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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연구실
임계원·허 정 조사역

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21년 수록
자료 중 거시경제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거시경제
① “On Robustness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001
저자: Seppo Honkapohja(Aalto大), Nigel McClung(Bank of Finlan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
이하 AIT) 의 정책효과를 분석
* 일정 기간에 걸쳐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연준은
2020년 8월 유연한 형태의 평균물가목표제(flexible form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ㅇ 뉴케인지언 모형에 경제주체의 정책 준칙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가정을 추가
하여 AIT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한 AIT 하에서 연준이 평균물가 산출 공식 및 기간, 시행 규칙 등 정책 구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착안

- 경제주체는 매기 최적 선택을 위한 내생변수의 운동법칙(law of motion)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대를 형성
- 경제주체는 새로운 데이터 획득 시 상기 운동법칙의 모수(parameter)를 갱신하는 적
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경제는 여러 일시적 균형을 거
치며 장기균형으로 수렴
ㅇ 분석 결과, 정책구조가 불분명한 AIT 하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안정적인 장기균
형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T가 시행될 때 가격 경직성이 높고 경제주체의 학습 속도(새로운 정보를 기대에 반영
*
하는 속도)가 매우 느릴 때 만 안정적인 장기균형이 달성 가능
* 예를 들어 AIT 하에서 초기 인플레이션이 낮아 이후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오버슈팅이 발생할 때
정책구조가 불분명하면 경제주체는 이러한 오버슈팅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때 가
격이 신축적이거나 학습 속도가 빠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변동이 지속될 수 있음

- 또한, AIT가 시행될 때 표준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시행될 때보다 0의 금리 하한
(zero lower bound)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분석
- 다만, 중앙은행이 ①과거의 인플레이션을 할인(discount)하여 계산한 평균 인플레이
션을 목표로 하거나 ②평균 인플레이션의 산출 기간을 공개하면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AIT 체제 하에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② “A Growth Model of the Data Econom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427
저자: Maryam Farboodi(MIT), Laura Veldkamp(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머신러닝, AI 등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 기술이 전통적인
모형이 예측하는 경제성장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
ㅇ 기술혁신이 없는 Solow(1956) 형태의 경제성장 모형에 데이터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축적이 경제의 장, 단기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동 모형에서 데이터는 ①생산활동의 부산물*이고 ②예측에 활용되는 정보로써 ③불
확실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
* 빅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얻는 정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 동 모형에서
각 기업은 고유의 데이터 생산성을 가지며 생산 시 (상품 생산량×데이터 생산성)만큼의 데이터를 얻음.
** 빅데이터 기술이 현실에서 고객의 취향 등 수요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는 것에 착안. 동 모형에서는 기
업이 최적의 생산기술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설정.

- 데이터는 기업 간 매매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경합성(non-rivalry)을 갖기 때문
에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해도 보유한 데이터의 일부만 유실되도록 설정
ㅇ 분석 결과,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모형에서 데이터 축적을 통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i) 미래에 대한 완전 예측
(perfect prediction)이 가능하고 ii) 완전 예측은 무한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필요
- 두 가정은 모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결국 생산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이
발생하며 경제가 장기균형으로 수렴하게 됨
ㅇ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의 데이터와 물물교환(barter)하는 기업이나, 데이터
생산 및 판매에 특화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데이터의 가격이나 데이터 비경합성이 충분히 높을 때, 데이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
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낮은 가격 혹은 무료에 상품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음*
* 이는 흑자 전환 전까지 17분기 간 2.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Amazon,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광고의 형태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Facebook 등의 행태를 설명

ㅇ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이 전통 경제의 이행 경로(transition dynamics) 및 개별 기업
의 행태를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예측력을 제고한다는 특성만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시킬 수는 없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rowth Model

③ “Expected Post-Pandemic Consumption and Scarred Expectations from

COVID-19”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Economic Commentary No. 2021-11
저자: Edward S. Knotek II, Michael McMain, Raphael Schoenle, Alexander M.
Dietrich, Kristian Ove R. Myrseth, Michael Weber(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오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궤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특히 최근의 극단적 경험이 경제주체의 기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Bordalo et al., 2018; D’Acunto et al., 2020; Kozlowski et al., 2020 등)이 제시
됨에 따라, 팬데믹이 경제주체의 소비 패턴을 항구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필요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받은 대면 서비스 부문*에 대한 팬
데믹 종식 이후 소비자의 기대 지출의 변화를 분석
* ① 환대(hospitality; 숙박, 관광, 요식업 등) 서비스, ② 대중교통(비행기, 버스, 기차 등), ③ 집단행사
(공연,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등)

- 위의 세 가지 부문에 대해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 비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얼마나 지출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Qualtrics의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답변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대면 서비스 지출 기대는 U자 형태의 회복을 보였으나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른 이질성이 나타남
- 전체 소비자의 평균적인 지출 기대는 2020년 4월 이후 점점 낮아져 2차 대유행이
시작된 7, 8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10월*부터 크게 회복
*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11월이 되기 직전부터 크게 회복되었는데, 본 연
구에서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확대되며 지연되었던 소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60세 이상 그룹은 종식 이후에도 대면
서비스 지출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
- 가계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기대 지출 회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팬데믹 종식 이후 대면 서비스 지출의 회복은 대부분 고소
득층이 주도할 것으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팬데믹이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하며, 고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적어 팬데믹 동안 저축을 많이 늘릴 수 있었고 이에 따
라 팬데믹 종식 후 고소득층의 지연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해석

ㅇ 본 연구는 팬데믹이 코로나19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상흔을 남겨, 팬데믹
종식 후의 장기적인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④ “How Does Monetary Policy Affect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

Evidence from Quantitative Easing in the Euro Are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079
저자: Michele Lenza, Jiri Slacalek(ECB)
【핵심내용】
ㅇ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주로 구조적인 요인(기술진보, 세계화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규모 자산 매입을 동반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역시 소득 및
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로존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가계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개인별 인적 특성, 소득 및 자산 구조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완화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가계 간 자산 및 소득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양적완화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전후 장단기 금리차(term spread)의 변동을 관찰하여 양적완화 충
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실업률, 임금, 주택가격, 장기금리 및 주가)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

ㅇ 양적완화에 따른 경기 부양으로 실업자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고용 크게 개선
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
- 양적완화 시행 1년 후, 소득 하위 20% 가계의 실업률은 1%p(프랑스)~2%p(독일) 하락
하는 반면, 상위 20% 가계의 실업률 하락폭은 0.5%p에 불과
- 고용 개선 영향으로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은 0.5%(독일)~3%(스페인, 이탈리아) 증
가하였으나, 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은 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하락(0.4316

→

0.4303)

ㅇ 한편, 양적완화에 따른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주가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
- 양적완화 시행 1년 후의 자산 지니계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0.6917 → 0.6918),
이는 주가 상승 영향이 주택가격 상승 영향과 상쇄되었기 때문
ㅇ 양적완화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점차 약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양적완화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침체 시 도입되는 양적완화가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개선하여 단기적으로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Bayesian VAR, Simulation on Micro Data

⑤ “Income Inequality and the Depth of Economic Downturn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943
저자: Emanuel Kohlscheen, Marco Lombardi, Egon Zakrajšek(BIS)
【핵심내용】
ㅇ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
(skill-biased technical change),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
* 최상위 10분위의 세전 소득 비중은 1980∼2019년 중 미국(34%->45%), 중국(27%->41%) 등 전 세계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에서 모두 상승

- 부유한 가계는 소비성향이 낮은 데다 예비적 저축 동기로 소비성향이 불황기에 더욱
낮아질 수 있어 소득 불평등이 불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ㅇ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경제 불황기 소비 감소의 폭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91개(19개 선진국, 72개 신흥시장국) 국가를 대상으로 1981~2019년 중 패널 데이터를
활용, 최상위 10%가 총 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인당 소비 변화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세후소득은 소비와 직결되고,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고소득층의 낮은 소비성향이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좋은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 불평등의 척도로 선택

- 소득 불평등이 불황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이 음(-)인 경우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를 설정하고, 국가 및 시간 고정효과 등을 통
제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ㅇ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 경제 불황의 정도가 심하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1인당 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시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불황기에는 불황이 발생한 해부터 2년간 유의하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상승하면 2년 후 1인당 소비 증가율이
선진국에서는 1%p, 신흥시장국에서는 6.4%p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불황과 금융위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공통적으로 발생
ㅇ 본 연구는 고소득층의 낮은 소비성향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경제 불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제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
- 역으로 불황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불평등과 불황
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악순환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⑥ “Are Long-run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출처: Chicago Fed Letter No. 458
저자: Gadi Barlevy, Jonas D. M. Fisher, May Tysinger(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수준(level)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99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최근 20년간 연준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전문가 10년 기대인플레이션(중위값)은 1993년 4.0%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2.5% 범위에 안착하였으며, 일반인의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2.3~3.3% 내에 안착
ㅇ 본 연구는 수준(level)이 아닌 민감도(sensitivity)의 관점에서 미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
션을 분석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에 안착해있다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물가충격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 가능
- 이에 따라 전문가 및 일반인 서베이 데이터(SPF, Michigan survey)를 활용하여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민감도(sensitivity)*를 측정
* 1995~2021년간 표본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순차이동(rolling) 방식을 사용하여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분에 대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분의 회귀계수를 민감도로 정의하였으며, 민감도가 낮을수록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한 것으로 해석 가능

ㅇ 분석 결과,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민감도는 수준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
았으며, 단기간에도 급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민감도는 1993년 0.25에서 2008년 0.05까지 완만히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역시 마찬가지로 0.35에서 0.1로 서서히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2010년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민감도는 전문
가와 일반인 모두 0.2가량 급등한 0.25, 0.3을 기록
- 2010년대에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민감도 모두 0.2 내외에서 유지되었으나, 최근 장
기 기대인플레이션 민감도는 각각 0.35, 0.25로 상승(2021.3월 기준)
ㅇ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민감도 상승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향후 유지될 것이라는 민
간의 믿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리스크가 존재함을 암시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이
유는 민감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
- 반면, 민감도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물가상승 충격으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
【분석방법론】 Time-series Regression, Panel Regression

⑦ “Inequality in Life and Death”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366
저자: Martin S. Eichenbaum, Sergio Rebelo(Northwestern大), Mathias Trabandt
(Frankfurt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팬데믹이 서로 다른 소득 계층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여러 연구를 통해 발견
- 저소득 노동자들이 고소득 노동자들에 비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으나, 지출 감소
폭은 더 작음(Chetty et al., 2020)
- 본 연구에서 미국의 주(states)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의 정
도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여 소득 불평등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의 비대칭적 영향과 정책효과 등을 분석
- 팬데믹이 기존의 소득 및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킨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고소
득·저소득 노동자 두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러할 확률은 서로 다른 경제를 상정
- 편의를 위해 저소득층은 비교역재, 고소득층은 교역재* 생산에 노동력을 공급하며,
비교역재는 일정 수량만큼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지만 생산 및 소비 시 감염될 확
률이 교역재에 비해 더 높도록 설정
* 대부분의 비교역재(요식업, 대면 서비스업 등)는 필수재에 가까우며 저소득층이 이러한 재화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교역재는 이와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착안

ㅇ 모수 설정(calibration)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계층에 따라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및
사망률이 상이하며, 불평등 정도가 낮아질수록 경제 전체의 인구대비 사망률이 감소
- 계층간 사망률 격차의 약 3분의 2는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과 양질 의료 서비스 접
근 가능성의 차이로부터 발생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소득층이 감염 가능성이 큰
비교역재 생산에 종사하고 소비에서도 비교역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
- 실제 데이터보다 불평등 정도가 낮은(지니 계수를 낮게 설정) 경우, 이러한 격차가 완화
되며 사회 전체적인 인구대비 사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정책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
여 사망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봉쇄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신
사망률 격차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통해 불평등과
팬데믹의 상관관계 및 정책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에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SIR Model

⑧ “The Changing Link between Labor Cost and Pric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83
저자: Elena Bobeica, Matteo Ciccarelli, Isabel Vansteenkiste(ECB)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단위)노동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기
존과 달리 약화되었다는 의문이 제기
* 노동비용은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및 연금의 고용주 부담분 등 근로자 고용시 기업이 부담하
는 총비용을 의미하며,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한 단위 생산시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의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며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동기간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유지
ㅇ 본 연구는 1960~2018년간 미국 노동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음
을 보이고, 동 변화를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
- 단위노동비용과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물가상승률 등을 활용한 VAR 모형을
기반으로 노동비용 상승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반응을 분석
ㅇ 충격반응분석 결과, 단위노동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노동비용 경로
(labor cost channel)는 80년대 중반부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단위노동비용 상승 충격(1 표준편차)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반응은 1985년 +0.65(표준편차)
에서 2008년 +0.1로 꾸준히 낮아졌으며, 이후 2018년까지 +0.1 수준을 유지
ㅇ 주요 선행연구에서 노동비용 경로 약화 원인으로 지목한 4가지 요인의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영향이 가장 크며, 나머지 3가지 요인(경제충격 유형의 변화,
국제무역의 확대,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역시 노동비용 경로 약화에 기여
-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안정화는 노동비용 상승 충격에 대한 인플
레이션의 반응을 0.4가량 낮춤*
*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고 상품간 가격 편차가 작아지면 소비자는 상품 가격 상승에
민감해지며 기업의 비용 전가 능력은 약화

- 노동비용 상승을 촉발한 경제충격의 유형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반응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플레이션의 반응이 작은 총공급충격(기술 발전)이 전체 경제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 이외에도 국제무역과 상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더 많이 증가한 산업에서 노동비용
경로는 더 많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
ㅇ 노동비용 경로의 약화는 모두 구조적 요인의 추세적인 변화에 따른 현상이므로, 앞
으로도 노동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이는 노동시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더라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는 연준의 인식(Powell, 2020)과도 부합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⑨ “A Temporary VAT Cut as Unconventional Fiscal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42
저자: Ruediger Bachmann(University of Notre Dame), Benjamin Born(CEPR), Olga
Goldfayn-Frank, Georgi Kocharkov(Deutsche Bundesbank), Ralph
Luetticke(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Michael Weber(Chicago大)
【핵심내용】
ㅇ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20.7~12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
치세를 3%p 인하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6.3일 법안 발표, 6.29일 통과, 7.1일 시행)
-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조절하는 비전통적 재정정책(unconventional fiscal policy)은 이론
적으로 전통적 통화정책과 매우 유사한 경로를 통해 소비를 자극*
* 명목금리가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는 가계의 기
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실질금리를 낮추고, 가계의 미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기는 기간 간 대체를 유발

ㅇ 본 연구는 독일의 서베이 및 스캐너(scanner)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계의 소비지출을 진작시키는 인과적 영향을 실증분석
*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의 상세정보(거래 시점, 금액, 제품명 등)가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

- 한시적 부가가치세 3%p 인하 영향으로 동기간 소비재 가격이 크게(1% 이상) 하락했
다고 인식한 가계그룹과 그렇지 않은 가계그룹의 소비지출 행태를 비교
-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실질금리) 변화 여부만 다르므로,
두 그룹 간 소비지출 차이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의 소비 자극효과로 간주
ㅇ 분석 결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의 소비 자극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인식한 가계(분석대상 가계의 66%)의 내구재 소비지출
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36% 많았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역시 각각
11%, 2% 많았음
- 2020년 하반기 내구재 소비지출액 1,990억 유로 중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
른 증대분은 210억 유로이며, 전체 소비지출액(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포함) 증대분은
3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반면, 소비지출 증대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하여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총 세수감소분은 70억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ㅇ 한편,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는 정책구조가 간단명료하고 누진적(progressive)으로 작
동하여 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
-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의 소비 자극효과는 젊거나 가계의 순자산이 적은 가계일수록
크게 나타난 반면, 가계의 금융 이해력, 장기적 소비-저축 계획 보유 등과는 무관
ㅇ 동 분석 결과는 명목금리 실효하한 하에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은 재정정책
이 전통적 통화정책을 대신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atural Experiment Stud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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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기순행성 약화 현상(missing cyclicality of inflation)이 관찰됨
- 한편, 최근 유로 내 물가 필립스 곡선(물가상승률-실업률 간 관계)의 경기설명력은 낮아
졌으나 임금 필립스 곡선(임금상승률-실업률 간 관계)의 설명력은 온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동비용은 여전히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이나,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가격설정
행태가 변화하여 노동비용의 상품가격 전가(pass-through)가 약화되었음을 암시*
*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모두 가격에 전가되나, 일부 기업이 가격설정능력을 보유
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고객층과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비용을 상
품가격에 전가하는 대신 이윤 마진을 조절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유로 지역 내 기업의 시장지배력(가격설정능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시장지배력 확대가 인플레이션의 경기순행성 약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 1995~2018년간 기업별 대차대조표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마크업률(한계비용 대비
상품가격의 배율)을 가격설정능력의 대리변수로 이용
ㅇ 마크업률 추정 결과, 1995~2018년간 유로 기업의 총(aggregate) 마크업률은 1.36에서
1.52로 크게 상승하였고 동기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하위 50% 기업의 마크업률은 1.2 내외에서 유지된 반면, 상위 25%
기업의 마크업률은 1.75에서 2.3으로 크게 상승하여 총 마크업률 상승을 주도하였
으며, 동기간 크게 확대된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 역시 총 마크업률 상승에 기여
-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의 마크업률이 크게 상승
하였으며 농림축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마크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음
ㅇ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
업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인플레이션의 경기순행성 약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각각 상·하위 33%)의 인플레이션 추이 비교 결과,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2.5%(전년동월대비) 내에서
움직인 반면, 마크업률이 낮은 산업은 –1.1~2.1% 사이에서 움직임

- 물가상승 충격(유가 인상, 글로벌 수요 증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비교 결
과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에서 충격 이후 물가상승 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Panel Local Proj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