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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Monetary-Fiscal Policy Nexus in the Wake of the Pandemic”
출처: BIS, BIS Paper No.122
저자: Konstantinos Tsatsaronis, Michael Chui, Tirupam Goel, Aaron Mehrotra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신흥국 중앙은행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팬데믹 초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조합)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
ㅇ 분석 결과, 과거 위기들과 달리 대다수 신흥국이 코로나 위기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자산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재정
여력 확충에도 기여
- 복지제도 확충, 생활비 지원 등의 재정정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예산 범위내 재정지원 비중이 높았으나, 일부 남미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예산 외 자금지원 비중이 높았음
- 통화정책 여력이 있던 중앙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출제도 활
용(30%), 외환시장개입(16%), 자산매입(11%), 지준율 조정(8%) 순으로 대응
ㅇ 팬데믹 초기 신흥국이 강력한 경기대응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은 팬데믹 직전 마이
너스 산출갭 및 낮은 신용 증가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 강화, 은행의 건전
성 유지를 들 수 있음
- 과거 위기와 달리 팬데믹 직전 마이너스 산출갭 및 낮은 신용 증가세, 환율절하, 낮은
불확실성, 선진국의 과감한 대응 등이 신흥국의 강력한 경기대응정책을 가능하게 함
- 팬데믹 이전의 안정적인 기대인플레이션, 충분한 외환보유고, 재정준칙 유지, 외국
인 투자 증가 등이 코로나 위기 이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
- 코로나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유지됨에 따라 금리
인하,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 등 경기대응정책의 파급경로가 강화되고 유효성이
높아짐
ㅇ 향후 몇 년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팬데믹의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고 경기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지에 달려 있음
-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신흥국 부채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
에서 경기침체 및 은행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따라 재정정책 여력이 결정
- 통화정책의 경우 선진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 및 정책금리 조기 인상 시 정책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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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MPC Heterogeneity and Household Balance Sheet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22-12
저자: Andreas Fagereng(BI Norwegian Business School), Martin B. Holm(University of
Oslo), Gisle J. Natvik(BI Norwegia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노르웨이의 복권당첨금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시적인 소득이 지출되는 양
상과 가계의 특징이나 당첨금 규모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MPC)을 복권당첨금 중 당첨된 해(calendar
year)에 소비로 지출된 비율로 정의

ㅇ 노르웨이 국세청의 소득신고 기록을 활용하여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계의 소비지출을 계산
-      (가처분소득=소비+저축) 항등식과 아래 가처분소득 및 저축의 관계식을 활용
하여      방식으로 소비지출 데이터를 계산하였으며 아래 데이터 중 에 포
함된 암묵적인 주택자산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관찰 가능


     






가처분소득=노동소득-(세금지출-이전소득)+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여타소득(유산, 복권당첨금 등)

 



        







      

저축=순자산증감-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ㅇ 당첨자는 당첨된 해에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당첨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당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예금으로 저축되어 보통 5년에 걸쳐 사용됨
- 가계소비에 대한 회귀 시행 결과   추정치가 0.52로 나타나 복권당첨으로 인한 소
비지출 상당 부분이 당첨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가계  , 당첨연도  , 당첨금  , 추가 통제변
수  , 가계별 고정효과   , 시간고정 효과  

- 당첨 후 5년동안 가계는 평균적으로 당첨금의 90%를 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이는 일시적인 소득충격이 오랫동안 저축된다는 평생소득가설과 대조됨
- 예금저축은 당첨 즉시 증가했다가 이후 평상시 이상 수준의 지출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누적량이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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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PC의 변화를 유발하는 변수는 3가지(당첨금 규모, 기존에 보유한 유동자산, 연령)로 나타났
고 각각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당첨금 $1에 대한 MPC가 각각 $0.007, $0.95,
$0.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각 요소별로 표본가구를 4개 분위로 계층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당첨금 규모
계층구분
임계치

$2,070, $5,200, $8,300
최저 1,100, 최고 150,000

소비성향*
저축성향*

1.31, 0.97, 0.69, 0.51
0.57, 0.37, 0.47, 0.42

초기 유동자산
점차 임계치 증가, 1994(2006)년
$720, $3,140, $10,710
(1,720) (7,160) (21,600)
0.62, 0.53, 0.47, 0.46
0.32, 0.36, 0.48, 0.60

연령
39세, 51세, 63세
0.57, 0.56, 0.52, 0.44
0.34, 0.39, 0.41, 0.54

* 규모,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 순서

- 당첨금이 많을수록 MPC가 감소하며 특히 최하위 계층은 MPC가 1을 초과하여 당
해에 당첨금을 모두 지출할뿐만 아니라 신용 등 추가재원을 조달하여 당첨금 이상
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상위 계층은 MPC가 0.5 수준
- 초기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MPC가 감소하는 반면 저축성향이 뚜렷하게 높아짐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저축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나이가 적을
때 예산제약의 영향을 많이 받아 MPC가 높은 반면, 나이가 많을 때 자녀를 위한
유산축적이나 건강관련 지출을 위해 예비적 저축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
ㅇ 위 3가지 요소가 상호 연관돼있을 수 있으므로 변수를 2개씩 묶어 결합분포 분석

- [당첨금x유동성] 당첨금과 유동성 모두 MPC와 음(-)의 관계이며, 당첨금과 유동성이
모두 적으면 MPC가 약 1.5로 가장 높고 두 요소가 모두 많으면 0.5 미만
- [당첨금x연령] 모든 연령(당첨금)구간에서 당첨금(연령)이 많을수록 MPC가 대체로 감소
- [유동성x연령]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두 요소가 서로 상관되기 때문
ㅇ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를 표준적인 완충재고저축모형(buffer stock saving model)과 비교
했을 때 본고의 MPC 추정치(0.52)가 모형 추정치(0.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권당첨금액이 상당히 커 예산제약에 따른 MPC 저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
- 또한 비내구재만 다루는 모형과 달리 본고 실증분석은 내구재 소비를 포함하는데
가계는 당첨 시 내구재를 즉시 구매함으로써 소비평탄화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증분석 상 MPC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향후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MPC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Two-asset Life-Cy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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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Quantitative forward guidance through interest rate projections”
출처: BIS, Working Paper 1009
저자: Boris Hofmann and Fan Dora Xia (BIS)
【핵심내용】
ㅇ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하는 등 정책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
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
* 중앙은행이 미래 통화정책경로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통화정
책의 파급경로에 제약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
정성적 포워드가이던스
(qualitative FG)
정량적 포워드가이던스
(quantitative FG)

주요변수의 전망, 의결문‧기자회견‧연설 등 정책의도 및 방향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일반적인 방식
미래 정책금리 경로에 관한 자체 전망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구
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미 연준 등 일부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방식

ㅇ 본고는

4개국 중앙은행(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이 발표한 정책금리 전망
*
(projections)과 시장가격(금리선물계약 등)에 내재된 기대 정책금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
중앙은행의 정량적 포워드가이던스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에 따라 분석·평가

* 분석기간은 각 중앙은행이 정책금리전망을 도입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로, 뉴질랜드(1997년), 노르웨이
(2005년), 스웨덴(2007년), 미 연준(2012년) 순으로 도입

(ⅰ)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시장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새로 발표되는 중앙은행의 금리경로가 발표전 시장기대에 이미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는지]

(ⅱ) 신뢰성(credibility): 중앙은행이 정량적 FG를 통해 시장기대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시장기대 정책금리가 새롭게 발표된 중앙은행의 금리경로를 따라 어느 정도로 조정되는지]

(ⅲ) 중복성(redundancy):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이, 동시에 발표되는 거시전망을 통
해 제공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 중복성이 있다는 것은 거시전망 발표만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
[거시전망(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등)의 영향 통제 후에도 금리전망 발표가 시장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ⅳ) 일관성(consistency): 정책금리 전망이 거시전망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중앙은행 금리전망과 거시전망 발표가 통화정책 준칙에 부합하는지, 중앙은행의 설명책임과 관련]

ㅇ 분석 결과, 정량적 포워드가이던스는 제한적으로 (i) 예측가능하고 (ii)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 (ii) 모두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음
- 시장은 중앙은행 정책금리 경로의 변화를 상당히 예측가능하고(계수값: 0.3~0.75, 1 = 완전한
예측가능성), 새로운 경로 서프라이즈에 제한적으로 조정되는(계수값: 0.1~0.2) 것으로 분석
ㅇ 또한, 정량적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의 거시전망과 (iii) 중복되지 않고, (iv) 일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시전망(인플레이션, GDP증가율 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중앙은행의 금리전망 발표
는 시장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계수값: 0.05~0.3), 금리전망 및 거시전
망(인플레이션, 산출갭)은 통화정책 준칙(Taylor rule*)에 실증적으로 부합하였음
* 중앙은행 전망에 관한 테일러 준칙 : 정책금리(전망) =  +  산출갭(전망) +   인플레이션(전망)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L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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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Financial openness and inequality”
출처: BIS, Working Paper No. 1010
저자: Stefan Avdjiev(BIS), Tsvetana Spasova(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Northwestern Switzer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선진국(30개국) 및 신흥시장국(18개
*
**
국)을 대상으로 불평등 과 대외금융개방 (external financial openness) 사이의 관계를 분석
*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 External Wealth of Nations Mark II(Lane & Milesi-Ferretti, 2017) 데이터의 총대외부채, 외국인직접투자, 포
트폴리오자본(portfolio equity), 포트폴리오부채(portfolio debt), 기타투자(other investment)를 이용

ㅇ 신흥시장국에서의 총대외부채 증가는 초반의 불평등 증가 및 그 이후의 불평등 감소
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대외부채의 주요 구성요소별로는 아래
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 (외국인직접투자) 초반에는 숙련프리미엄 경로에 의해 불평등이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확산 경로에 의해 감소*
* 외국인직접투자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비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높아 불평
등이 증가했다가 새로운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감소

- (포트폴리오부채) 초반에는 특수이익집단 경로*에 의해 불평등이 증가했다가 이후 자
금조달여건 경로**에 의해 감소
* 국가의 제도 수준이 낮은 경우 특수이익집단이 대외금융개방으로 인한 이득을 대부분 차지
** 대외금융개방에 따른 자금유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 불평등 감소에 기여

- (기타투자) 신용접근성*, 자금조달여건 및 환율 경로**에 의한 불평등의 감소가 특수
이익집단 경로에 의한 불평등의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 불평등의 감소가 나타남
* 외부 자금 유입의 증가로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여 소득 창출 기회가 제고
** 저소득층의 경우 해외통화표시자산에 비해 해외통화표시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해외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통화표시자산의 평가손실보다 해외통화표시부채의 평가이득이 높아지게 되고 이
에 따라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자금조달 및 소득창출 기회가 향상되면서 불평등이 감소

ㅇ 선진국의 경우 총대외부채 증가가 5년 동안의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 신흥시장국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숙련프리미엄 경로가 작동하여
불평등이 높아지나 선진국은 이미 기술 수준이 높은 상태여서 기술확산경로가 제한
적으로만 작용함에 따라 신흥시장국과 같은 불평등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음
- (포트폴리오부채, 기타투자) 신흥시장국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의 기간에서 포트폴리오
부채ㆍ기타투자와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음
ㅇ 본고는 신흥국에서의 대외개방도와 불평등 간 상관관계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한편,
신흥국에서의 대외개방도와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가 기간에 따라 상이함을 제시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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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Evaluation of Growth Potentiality of North Korean Cities: The Case of

North Korean West Coast Economic Belt”
출처: Available at SSRN 4062385
저자: Bo Yeong Kyung, Young Sang Kwon(Seoul National University), Ducksu
Seo(Handong Global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성장 거점 이론*(growth pole theory)을 이용하여 서해안 경제벨트에 있는 14개
북한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성장 거점 전략이란, 특정 거점도시(specific growth pole)에 자원을 집중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가 있음을 이용하는 전략

- 남북협력지역을 서해안의 교통‧운수‧산업 관련 벨트, 동해안의 에너지‧자원 관련 벨
트, 남북접경 지역의 환경‧관광 관련 벨트로 나눈 다음, 한반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이들 각각의 경제벨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
ㅇ 서해안 벨트 세부 도시의 경제, 산업, 교통, 주거 기반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석될
필요성이 있어 5개 요소*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요소의 잠재성장력
점수를 도출
* 인구 및 주거, 토지 개발, 교통 시설, 삶의 질, 산업 시설의 5개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

- 먼저 북한의 서해 벨트를 대표하는 14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성장잠재력 요소에
대해 세부 조사 대상 항목을 설정
* 평양 남포 개성 신의주 구성 정주 평성 개천 덕천 순천 안주 사리원 송림 해주의 14개 도시

- 계층화 방법론을 통해 요소별 세부 조사 항목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 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각 도시의 요소 성장잠재력 점수를 산출


*  



 

   의

형태로,  는  지역의  요소 성장잠재력,   는  요소  항목의 표준화된 변

수 가중치,   는 지역  요소의 조사 항목 통계량을 의미

ㅇ 분석 결과, 북한지역 경제발전전략을 성장 거점 이론을 토대로 수립 시, 상위점수를
얻은 도시들을 요소별 거점도시로 선정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요소

상위권 도시

인구 및 주거

평양, 남포, 신의주, 개천, 평성

토지 개발

평양, 정주, 개천, 남포, 덕천

교통 시설

평양, 개천, 덕천, 사리원

삶의 질

평양, 남포, 개성, 신의주, 사리원, 평성

산업 시설

평양, 남포, 개성, 순천, 해주, 개천

【분석방법론】 Analytic Hierarch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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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Climate Change in Sub-Saharan Africa’s Fragile States Evidence from

Panel Estimation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054
저자: Rodolfo Maino, Drilona Emrullahu(IMF)
【핵심내용】
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이하 SSA) 지역의 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높
은 의존도, 자원을 둘러싼 역내 분쟁, 미약한 거버넌스(weak governance) 등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
ㅇ 본고는 SSA 지역 국가의 자료(1980~2019년, 20개국)를 토대로 기온 변화가 1인당 소득
증가율(income per capita growth) 및 탄소 배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panel fixed effect) 패널회귀와 패널분위회귀(panel quantile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
ㅇ (기온과 1인당 소득) SSA지역 국가의 기온 상승과 1인당 소득 증가율은 부(-)의 상
관관계를 나타냄
- 기온 1°C 상승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8%p(고정효과모형 추정치) ~ 2.4%p(분위회귀평
균)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1인당 소득과 탄소 배출) SSA지역 국가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탄소 배출 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은 분위별로 상이하였음
- 패널분위회귀 분석 결과, 90분위 미만에서는 1인당 소득과 탄소 배출 증가율이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90분위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특정 임계수준 이하에서는 소득 증가시 오염배출도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가설
을 뒷받침
ㅇ 한편, 참가국이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ditions)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세 수준을 시산한 결과, SSA 지역 일부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 1톤당 75달
러이상의 탄소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SSA 지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90분위)의 1인당 소득증가율과 탄소
배출 증가율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기후변화 대응규제
대신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규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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