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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o Credit Conditions Move House Pric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91
저자: Daniel L. Greenwald(MIT), Adam Guren(Bost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신용여건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임대)시장의 경직성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계량모형 및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
- 주택(임대)시장이 완전 경직적인 경우(full segmentation) 주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택가격만 크게 상승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완전 비경직적
인 경우(no segmentation)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변화
하지 않음
ㅇ 계량모형 분석 결과, 신용여건 완화(신용충격 1%p 상승) 시 주택가격/임대료 비율
(Price-Rent ratio)이 2~5년 후까지 유의미하게 상승(최고 0.47%p까지 상승)
* 1986~2017년 미국 주택가격, 임대료, 주택소유비율, 신용변수 등 자료 이용

- 이러한 주택가격/임대료 비율 상승의 대부분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설명되며, 주택소
유비율 상승은 미미하고 유의미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적으로 미국 주택(임대)시장의 경직성 정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
ㅇ 구조모형

분석

결과,

신용여건

PTI(Payment-to-Income) 한도: 36%→65%)가
분(peak rise)의 34%를 설명

완화(LTV(Loan-to-Value)
한도:
85%→99%,
주택시장 호황기 주택가격/임대료 비율 상승

-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시장이 완전 경직적인 경우의 38%와 유사
- 신용여건 완화와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p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임대료 비
율 상승의 72%까지 설명
ㅇ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매우 높은 호황기 시나리오에서 신용여건 완화 효과를 제거할
경우 주택가격/임대료 비율 상승분의 55%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택(임대)시장이 비경직적인 경우에는 신용여건 완화 효과가 제거되더라도 주택
가격/임대료 비율 상승분의 5%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LTV 규제가 주택시장이
현저히 경직적일 때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LTV 한도 변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임대)시장의 경직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계량모형 및 구조모형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
.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Dynamic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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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The Unemployment-Risk Channel in Business-Cycle Fluctu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6639
저자: Tobias Broer(Paris School of Economics), Jeppe Druedahl(Copenhagen大), Karl
Harmenberg(BI Norwegian Business School), Erik Öberg(Uppsala大)
【핵심내용】
ㅇ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실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수요를
줄이게 되어 초기의 충격이 증폭되는 실업 리스크 경로(unemployment-risk channel)에
대한 우려가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경제위기 시 연준은 실업에 대한 공포가 예비적 저축
증가 및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
ㅇ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모형과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뉴케인지언 모형
을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여 실업 리스크 경로를 평가하고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수요 및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직률(separation rates)과 구직률(job finding rates)
변동이 실업률의 총 변동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직률 상승이 구직률 하
락보다 선행한다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확인
- 모형이 위와 같은 정형화된 사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내생적으로 실
직 결정(endogenous separation)을 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업별로 고유한 비용이 발생
함에 따라 일자리 생성이 지체된다고(sluggish vacancy creation) 가정
- 가계는 다음 기에 실업할 확률을 고려하여 이번 기의 소비 및 저축을 결정
ㅇ 분석 결과, 실업 리스크 경로를 고려한 경우 실업의 변동이 확대되며 경기변동이 증
폭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고용 유지의 편익이 감소한 기업이 실직을 늘리고, 가계는
실업 리스크 상승에 반응하여 저축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직
이 발생
- 모형을 모수설정(calibration)하여 분석한 결과, 총 실업 변동의 약 35%가 실업 리스크
경로로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
- 모형의 내생적인 실직과 지체된 일자리 생성이라는 모형의 주요 가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실업 리스크 경로의 영향이 약 2배 확대됨을 확인
ㅇ 본 연구는 실업 리스크 경로를 통해 경기변동이 증폭되는 정도를 모형을 통해 수량화
하여 경기 안정화 정책의 추가적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earch-and-matching Model, H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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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Occupational Choice and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Welfar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81
저자: Corina Boar(New York大), Danial Lashkari(Boston college)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을 대상으로 부모 소득이 자식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이
론적으로 분석
- 부모 소득의 경우 미국의 1968~2015년중 소득 패널데이터(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에 나온 수치를 활용
- 직업의 비금전적 가치(Non-Pecuniary value)는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관련지표(사회적 존경, 업무의 육체적 난이도, 지적인 만족도(지속적 학습 및 신기술 습득 기회), 업
무의 자율성)에 주성분분석기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여 생성하였음
ㅇ (실증분석) 다중로짓모형을 적용 결과,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식은 비금전적 가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직업선택의 부모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보면 판사 및 변호사는 1.7, 건축
가는 1.1 수준이며 건물관리직은 –1.0 단순고용 농업종사자는 –1.4 수준으로 분석
되었음
* 부모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자식이 특정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몇 % 만큼 변동하는지 측정

- 직업선택의 부모 소득 탄력성과 직업의 비금전적 가치간 상관관계는 0.59로 조사되
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식이 비금전적 가치가 높은 직업(변호사, 판사, 건축가, 예
술가)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짐을 시사
ㅇ (이론분석)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부모 소득은 인적자본 투자, 증여 등을 통
해 예산제약에 변화를 일으켜 비금전적 가치가 높은 직업선택을 가져옴
-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교육)는 자식의 직업 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소득은 증여를 통해 자식의 예산제약을 변화*시킬 수
있음
* 고등교육을 받은 자식은 비금전적 가치가 낮은 직업에 대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아울러 직업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한계효용 또한 낮아지기 때문임

ㅇ 본고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소득과 직업선택 간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 해당
현상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제시함으로서 관련 당국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ultinomial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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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Safe Asset Demand, Global Capital Flows and Wealth Concentration”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54
저자: Taehoon Kim(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자이자 위험자산의 수요자 역할을 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금융 세계화가 부의 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석
- 상대적 위험회피 체감의 가정을 도입하여 부유한 가계일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모형화
- 예상치 못한 금리 하락은 주식 등 장기 위험자산 투자자에게로의 금융소득 집중 심
화를 초래
- 금융 중심국인 미국은 안전자산 공급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미국의 대외부문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는 안전자산으로, 자산은 위험자산으로 구성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자본자유화가 미국 부의 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①자본유입에 따
른 국내 수익률 하락 효과와 ②글로벌 주식과 다국적기업의 FDI 등 외국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
- (자산가격 재평가 효과) 금융 세계화 초기에는 금융 중심국인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주가 상승을 유발하고, 부유한 가계일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높으므로 금융소득
증가가 부유한 가계에 집중되어 단기에는 부의 집중 심화
- (수익률 하락 효과) 기존 국내 자산의 미래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단기적 부의
집중 심화 효과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장기에는 오히려 반전 가능
- (자산구성 재조정 효과)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위험보상비율
(risk-to-reward ratio)이 상승하고 부유한 가계일수록 탄력적으로 위험자산 보유 비중
을 확대하므로 부의 집중이 심화
ㅇ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자산구성 재조정 효과가
수익률 하락 효과를 압도하면서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으나, 최근의 국내자산 수익률
하락 현상은 부의 집중 추세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 금융 세계화는 1989년 이후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부의 비중 상승분의 34~55%를
설명
ㅇ 본 연구는 선진국 중 미국에서 부의 집중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미국의 고유한 특성이 금융 세계화 과정에서 부유층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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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⑤ “On the Persistence of the China Shoc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01
저자: David Autor(MIT), David Dorn(Zurich大), Gordon H. Hanson(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 상품과의 경쟁 심화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미국의 722개 통근 지역(Commuting Zone)을 대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충격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국의 수출 성장 속도가 2010년대 절정에 도달한 이후 안정화되었다는 점을 반영
하여 무역 충격은 2000년~2012년 기간 대상으로 측정하고, 무역 충격에 대한 반응
은 2000년~2019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역 충격
이 정점에 도달한 후 10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경쟁 심화로 인한 제조업 고용률은 1.54%p 하락하여 해당 기간 중 제조업 고용률
감소분의 55%를 설명
- 또한 무역 충격은 25세~39세 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순유출을 초래하여 무역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조정이 노동자 퇴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시사
- 무역 충격에 크게 노출된 지역일수록 노동자들의 소득이 더 감소하였으며, 이들 지
역에서의 정부 사회보장제도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대졸 노동자 비중이 낮거나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큰 지역일수록 무역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
-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고용률 감소폭이 크고 노동시장의 조정 속도 또한
느린 것으로 나타남
- 산업 집중도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가 높은 지역일수록 수입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
-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의 석탄 산업 역시 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고용률, 총 수익 등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과정은 중국의 수입 충격
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반응과 질적으로 유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국 무역 충격과 유사하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잠재적인 충격 요소들도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고용에 유사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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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⑥ “A Review of the Ocean Economy of North Korea: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Fisheries Policy”
출처: Journal of Coastal Research
저자: Hui Kwon Jin, In Joo Yoon(Korea Martime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수산업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경제가 양호할 때
는 어업을 강조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는 양식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ㅇ 1956~2019년의 경제성장률과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북한 경제는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하고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포획 어업
(capture fishery)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석유와 기타 기계 부품에 대한 수요
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선이용률과 어업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부족한 생산
량을 보충하기 위해 양식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수산업 정책의 특징을 김일성 시대(1945~1994), 김정일 시대(1995~2011), 김정은 시대
(2012~)로 나눠서 살펴봄
- (김일성 시대) 1970년대 초 경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외채를 도입했으나 1974년 글
로벌 오일쇼크로 외채 상환이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으며 어업정책도 대
형 어선, 원양어업 중심에서 중소형 어선, 연안어업 중심으로 바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자도 갚지 못하여 파산 국가로 지정되는 등 외채 위기가 더
욱 심각해지자 바다양식업(mariculture)을 강조하며 전국에 약 300㎢의 양식장을 조성
하도록 명령함
-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연료가 부족해지자 어
업생산량이 급감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내륙 양식업(inland aquaculutre)을 강조하며
내륙 양식장의 대규모 건설과 수리를 명령하고 내륙 양식업을 군에 위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함
- (김정은 시대)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자 어선 어업에 대한 투
자가 확대되어 어업생산량이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2017년 이
후 대북제재로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정유제품 수입이 크게 제
약되면서 어선에 연료공급이 어려워지자 노동신문에 양식 관련 기사가 증가함
ㅇ 이처럼 북한의 경기 침체시 어업생산량 감소-양식업 강조, 경기 회복시 어업생산량
확대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향후 어업정책도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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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⑦ “Pricing

Poseidon: Extreme Weather Uncertainty and
Dynamic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21-23

Firm

Return

저자: Mathias S. Kruttli(FRB), Brigitte Roth Tran(FRB of San Francisco), Sumudu
W. Watugala(Cornell大)
【핵심내용】
ㅇ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이변(extreme weather)이 유발하는 불확실성은 금융시장과 기업의
자본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동 불확실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
지 규명할 필요*
* Carney(2015)는 기후 위험이 자산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급격한 가격조정으로 금융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

ㅇ 본고는 허리케인이 유발하는 불확실성을 발생 불확실성(incidence uncertainty)과 충격
불확실성(impact uncertainty)으로 구분*하고, 옵션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이 동
불확실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하는지 실증분석
* ①발생 불확실성은 허리케인이 일어날지 여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②충격
불확실성은 이미 발생한 허리케인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정의

ㅇ 실증분석 결과, 허리케인 상륙(landfall) 이전에는 허리케인의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예상경로 상에 위치한 기업들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이 유의하게 증가
- 이는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전부터 상당한 불확실성(발생 불확실성+충격 불확실성)을 유발
하며, 시장참가자들이 허리케인의 예상경로에 대해 예의주시함을 의미
ㅇ 허리케인 상륙 이후에는 상륙지역 인근 기업의 내재변동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충격
불확실성), 변동성이 허리케인 상륙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
* 허리케인 상륙지역 50마일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은 상륙 이전에 비해 내재변동성이 23% 가량 증가

ㅇ 한편 변동성 위험프리미엄(volatility risk premium, VRP)*을 사용한 분석 결과, 시장참가
자들은 허리케인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underreact)
* VRP는 옵션의 내재변동성과 사후적으로 실현된 변동성(realized volatility) 간 차이로 정의하며, 동
프리미엄의 하락(상승)은 투자자가 변동성에 과소반응(과민반응)함으로 해석

- 그러나 2012년 허리케인 Sandy를 경험한 이후 동 과소반응 현상이 사라지는 것으
로 분석되어, 중대한 기상이변 사건을 경험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동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시사(learning effect)
ㅇ 본고는 금융시장이 기상이변의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는지를 두 가지 불확실성 요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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