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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Liquidity Traps, Prudenti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Spillov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30038
저자: Javier Bianchi(FRB Minneapolis), Louphou Coulibaly(Wisconsin-Madison Univ.)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 개방경제 모
형을 활용하여 동 정책들의 국제적인 파급효과와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여기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를 의미

ㅇ 분석 결과, 두 정책의 직접효과는 금리변화를 통한 기간 간 대체경로(intertemporal
*
subsitituion channel)와 환율변화를 통한 지출전환경로 (expenditure switching channel)를
통해 나타나며 각 경로의 효과는 기간 간 대체탄력도(σ)와 교역재와 비교역재 간 대
체탄력도(γ)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환율 변화 → 수입재와 비교역재 상대가격 변화 →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비중 변화

- 기간 간 대체탄력도가 재화 간 탄력도보다 큰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시 소비
증가 폭이 소득 증가 폭보다 크게 되고,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서 대외부채가 증가
- 자본유입에 대한 과세는 기간 간 대체효과를 통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본유입 감소
를 통해 미래 환율을 절상시키며 이는 비교역재 수요를 낮추는 지출전환효과를 통
해 총수요 위축을 초래
ㅇ 자본이동에 과세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여부에 따라 최적 통화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명목금리 인상이 소비 감소, 자본유입 증가,
대외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미래 소득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유동성 함
정 우려가 큰 경우 조기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신중한 통화정책일 수 있음
- 자본이동에 과세가 가능한 경우 경기안정은 통화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유동성 함정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본고의 모형에서는 자본이동 규제가 없는 경우 유동성 함정 발생 시 평균 실업률은
6%이고 후생비용*은 0.4%인 반면, 규제를 도입한 경우 실업률은 1.5%로, 후생비용
은 0.1%로 하락
* 항상소비(permanent consumption)의 감소분으로 정의

ㅇ 외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자본이동 규제가 가능한 국가에서 적절하게 차단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이동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국가 간 화폐전쟁
(currency war)을 방지하는 역할도 함
ㅇ 본고는 개방경제 하에서 통화정책과 자본이동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안정을 달성하고 유동성 함정을 예방하며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이론모형을 통해 보인 데 의의
【분석방법론】 Open Economy DSGE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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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Untangling Persistent versus Transitory Shocks to Inflation”
출처: FRB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22-13
저자: Kevin J. Lansing(FRB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22.3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전월 대비)의 12개월간 평균이 0.53%로
82.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크게 상회*
* 1년간 인플레이션이 2%이려면 매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0.165%여야 하는데 22.3월 수치는 이러
한 목표치의 3배를 초과

- 21.11월 제롬파월 의장은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에서 최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했음을 언급
ㅇ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유발하는 충격이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정책대응 필요
성과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구분 필요
- 일시적 충격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소멸되므로 정책대응 필요가 낮
거나 없는 반면 지속적 충격은 상당 기간동안 연준의 목표치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이탈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ㅇ 팬데믹 발발 전 12.1월~20.2월 사이 PCE 물가지수가 1.39%(연율 기준) 상승하여 2%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하회했는데 이는 해당기간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하방 충격이
존재했음을 시사
- 팬데믹 발발 후 20.2~22.3월 사이에는 PCE 물가지수가 총 4.2% 상승
ㅇ Stock and Watson(2007) 모형은 지속적·일시적 충격을 구분하는 방법 제시
- 일시적 충격은 인플레이션이 장기 수치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반면 지속적 충
격은 장기 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음
ㅇ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로 1) 인플레이션 ‘수준’의 상관
계수*와 2) 충격변동성 비율**을 통해 계산한 인플레이션 ‘변화율’의 상관계수 제시
* 10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rolling window 방식으로 계산
** shock volatility ratio, (지속적 충격의 표준편차/일시적 충격의 표준편차)로 계산

- 인플레이션 수준의 상관계수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높았
는데 19년도 중반부터 높아져 팬데믹 발발 전부터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나타났음
을 시사
- 인플레이션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모두 음수로 나타났는데, 절대값이 클수록 인플레
이션이 장기 값에 가까워짐을 나타내는 반면 0에 가까워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랜덤
워크를 따르고 2% 목표치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최근 0에 다소 가까워짐
ㅇ 22.3월 충격변동성 비율이 약 2로 지속적 충격의 변동성이 일시적 충격 변동성의 2
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지속적 충격의 기여도가
커졌음을 의미
- 이러한 장기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반영하여 향후 최적 경제전망 시 최
근 높은 인플레이션의 가중치를 더 많이 두어야 함을 제시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Time-Series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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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Business Creation during Covid-19”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981
저자: Saleem Bahaj, Sophie Piton(Bank of England), Anthony Savagar(Kent Univ.)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영국 창업동향*(firm creation)의 특징과 실물경제(고용)에 미친 영
향을 살펴보고, 향후 고용시장 상황에 관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
* 창업은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경쟁·혁신·자원재분배 등을 통해 성장 및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침. 일반적으로 창업은 호황기에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경기순응적인 특성을 보임

- (특징 및 영향) 팬데믹 기간중 창업건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온
라인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경기역행적), 창업기업의 신규 구인활동은 빈일자리
수(job vacancies) 증가 등 고용지표의 개선에 기여하였음
- (시사점) 이러한 ’창업붐‘(booming firm creation)은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었음. 다만 이들 창업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시장퇴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장기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구체적으로 팬데믹 기간의 창업동학(firm creation dynamics)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UK business registrations, Google mobility, Indeed online job postings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① 팬데믹 발생 이후 영국의 창업트렌드에는 어떠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났는지?
- 팬데믹 기간중 (i) 창업건수는 증가했으며*, (ii) 특히 온라인 소매업(업종)에 종사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기업형태)가 이러한 창업 증가를 주도하였음
* 영국 외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팬데믹 동안 창업은 증가세를 시현. 이러한 창업의 ‘경기역행적’ 특징은 과
거 경기침체 중 전후시기(제1·2차 세계대전)에서도 관측되는데, 전시상황 종료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
적인 경기침체상황은 경제가 수요·공급패턴의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재구성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② 상기와 같은 창업동향의 변화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했을지? (Local projections)
-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패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감염위험
확산 및 이동제한 조치 강화 등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감소에 대응하여 동 부문
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고 비대면, 온라인 형태의 창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지역내 오프라인 소매매장 고객수와 창업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었음. 또한 충격반응 분석결과, 충격(오프
라인 소매업 수요감소) 후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까지는 약 10주간의 시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③ ① 의 창업동향의 특징은 실물경제(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Regression analysis)
- (i) 팬데믹 기간 창업한 기업(ⓐ)은 팬데믹 이전 설립된 기업(ⓑ)보다 구인공고를 낼
확률이 더 높고, 구인공고의 게시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팬데믹 기간
의 신생기업 증가(ⓐ)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유발했음을 시사
- (ii) 반면 팬데믹 창업기업(ⓐ)은 기존기업(ⓑ)보다 이후의 시장퇴출 가능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후 높은 폐업률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i)에서
의 실물경제(고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장기에서는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팬데믹 기간중 창업이 고용창출효과는 작고 폐업율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
어진 점 역시 (i)에서 분석된 단기 고용효과의 장기적인 영향을 불명확하게 하는 요인이 됨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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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The Global Financial Cycle and Capital Flow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출처: FRB of Dallas, Globalization Institute Working Paper 416
저자: J. Scott Davis(FRB of Dallas), Andrei Zlate(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핵심내용】
ㅇ 본고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48개국에 대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글로벌금융순환
*
(이하 GFC) 지수 가 환율, 주식 및 채권펀드 자금유입(출처:EPFR)에 미친 영향을 파악
  )을 차감한 초과수익률을 이용하여 산출
* 주별 주가상승률( )에서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상승률( 
하며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2.21.~3.20. 기간의 경우 동 지수는 –0.15에서 –2.11로 하락

ㅇ 분석 결과, GFC 지수는 환율과 자금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환율 및 자금유입이 지수 변화에 더 민감히 반응
- GFC 지수 1 표준편차 하락 시 달러 대비 통화가치는 약 4% 하락하였으며, 경상수
지, 순외화자산, 외환보유액 등 대외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의 하락 폭이 작게 나타남
- GFC 지수 1 표준편차 하락 시 주식 및 채권펀드 자금유입은 각각 약 1.2%, 1.5%
감소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의 자금유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
금유입 변동성이 높은 나라가 예비적 조치로 외환보유액을 많이 비축한 데 기인
ㅇ 패널회귀분석의 기간을 2020년부터 2021년으로 한정하여 코로나19가 미친 영향력을
파악
- 확진자 수는 GFC 지수 충격에 대한 환율, 주식 및 채권펀드 자금유입의 민감도를
상승시켰으나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충격이 거의 사라진 2020년 12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영향력이 없었음
ㅇ 한편, 이동회귀분석(rolling window regression)을 통해 GFC 지수, 국가별 대외 펀더멘탈
및 코로나19의 환율, 주식 및 채권펀드 자금유입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
- GFC 지수(파란선)와 대외 펀더멘탈(빨간선)의 설명력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3), 코로나19 시기(2020~2021)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환율(좌측)과 채권펀드 자금유입(우측)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상승
-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초록선)의 설명력이 GFC 지수나 대외 펀더멘탈보다 높아
졌으며 특히 채권펀드 자금유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Rolling Window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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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Evolution of EU-DPRK Interactions: From Engagement to Stalemate”
출처: Asian Perspective
저자: JeongWon Bourdais park(KIMEP Univ.),, Gianluca Spezza(KIMEP Univ.), Brian
Bridges(홍콩교육 Univ.)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1994~2017년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유럽연합(EU)의 대북정책과 대북
교류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EU가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살펴보고,
향후 동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전망
* 규범 기반 정책 시기(norm-based policy, 1994-1999)와 포괄적 참여 시기(attempting a comprehensive
engagement, 2000-2006) 그리고 교착 시기(stalemate, 2007-2019)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ㅇ 규범 기반 정책 시기에는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국차관 상환 실패, 인권 침해, 군
사적 도발과 테러 행위에 대한 EU의 비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도적 차원에
서 무역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
- 해당 시기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상태였으며, 국제 사회는 북한의 위기극복을 지원
* EU 외에 UNESCO 등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들도 북한에 파견되어 의료 봉사 등의 지원을 실시

ㅇ 포괄적 참여 시기는 EU-DPRK 간 외교 정상화를 추구하던 시기로, 주로 무역과 해외
개발원조*(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북한과 교류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자
금으로 정의

- 대북 무역과 기업 유치의 경우 남한이 대북 햇볕정책을 시행했던 2006년까지는 대
체로 활발했으나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된 2006년말 이후 급감
ㅇ 교착 시기는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한 시기로 핵 관련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는 대북정책에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였으며, 6자 회담(Six Party Talk) 시기에
는 제3국의 입장을 고수
- 2006년말 실시된 UN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EU에서는 북한 무역 관련 제재를 지속하
였으며, 2014년부터는 기존 인도적 대북 지원도 크게 축소
- 한편 북한과 비슷한 특징(개인자유 억압, 전체주의 이념)을 지닌 유럽 일부 국가는 EU의
기본 기조와 달리 북한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지속적인 핵 확산과 사이버 공격 등 안보 위협이 증대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EU는
대북관계에서 안보를 중시하고 있으나, 북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저자는 EU-DPRK 간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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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The Welfare Implications of Carbon Price Certainty”
출처: NBER, Working Paper 30043
저자: Joseph E. Aldy(Harvard Kennedy School & NBER), Sarah C. Armitage(Harvard
Univ.)

【핵심내용】
ㅇ 탄소가격제 시행에 있어 수량 기반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는 가격 기반
정책인 탄소세(carbon tax)에 비해 기업이 배출권 가격에 관한 기대를 형성해야 한다
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
- 가격에 대한 예측 오차로 인해 기업의 의사 결정이 효율적인 수준과 괴리될 수 있으
며, 이에 본고는 Wetizman(1974)의 모형을 활용하여 배출 가격 불확실성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본고는 배출권 시장청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개별적 불확실성*(idiosyncratic uncertainty)
과 시스템적 불확실성**(systematic uncertainty)으로 구분하여 분석
* 경쟁 기업의 탄소 저감 비용에 관한 불완전 정보 상황을 모형화
** 특정 기업에 탄소가격제 이외의 추가적인 규제가 중첩(overlapping policies)되는 상황을 모형화

- 두 불확실성 요인 모두 시장청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최적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성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얻어짐
- 시장청산 가격에 대한 예측 오차가 존재하면 후생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안자
는 수량 기반 정책보다 가격 기반 정책을 선호하며, 예측 오차 분산이 커질수록 가
격 기반 정책의 이득이 확대
- 한편 기업 자신의 저감 비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추가하여 분석을 확장하면, 불확실
성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가격 기반 정책의 상대적 이득은 확대 혹은 축소
ㅇ 한편 배출권 가격의 내재적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후생 손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가격 상·하한(price collar)제도 도입 제안
- 가격 상·하한제도의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은 예측 오차 분산을 축소시켜 이
에 관련된 후생 손실 감소
ㅇ 본고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불완전 정보 문제가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론적으로 보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Price versus Quantities Frame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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