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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20년 수록
자료 중 거시경제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거시경제
① “Social Distancing and Supply Disruptions in Pandemic”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629
저자: Martin Bodenstein(Federal Reserve Board), Giancarlo Corsetti(Cambridge大),
Luca Guerrieri(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전염병학 모형(SIR 모형)과 2부문 거시모형을 결합하여 코로나19 대응 조치
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인구를 세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상이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감염률(infection rate)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활동에 따라 그룹1(핵심부문 근로자), 그룹2(기타부문 근로자), 그룹3(비경제활동인구)으로 구분

- 모형 내 중간재를 생산하는 핵심부문(core sector)은 타 부문과의 대체성이 낮고 최
소 노동투입규모 제약(minimum labor requirement)에 직면하는데, 이로 인해 동 부문
의 노동공급 감소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증폭되는 효과를 유발
ㅇ 그룹별로 상이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감염
률(41% → 15%)과 GDP 손실(-30% → -15%)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재택근무가 수월한 비핵심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 이는 핵심부문의 노동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비핵심부문으로부터 핵심부문으
로의 전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경제 전반의 전염률을 낮추기 때문(positive
externality)

- 다만, ①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기간이 충분치 않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 정책의 실효성과 백신 개발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GDP 손실이 최대
40%까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나아가, 감염률 억제와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보건 정책(health measures)이 필요함을 지적
- 감염률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GDP를 20%가량 감소
시키는 반면, 동 정책을 완화하는 대신 광범한 검사(widespread randomized testing)를
함께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이 절반 가까이 감소
ㅇ 본 연구는 2부문 모형을 통해 핵심부문의 공급 훼손(supply disruption)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메커니즘을 상정하고, 부문별로 상이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효과를
시산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
【분석방법론】 SIR Model, Two Sector Model

② “Fiscal Policy during a Pandemic”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2020-006C
저자: Miguel Faria-e-Castro(FRB of St. Loui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충격(이하 팬데믹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신케인지언(TANK)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분석 모형은 저축가계와 차입가계, 서비스 부문과 비서비스 부문으로 구성되며, 팬
데믹 충격을 대면접촉 집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선호충격의 형태로 모형화
ㅇ 모형 내 3분기 동안 지속되는 팬데믹 충격 발생 시 차입가계의 소비(10%)와 서비스
부문의 고용(40%)이 감소하여 큰 폭의 경기침체(GDP가 20% 감소)가 발생
- 팬데믹 충격은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 demand externalities)를 통해 서비스 부문으
로부터 비서비스 부문과 금융부문으로 전파되고, 동 충격으로 인해 금융중개 기능이
악화되어 경기침체가 증폭
ㅇ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는 5가지 재정정책 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실업보험 급여 지원이 차입자의 소득 및 소비 안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① 정부구매, ② 근로소득세 감면, ③ 실업보험 급여 인상, ④ 무상이전, ⑤ 서비스 부문 유동성 지원의
총 5가지로 구분하며, 동일 규모(2,000억 달러)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

- 실업보험은 팬데믹 충격으로 유발된 실업자 집단을 직접 타겟팅하며, 수혜집단의
소득보조에 기여하는 정도가 여타 수단들에 비해 높아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
-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차입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실업보험(1.49)이 정
부구매(0.34)나 유동성 지원(0.42)에 비해 크게 나타나 유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 반
면 저축가계의 경우 승수가 0에 가까움
ㅇ 서비스 부문 종사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정책의 경우, 팬데믹 충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이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며, 동 자금의 조달로 공공부채(public debt)가 급증할 가능성에 유의
ㅇ 본 연구는 각 재정정책 수단의 수혜집단이 상이하므로 정책목표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수단 역시 상이함을 시사
- 다만,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하여 충격의 규모와 지속성을 다양화하고 재정정책
패키지(fiscal package)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
【분석방법론】 Two-Agent New Keynesian Model

③ “Distributional Considerations for Monetary Policy Strategy”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73
저자: Laura
Feiveson,
Nils
Goernemann(Federal
Reserve
Board),
Julie
Hotchkiss(FRB of Atlanta), Karel Mertens(FRB of Dallas), Jae Sim(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소득 불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
ㅇ 본 연구는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 ELB) 제약이 존재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
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 HANK) 모형을 이용하여 Makeup 전략*의 경기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경기침체기 발생하는 저물가(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회)에 대해 향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보상(makeup)
하는 통화정책 전략으로서, 평균인플레이션 목표제와 물가수준 목표제 등의 방법들이 주로 논의

ㅇ 경기침체의 심각성은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 New Keynesian ; RANK) 모형보다
HANK 모형에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통화정책 전략을 모색할 필요
* HANK 모형 내 ‘매기 소득을 전부 소비하는(Hand to Mouth)’ 가계는 금융시장을 통한 충격 완충
(buffer)이 어려워 충격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데 기인

- 특히 경기침체의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실직 및
인적자본 저하 등)은 장기간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negative hysteresis) Makeup 전
략을 통한 경기 안정화 필요성이 증대
ㅇ 시뮬레이션* 결과, 실효하한 상황에서 Makeup 전략은 경기 안정화뿐만 아니라 경제
내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부정적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및 물가수준 목표제 하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와 비교

- Makeup 전략은 일정기간 동안 미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overshoot)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실효하한 제약하에서도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보다 경기침체를 억제하는데 효과적
- 아울러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 효과는 취약계층(저소득·저연령·저학력 집단 등)
에서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기안정화는 소득분배 개선을 유도
ㅇ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이질성을 고려한 HANK 모형을 통해 Makeup 전략이 경기안
정화에 효과적임을 보이고,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 Makeup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 전략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정책
신뢰가 전제될 필요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④ “Tapping into Talent: Coupling Education and Innovation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5318
저자: Ufuk Akcigit, Jeremy Pearce, Marta Prato(Chicago大)
【핵심내용】
ㅇ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제성장이 재능(talent)을 갖춘 연구인력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
라, 이들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
ㅇ 본 연구는 개인의 선호와 금융시장의 마찰요인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
여 R&D정책과 교육정책(교육비 보조, 박사과정 증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 많은 재능을 가진 개인이라도 ① 연구자가 되기를 기피하거나(선호의 이질성) ②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
지 못하면(금융제약) 박사과정 진입이 감소하여 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 덴마크의 개인 수준 미시자료(micro data)를 이용하여 현실에 맞게 모형 내 모수값을 설
정(calibration)한 후,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R&D정책과 더불어 교육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 이는 교육비 지원정책이 유능한 개인들이 박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
- 특히 금융제약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경제일수록 교육비 지원정책의 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ㅇ 나아가 R&D정책과 교육정책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가 상이*하므로 정책을 시
행할 때 이를 감안할 필요
* R&D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교육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time to
build)되며, 정책시행 약 5년 후 교육보조금 정책의 효과가 R&D정책의 효과보다 커지는 것으로 분석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조합
소요 예산
(GDP 대비)

R&D
보조금

교육
보조금

(%)
박사과정
증원

0.5

0

100

0

1.0

50

50

0

2.5

58

26

16

정책효과의 시간경로

주: 소요예산 규모에 따라 정책조합이 상이

ㅇ 본 연구는 R&D와 교육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Heterogeneity, Policy Experiment

⑤ “Nowcasting Business Cycle Turning Points with Stock Networks and

Machine Learning”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494
저자: Andres Azqueta-Gavaldon, Dominik Hirschbühl, Luca Onorante, Lorena
Saiz(EC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경기국면(호황·불황)에 대한
실시간 전망(nowcasting)을 시행
* 자료나 정보로부터 패턴을 학습한 후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기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

- 경기국면 분류를 위해 2-상태 모형(two state model)과 3-상태 모형(three state model)
을 설정*하고, 주식시장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전망의 성과를 평가
* 2-상태 모형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양(+) 혹은 음(-)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경기국면을 분류하였으며,
3-상태 모형은 고성장(3%이상), 저성장(0~3%), 경기침체(0%미만)로 경기국면을 분류
** 기업 주가간 연계성(connectedness)은 경기변동의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ㅇ 미국 자료(1980~2019년)를 분석한 결과, 기계학습 기법을 통한 실시간 전망은 경기침
체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2-상태 모형의 경우 제조업, 운송업, 그리고 금융업(주로 보험) 부문의 정보를 통
해, ② 3-상태 모형의 경우 금융 · 보험업 · 소매업 부문의 정보를 통해 경기침체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동 분석 결과는 기업간 연계성*에 대한 방대한 정보(5,002개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경기 전
망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함을 시사
* S&P500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주가의 동적 연결망(dynamic network)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식별

- 기업간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기업·산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를 파악하고 충격의 전달경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
- 특히 경기침체기에 기업간 주가 연계성이 높아, 개별 기업의 고유 충격(idiosyncratic
shock)이 기업 간 전파를 통해 경제에 광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함을 발견
ㅇ 본 연구는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경기순환 국면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실시간 전망의 새로운 분석기법(tool)을 제시
- 기업 주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거시 집계
자료로 탐지하기 힘든 풍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Machine Learning

⑥ “Scarring Body and Mind: The Long-Term Belief-Scarring Effects of

COVID-19”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Series 2020-009
저자: Julian Kozlowski(FRB of
Venkateswaran(NYU Stern)

St.Louis),

Laura

Veldkamp(Columbia大),

Venky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팬더믹은 보건 위기가 종결되더라도 테일 리스크(tail-risk) 충격에 대한 경
제주체의 기대를 변화시켜 동 충격의 경제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장참가자들이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테일 리스
크를 고려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변화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테일 리스크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변화 가
능성을 분석하고, 동 충격 해소 이후에도 경제적 손실이 지속될 수 있음을 제시
- 이를 위해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estimation) 추정을 통해 경제주체가 충격에
대한 확률분포를 변화시키는 상황을 가정한 후 이를 모형에 반영하여 충격반응 분석
을 수행
*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히스토그램을 평활화(smoothing)하여 연속적인 확률밀도함수로 추정하
는 비모수 밀도함수 추정 기법

- 코로나19에 대응한 휴업 등으로 자본 스톡이 일정비율로 상실되며 생산성이 감소하
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상실되는 자본 및 생산성 수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자본
의 5%, 15%, 25%가 상실)로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
ㅇ 분석 결과, 초기에 부여한 충격이 클수록 경제주체들이 향후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산출량 감소 현상도 심화
- 자본의 5%가 상실된 경우 총산출량 감소분 중 41%가 단기(1, 2기)에 발생했으나, 자
본의 25%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총산출량 감소가 심화(약 2.8배)되는 반면 단기 감소
비중은 26%로 감소
ㅇ 특히, 기대의 변화는 요소(자본. 노동) 수요에 관한 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출량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
- 향후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가 저하되고, 이에 자본스톡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면서 파생수요로서 노동수요 회복이 제약
ㅇ 본 연구는 경제적 충격 이후 테일 리스크에 대한 기대 변화로 손실이 장기화될 가
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기대 손상(scarring effect) 방지
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Kernel Density Estimation, DSGE Model Analysis

⑦ “Reopening Scenario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44
저자: Emmanuel Farhi, James H.Stock(Harvard大), Michael J.Mina(Harvard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David Baqaee(UCLA)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면적인 봉쇄정책 시행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보건 측면
의 안전성과 경기회복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제기
- 특히, 봉쇄정책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봉쇄정책 해제에 관한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계적인 봉쇄해제 전략이 마련될 필요
ㅇ 이에 본 연구는 순차적 봉쇄해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
는 비의료적 개입(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검사-추적-격리(test - tracing quarantine) 전략의 효과를 분석
- 감염병 모형*에 재택근무 가능 정도, 대면접촉 정도로 구분된 66개 부문으로 경제
가 구성되었다는 설정을 추가하였으며, 미국의 코로나19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
* 기존의 SIR모형에 질병노출(exposed), 격리(quarantined)를 반영한 SEIQRD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근로자를 5개의 연령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연령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

ㅇ 분석 결과, GDP대비 리스크 지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봉쇄해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전면적인 해제정책에 비해 파레토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
* 특정 부문(i)에 근무하던 특정 연령군(a)의 노동자(    )가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전염률(  )과 총산출량
(Y)에 미치는 한계 효과의 비율로 도출

- 전면적인 해제에 비해 사망률은 유지하면서, 산출량(GDP)이 0.2~1%p 가량 증가
ㅇ 또한, 봉쇄를 해제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비의료적 개입 조치까지 완화할 경우,
전염병의 2차 확산이 발생(21.1월까지 누적사망자 42~72만명 추산)하여 봉쇄정책을 재차 수
행하게 될 가능성
- 검사-추적-격리 전략으로 보완하더라도 비의료적 개입 완화로 발생한 부정적 효과
를 상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
ㅇ 한편, 치명률을 고려하여 고령(65세 이상)층의 근무지 복귀를 제한하는 연령별 봉쇄해
제정책은 보건 측면의 이점은 미미하며 경제 회복까지 지연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근무지 외에서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활동을 통제
하지 않고 연령별로 근무지 복귀만 차등화하는 정책은 효과가 감소
ㅇ 본 연구는 봉쇄정책 해제 시 감염과 경제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접근
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비의료적 개입 조치를 병행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Age-based SEIQRD Model

⑧ "Vulnerable

Growth

in

the

Euro

Area:

Measuring

the

Financial

Conditions"
출처: ECB Working Paper No.2458
저자: Juan Manuel Figueres, Marek Jarociński(ECB)
【핵심내용】
ㅇ 성장률 하방리스크 전망에 금융지표가 유용하다는 연구(Adrian et al.(2019))가 있어, 해
당 연구 결과를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필요
- 특히, 유로지역은 은행 등 간접금융 위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왔으며, 유로 단위
의 통합된 금융시장 구축 기간이 짧아 이를 고려한 금융지표의 선정이 중요
ㅇ 본 연구는 유로지역에 적합한 금융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1년 후 GDP 성
장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하여 GDP 성장률 하방리스크를 예측
- 유로지역 GDP 성장률(연간)과 적합도가 높은 금융지표와 현재 GDP 성장률을 설명
변수로 하는 분위회귀모형을 설정하여 GDP 성장률 전망의 분포를 도출
ㅇ 각종 금융지표와 실질 GDP 성장률(연간)에 대한 추정결과, CISS*(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 사용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시장, 채권시장 등 개별 금융시장 지표들을 비선형(nonlinear) 결합하여 도출한 유로지역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지표(Holló et al.(2012))

ㅇ CISS와 현재 GDP 성장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GDP 성장률
(연간)을 전망한 결과, 유로지역에서도 금융지표를 활용한 성장률의 하방리스크 예측
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 리스크의 비대칭적 특징을 발견
- 금융위기와 유로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서 GDP 성장률 분포의 상위 분위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하위 분위는 크게 하락
- 특히, 하방리스크의 비대칭성은 성장률 분포의 조건부 평균이 하락할수록 조건부
분산이 증가하는 음의 상관관계에 기인
GDP 성장률의 조건부 분포

GDP 성장률의 조건부 평균, 분산

ㅇ 본 연구는 Adrian et al.(2019)의 방법론을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 전망에 접목하
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하방리스크 예측에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⑨ “Inflation at Risk in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83
저자: Ryan Banerjee, Aaron Mehrotra, Fabrizio Zampolli, Juan Contreras(BIS)
【핵심내용】
ㅇ 저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인플레이션 동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중요성이 대두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는 민간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예상할 수 있
도록 하여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
ㅇ 본 연구는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주요국 인플레이션 전망(4분기 후)의
조건부 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상하방 리스크를 평가
- Adrian et al.(2019)의 방법론과 43개국(선진국 12, 신흥국 31)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
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종속변수로 하는 필립스 곡선을 추정
ㅇ 분석 결과, 현재 인플레이션과 GDP성장률은 미래 인플레이션의 조건부 분포에 비선
형적 영향(미래 인플레이션의 분위에 따라 설명변수의 한계효과가 상이)을 미침
- 특히, GDP성장률은 분포의 왼쪽 꼬리에 미치는 영향이 강했는데, 이는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인플레이션의 하방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
ㅇ 또한, 명목금리하한 등 정책제약은 인플레이션 하방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으며, 금융조건 악화(tighten)는 인플레이션의 상하방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킴
- 명목금리하한 기간을 더미로 추가한 결과,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의 하위 5%에 대
한 영향(-0.66)이 중위값에 대한 영향(-0.3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ㅇ 선진국과 신흥국간 비교시, 신흥국에서는 자국통화가치 절하(depreciation)가 중요한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로 작용
- 신흥국(한국, 멕시코, 태국, 브라질)은 외환위기 동안 인플레이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
치는 현상이 발생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해당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ㅇ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수치화한 결과 선진국, 신흥국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가 추세적으로 축소
* Adrian et al.(2019)에서 제시한 상/하방 엔트로피를 활용, 해당 지표는 미래 인플레이션의 비조건부
분포와 조건부 분포간 차이를 통해 도출

ㅇ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변수로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를 추정하여,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하향 가능성 판단, 물가안정목표 상향 논의 등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Quantile 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

⑩ “Has the Stock Market Become Less Representative of the Econom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942
저자: Frederik P. Schlingemann(Pittsburgh大), René M. Stulz(Ohio State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NASDAQ, S&P500
등 주가는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간 괴리 현상이 부각
- 닷컴 버블로 불리는 2000년대에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가와 실물 경제간 괴리현상을 분석할 필요
ㅇ 본 연구는 기업별, 산업별 데이터를 통해 주가와 실물 지표(고용, GDP)간 괴리가 심화
된 정도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원인을 제시
- 개별 기업, 산업의 시가총액과 고용, 부가가치간 괴리도를 도출하고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동 지표의 추이와 핵심 동인을 분석
ㅇ 고용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시가총액과의 괴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시가
총액의 변동중 고용으로 설명되는 부문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체 상장된 기업 대비 개별기업의 시가총액 비중과 고용 비중간 차이(절대값)의 합으로 도출

- 괴리도는 2000년대 초반과 2019년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으며, 시가총액 변동중
고용에 기인한 부문도 1970년대에는 5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20% 수준을 나타냄
ㅇ 개별기업의 시가총액과 부가가치간 괴리도도 2000년대 초반 고점을 달성한 이후 감
소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냄
- 반면, 고용의 경우 분석초기(1970년대)보다 최근(2010년 후반)에 괴리도가 높았으나 부
가가치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도출됨
ㅇ 또한, 주식시장이 고평가*될수록 시가총액과 실물지표간 괴리가 심화
* 괴리도를 종속변수로 Shiller(2000)의 CAPE 비율(순환조정된 PER) 등을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

- 주식시장 고평가시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해당 부문의 주가가 고용, 부가가치에 비해 급증
ㅇ 산업별 분석 결과,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전체 기업 대비 상장기업의
비율이 감소하여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시
- 제조업은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listing)할 유인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
은 상대적으로 상장할 유인이 낮음
ㅇ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분석하여 후행 연구와
관련 당국의 주식시장 모니터링시 참고자료를 제공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