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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 Note on Temporary Supply Shocks with Aggregate Demand Inertia”
출처: NBER, Working Paper 29815
저자: Ricardo J. Caballero(MIT大), Alp Simsek(Yale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총수요 관성(aggregate demand inertia)*과 완화정책 제약**이 존재하는 New
Keynesian 모형을 활용하여 일시적 공급 감소 충격 발생 시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
* 현재의 총수요 수준이 미래 총수요 결정에 영향을 줌
** 제로금리 하한이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완화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제약

- 총수요 관성만 도입한 모형과 총수요와 인플레이션 관성을 모두 도입한 모형으로
구분하고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벤치마크 모형과 비교
ㅇ 분석 결과, 총수요 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인 공급위축 발생 시에는 산출갭이
균형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경기를 확장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최적
- 일시적 저공급 국면에서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줄이면서 지속적 수요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임

공급 회복 후 정책적 제약을

- 그러나 공급이 회복되면서 산출갭이 균형을 달성한 후에는 신속한 정책정상화를 통
해 총수요 관성으로 인한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ㅇ 한편 인플레이션에도 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공급위축 발생 시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되고 공급 회복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
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여기에 더해 공급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인플레이션과 산출갭 간 상충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완화기조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낮추는 것이 최적
-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누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명목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경우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최적 수준 이상의 경기과열 발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공급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수요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도의
단기적 완화정책이 최적일 수 있으며 공급이 회복되는 경우 조속한 정책정상화가 중
요하다는 점을 간단한 이론분석모형을 통해 보여주었다는데 의의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Nume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② “How Does Monetary Policy Affect Prices of Corporate Loans?”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S) 2022-008
저자: Seung Kwak(FRB)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미국 기업신용시장에서 대출(corporate loans)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기업대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
채(corporate bonds)와 비교하여 분석
* FOMC 발표시점 전후 30분간 2년물 국채수익률의 변화를 통화정책 충격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

ㅇ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회사채보다 기업대출 스프레드*의 반응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대출(회사채)로 구성된 합성금융상품과 지급일정이 동일한 무위험자산의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 차이를 기업대출(회사채) 스프레드로 설정

- 기업대출 스프레드는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 긴축(완화) 충격에 대해 회사채보다 덜
확대(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스프레드

반응

차이를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기대부도율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expected defaults)과 리스크 프리미엄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
과 리스크 프리미엄 반응의 차이가 주 원인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이 주로 리스크 프리미엄 경로를 통해 기업대출과 회사채
스프레드 반응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
ㅇ 기업대출간에 신용리스크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달랐으며 리스
크가 높은 대출일수록 스프레드 반응이 약하게 나타남
- 회사채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높을수록 스프레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과 대조
- 일반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높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는 대출 시장에 접근
성이 높으므로,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들에게서 동 효과가 주로 나타남
ㅇ 한편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는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기업대출 스프레드의 반
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muted)
- 반면 동 시장에서 회사채 스프레드는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정(+)의 반응을 나타냄
ㅇ 이러한 스프레드 반응 차이의 원인이 투자 흐름(investor flows)의 차이라고 분석
- 통화정책 긴축 충격시 기업대출 관련 금융상품(기업대출 뮤추얼펀드,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반면, 하이일드(high-yield)
회사채 뮤추얼펀드에는 자본유입이 나타나지 않음
⇒ 통화정책의 영향이 기업신용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신용
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경제전체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vent Study,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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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The Central Bank Strikes Back! Credibility of Monetary Policy under
Fiscal Influence”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22-11
저자: Antoine Camous (Mannheim大) and Dmitry Matveev (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공공부채가 급증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 또는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증대
- 방만한 재정정책(irresponsible fiscal policies)은 통화정책의 신뢰와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드라기 전 ECB 총재, 2012년)
* 정부부채 증가시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출 수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선호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재정우위*(fiscal dominance)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재정우위
(fiscal dominance)
통화우위
(monetary dominance)

재정정책이 우위에서 능동적으로 결정되며, 통화정책은 이에 종속되어 실질 정부
부채를 안정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됨. 이 경우 정부부채 ↑ → 인플레이션 가능성↑
재정정책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운영되며, 통화정책은 물가안
정 등의 달성을 위해 능동적·자율적으로 운영. 많은 중앙은행이 지향하는 방향

ㅇ 본고는 이렇게 재정정책으로 인한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
응하는 것이 최적인지,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수정된 Barro-Gordon 게임으로서 비협조 반복 게임)
- 게임 순서: (1)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준칙(policy rule)과 인플레이션 목표(  )를 공표
(2) 공표 내용 등을 토대로 민간이 기대(  )를 형성
(3) 재정당국은 재량적으로 재정수지(  )를 결정. 중앙은행이 먼저 목표를
공표하지만, 실제 정책을 먼저 시행(first mover)하는 것은 재정당국임
(4) 중앙은행은 당초의 목표(  )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 ′ )를 추구할지 결정( ′ = 주어진 기대(  )와 재정(  ) 하에서 새로운 최적 값).
이때 중앙은행은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time inconsistency)에 직면
- 중앙은행이 (4) 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통화정책 전략을 비교･분석
①Standard rule:

재정당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최초 약속한 인플레이션 목표(  )를
추구
(target 



unconditionally)

② Strategic rule: 재정수지가 균형 수준을 벗어날 경우 이에 역풍적으로 대응(lean
*
against fiscal influence)하여 보복 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정부가 균형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압박
* (예) 방만한 재정 운영시 초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여 정부의 손실을 높임

ㅇ 분석결과 후자의 전략(② Strategic rule)이 더 우월한 후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동 전략이 재정당국이 재정을 남용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
적으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목표(  )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임. 이는 통화정책의 신뢰도(credibillity) 역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분석방법론】 Theoretical Analysis(non-cooperativ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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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Volatility (Dis)Connect in International Marke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7101
저자: Riccardo Colacito(University of North Carolina), Mariano Massimiliano
Croce(Bocconi University, CEPR), Yang Liu(University of Hong Kong), Ivan
Shaliastovich(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17개의 주요 선진국*에 대해 1971~2019년 동안 분기별로 환율과 소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영국, 독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서유럽 국가

- 기존 연구의 국가 간 실질환율변화( ∆  )와 소비증가 차이( ∆   ∆  )의 상관관계
(  ∆  ∆   ∆   )

이외에

(   ∆    ∆   ∆   )를

각각의

변동성(volatility)의

상관관계

추가로 파악

ㅇ 17개국의 변동성 상관관계의 평균은 0.21로서 기존 방법에 의한 평균 상관관계 0.04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국가 간 ‘변동성 단절(volatility
disconnect)’ 현상이 존재함을 시사
- ‘기대성장률 변화 위험(expected growth risk)’은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방향으
로, ‘산출변동성 위험’은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ㅇ 저자들은 2개국(two-country)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대성장률 위험과 산출변동성
위험이 변동성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와 같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
- 기대성장률 관련 장기충격이 발생하면 자원의 재분배*가 양국 간 단기 및 장기 소비
변동성의 교환을 초래하여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낮춤
* A국에 양(+)의 장기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A국은 소비가 늘어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
가 간 소비의 한계효용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A국은 수출을, B국은 수입을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A
국의 소비는 감소하고 B국의 소비는 증가하는 등 A국과 B국의 소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반면, 산출변동성 충격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라는 위험을 양 국가가
공유하기 때문에 동 충격은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높임
ㅇ 이처럼, 한 나라에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여도 기대성장률 위험과 산출변동성 위험의
파급과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충격의 영향이 상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적 위험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변동성 단절’ 현상의 발생이 가능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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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Success and Failure of North Korean Development Strategy”
출처: IDE Discussion papers No.769
저자: Masahiko Nakagawa(ID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북한경제가 위기에 빠진* 배경을 폐쇄적(self-reliant) 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
로 서술하였으며, 그로 인해 향후 북한이 경제개방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측
*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1,053으로, 미얀마($1,270)나 방글라데시($1,115)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남

ㅇ 사회주의 산업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크게 ① 국내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기, ② 중공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③ 경제의 다양화 추구 ④ 최신기술 갖
추기 등으로 이루어짐
ㅇ 북한은 과거 일반 소비재 생산을 중시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초 발생한 폴란드에서
의 반정부 시위는 북한 정부에 자극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재 생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
- 산업화 초기의 국가들은 대개 경공업 위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나, 북한은 과거
중공업 위주로 경제가 발달하여, 국내 생산으로는 일반 소비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을 고가의 국산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발전 초기에는 경공업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1984년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을 전개한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은 크게 증가하
였으며, 그 종류도 다양화되었음
ㅇ 북한은 냉전(cold war) 시기만 하더라도 여러 사회주의국가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
으나,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 몰락으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자 대북한 외국인투자*
가 급감
* 북한이 경제특구를 지정하며 1994년까지 약 7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4천만달러의 외자 조달에 그침

- 북한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상환해야 하는 대외채무*는 꾸
준히 증가
* 舊소련에서 차입한 외환이 대부분이나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채무도 포함

ㅇ 폐쇄적 경제정책을 고집하던 북한은 현재 늘어나는 생산비용과 부족한 경화(hard
currency)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저자는 향후 남한 및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북
한을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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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Transition Scenarios for Analyzing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출처: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2022-1
저자: Y.-H. Henry Chen, Sergey Paltsev(MIT), Erik Ens, Oliver Gervais, Hossein
Hosseini, Craig Johnston, Serdar Kabaca, Miguel Molico, Alex Proulx,
Argyn Toktamyssov(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캐나다와
미국의 자료를 토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발전 및 정책변화가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현상

- 탄소세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시 기업의 재화 생산에 필요한 중간투입재 가격
의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원유 등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가능성
ㅇ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집행 시기(timing), 친환경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음 4가지
의 시나리오를 구성
- 기존 정책을 유지하여 세계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약 3°C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baseline)로 설정
- 세계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2°C 이내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곧바로 집행(immediate)하는 시나리오와 정책 집행을 10년 유예(delayed)
하는 시나리오를 설정
- 친환경기술 발전으로 인해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1.5°C 이내로 통제
하는 시나리오인 2050년 넷제로(net-zero 2050) 시나리오를 구성
ㅇ 분석 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을 유예할수록 GDP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을 유예할 경우 향후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급
격하게 저탄소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즉각 집행하는 시나리오
에 비해 GDP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의 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탄소배출비용 증가,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신규 투자 등에 기인
ㅇ 한편,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은 화석연료 산업부문
것으로 예상되며, 화석연료 순수출 국가의 교역
전망

(fossil-fuel-producing sectors)에 더욱 클
조건(terms of trade)을 악화시킬 것으로

ㅇ 본고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비교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유예시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이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함
【분석방법론】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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