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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Federal Reserve MBS Purchas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출처: FRB of Richmond Economic Brief EB20-08
저자: Borys Grochulski(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매입 프
로그램 도입과 변경 경위, 동 프로그램이 MBS 및 모기지 금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
모기지금리, MBS·국채 수익률, FFR 추이

MBS 매입 규모와 MBS-TB 스프레드

주 : 세로 점선은 정책금리 인하 일자(3.3일 1∼1.25%, 3.15일 0∼0.25%)를 표시

ㅇ 3.3일 정책금리 인하 이후 연방기금금리(Effective FFR)와 국채수익률은 하락하였으나
MBS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는 상승하는 등 MBS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장애가 발생
- 이전에 90bp 수준에 머물던 MBS-TB 스프레드가 3.13일에는 165bp까지 확대
ㅇ 이에 FOMC는 3.15일 수 개월 내 MBS를 적어도 2,000억 달러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하
였으며, 뉴욕연준은 3.16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677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
- 월 600억 달러를 매입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매입속도가 훨씬 빨랐음
에도 불구하고 MBS-국채 스프레드가 3.20일 180bp까지 확대되는 등 MBS 시장의
기능장애(dysfunction)가 지속
o 이에 대응하여 FOMC는 3.23일(월) MBS 매입한도를 철폐하였으며, 뉴욕연준은 3월
23일 주간에 1,833억달러의 MBS를 매입
- 이후 MBS-국채 스프레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90bp 까지 축소되었으며, 뉴욕
연준의 MBS 매입 규모도 5.11일 주간에는 225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ㅇ 연준의 MBS 매입 프로그램은 MBS 시장 안정이라는 원래의 도입목적을 달성하였으
나,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 정책의 효과를 예측(calibrating)하여
정확한 매입 규모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The Determinant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During the Covid-19 Crisi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7461
저자: Efraim Benmelech(Northwestern大), Nitzan Tzur-Ilan(Bank of Israel)
【핵심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 경기침체를 경험
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규모의 대응정책을 시행
- 본고에서는 85개국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재정정책 규
모 및 정책금리 변동 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
ㅇ 코로나19에 대한 재정대응 규모는 대체로 고소득국가가 저소득국가에 비해 큰 반면,
정책금리 변동 폭은 저소득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남
- GDP대비 재정대응 규모는 고소득국가의 경우 평균 6.8%, 저소득국가의 경우 3.1%
이며, 정책금리 변동 폭은 고소득국가의 경우 평균 –0.43%, 저소득국가는 –0.84%
로 나타남
ㅇ 재정대응 규모의 결정요인(determinant)에 대한 분석결과, 위기 이전의 국가 신용등급
이 재정대응 규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추정
- 고소득국가가 저소득국가에 비해 재정대응 규모가 크며 신용등급도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국가별 소득수준(1인당 GDP 기준)을 통제하였음에도 여전히 신용등급이 높
을수록 재정대응 규모가 크게 나타남
- 한편,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0에 가깝게 나타났으
며, 이는 국가채무가 적은 국가가 위기 시 재정대응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전통
적 견해와 대비됨
ㅇ 정책금리 인하 폭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위기 이전 금리 수준이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고소득국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정책금리 수준(평균 0.78%)이 낮았기
때문에 전통적 통화정책 대신 자산매입, 금융규제 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국가의 경우 위기 시 충분한 규모의 재
정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③ “Stock Market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Monetary Policy”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 No.932
저자: Davide Melcangi(FRB of New York), Vincent Sterk(UCL)
【핵심내용】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에서 주가가 급변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
데, 주식시장이 통화정책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
ㅇ 이에, 본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이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시키는 실물적 효과(stock
investment channel)를 분석하고, 해당 효과가 가계의 이질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
- 이질적 가계*가 존재하는 뉴케인지언 모형에 자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
는 상황을 가정하고 통화정책 충격이 투자, 소비,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가계별로 소득수준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실업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
였으며, 각 가계는 정기적으로 일반재화(C)를 소비하고 비일상적으로(infrequent) 사치재(H)를 소비

- 특히, 가계는 고유동 자산인 예금을 보유하거나 저유동 자산인 주식에 투자 가능하
며 가계의 주식 투자자금을 재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은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주식에서 예금으로 재구
성(rebalancing)되도록 함으로써 주식투자를 감소(1차 효과)시켰으며, 주식투자 감소로
총소득이 줄어 주식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2차 효과)
-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가계는 이자율을 지급하는 예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며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감소
-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한 후 각 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총투자 감소 가운데 1차 효과의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
ㅇ 특히, 각 가계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은 가계별로 직면한 금융여건에 따라 상이
- 고소득 가계의 경우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자율 변화에 자산을 조정
하여 대응했으나, 차입제약에 직면한 저소득 가계의 경우 이자율 변화에 둔감
ㅇ 이에, 통화정책의 주식투자 경로의 실물적 효과는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짐
에 따라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1988년에서 2000년간 18.9%p(24.9 → 43.8%) 증가했는데,
해당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이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도 12.21%p 증가
ㅇ 본 연구는 주식투자의 통화정책 전달경로로서의 역할과 가계의 이질성이 해당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것으로 통화정책 수행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with Household Heterogeneity

거시경제
④ “Real-Time Real Economic Activity: Exiting the Great Recession and Entering
the Pandemic Recess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482
저자: Francis X. Diebold(Pennsylvania大)
【핵심내용】
ㅇ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경기상황의 실시간 예측(nowcast)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ㅇ 이에 본 연구는 ADS 지수(Aruoba-Diebold-Scott index)*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대해 실시간 예측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 대해 분석
* 동태요인모형의 방법론(Aruoba et al, 2009)을 이용하여 공표주기가 다른 6가지 실물지표들로부터 공
통요인을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ADS 지수를 도출

- 매 업데이트 시점마다 도출된 ADS 지수의 값들과 사후적으로 추정된 ADS 지수의
시간경로(ADS path)*를 비교함으로써 실시간 예측의 성과를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경우 경기침체가 끝난 2010.12월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팬데믹의 경우
2020.6월 말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ADS 지수의 시간경로를 추적(track)

ㅇ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08년 12월~)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ADS 지수는 경기침
체 상황을 대체로 잘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발표되는 NBER의 경기판단과 달리, 동 지수는
속보성이 높아 실시간 예측지표로서 정책 결정(policy making)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
ㅇ 한편 팬데믹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ADS가 4월경 크게 하락하였으나 5월 중순경
팬데믹 이전 수준(ADS=0)을 상회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다만 3~6월간 실물지표들에 대한 속보치가 발표될 때마다 ADS 지수가 크게 변동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을 유의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 ADS 지수1)의 점도표2)

팬데믹 기간 ADS 지수의 점도표

주: 1) ADS >0 (<0) 이면 경제가 장기평균성장률(normal growth)을 상회(하회)함을 의미
2) 빨간색 곡선은 사후적으로 추정된 ADS 지수의 시간경로를, 검정색 점은 각 시점에 측정된 ADS 지수를 의미

ㅇ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기간에 대해 실시간 예측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ADS 지수의 유용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Nowcasting

미시제도
⑤ “Testing, Voluntary Social Distancing and the Spread of an Infec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483
저자: Daron Acemoglu(MIT), Ali Makhdoumi(Duke大), Azarakhsh Malekian(Toronto大),
Asuman Ozdaglar(MIT)
【핵심내용】
ㅇ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정책(testing policy)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의 전
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검사 정책을 제안
- 정부의 대규모 검사는 감염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전파 속도
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감염된 사람은 검사에서 걸러져 고립될 것”이라는 안정감이 높아지면 사
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감염 전파 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 수를 늘리는 것은 최적이 아님
ㅇ 분석 결과 모든 사람을 검사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사람을 검
사할 역량이 없는 경우, 경제주체를 H타입, L타입*으로 나누고, H타입은 모두 검사
하되 L타입은 검사하지 않고 여력(testing capacity)을 남기는 것이 최적
* 외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크면 H타입, 그렇지 않으면 L타입

- H타입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여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L타입보다
먼저 검사할 필요
- L타입의 일부만 검사할 경우 검사받지 않은 L타입도 외부 활동을 늘리고자 하여
감염 전파가 확대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검사를 하지 않음
- 한편, H타입을 모두 검사할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H타입과 L타입 모두 검사하지
않는 것이 최적*
* H타입의 일부만 검사할 경우 검사받지 않은 H타입도 외부 활동을 늘리고자 하여 감염 전파가 확대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검사를 하지 않음

ㅇ 결론적으로 최적의 검사 정책은 외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되 어느 정도의 검사 여력을 남겨두는 것
- 단, 외부활동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인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을 함께 시행할 필요
【분석방법론】 Game Theory

국제경제
⑥ “International Spillovers of Forward Guidance Shocks”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70
저자: Callum Jones(IMF), Mariano Kulish(Sydney大), Daniel M. Rees(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시장에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에 도달하여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
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미 연준이 실시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형

ㅇ 2국가 개방경제모형(two country open economy model)을 이용하여 규모가 큰 국가(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이 주변 국가(캐나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양적으로 분석
- 1991.1/4분기~2019.2/4분기 중 미국·캐나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리가 고정된 상황
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을 식별
ㅇ 분석 결과, 미 연준의 확장적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은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 이후 4분기~5분기까지 캐나다 GDP 성장률이
0.4~1.0%p 하락
- 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캐나다의 실질 환율을 0.5~2.0%p 절상시킴으로써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0.1%p 하락
ㅇ 미 연준의 확장적 포워드 가이던스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는 미국
경제의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 가계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상대적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이 확대, 상대
적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이 축소되는 것으로 모형에서 가정

- 미국의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이 축소될 경우 확장적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의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소 완화됨
ㅇ 미 연준의 확장적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은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를 통해 캐
나다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지니나 반사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 모두 경제적 후생이 개선됨
ㅇ 본고의 연구 결과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의 주변국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
로 나타나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의 국가간 파급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 Country Open Economy Model

국제경제
⑦ “Global Banks’ Dollar Funding: A Source of Financial Vulnerability”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113
저자: Adolfo Barajas, Andrea Deghi, Claudio Raddatz, Dulani Seneviratne,
Peichu Xie, Yizhi Xu(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00~2018년에 걸친 26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지역별 은행통계 데이터(BIS)를
활용하여 글로벌 non-US 은행의 US 달러(이하 ‘USD’) 조달비용 상승이 금융시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 USD 조달비용*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조달비용 변화가 non-US 은행의 본국
(home country) 및 해당 은행으로부터 USD를 차입하는 국가(recipient country)의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USD를 안정적인 예금 및 장기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파생상품(FX 스왑, 통화
간 스왑) 등을 통한 합성(synthetic) 조달비용의 차이를 USD 조달비용 변수로 사용. 합성 조달비용이
직접 조달비용에 비해 높아질수록 USD 조달의 리스크가 확대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

ㅇ USD 조달비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달러인덱스, LIBOR-OIS spread 등의 확대가
USD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동 효과는 예금 및 장기채권 등에 기반한 USD 조달에 비해 파생상품 등을 통한
USD 조달 비중이 높거나, 고유동성 USD 자산 비중이 낮을수록 증폭됨
ㅇ USD 조달비용 상승 충격은 본국 및 수취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하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USD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글로벌 은행이 안정적으로 USD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국 은행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확대
-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이 USD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수취국 금융시장에 부정적 전이
효과가 발생
ㅇ 한편, 글로벌 은행의 USD 조달구조가 취약할수록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은행의 USD 대출 감소를 대체할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의 경우
전이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반면, 본국의 은행시스템이 건전하거나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라인 운영, 국제준비자
산 보유 등을 통해 외화지급능력이 양호한 경우 USD 조달비용 상승이 유발하는 부
정적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on-US 은행의 국경 간 달러 중개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은행의 USD 조달 취약성 및 건전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Model

동북아경제
⑧ “Not Under Pressure-How Pressure Leaked Out of North Korea Sanctions”
출처: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저자: Go Myong – Hun(Asan research fellow)
【핵심내용】
ㅇ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후 최대압박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모색
- 중국의 협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면 북한의 자체적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
ㅇ 하지만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수출 제한 정책의 실제 효
과는 북한의 적극적인 제재 회피 조치로 상당부분 반감된 것으로 나타남
- UN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원유 수입은 연간 50만 배럴 수준으로 제한되나
선상 유류 거래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
-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배의 적재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연간 350만 배럴만큼
의 유류 수입*이 추산되며 적재율에 따라서는 최대 450만 배럴까지 가능
* 총 거래량은 선박의 배수량 × 적재율로 계산

ㅇ 선상 유류 거래는 상당부분 타국적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선상 거래
의 잠재적 수익이 위험보다 높기 때문
- 북한이 사용 가능한 선박의 유류저장량은 2018년 41만 배럴에서 2019년 79만 배
럴로 증가하였으며, 증가량의 80%는 타국적 선박
- 북한과의 선상 환적거래 혐의로 실제 제재를 받는 경우는 2019년 1척에 그쳤으며,
선상 거래의 잠재적 이익이 높은 상황
ㅇ 북한은 석탄 및 기타 자재 수출, 조업권 판매 등을 통해서도 외화 수급 문제를 완화
-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2018년 2백만톤에서 2019년 5백50만톤으로 증가*
* 다만 2017년 톤당 88달러이던 석탄의 수출 가격은 제재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30% 정
도 하락

- 준설용 모래 판매, 해상 조업권 판매, 해외노동자 파견 등을 통하여 외화를 조달
ㅇ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북 신규 제재건수가 급감하는 등 최대압박전략의 유
효성이 약해지고 있음
- 신규제재 건수는 2017년 137건에서 2019년 13건으로 감소

기후변화
⑨ “The Macroeconomic Impact of Europe’s Carbon Taxe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488
저자: Gilbert E. Metcalf(Tufts大), James H. Stock(Harvard大)
【핵심내용】
ㅇ 기후 정책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됨에
따라 유럽의 탄소세 정책이 GDP,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파리 협약을 탈퇴하며, 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45년까지 3조 달
러의 GDP 및 65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ㅇ 유럽 15개국*에서 지난 30년간 탄소세 정책이 GDP, 고용 및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분석 대상을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 거래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제한하여 분석 시 배출
권 거래제의 효과를 일관적으로 통제

-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에서 과거 경제지표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만을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
*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부정적이면 정부가 세율을 낮추거나 정책 도입을 연기할 수 있음

-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구조적 VAR 등의 방법으로 탄소세의 영향을 추정하고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시행
ㅇ 분석 결과, 탄소세가 GDP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산화탄
소 방출량을 일정 수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탄소 방출량 1톤당 $40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6년간 4~6%의 방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환류(revenue recycling)*를 정책에 명시한 국가들에서는 탄소세 정책이 경제성장
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Goulder(1995)의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에 따르면 조세환류(탄소세 수입이 발
생함에 따라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를 동반한 환경정책은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조
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줌

ㅇ 본 연구는 탄소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는다는 기후 이론의
일반적인 주장을 재확인하며 기후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완화
- 다만, 유럽의 탄소세 정책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지 않는 부문에 제한적으로 시
행된다는 점에서 위 연구결과는 탄소세 정책 효과의 하한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Structural V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