis), Hans Holter(Oslo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칭적이지 않은 비선형의 형태를 띤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이를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통해 재정승수를 도출하
고, 비선형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분석함
ㅇ 1981~2014년의 OECD 16개국 데이터를 이용해 국소투영법 분석한 결과, 재정충격이
양(+)의 값을 보일 때와 음(-)의 값을 보일 때 재정승수의 크기가 확연히 달랐음
- 구체적으로, 재정충격이 양(+)의 값을 보이는 경우 충격값이 커질수록 재정승수가 가
파르게 증가한 반면,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 충격값이 변하더라도 승수가 크게 변
하지 않았음
- 다시 말해, 재정승수의 크기가 충격의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인 비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음
ㅇ 한편, 미시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모형
(Heterogeneous Agents Model)을 설정하였고 여러 모수값은 미국 데이터를 통해 캘리브레
이션한 결과를 사용함
- 장기적으로는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 두 가지 시나리
오를 상정함
-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래의 증세로 이어져 소득감소를 초래하므로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경제주체들은 현재의 노동공급을 크게 증가시키고 산출량에 영향을 주기에
재정승수가 커짐
- 반면, 현재의 긴축적 재정정책은 미래의 감세를 통해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경제주체가
소득여력이 생기므로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유인이 줄어들어 재정승수가 작아짐
ㅇ 따라서,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경제주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비대칭적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기존 연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재정승수의 비선형성을 경제의 분포적 특성을 통해 설
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이질적 경제주체모형(Heterogeneous agen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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