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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ouseholds’ Expectation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y

Announcements”
출처: Deutsche Bundesbank, Research Brief 34th edition
저자: Olga Goldfayn-Frank,
Weber(Chicago大)

Georgi

Kocharkov(Deutsche

Bundesbank),

Michael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독일 중앙은행의 가계 기대 서베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및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 발표가 가계의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정책 발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①
경제정책과 무관한 정보(위약집단), ②ECB의 채권매입에 대한 정보, ③재무부의 재정
부양책(노동자, 자영업자, 기업 지원 등) 관련 정보, ④경제부의 대응정책(중소기업 지원, 항
공·자동차 산업 지원 등)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집단의 기대를 비교·분석
ㅇ 코로나19 발생은 가계의 비관적 기대 및 전망 불확실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거나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계의 수가 증가
하였으며, 취업자들은 내년 중 순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ㅇ 경제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위약집단에 비해 경제상황을 더 비관적
으로 전망했으며 전망의 불확실성도 높게 나타남
- ECB정책, 재정부양책, 경제부 대응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위
약 집단에 비해 GDP성장률을 각각 1.3%p, 2%p, 1.2%p 낮게 전망
- 이와 같은 결과는 ①가계가 이미 정책을 알고 있었거나, ②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
해하지 못했거나, ③신호효과(signalling effect)*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설명 가능
* 대규모의 경제정책 발표가 있을 경우 가계는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음

ㅇ 한편, 신용제약 가계의 경우는 정책 정보가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신용이 제약된 가계의 경우 ECB정책에 대한 정보를 들은 집단이 위약집단에 비해
소득(income) 및 GDP성장률을 각각 330유로 및 4.5%p 높게 전망
- 이에 대해서는 신용제약 가계가 경제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코로나19
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용제약 가계의 심리가 정책발표로 큰 폭 개선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설명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기 시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 발표가 가계의 기대에 예상치 못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설계되고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금융통화
② “COVID-19 and the CPI: Is Inflation Underestimated?”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4
저자: Marshall Reinsdorf(IM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2020년 2월~5월, 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발
생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캐나다와 미국의 체크·신용 카드 및 현금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패턴 변화를
추적한 다음, 동 소비패턴을 바탕으로 물가지수 구성품목별 가중치를 새로이 구성
하여 코로나19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기존 CPI와 비교 분석*
* 자료수집 제약 상 캐나다와 미국의 소비패턴 변화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비교

ㅇ 캐나다와 미국의 결제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봉쇄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경우 식료품, 주거 관련 품목 등 주택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가 증가한 반면 의류, 교통, 여가 품목의 소비는 감소
- 미국도 대체적으로 캐나다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의료 품목의 소비 감소폭이 작고
교통 품목의 소비 감소폭이 크다는 차이가 존재
ㅇ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의 결과 기존 CPI는 코로나19 물가지수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과소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계 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캐나다 또는 미국의 소비패턴 변화를 적용하여 코
로나19 물가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3개월 동안 세계평균 인플
레이션은 기존 CPI가 코로나19 지수에 비해 각각 0.23%p(캐나다 소비패턴 적용시),
0.32%p(미국 소비패턴 적용시) 만큼 낮았음*
* 우리나라는 0.38%p(캐나다 소비패턴 적용시), 0.5%p(미국 소비패턴 적용시)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분석

ㅇ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가 CPI의 정확성(accuracy)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임
-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소비패턴 변화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만큼 이에
기반하여 공식 CPI의 구성품목별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코로나19 지수의 보조적 활용, 5년 간격의 CPI 기준년 개편 주기 축소 등의 대응방
안을 검토해 볼 필요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③ “The Scars of Supply Shock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423
저자: Luca Fornaro(CREI), Martin Wolf(Vienna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공급중단(supply disruption) 충격의 경제적 영향과 정
책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중단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Aghion&Howitt(1992)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명목임금 경직성을 도입한 모형*을 구축
한 후, 부정적 공급충격(총요소생산성 하락)의 영향 및 최적 정책대응을 분석
* 모형 내 임금 경직성을 도입함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과 총수요 위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이러한 점에서 본 모형을 Keynesian 성장모형이라고도 표현

ㅇ 분석 결과, 일시적 공급충격이라도 총공급-총수요 위축의 악순환(supply-demand doom
loop)을 통해 총산출에 항구적인 손실(permanent scar)을 유발
- 공급충격으로 투자와 생산성이 저하되면 ①기업의 이윤과 투자유인이 감소하고 ②
경제주체의 부의 감소(wealth effect)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나타나면서 충격의 영향이
증폭됨
ㅇ 시뮬레이션 결과, 공급충격에 대한 최적 통화정책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총
수요를 부양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임
-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공급-총수요
위축의 악순환으로 인해 GDP가 장기 추세치를 약 4% 하회할 가능성
ㅇ 한편 경제가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에 직면하여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을 통한 경기 안정화가 가능
*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안정화가 달성된다면 혁신정책은 연구개발 부문에서 나타나는 외부성을 교정하
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corrective subsidy)

- 혁신정책(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와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
(crowding-in)하는 선순환 과정을 유발함으로써 완전고용과 경기 안정화에 기여
ㅇ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부정적 공급충격이 경제에 항구적 영향을 유발하는 메
커니즘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혁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분석방법론】 Endogenous Growth Model

거시경제
④ “U.S.

Robots and their Impacts in
Colombian Labor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Series 28034

the

Tropics:

Evidence

from

저자: Adriana D. Kugler(Georgetown大), Maurice Kugler(George Mason大), Laura Ripani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Rodimiro Rodrigo(Georgetown大)
【핵심내용】
ㅇ 산업용 로봇 도입 등 자동화는 해당 국가내 고용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리쇼어링을 가속화시키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
* Acemolgu&Restrepo(2020, JPE)는 로봇 도입으로 미국에서 고용률과 실질임금이 감소했음을 분석

- 비용극소화를 위해 저임금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였는데, 로봇이 이러한 비용절
감을 대체할 경우 가치사슬이 약화되며 인접국의 고용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
할 가능성
ㅇ 본고는 자동화가 글로벌 가치사슬과 인접국의 고용여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미국의 로봇도입이 콜롬비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콜롬비아는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로봇 도입률이 낮아, 미국의 로봇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
생한 영향을 식별하기 용이

- Acemolgu(2020)를 원용하여 2011~16년간 콜롬비아의 지역-산업별 미국 로봇에 대
한 노출도(Exposure)를 도출하고, 고용여건에 미친 영향을 패널회귀 분석
ㅇ 기본모형 분석결과, 미국에서 자동화가 고도화(로봇 노출도 1단위 증가시)될수록 콜롬비아
의 임금, 근로자수가 각각 0.0178%, 0.0014%만큼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줌
- 미시 데이터(사회보장제도 기록)로 실직률(Separation rate)을 도출하여 분석시 로봇 노출
도가 증가할수록 실직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ㅇ 여성, 고령,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고용여건의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어, 미국의 자
동화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가 사회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 여성, 연령, 중소기업 근로여부 등의 특성 더미변수를 로봇 노출도와 상호작용항으
로 추가시 로봇 노출도 계수의 마이너스 폭이 유의하게 확대
ㅇ 특히, 2011년 이전 대미 수출비중이 높았던 지역에서 미국의 로봇도입으로 인한 고
용여건 악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 이는 미국이 인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국 생산으로 대체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ㅇ 본고는 자동화가 무역 경로를 통해 인접국의 고용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Linear Probability Model, Panel Regression

미시제도
⑤ “Data Sharing and Market Power with Two-Sided Platform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23
저자: Rishabh Kirpalani(Wisconsin-Madison大), Thomas Philippon(New York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구매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 입수가 사회 후
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Walmart 등 대형마트 중심의 플랫폼에서는 상품이 판매된 경우에만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Amazon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검색 과정 등에서 구매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
ㅇ 분석을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상품의 매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
지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직접 거래에 의해 성사되는 매칭모형을 설정
- 구매자가 디지털 플랫폼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본인의 선호에 맞는 상품이
매칭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구매자의 정보 제공 비용 역시 증대
- 판매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
할 수 있지만, 구매자를 직접 탐색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
ㅇ 분석 결과, 구매자가 과도한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제공하게 되면 플랫폼의 협상력
이 커지고 판매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사회 후생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매자는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
에 제공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 경우 디지털 플랫폼은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
- 즉, 디지털 플랫폼은 자신이 가진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판매자에 대해 이전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확보
할 수 있음
-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가 정확해질수록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늘어나고 판매자-구매자 간 직접 거래는 위축됨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디지털 플랫
폼의 협상력이 더욱 확대
- 결국 막대한 구매자 정보를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은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판
매자의 진입을 막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함에 따라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
ㅇ 본 논문은 구매자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 사회 후생 저하로 이
어질 수 있으므로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이를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Matching Model

미시제도
⑥ “The Market Risk Premium for Unsecured Consumer Credit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29
저자: Matthias Fleckenstein(Delaware大), Francis A. Longstaff(UCLA)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시장이 평가하는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된 배경을 분석
-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결재금액, 이자 및 수수료 수익 등)을 기초
로 만든 신용카드 ABS*의 가격에 가계의 신용리스크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
*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
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증권을 의미

ㅇ 추정 결과,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2000~2010년 사이 1%에서 5%로 완만한 상
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20년에는 13% 수준을 기록
- 그러나, 가계의 실질적인 신용리스크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8~2010년간 5%에서
10%로 높아졌으나,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여 2020년에는 3% 수준을 유지
ㅇ 저자는 2010년 이후 가계의 실제 신용리스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용리스
크 프리미엄은 확대된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의 영향을 지목
* Dodd-Frank Act, FAS 166/167 등은 2010년 1월부터 신용카드 ABS를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자산)
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더 많은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

- 위험자산인 신용카드 ABS를 보유하면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본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융기관은 충분한 수익률(즉, 프리미엄)이 보
장되어야만 신용카드 ABS를 매입
ㅇ 2000~2019년간 월별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는 저자들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 시장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하면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2.66%p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분기 마지막 월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다른 월에 비해 33bp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 논문은 금융기관 자기자본 강화 조치가 의도치 않게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
을 상승시켜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부
작용에 대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
* 2000~2020년 중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2019년 가계의 카드 사용금리는 2000년
에 비해 약 30% 증가한 21.75%를 기록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Price-setting in the Foreign Exchange Swap Market: Evidence from Order

Flow”
출처: Norges Bank, Working Paper 2020-16
저자: Olav Syrstad(Norges Bank), Ganesh Viswanath-Natraj(Warwick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고는 FX 스왑시장의 딜러 간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 시장의 가격설정 메커니즘
을 분석
- 이론적으로 FX 스왑의 가격(선물환율)은 무위험 금리평형조건(CIP)에 의해 결정되나,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CIP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FX 스왑 시장의 가
격설정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이에 본고는 FX 스왑의 순수요량이 선물환율에 유의한 신호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실
증 분석을 통해 검증
ㅇ 2005~2017년중 1주일 만기 FX 스왑 데이터(EUR-USD, CHF-USD, JPY-USD)를 활용하여
FX 스왑시장의 달러 주문량(order flow)*이 선물환율의 CIP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FX 스왑을 통한 USD 조달의 순수요량을 의미

ㅇ 분석 결과, 달러 주문량이 늘어나는 경우 선물환율이 상승하여 음(-)의 방향으로 CIP
이탈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CIP 이탈이 음(-)인 경우, FX 스왑을 통한 달러 조달비용이 직접조달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

- 이는 FX 스왑시장에서 달러 초과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FX 스왑을 통한 달러 조달
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기인
ㅇ 또한, 달러 주문량 확대가 선물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FX 스왑시장의 달러 공급이 비
탄력적일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회계 보고 시점인 분기 말에는 FX 스왑시장 참가자의 대차대조표 제약(balance sheet
constraint)이 여타 시기에 비해 강화됨에 따라 차익거래 목적의 달러 공급 탄력성이
낮아지는데,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달러 초과수요가 나타나더라도 선물환율
이 더 크게 상승
ㅇ 본고는 FX 스왑 시장에서의 초과수요량이 선물환율 결정 및 CIP 이탈에 유의한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중앙은행 간 스왑라인 제공이 위기 시 FX 스왑시장의 달러 초과수요를 축소시
킴으로써 선물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⑧ “Production Networks and the Propagation of Commodity Price Shock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20-44
저자: Shutao Cao(Trent大), Wei Dong(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제 원자재가격 충격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원자재를 수출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파급되는 거시적 영향에 대해 분석
- 원자재가격 변동은 자원 재분배, 통화가치 변화, 통화정책 반응, 전·후방 투입산출 네
트워크 등 다양한 국내외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캐나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캘리브레이션*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 충격 발생 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원자재 수출국이 영향을 받는지 시뮬레이션
을 통해 분석
*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자료를 이용

ㅇ 모형분석 결과,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를
통한 충격의 확산으로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 자국 생산 원자재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과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
- 또한 동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후방(upstream)산업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ㅇ 동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2015~2016년 캐나다의 실질GDP가 급락했던 상황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충격*으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
* 캐나다의 수입원자재 가격은 Bank of Canada commodity price index(BCPI) 기준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추세로부터 27.5%, 38.4% 하락하였고, 실질GDP는 각각 1.3%, 2.3% 감소

-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에 수입원자재 가격이 13.7%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
우 2015년과 2016년 실질GDP가 각각 1.37% 및 1.06% 감소
- 한편, 국내 전·후방 투입-산출 네트워크를 통한 충격 확산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반사실
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실질GDP 감소 규모가 크게 축소
ㅇ 본고는 국내외 생산 네트워크가 수출 경로와 함께 국제 원자재가격의 충격이 국내로 파
급되는 중요한 경로임을 시사
- 원자재 가격의 거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생산 네트워크를 통한 충격
파급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동북아경제
⑨ ““Making the Alliance even Greater” : (Mis-)Managing U.S.-Japan
Relations in the Age of Trump”
출처: Asian Security
저자: Paul O’shea(Lund大)
【핵심내용】
ㅇ 트럼프 재임기간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미·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향
후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러한 균열은 완화될 가능성
- 미국의 대외전략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전통적 동
맹관계에 변화가 발생
- 공산주의 체제였던 중국과 수교하며 일본에 충격을 안겨줬던 닉슨 쇼크와 유사하게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ㅇ 일본은 기존 밀접한 대미 경제‧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친선 외교를
펼쳤으나 미국과의 불협화음은 존재
- 일본의 외교방침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TPP에 잔류시키고, 안보적으로는 주변국
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미국의 안보보장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하지만 미국은 TPP를 탈퇴함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도 50% 이상 인상을 요구하
여 주변국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줄임
-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업계에 수입 관세를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등
의 경제적 위협이 수반되자 일본은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자세 외교를 감행
ㅇ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 북한 이슈와 관련하여 일본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주변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체 국방력 강화를 시도
할 가능성이 커짐
- 일본에게 납북자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자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핵심이
슈로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장비를 대량 구매
- 하지만 2018년 북·미 관계가 갑작스레 호전되자,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주장하던
일본은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봉착
- 이에 일본은 호주와 경제·군사적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평화헌법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
ㅇ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동맹관계가 일정 수준 복원될 것으로 예
상되나 트럼프 정권하에서 확산된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
운 상황

기타주제
⑩ “The Financial (In)Stability Real Interest Rate, R**”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No. 946
저자: Ozge Akinci, Gianluca Benigno, Marco Del Negro(FRB of New York), Albert
Queralto(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금융안정 실질이자율*(financial stability real interest rate, 이하 r**) 개념을 제시
* 거시경제의 안정에 대응되는 자연 실질이자율(natural real interest rate, r*)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경제 여건하에서 금융안정이 달성되는 임계치의 이자율을 의미

ㅇ 자금조달 제약이 있는 거시경제 은행 모형(Gertler and Kiyotaki(2010))을 활용하여 r**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형을 추정하여 r**의 특성을 분석
- 동 모형에서 은행은 자금을 전용(divert)할 유인이 있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
인제약(incentive constraint)하에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됨
- 그러나 유인제약이 항상 구속력이 있는(binding) 다른 연구에서와 달리 동 모형에서
는 제약이 가끔(occasionally) 구속력이 있게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구속력이 있게 만
드는 임계치의 실질이자율을 r**로 정의
- 이자율이 r** 미만일 때는 신용스프레드가 작고 금융 마찰이 없는 안정 상태이지만,
r** 이상일 때는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금융위기
상태가 되도록 설정
ㅇ 분석 결과, 금융부문의 재정 여건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r**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부채가 커짐에 따라 은행의 레버리지가 높아지게
되면 r**가 낮아져 경제가 금융불안정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됨
- 이론적 금융여건지수*(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 안정
기에는 동 지수와 실물경제(투자)간 상관관계가 작지만, 금융 불안정기에는 상관관계
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얻은 은행 순자산의 변동성, 신용스프레드 등을 표준화하여 계산

ㅇ 본 연구는 금융부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질이자율 하에서
도 금융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향
후 통화정책 역시 모형에 포함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간의 상호작용을 더 현실
성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Macroeconomic Banking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