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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ebt Is Not Free”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1
저자: Marialuz Moreno Badia, Paulo Medas, Pranav Gupta, Yuan Xiang(IMF)
【핵심내용】
ㅇ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채 누적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
- 다른 한편에서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은 한
정부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Public debt may have no fiscal cost”)도 존재
(Blanchard, 2019)

ㅇ 본고에서는 1980~2016년 동안 188개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와 경제성장률 간 차이(금리-경제성장률) 등 748가지의 경제
변수들 중 어떤 변수들이 재정위기 발생을 잘 예측하는지 머신러닝 기법(machine
**
learning technics)을 이용하여 선별
* 단기금리, 5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등 다양한 금리를 활용
** 전통적 방법론은 제한된 숫자의 변수를 대상으로 Logit 등 정형화된 분석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재
정위기 발생의 복잡성을 감안하는 데 한계를 보임

ㅇ 분석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원리금 상환규모(debt service) 등 정부부채의 규모
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재정위기 발생을 가장 잘 예측하였으며, 금리와 경제성장률 간
차이는 재정위기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우 70%, 저소득국가의 경우 80%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 발생 확률이 급격히 상승
- 특히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더라도 재
정위기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인플레이션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20%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상승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저금리 환경에서도 과도한 수준의 정부부채가 재정위기 발생 확
률을 높이는 만큼 부채 규모 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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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and Birth Rates: The Effect of Mortgage
Pass-Through on Fertility”
출처: FED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02

Rate

저자: Fergus Cumming(영란은행), Lisa Dettling(FR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2008~2009년중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4.5%p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이하
담대)

주

금리 변동을 통해 이후 3년간 가계의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영국에서는 높은 조기상환 수수료(pre-payment penalties) 등으로 주담대를 차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락 시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이 큰 폭 감소
* 대침체기(Great Recession) 직전 영국의 가임기(child-bearing age) 가구 중 절반이 주담대를 보유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는 변동금리부 주담대를, 나머지 절반은 처음에는 고정금
리였다가 몇 년 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주담대를 보유

ㅇ 분석결과 정책금리 1%p 하락은 변동금리부 주담대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
균 12%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출산율이 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변동금리부 외 여타 주담대까지 모두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책금리 1%p
인하가 출산율을 2%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원리금 상환액 감소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출산 수요가 증가하는 데
기인
- 특히 높은 소득 및 담보 대비 대출(loan-to-incomes, loan-to-values) 비율로 인해 유동
성 제약이 강한 가계일수록 주담대 금리 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주담대 계약 구조에 따라 통화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개
별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비슷한 시기에 정책금리 큰 폭 인하가 있었던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변
동금리부 주담대 비중이 높은 영국의 경우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고정금리부 주담
대 비중이 높은 미국은 출산율이 감소
【분석방법론】 OLS, Counterfactu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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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id Tax Cuts and Jobs Act Create Jobs and Stimulate Growth? Early

Evidence Using State-Level Variation in Tax Chang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Working paper No. 2001
저자: Anil Kumar(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세제개혁의 고용 및 성장에 대한 단기 효과
를 실제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해당 제도 변화가 고용·성장 제고에 기여했는지 평가
ㅇ 2018년에 시행된 미국의 세제개혁(Tax Cuts and Jobs Act)은 개인·법인 세율을 낮추고 공
제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경기 촉진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증분석 증거는 미미
- 동 개혁은 최고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완화하였으며 세
액공제액과 면세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적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단일화
- 감세에 대한 반응으로 노동공급·기업투자가 증가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이는 감세 이전 추정치를 이용해 산출한 예측치에 기반함에 따라
정책 이후 경제주체의 반응이 변화할 수 있어 강건한 정책평가 필요성이 제기
ㅇ 미국의 州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세 정책의 고용·성장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고용증가율은 상승하였지만 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2017-18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각 州의 고용 및 경제성장률, 주별 세액변동, 노조법 시행 유무, 원유
가격, 이자율, 다수 정당의 정치적 성향 등으로 구성

- 세제개혁은 장기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 실행되었으며 동 기간 중 주별 세액변동
은 경기변동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별 세액변동을 외생적 감세 충격의
대리변수로 사용
- GDP의 1%에 상응하는 세금이 감소할 때 2017-18년 사이의 고용성장률은
0.23~0.42%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은 불변인 것으로 추정
ㅇ 데이터 미비로 인한 누락변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도구변수 추정 결과에서
도, 감세 충격 시 고용증가율은 상승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세액변동과 경제 상황에 동시에 영향을 주지만 관측되지 않은 교란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세 이전의 소득분포 및 주별 소득세제 특성을 도구변수로 이용
- GDP의 1%에 상응하는 세금이 감소할 때 고용성장률은 0.39~0.6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성장률은 불변인 것으로 추정
ㅇ 동 연구는 단기간의 시계열 자료만을 이용하여 대규모 세제개혁 시행의 경제효과를
속보성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이 특징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model,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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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Output Hysteresis and Optimal Monetary Polic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Working Papers, 19-19
저자: Vaishali Garga(FRB of Boston), Sanjay R. Singh(UC Davis)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일시적 총수요 감소충격에 기인한 산출량 손실의 이력현상*(output hysteresis)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 통화정책 대응을 분석
* 실제 산출량과 자연산출량 간 격차인 산출량 갭이 메워지지 않고 상당기간 유지되는 현상

- 단기적 충격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기업의 R&D 투자유인에 하
방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잠재산출량이 하락할 우려
- 본 연구는 수요충격에 기인한 투자 감소 및 생산성 둔화에 대한 최적 통화정책과 동
대응을 통해 종전 잠재산출량으로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
ㅇ 분석결과, 명목이자율이 하한에 제약되지 않는 상황(away from the ZLB)에서는 엄격한 물
가안정목표제(strict inflation targeting rule)를 통해 산출량의 이력현상에 대한 예방이 가능
- 일관된 정책수행을 공언할 수 있는 통화당국이 상기 준칙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경
우, 인플레이션 안정과 산출갭 해소를 통한 경제 안정화(divine coincidence) 달성이 가능
ㅇ 하지만 이자율이 하한에 제약되는 상황(ZLB)에서 종전 준칙은 최적이 아니게 되어 동일
대응을 고수할 경우 ZLB에서 벗어난 후에도 산출량이 영구히 기존 잠재수준을 하회
- 이력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둔화 정도의 누적 합계를 추가한 준칙(hysteresis
targeting rule)을 기반으로 산출량이 최초 추세로 회귀할 때까지는 통화당국이 명목이
자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를 대중에 제시할 필요
- 동 준칙은 ZLB가 종료된 이후에도 적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을 용인하는 고압경제
(high-pressure economy)로의 진입을 사전에 알리는 신호이며, 이를 통해 사회 후생이 개선된
다면 ZLB에 제약되지 않아 물가안정목표제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할 경우의 후생에 근접
ㅇ 한편, 대중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여 재량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통화당국은 이
력편향(hysteresis bias)에 기인한 후생손실을 방지하기 어려움
- 일관된 정책수행을 공언할 수 없는 재량적 당국 입장에서는 매기 균제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책판단을 갱신
- 과거에 발생했던 생산성 및 산출량 손실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명목이자율을 낮은 수
준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할 유인이 없으며, 따라서 잠재산출량이 하락한 이후 본래 수
준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차단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with endogenou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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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Cost of Steering in Financial
Mortgage Market”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35

Markets:

저자: Leonardo Gambacorta(BIS), Luigi Guiso,
Paolo Emilio Mistrulli(Bank of Italy)

Evidence

from

the

Andrea Pozzi, Anton Tsoy(EIEF),

【핵심내용】
ㅇ 2005~2008년 중 이탈리아의 12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의 고객유도(steering)가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금융기관이 특정 금융상품을 소개·광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선택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편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ㅇ 두 종류의 가계와 은행이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모형을 설정
- 지적인(sophisticated) 가계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본인에게 최적인
상품을 선택하지만, 경험이 없는(naive) 가계는 은행의 고객유도가 없으면 고정금리
를, 고객유도가 있으면 은행이 제안하는 금리 종류를 선택
- 은행은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 관리를 위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담대 목
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계가 특정 종류의 주담대 상품을 택하도록 유도
ㅇ 분석 결과, 고객유도로 인한 선택 왜곡으로 가계의 후생이 감소하며, 가계 종류에 따
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남
- 고객유도로 인한 선택 왜곡으로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661유로(주택담보대출 이자비
용의 약 11%)의 후생비용이 발생
- 지적인 가계는 295유로의 이득, 경험이 없는 가계는 1705유로의 손해가 발생하는
데, 이는 고객유도로 경험이 없는 가계의 선택이 왜곡되는 한편 금리하락으로 지적
인 가계의 금융비용이 감소하는데 기인
ㅇ 정책효과 비교 결과, 금융기관의 고객유도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후생을 더 크게
저해할 수 있으며 금융교육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
- 고객유도를 금지하는 경우 경험이 없는 가계가 유익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가구당 연간 998유로의 후생비용이 발생
- 금융교육 캠페인을 하는 경우, 경험이 없는 가계는 최적 금리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후생이 증가, 지적인 가계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후생이 감소하여 평균적으로 가구
당 연간 304유로의 후생이 증가
【분석방법론】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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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Asset Prices and Unemployment Fluctua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580
저자: Patrick J. Kehoe, Elena Pastorino(Stanford大), Pierlauro Lopez(Bank of
France), Virgiliu Midrigan(New York大),
【핵심내용】
ㅇ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률(job finding rate)과 실업의 높은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노
동시장 탐색모형을 제시
- 구직률·실업률의 높은 변동성을 설명한 기존 연구*들은 고용 기회비용의 경기순응
성, 임금의 주기성, 무위험이자율의 변동성 등과는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기존의 노동시장 탐색모형으로는 구직률과 실업률의 큰 변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퍼즐이 존재
(Shimer, 2005)

ㅇ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모형을 구축
- 시간에 따라 위험이 변화하는(time-varying risk) 자산가격설정 선호구조를 가정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을 반영
- 근로기간 중(on the job) 인적자본 축적 및 실업기간 중 인적자본 감가상각을 가정하
여 근무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율을 설명
ㅇ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구직률과 실업이 현실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정도의 높
은 변동성을 보이게 됨
-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만기가 긴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하며,
기업-노동자 매칭의 현재가치는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시점별 수익(claim)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표현
- 근로기간 중 인적자본 축적을 가정함으로써 미래 수익의 가중치가 증가하여 매칭의
듀레이션(duration)이 증가하고, 매칭 현재가치의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커짐
- 위험 변화 선호구조 가정에 따라, 경기 상태에 따라 수익의 가격이 변화하게 됨
- 불황에는 위험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매칭의 현재가치가 급감하고, 기업의 구
인활동이 줄어 구직률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은 크게 증가
【분석방법론】 Competitive 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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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Value Chains and External Adjustment: Do Exchange Rates Still

Matter?”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300
저자: Gustavo Adler, Sergii Meleshchuk, Carolina Osorio Buitron(IMF)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가 환율의 대외부문 조정(external adjustment)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및 중기적 관점에서 분석
-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 참여(backward integration)*는 환율 절하에 기인하는 수출 증가폭
을 축소시키고, 전방 참여(forward integration)**는 환율 절상에 기인하는 수입 증가폭을
축소시킬 가능성
* 자국의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
** 자국의 재화를 타국에 중간재로 수출

- 이러한 결과는 후방 참여의 경우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 중간재 가격의 상승이 자국 수출
재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며, 전방 참여의 경우 환율 절상에 따른 자국 수출재 가격 상승
이 중간재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
ㅇ 2000~2014년 중 37개국의 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후방 참여도 및 전
방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
- 동 현상은 단기 및 중기에서 모두 나타나며, 특히 단기에서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가 더 크게 감소
- 중기에서도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임을 시사
ㅇ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될 경우 무역 개방도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상승함에 따
라 환율이 GDP 대비 무역수지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
- 동 효과를 감안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더라도 환율의 대외부문 조정 기능은 크게
약화되지 않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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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Endogenous Corporate Leverage Response to a Safer Macro Environment:

The Case of Foreign Exchange Reserve Accumul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545
저자: Hui Tong(IMF), Shang-Jin Wei(Columbia大, NBER)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외환보유액(foreign reserve) 증가가 기업 레버리지(corporate leverage)*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로 측정

-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적립으로 대외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화될 경우 해당국 기업으로 하
여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할 가능성
- 2000~2006년 중 23개 신흥국의 기업 레버리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환보유액 증가가 기
업 레버리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ㅇ 분석 결과,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해당국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가하며 동 결과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일관되게 도출됨
- 이러한 결과는 외환보유액 축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기
업들이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
ㅇ 한편, 외환보유액 축적에 기인한 레버리지 증가폭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
는 기업일수록 더욱 확대됨
- 대외적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한 기업일수록 외환보유액 축적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가 기
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ㅇ 본 연구의 결과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입안 시, 정책 효과를 상쇄
시킬 수 있는 민간 경제주체의 내생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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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Can Chairman Kim Jong Un Achieve Prosperity for North Korea with a

Pea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출처: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Continuing Studies, Dec. 2019
저자: William Boik(Georgetown大)
【핵심내용】
ㅇ 2018년 및 2019년에 열린 제 1·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에 동의할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함
- 대북제재가 종결되고 자유무역이 허용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번
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ㅇ 본고는 그동안 북한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현재 북한
경제 상황, 그리고 북한이 경제 번영을 위해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
2006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사치품 수출 및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대북제재를 시
행함
- 북한의 현재 경제발전 수준은 세계 최빈국 수준에 가까운 상황으로 인구의 4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됨
ㅇ 미국이 경제성장의 대가로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북한은 현재 체제 유지가 주된 목표 중 하나인데, 핵개발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현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봄
-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자체적인 핵개발 동결을 제재 축소에
대한 대가로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ㅇ 또한 서방국가와의 개방은 북한 지도층의 주민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으로 인해 국제 투자와 무역의 개방에 적극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따라서 현재
미국이 원하는 협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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