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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ow the Federal Reserve’s Central Bank Swap Lines Have Supported

U.S. Corporate Borrowers in the Leveraged Loan Market”
출처: FEDS Notes
저자: Annie McCrone, Ralf Meisenzahl, Friederike Niepmann, Tim Schmidt-Eisenlohr(FRB)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 연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P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동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미국 레버리지 대출시장(leveraged loan market)*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제투자자들은
주로 FX 스왑시장에서 달러자금을 조달
* 투자적격 미만 등급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1.2조달러 규모의 대출시장으로 국제투자자는 동 시
장에서 발행되는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의 20% 가량을 보유

- 이에 착안하여 무위험금리평형조건과의 괴리 정도(이하 CIP 편차)가 커지는 등 FX
스왑시장에서 달러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상승
하는지 분석
* 대출 신디케이션 기간(보통 12일 소요) 중 최초 설정 금리와 최종 설정 금리 간 차이(flex)를 지표로 활용

ㅇ 분석 결과 CIP 편차가 확대될수록 미국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CIP 편차가 1bp 확대되는 경우 미국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2.9bp 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2.15일부터 연준이 통화스왑을 도입하기
직전인 3.14일 사이에 CIP 편차는 7bp 확대되었는데, 이를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라
해석하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동 기간 동안 20bp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
* 평균 370bp의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한 달 사이에 5% 상승

- 연준이 통화스왑과 FIMA Repo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FX 통화스왑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연준의 통화스왑, FIMA RP 제도 등이 미국 국내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② “The Economic Impact of Recession Announcemen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466
저자: Andrew C. Eggers, Martin Ellison(Oxford大), Sang Seok Lee(Bilkent大)
【핵심내용】
ㅇ 경제주체들은 언론(media)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때
문에(Blinder · Krueger(2004)), 언론의 발표가 경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ㅇ 본 연구는 언론의 경기침체 발표(recession announcement)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 관행적으로 언론은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negative growth)할 때 경기침체 발표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발표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 경기침체 발표(  )는 2분기 연속 역성장(             )할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정의하고, 발표
여부에 따라 경제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로 측정

ㅇ 실증분석 결과, 경기침체 발표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1.0%p), 소비성장률(-0.3%p) 및
경제성장률(-0.6%p)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경기침체 공표가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발표에 주로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
경기침체 발표가 각 변수에 미치는 효과
변 수
추정치1)
(표준오차)

소비자
신뢰도
-0.993***
(0.306)

소비성장률

경제성장률

투자성장률

-0.325*
(0.214)

-0.620***
(0.237)

0.260
(0.686)

정부지출
성장률
0.052
(0.263)

수출증가율
-0.619
(0.787)

주: 1)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ㅇ 동 분석 결과는 소비자들이 정보의 불완전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전해
지는 정보가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경제성장률이 0% 근방인 상황에서는 경기침체 발표가 소비자들의 기대 조정
을 유도하여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실현적 경
기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ㅇ 본 연구는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실제 거시경제변수들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거시경제
③ “Monetary Policy Surprises and Inflation Expectation Dispersion”
출처: IMF, Working Paper 20-252
저자: Francesco Grigoli, Bertrand Gruss, Sandra Lizarazo(IMF)
【핵심내용】
ㅇ 정보전파의 경직성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anchoring)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ㅇ 본 연구는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①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
의 분산(dispersion)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②경직적 정보(sticky information)를
도입한 모형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
- 개별 애널리스트 수준에서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해당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2.11.18일~2018.12.18일간 개별 애널리스트가 FOMC회의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기준금리 전망
치와 실제 결정된 기준금리와의 차이로 도출

ㅇ 통화정책 충격 식별 결과, 2002~07년은 예상치 못한 충격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국면에 진입했으며, 연준이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다양화하여 기준금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데 기인
ㅇ 패널회귀 분석 결과, 통화정책 충격 100bp 증가시 기대인플레이션 분산*이 96bp 확
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9개월 후의 기대(전망치)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애널리스트별 인플레이션 기대(전망치)와 평균치 간의 차이로 도출하였으며, 3, 6, 9, 12개월후 기대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

- 해당 효과의 원인으로 연준의 정책발표가 애널리스트별 정보집합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
- 연준의 정책발표 이외 요인이 애널리스트의 정보집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
하더라도 기본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
* 기준금리 전망치 제출일과 연준의 정책발표간 기간이 짧은 표본으로 한정하여 분석

ㅇ 경직적 정보*를 포함한 이론적 모형에서도 실증분석에 부합한 결과를 도출
* 정보획득 및 처리에 비용이 소요되어 일정 비율의 경제주체는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기대 형성, 최적
행동을 하는 모형(Mankiew·Reis(2002))

-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더라도 정보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이자율 충격에 기대인플레
이션의 분산이 확대됨
ㅇ 본고는 정보경직성 존재시 통화정책 충격에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여,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Sticky Information Model

미시제도
④ “Twisting the Demand Curve: Digitalization and the Older Workforc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94
저자: Erling Barth(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James C. Davis, Richard B.
Freeman(NBER), Kristina McElheran(Toronto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
- 1980~2019년 동안 미국의 총투자 대비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은 5%에서 33%까지
증가하였으며 COVID-19로 인해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ㅇ 분석 결과, 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는 30~40대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견인한 것
으로 나타남
- 소프트웨어 투자가 10% 증가할 때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20~24세는 0.24%,
25~49세의 연령대는 0.30% 수준이었으나 50세 이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상승률이
크게 축소*
* 50~54세, 54~59세, 60~64세, 65세 이상의 임금 상승률은 각각 0.23%. 0.19%, 0.14%, 0.05%로 나타남

- 한편, 설비투자 등 소프트웨어 이외 부문의 투자가 10% 증가할 때는 근로자의 임
금상승률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커지기는 했지만, 그 격차는 최대 0.03%p에 그칠
정도로 매우 작았음
ㅇ 저자들은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가 연령대 양 끝단의 노동수요를 줄이고 중간 부분의
노동수요는 늘리는 이러한 현상을 ‘Twisting’이라고 표현
- 동 현상은 25~49세 근로자가 50~60대에 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대 초반에 비해서는 경험이 많아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25~49세 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컸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에 따른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고임금 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과 소득에 따른 임금 상승률 (소프트웨어 투자 10% 증가 시)
고소득 근로자 

(%)
고임금 기업



저임금 기업



저소득 근로자

0.50

0.27

0.23

0.00

1) 평균임금 상위 20% 기업
2) 소득 상위 20% 근로자

- 이는 기업 간 불평등(고임금 기업과 저임금 기업 간 차이), 기업 내 불평등(한 기업 내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 차이)을 확대하여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
킬 가능성
【분석방법론】 Matching Model

미시제도
⑤ “Wages, Hires, and Labor Market Concentr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84
저자: Ioana Marinescu, Ivan Ouss, Louis-Daniel Pape(NBER)
【핵심내용】
ㅇ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의 집중도(고용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정도)가 상승하면 임금과 고용
규모가 모두 감소
-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기업과 근로자 간 근무여건 협상 시 기업 간 경쟁이 줄어들
어 기업은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함에 따라 임금
과 고용이 모두 감소
ㅇ 본 논문은 2011~2015년간 프랑스의 기업 및 신규 근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시장집중도가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통근 가능 거리와 노동력의 전문화를 고려하여 통근지역과 직무에 따라 노동시장을
세분화하였으며, 노동시장 시장집중도는 고용 HHI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로 파악
* 동 지수는 전통적 HHI지수(상품시장에서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정도)를 노동시장에 적용한
것으로 각 기업의 고용점유율을 제곱하고 합하여 계산

ㅇ 고용 HHI지수는 평균 0.17로 나타났는데,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시장집중도 판단 기
준*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기업 간 노동수요 경쟁이 다소 낮은 중집중 시장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으로 볼 수 있음
* HHI지수가 0.15 미만이면 저집중, 0.15~0.25이면 중집중, 0.25 이상이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ㅇ 근로자 성별, 기업의 생산성, 직무 및 지역별 특징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HHI지수가 10% 높아지면 신규 근로자 시간당 임금과 고용은
각각 0.99%, 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시장 제도는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른 임
금 하락의 영향을 줄여주는 것으로 분석*
* 노조 가입률이 높은 노동시장일수록 임금 하락률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만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임금 하락률은 1.85%로 확대

ㅇ 업종별 고용점유율 상위 2개 기업이 합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시
장의 집중도 상승은 임금과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 하락은 소매업, 시설물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램업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고용 감소는 소매업, 시설물 관리업, 식당업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ㅇ 관리 당국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상품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 역시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기업결
합심사에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⑥ “Trade Integration, Global Value Chains, and Capital Accumul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87
저자: Michael Sposi(Southern Methodist大), Kei-Mu Yi(Houston大), Jing Zhang(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value-chain, 이하 GVC) 무역이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 무역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간 완제품을 거래하는 전통적인 무역보다는 생산공
정의 국가 간 분업화에 기초한 GVC 무역이 크게 증가
ㅇ Dynamic Two-Country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 통합의 확산 과정에서 GVC 무역이 주
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무역 통합으로 인한 무역 비용 감소 시, GVC 무역이 증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비교 분석

ㅇ 모형 분석 결과, GVC 무역은 자본축적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이익을 증가시키고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의 분업화로 인해 생산공정별로 전문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동시에 자본
축적 유인이 증가
- 또한, 내생적인 자본축적의 증가로 자본축적 속도가 빠른 국가는 GVC 무역에서 자본
집약적 공정에 전문화하는 전략을 선택
- 반사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GVC 무역효과를 제거했을 때 자본축적, 투자, 소득,
소비, 성장률 등 주요 거시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상기 결과는 GVC 무역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
실과 부합
ㅇ 본고는 여러 국가에 걸친 생산공정의 분절화가 무역이익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GVC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
- 또한, GVC 무역에서는 상품단위의 비교우위보다는 생산요소의 경쟁력에 기반한 생산
공정 단위의 비교우위가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Two-Country Model

국제경제
⑦ “Intra-Year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Public Debt Dynamics”
출처: IMF, Working Paper 20/261
저자: Santiago Acosta-Ormaechea(IMF)
【핵심내용】
ㅇ 공공부채의 적정성* 평가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외화표시 부채 및 이자지급액에 대
해 기말(end of period)환율을 일괄적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
* GDP 대비 실질공공부채 측정시 외화표시 부채 및 이자지급액은 국내통화로 환산하여 반영

- 그러나 이자의 경우 연중(throughout the year)에 지속적으로 지급되므로 기말환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연중(intra-year) 평균환율을 적용할 필요
- 이에 본고는 외화표시 이자지급액에 대해 연중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질공공
부채 비율과 기존 방법으로 계산한 측정치를 비교분석*
* 2008~2019년에 걸친 82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연중 환율변동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일괄적으로
기말 환율을 적용하면 공공부채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화표시 부채와 동 부채에 대한 이자에 각각 상이한 환율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데 기인
- 예를 들어, 통화가치 하락(환율상승)이 발생한 국가에서 기존 방식(기말환율 일괄적용)을
적용하면 외화부채 이자지급 과다로 인해 부채증가 정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
*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말환율이 연중 평균환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외
화 이자지급 규모가 평균환율을 적용한 외화 이자지급 규모를 크게 상회

- 환율상승 폭 상위 1% 및 10% 국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측정오차가 유의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외화표시 공공부채 비중이 높고 환율 변동폭이 큰 국가의 경우,
GDP 대비 실질 공공부채 비율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부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환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동북아경제
⑧ “Why North Korea Could not Implement the Chinese Style Reform and

Opening? The Internal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
출처: Journal of Asian Security
저자: Sungmin Cho(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Hawaii)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변천사를 비교하고 북한에서 전면적 개혁개방이 일
어나지 않는 원인을 개혁개방이 잠재적으로 불러올 정치적 불안정에서 찾고 있음
-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정치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나 북
한에서는 정치부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ㅇ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사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경제개혁을 실시할 때 정치부문의
개혁이 동반되었으나, 북한은 정치 체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음
- 중국은 농업부문의 시장화를 위하여 국가계획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중가격제를 도입
- 추가적으로 중국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노동법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정치개혁을 실시
- 북한은 2002년 7.1 경제개혁조치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가격과 유사하도록
가격조정을 단행하여 배급체제를 일부 해체함
- 하지만 집단농장을 잔존시키고 시장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정보교류의 확대와 정치적 개혁이 북한 정권의 정당
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상적 통제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90년대 중국은, 연안의 경제특구들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늘어
나는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
- 북한 또한 라진·선봉지구를 중심으로 합작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완벽한 법치주의가
자리잡지 못하여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진행하여 정보 교류가 원할해질수록 남한과의 체제비교가
이루어지기 쉬워 북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ㅇ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어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
가피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