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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eactions of Household Inflation Expectations to a Symmetric Inflation

Target and High Inflation”
출처: De Nederlandsche Bank, Working Paper No.743
저자: Gabilele Galati(De Nederlandsche Bank), Richhild Moessner(BIS), Maarten van
Rooij(De Nederlandsche 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네덜란드 가계의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ECB의 대칭
적 물가목표제*(symmetric inflation target)로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변화와 이후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상승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과 확률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
*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상회하는 경우에만 정책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2021.7월 목표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대칭적으로 정책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

- 무작위 대조군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 중 무작위 절
반에게 ECB의 물가안정목표와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정보를 제공한 후 서베이 진행
ㅇ 응답치의 중앙값들을 대표로 분석한 결과,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변화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실제 관측된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강하게 반응
- 대칭적 물가목표제 도입 전후 기대인플레이션 비교 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반응
하지 않았고 단기 기대 역시 0.1%p 하락으로 미미한 반응
- 반면 팬데믹 이후인 2021.8월 큰 폭의 물가상승(2.2%(7월)→3%(8월), 전년동월대비) 관측
후 응답자의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
ㅇ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로지역의 기대인플레이션 분포를 우측 이동시켰고,
이는 고인플레이션 지속 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anchoring) 어려움을
시사
- 4% 이상의 고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서베이 응답 결과, 2022.3월 가계가 전망하
는 장·단기 고인플레이션 가능성이 2분기 전인 2021.9월 대비 각각 16%p, 44%p 상승
- 사전정보를 얻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나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 두 그룹 모두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정도가 하락
ㅇ 본고는 정책당국의 정책변화 발표보다 실제로 관측되는 인플레이션 변화가 가계의 기
대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따라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실제 인플레이션
결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Randomized Contro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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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Supply Bottlenecks: Where, Why, How Much, and What Next?”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031
저자: Oya Celasun, Niels-Jakob Hansen, Aiko Mineshima, Mariano Spector,
and Jing Zhou(IMF)
【핵심내용】
ㅇ 2020년 봄 “리오프닝”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팬데믹 이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 병목현상이 경기회복에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
화되는 상황 전개
- 이에 본고는 공급제약이 두드러진 분야 및 발생 원인, 발생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분석
ㅇ 2017~2019년과 2021년 3사분기 사이 제조업 부문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의 절반
정도는 공급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수요증가의 영향
* 유로지역 50%, 미국과 영국 45~50%, 독일 60%, 프랑스와 이탈리아 약 40%로 추정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바스켓에서 서비스의 구성비가 절반 이상이므로 제조업 부문
수요 및 공급충격의 영향이 PPI에서보다 작게 나타남
ㅇ 제조업 생산과 GDP 간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통한 분석 결과 공급충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2021년 중 유로지역의 GDP는 2%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
- 또한 2021년 중 높은 수요는 공급충격으로 인해 상당 부분(혹은 더 큰 폭으로)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가을 중 유로지역 제조업 생산은 수요회복으로 인한 장기추세 대비 5% 증가, 공급 차질로
인한 6% 감소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 장기추세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

ㅇ 높은 수요증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제약 상황을 공급차질(disruption)과 공급경직성
(rigidities)으로 구분하고 최근 공급 병목현상의 핵심 원인이 공급차질이라고 지적
- (공급차질) 공급곡선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1) 셧다운, 2) 노동시장에서 조
기 은퇴, 근로시간 감소 선호 현상, 이민 노동자 이탈 등으로 인한 낮은 노동공급이
해당되며 전자는 일시적인 반면 후자는 일부 영구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급경직성) 공급곡선을 가파르게 만드는 것으로 1) 단기 컨테이너·선박 공급 고정,
2) 산업간 노동 재배분(reallocation) 차질, 3) 신규 기술 관련 숙련 노동자 부족이 해
당되며, 공급경직성은 수요증가가 완화되거나 수요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빠르
게 해소
- 2019년부터 2020~2021년 사이 공급충격의 40%가 셧다운, 10%가 낮은 노동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ㅇ 차별화된 중간재 투입이 많은 부문일수록 셧다운 발생 시 더 심각한 공급제약에 직
면하며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이 해당
-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독일 및 일본에서 2021년 중 누적공급충격으로 인해 제
조업부문 산업생산이 각각 약 10%,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ㅇ 대체로 공급차질 현상은 20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화된 공급 병목현
상은 중기적 시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통화정책에 어려움으로 작용
- 공급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제한조치 완화, 노동력 확보 정책(이민규제
완화, 아이 및 노인돌봄 서비스 활성화, 신규노동기술 훈련 등) 등 정책 등이 필요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SVAR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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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The US COVID-19 Baby Bust and Rebound”
출처: NBER Working Paper 30000
저자: Melissa Schettini Kearney (Maryland Univ.), Phillip B. Levine (Wellesley Univ.)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 출생률(birth rates)에 미친 영향과 출생률의 결정요인
(가계지출⊕, 실업률⊖, 코로나 확진자수⊖, 전염병 관련 불안심리⊖)에 관하여 연구
- 코로나19 충격(전염병 감염위험, 경기침체 등)*은 이미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직전 15년
간 미국 출생아 수는 약 20% 감소)를 한층 가속화할 위험이 있어, 관련 연구 필요성이 제기
* 미국은 20.3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후 동년 4월말까지 약 100만 건의 누적 확진자 수와 6.5만 건 이상의 관련
사망자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관련 사회적 불안, 불확실성 등이 크게 증대되어 실업률이 급상승하고(‘20.2월,
3.5% → ’20.4월, 14.7%)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음

ㅇ 미국 출생 데이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를 이용하여 대유행 기간(2020.1-12
*
월)의 잠재적인 출생아 수 변화 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상 출생아 수(추정)와 실제 출생아 수 간의 편차로 측정. 이하 모든 기간은 출생 데이터를 통해 ‘출생
시기 9개월 전’으로 역산한 임신시기 기준으로 나타냄

- 출생아 수는 대유행 초기에 즉각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20.1-5월중, -62,000명), 이
후 다시 빠르게 반등(’20.6-12월중, +51,000명)하여 2020년 전체로는 소폭 감소하였음
- 이러한 초기 출생률 급락(baby bust)과 이후 반등(rebound) 추이에 지역별 차이가 있었음
ㅇ 상기 출생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자, 51개 지역별(state-level) 설명변수
(⓵가계지출 수준, ⓶실업률, ⓷코로나 확진자수, ⓸전염병 관련 불안심리)를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되, 출생률 하락기(bust period)와 반등기(rebound period)를 구분하여 분석
ㅇ 분석 결과, ⓵ 가계지출 수준은 모든 기간에서 출생률과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⓶ 실업률은 출생률 하락기보다는 반등기 동안 출생률과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음*
* 한편, 출생률의 실업률에 대한 민감도는 이전의 경기침체(2001년, 2008/9년 등)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위기시
더 작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실업률이 1%p 상승한 경우 출생률은 각각
1.37%(2001년), 1.33%(2008/9년), 0.8%(2020년)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이는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과 가계소득 보전 등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행(20.3월
CARES Act를 통한 수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등)이 출생률 반등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초기의 출생률 하락이 미칠 장기적인 악영향을 완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
* 가임기 동안 여성의 출산 지연은 해당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총 자녀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경기침체기의
출산율 하락은 총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Currie and Schwandt, 2014)

ㅇ 또한, 출생률 하락기에는 ⓷ 확진자수(인구대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더욱 크게
감소했으나(⊖의 관계), 반등기에는 그 관계가 약화되고 ⓸ 전염병 관련 사회적 불안감(마
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 등으로 측정)이 높을수록 출생률 반등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ㅇ 본고의 결과는 경제적인 요인(⓵, ⓶), 실제 감염위험(⓷), 사회적불안감(pandemic worries,
⓸)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유행 초기와 이후 시기별로 각 요인이 출생률에 미
치는 영향이 달랐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LS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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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High Performance Export Portfolio: Design Growth-Enhancing Export

Structure with Machine Learning”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075
저자: Natasha X Che(IMF), Xuege Zhang(Carnegie Mellon Univ.)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19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해 각국의 수출품목 구성이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1단계) 국가별 권장 수출품목의 개수를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 및 인구 규모를 기
반으로 결정*
*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비교우위가 높은 제품들의 개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음

- (2단계) KNN(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통해 현시비교우위**가 있는 수출품목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권장 수출품목을 (1단계)에서 구한 개수만큼 각 나라별로 도출
* 데이터를 일정 범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i의 범주를 i와 가장 근거리에 있고 범주가 알려
져있는 K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결정하는 방법
** 특정 품목이 한 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 품목의 전세계 평균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경우

- (3단계) 각국의 권장 수출품목과 실제 수출품목 간의 유사도(similarity score)*를 계산
한 후 동 유사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수출품목을 10개 부문으로 구분한 후 각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이 전체 비교우위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실제 수출품목과 권장 수출품목 간의 연관관계를 의미하며, 2018년
계산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와 서유럽 지역은 높게,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낮게 나타남

ㅇ 회귀분석 결과 유사도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성장률의 표준편차, 위험조정
*
(risk-adjusted) 성장률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남
* 각국의 성장률과 세계평균 성장률과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

- 유사도가 0.1 증가하면, 5년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0.22%p 상승하고 성장률
표준편차는 0.0015 감소하며 위험조정 성장률은 20.95%p 높아짐에 따라 유사도가
높을수록 보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
- 유사도 계산 기간 변경, 종속변수 상하위 5% 구간 데이터 제외 등의 강건성 검사에
서도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유지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한 국가의 바람직한 수출품목을 파악하여 현재 수출품목과의 간
극을 좁혀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achine learning,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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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Perception of the Probability of Korean Unification amongst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출처: BULLETIN OF GEOGRAPHY, SOCIO-ECONOMIC SERIES
저자: Sylvia Szabo(동국大), Samuel Danaa(연세大), Geonwoo Park(성결大), Sangmi
Choi(동국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Survey)를 이용
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개인 특성**과 통일 가능성 인식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임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이나, 본고는 65세 이상 인구의 통일 가능성
인식 관련 자료만을 사용
** 나이, 결혼 여부, 피고용 여부, 교육 정도, 종교 보유 여부, 재력, 건강 상태, 삶 만족도, 사회 참여도, 지역
특성을 고려

ㅇ 먼저 65세 이상 인구*의 통일 가능성 인식과 개인특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를 검토하고자 피어슨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정도 이외의 특성들은 통일 가능성
인식에 이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피어슨 검정을 통해 개별 특성 내에서 통일 가능성 인식의 동질성( H  :특성 내의 인식이 동일)을 검정할
수 있으며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해당 특성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ㅇ 다음으로, 3개 그룹(전체,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통일 가능성 인식과 개인특성 변수 간
의 관계를 로지스틱 모형으로 분석
- 통일 가능성 내재 변수( )와 개인특성 변수(  ) 간의 선형관계(      )*를 가정하되,
통일 가능성 변수(  )를 낮은 가능성(   ), 보통 가능성(   ), 높은 가능성(   )의
세 가지로 수치화


*   는 특성별 더미 변수이며, 와  사이에는   



if ≦ 
if    ≦  의 관계를 가정한 것임
if     ≦ 

ㅇ 분석 결과 전체 그룹에서는 나이, 재력, 건강 상태, 삶 만족도, 사회 참여도, 지역별 특성
이 통일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여성으로 한정될
경우 종교 보유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
- 나이 들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삶을 만족할수록, 사회참여도가 높을수록
통일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비해 타 지역*의 고령 인구가 통일
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매우 큰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저자는 이를 남북 분단 이전을
경험한 초고령 인구가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

- 여성의 경우, 무종교 인구가 유종교 인구에 비해 통일을 낙관하는 경향
【분석방법론】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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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Climate Regulatory Risk and Corporate Bond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994
저자: Lee H. Seltzer(FRB of New York), Laura Starks(Univ. of Texas at Austin), Qifei
Zhu(Nanyang Technological Univ.)
【핵심내용】
ㅇ 최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환경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요하게 여기
기 시작했으며, 특히 동 리스크가 증권 가격에 반영되는 주요 경로가 규제 리스크
(regulatory risk)라고 인식함
- 본고는 환경 및 기후변화 규제가 회사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회사
채의 신용 등급 및 수익률 스프레드(yield spread)의 변화로 평가하여 다룸
ㅇ 본고는 기업의 환경 프로필*(environmental profile) 및 규제 리스크 노출 정도가 회사채
신용 등급 및 수익률 스프레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미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
* Sustainalytics에서 산정한 기업의 ESG 평가 체계와 기업의 탄소 배출량 자료를 활용

- 분석 결과, 낮은 환경 점수를 받거나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평균적으로 더 낮
은 신용 등급과 더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임
- 환경 규제가 더 엄격하게 시행되는 주에서는 비친환경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 및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환경 프로필이 신용 리스크(credit risk)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로 규제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함
ㅇ 본고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 분석을 활용하여 파리 협정(the Paris
Agreement)이 규제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 회사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을
검정
- 파리 협정 이후로 비친환경 기업 회사채의 신용 등급은 여타 기업 회사채에 비해
0.48~0.63 만큼 낮아짐을 발견했으며*, 이는 규제 리스크의 변화가 비친환경 기업
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을 지지함
* 무디스(Moody‘s) 회사채 신용 등급 기준(총 22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D를 1에 대응시키고, 1등
급 상향시마다 1씩 더하여 수치화

- 또한 탄소 배출량 상위 15개 기업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파리 협정 이후로 평
균 38bp 상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용 평가 분석가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
도 규제 변화에 반응함을 시사함
- 특히 신용 등급 하락 및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주에
서 해당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
ㅇ 추가로 본고는 기관 투자자가 파리 협정을 전후로 회사채 투자 행태를 바꾸는지 분
석했는데, 투자 시계(investment horizon)가 상대적으로 긴 보험사는 비친환경 기업의
회사채 비중을 줄이는 반면 투자 시계가 비교적 단기인 뮤추얼 펀드는 비중을 유지
하는 경향이 있음
ㅇ 본고는 환경 및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금융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하며, 동 리스크가 증권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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