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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Response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Why Was It

Different This Time?”
출처: BIS, Bulletin No. 32
저자: Ana Aguilar, Carlos Cantú(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대응이 이전 금융위기(2007~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2015년 금융혼란)와 달랐던 이유를 분석
- 그간 신흥국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직면 시 자본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자산
매입 등 완화적 정책으로 대응
ㅇ 먼저, 신흥국의 경기순환 국면(cyclical position) 및 구조적 변화가 통화정책 여력을 확
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전의 금융위기와 달리 올해 초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경기순환 저점에 있었으며,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보다 낮거나 소폭 상회하여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었음
- 또한 재정건전화, 중앙은행의 신뢰성 및 독립성 증진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안착이
용이해졌으며 환율의 가격전가가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감소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달러화
절상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신흥국이 직면한 리스크를 경감
-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달러화가 절상되는 경우 신흥국에서는 외자조달
(external financing) 비용 상승, 금융여건 긴축, 달러화 부채 증가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
- 그러나 연준의 통화스왑과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거래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
시켜 신흥국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함
ㅇ 상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신흥국 통화당국은 재정당국과 정책공조가 가능해짐
- 정부의 대출보증은 신용위험을 낮춰 중앙은행의 신용여건 완화 및 금융안정 정책을 용이
하게 하였으며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및 유동성지원은 국채금리를 낮춰 재정확대를 뒷받침
- 다만, 공공부채 증가는 향후 금리인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경우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상승 간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도 상존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② “Productivity Shocks, Long-Term Contracts and Earnings Dynamic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60
저자: Neele Balke, Thibaut Lamadon(Chicago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탐색 마찰요인(search frictions)이 도입된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성 충격*이
근로자의 임금 동학(dynamics) 및 직장이동성(job mo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성 충격은 발생원천에 따라 ① 근로자-특정적(worker-specific) 생산성 충격과 ② 기업-특정적
(firm-specific) 생산성 충격으로 구분

-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노력과 다른 일자리로의 이탈유인을 고려하여 최적 근로계약(임금
스케줄)을 설정하며, 동 계약이 생산성 충격의 전파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
점을 두어 분석
ㅇ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기업은 임금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근로
자의 임금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직장이탈 유인을 변화시킴
* 생산성 충격 발생시 실제 지급 임금을 즉각 변화시키지 않고 다기간에 걸쳐 서서히 조정

- ① 근로자-특정적 생산성 감소충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
게 되며, 이때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으므로 직장
이탈유인이 감소
- ② 한편 기업-특정적 생산성 감소충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더 나은 여건의 일
자리(outside options)를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이탈 유인이 증가
ㅇ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 결과도 충격으로 인한 임금변동을 기업이 완충
하는 것으로 나타남(일종의 보험제공자 역할(firm-provided insurance))
- 근로자-특정적 생산성 충격은 산출량 변동성의 대부분(78.9%)을 차지하였으나, 임금
변동성에 대한 기여도는 절반가량(40%)으로 감소
ㅇ 한편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변동에 대한 공적보험을 제공*할 경우, 기업에 의한 보험효
과(임금변동 완화)가 40% 가량 구축되는(crowding-out) 것으로 분석
* 생산성 충격으로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발생시 재분배정책을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

-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임금 변동성을 22.6% 감소시키는데, 기업이 동 정책을 감안하
여 근로계약을 변경(re-optimizing)한다면 임금 변동성의 감소폭이 축소(14.3%)
ㅇ 본 연구는 근로계약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정부에 의한 공적
보험정책을 분석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earch and Matching Model

거시경제
③ “Macroeconomic Changes with Declining Trend Inflation: Complementarity

with the Superstar Firm Hypothesis”
출처: FRB of Cleveland, Working Paper 20-35
저자: Takushi Kurozumi(BOJ), Willem Van Zandweghe(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총소득 대비 노동소득, 투자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 마크업률(한계비용 대비 가격)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화, 기술진보 등 다양한 이론과 함께 소수 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재편, 장기 인플레이션 하락 등도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
ㅇ 본 연구는 추세 인플레이션 하락을 반영한 모형에 슈퍼스타 기업 가설*을 추가하여
모형의 현실설명력을 제고
* 슈퍼스타기업 가설(Autor et al.(2020, QJE))에 따르면 산업별로 정교한 인력관리, 디지털화가 높은
소수의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 중첩가격(staggered-price)모형*에 소수의 생산성 높은 기업이 있다는 가정을 추가하
여 균형에서의 주요변수의 동학을 분석하고 실제 변수의 움직임과 비교
* 매기 신축적 가격조정 기업과 경직적 가격조정 기업이 각각 일정 비율씩 존재하며, 소비자 및 인플레
이션율을 설정하는 통화정책 당국으로 구성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ㅇ 기본(중첩가격)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① 노동소득 분배율은 마크업률과 반비례하고,
②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마크업률(한계비용 대비 가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시 마크업률이 감소하는 것은 일부 기업의 가격조정이 경직적
일 경우,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며 생산의 비효율 또한 증대되기 때문
ㅇ 일부 기업이 높은 생산성을 보유(슈퍼스타 기업)한다는 가정 추가시, 마크업률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
- 고생산성 기업의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마크업률이 증가하기 때문
ㅇ 모형을 칼리브레이션하여 실제 변수와 비교할 때, 중첩가격 모형에 슈퍼스타 기업 가
설을 반영할 경우 마크업률, 노동소득분배율의 동학에 대한 설명력이 증대
- 중첩가격만을 고려시 실제 경제변수의 20~30%만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슈퍼스타
기업 반영시 모형이 예측한 마크업률이 상승하며 설명력이 50%이상으로 증대됨
ㅇ 본고는 인플레이션 및 산업구조가 노동소득분배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석함
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통화정책 당국에게도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DSGE Model with Staggered Price

미시제도
④ “Optimism

Bias in Growth Forecasts—the
Adjustment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9

Role

of

Planned

Policy

저자: Kareem Ismail, Roberto Perrelli, Jessie Yang(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03~2017년 동안 세계 각국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IMF의 예측이 낙
관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
- IMF는 연 2회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또한 거시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전망도 실시
ㅇ 단기(1년)와 중기(2~5년) 경기전망 예측치와 실제 관측치에 대한 패널회귀 분석 결과,
IMF의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는 양(+)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8∼
10년 금융위기 기간 중 더 분명하게 나타남
- 단기 예측과 중기 예측 모두 프로그램 예측보다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이 더 크게
편향되었으나 그 차이는 평균적으로 1%p 내외로 크지 않은 수준 (그림 1)
-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10년 기간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다른 기간에 비해
예측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오차의 부호 역시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는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경제전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 (그림 2)

(그림 1) 성장률 예측오차(2003~16)
(左) 프로그램, (右) 모니터링

(그림 2) 성장률 예측오차(금융위기 전후)
(左) 2003-07, (中) 2008-10, (右) 2011-16

ㅇ 한편, 대규모 재정조정(fiscal adjustments)  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실질GDP 성장률 예
측의 양(+)의 오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행위

- 재정조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와
지출수준 감소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전자를 과대평가하거나
후자를 과소평가하면 성장률 예측에 있어 양(+)의 오차가 확대될 수 있음
ㅇ 저자는 그동안 IMF가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
었으며, COVID-19로 인한 현재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미래에 조정될 때 이러한 양의
성장률 예측오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미시제도
⑤ "FinTech Adoption and Household Risk-Taking"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063
저자: Claire Yurong Hong, Xiaomeng Lu, Jun Pan(Shanghai Jiao Tong大)
【핵심내용】
ㅇ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 상당수가
위험자산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직접 위험자산을 물색하는데
수반되는 시간, 비용, 노력이 매우 크기 때문(Campbell, 2006)
ㅇ 본 논문은 2017.1~2019.3월간 알리페이(Alipay)* 사용자 5만 명의 소비, 투자 패널 데
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핀테크 활용도가 위험자산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단기금융상품, 채권,
주식, 금 등 각종 상품별 펀드를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사거나 팔 수 있는 투자 서비스를 제공

-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시간, 비용, 노력을 크게 절
감시켜 개인의 위험자산 투자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
- 핀테크 활용도는 개인별 월간 소비지출액에서 알리페이 결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으로 파악했으며, 단기금융상품 이외의 투자 펀드를 모두 위험자산으로 간주*
* 분석 기간 중 상품별 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주식(0.63%, 4.96%), 채권(0.30%,
0.39%) 등 위험한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분석 결과, 위험선호도가 같더라도 핀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더 적극적
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가 개인의 위험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것
으로 분석됨
- 핀테크 활용도가 10%p 증가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은 1.46%p 증가하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리스크)는 0.04%p 증가*
* 사용자 전체에서 평균 위험자산 비중,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각각 45%, 1.77%임

- 이러한 영향은 은행 지점이 적은 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는 전
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개인이 손쉽게 위험자산
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것으로 나타남
ㅇ 핀테크 서비스는 단순하게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위험선호
도 수준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분석됨*
* Merton(1971)에 따르면 소비의 변동성(위험선호도와 비례)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 간의 상관
계수가 1과 같을 때,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달성할 수 있음

- 핀테크 활용도가 높은 그룹은 소비 변동성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성 간 상관계
수가 0.91로 1과 가깝게 나타났으나, 핀테크 활용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상관계수가
0.58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⑥ “An Apocalypse Foretold: Climate Shocks and Sovereign Defaults”
출처: IMF, Working Paper 20/231
저자: Serhan Cevik(IMF), João Tovar Jalles(Lisb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후변화 충격이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Default Risk)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① 기한 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② 정부 조치로 인해 채권자 보유 국채
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

- 기온 상승 등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1995~2017년 중 116개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
(vulnerability) 및 복원력(resilience) 이 해당 국가의 채무불이행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분석
*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국가의 취약성, 복원력 등을 지수화하여 발표하는 ND-GAIN 데이터를 활용
** 취약성은 기후변화 충격에 노출된 정도 및 기후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측정하며, 복원력은 기
후변화에 적응하거나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국가의 경제구조, 정책체계 등에 따라 기후변화 충격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국가
별로 상이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채무불이행 확률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높은 국가에서 채무불이행 확률이 유의하게 하
락하는 것으로 분석
- 상기 결과는 저소득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재정 완충 장치, 보험 제
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
- 또한, 경제구조 다변화 및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후변
화 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할 필요
ㅇ 본고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및 대응 능력이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데 의의
- 기후변화 충격은 선진경제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저개발국가 경제에도 중대
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Logit Model

동북아경제
⑦ “The Impact of the Reinforced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 Focused on the Ripple Effects from Trade Shock”
출처: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저자: Choi Ji young(통일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UN의 대북 경제제재 영향력을 투입산출의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분석
- UN의 무역제재가 가해진 이후 북한은 무역량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부가가
치기준으로 GDP의 8.5~9.0%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량 감소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효
과를 추산하고, 1990년대의 소비에트 블록 붕괴로 인한 영향과 비교 분석
ㅇ 경제제재의 효과를 투입산출의 관점에서 분해하면 수출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저해와 중간재 수입 중단으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로 나누어지며, 수출 분야에 대한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북한은 공식적으로 투입산출표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경제적 성격을 지
니면서 산업발달 정도가 비슷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투입산출 계수를 북한에 적용
- 수출부문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광산업 분야로 약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
며 이로 인한 관련 부가가치 창출 감소도 11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투입산출효과 분석으로 추정하는 경우 수출금지 제품의 내수용 전환 등 대체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UN과 한국은행의 GDP 예측치보다 과장되게 산출되는 경향
- 수입 금지로 인한 영향은 수출에 비해 다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이
생산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폐쇄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북한의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은 베트남(24.7%)과 캄보디아(32.8%)에 비해 낮은 8.1%(베트남 계수
적용)~12.3%(캄보디아 계수 적용)에 그침

ㅇ 과거 소비에트 블록 붕괴시와 비교하면 경제제재로 인한 수출분야의 타격은 더 크지
만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 경제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는 2016년 GDP대비 15.4%로 소비에트 붕괴로 인한
1991년의 수출 감소량 5.7%보다는 높은 수준
- 1990년대에는 필수 원자재인 원유와 비료수입에 큰 차질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
근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원유생산량과 비료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COVID-19의 전파로 북중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추가적인 물자 수입 감소
가 생겨날 수 있어, 북한의 교역량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기타주제
⑧ “How Has COVID-19 Affected Banking System Vulnerabilit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저자: Kristian Blickle, Matteo Crosignani, Fernando Duarte, Thomas Eisenbach,
Fulvia Fringuellotti, Anna Kovner(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미친 영향을 분석
ㅇ 2020년 초 이후 코로나19가 미국 50대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에 미친 영향을 아래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
① 자본 취약성(capital vulnerability)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10%가 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의 양으로써,
강도 높은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냄
② 급매 취약성(fire-sale vulnerability) 지표는 가상의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산
급매로 인해 은행 간 체계적 위험이 파급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정도를 측정
③ 유동성 스트레스 비율(liquidity stress ratio)은 유동성이 조정된 부채/자산 비율로써,
유동성 유출/유입 간의 잠재적인 불일치 정도를 측정
④ 뱅크런 취약성(run vulnerability) 지표는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불
안정 자금(unstable funding) 비율의 임계치로서, 은행이 뱅크런에 취약한 정도를 나
타냄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은행 보유 자산들의 취약성
이 높아졌으나, 전체적인 유동성 개선이 이러한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상업용 부동산, 상업 및 산업(C&I) 대출 등에서 순대손상각(net charge-offs)이
크게 발생하여 자본 취약성이 증대
- 자산 총량 및 예금의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의 증가가 급매 취약성 역시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자산 측에서는 유동성 자산(현금 및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의 증가, 부채 측에서는 유출의
정도가 낮은 예금의 증가로 인해 유동성 스트레스 비율은 감소
- 뱅크런 취약성 역시 유동성 자산 비중의 증대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실물경제의 침체가 은행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과거 글로벌 금
융위기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은행들의 유동성이 개선되어 은행 건전성에는 큰 문제
가 없는 상태임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