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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flation: A Look under the Hood”
출처: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2
저자: Aaron Mehrotra et al.(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低인플레이션과 高인플레이션 국면의 주요 차이와 두 국면 간 전환의 중요성
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상대가격 변화와 기조적 인플레이션의 관계,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물가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요인 등을 분석
ㅇ 인플레이션 관련 정형화된 사실을 분석해보면, 低인플레이션 국면은 자기-안정적(selfequilibrating) 속성을 가지며 일시적인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데 반해, 高인플레이션 국면은 공통 요인에 의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임금계약이나 가격설정에 반영하려 함에 따라 임금-물가
간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ㅇ 低인플레이션 국면이 高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가격 변화가 전
체 가격 변화로 전파(1차효과)되고 이후 자기 강화적인(self-reinforcing) 임금-물가 간 상
호작용(2차효과)이 반드시 나타남
- 여기서 임금 및 물가의 결정은 대내외 총수요압력 및 공급망 요인 등 경기순환적 요
인, 노동시장 구조변화나 기술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음
-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高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임금과
가격 결정 시 주요 고려 대상이 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근로
자의 노조가입 유인이 커지고 물가연동계약 체결 경향도 강해짐
ㅇ 정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低인플레이션 국면이 高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일단 전환
되고 나면 이를 되돌리기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의 규모와 비용이 매우 커지므로, 국면
전환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
- 국면 전환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① 특정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이 부문
간 전파를 통해 공통요인의 상승으로 연결되는지, ② 이러한 변화가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로 지속되는지, ③ 임금-물가 간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등을
주의하여 관찰할 필요
- 모든 지표들이 高인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을 경고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통화정
책의 효과가 시차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적 대응을 너무 늦
출 위험이 있음
- 특히 재정건전성이 취약하고 물가연동계약 관행이 있으며 노조의 임금협상력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정도가 낮고 高인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 가
능성이 높으므로 선진국보다는 더 조기에 결단력 있게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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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② “A Tail of Labour Supply and a Tale of Monetary Polic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989
저자: Cristiano Cantore (Bank of England), Filippo Ferroni (Chicago Fed), Haroon Mumtaz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Angeliki Theophilopoulou (Brunel University Lond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2주체 뉴케인지언(TANK)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불평등과 정책유효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
- 미국, 영국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긴축적 통화정책 이후, 총 노동
공급과 총임금(총 노동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계층(left tail of income distribution)의
노동공급 및 실질 노동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경기역행적)으로 나타남
- TANK 모형(Bilbiie, 2008)에 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의 이질적인 특성(가계 간 상이한 ‘기간 간 대
체탄력성’)을 도입하고, 정책충격이 노동공급 행태에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
써, 통화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을 엄밀히 분석하고자 함
ㅇ (모형) 경제는 (i) 이질적인 두 타입의 가계(① 저소득가계, ②저축가계), (ii) 기업, (iii) 중앙은
행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
- (i) 가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 타입별로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을
다르게 가정: ① 저소득가계(H)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이 ② 저축가계(S)에 비해 더 작다
고 가정(⇒ 이질적인 두 가계의 상이한 대체탄력성( <  )이 이후의 분석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금리 변화에 대한 소비증가율의 반응정
도를 나타냄. 기간간 대체탄력성의 값이 크면, 금리가 상승할 때 소비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래소비
를 위해 현재소비를 많이 포기한다는 의미
① 저소득가계 (H, poor 매우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여 ‘소득을 바로 소비(hand-to-mouth)’하고 차입제약이 존재.
기간간 대체탄력성(  )의 값이 작음
Hand-to-Mouth)
② 저축가계 (S, saver)

충분한 소득을 벌어 소득의 일부는 저축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차입이 가능.
기간간 대체탄력성(  )의 값이 큼

- (ii) 기업의 임금설정·가격조정 시 조정비용으로 인해 가격경직성이 나타남
- (iii)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금리(실제로 실질금리)를 결정하며, 이러한 통화정책
충격(실질금리의 변동)이 경제의 유일한 경기변동요인이라고 가정
ㅇ (분석결과) 상기 모형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음(-)의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경
우, 저소득가계(①)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반면 저축가계(②)의 노동공급은 감소)
- 즉 금리인상으로 유발된 부정적인 총수요충격은 총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데, 기간
간 대체탄력성( )이 작은 저소득가계(①)의 경우 이러한 실질임금 하락에 대응하여
노동시간을 늘리고자 함(강한 소득효과)*
* 이는 기간간 대체탄력성의 값이 작은 저소득가계(① )의 경우, 임금하락이 유발하는 노동공급에 대한 소득효과
(노동시간⊕)가 대체효과(노동시간⊖)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 즉 저소득가계(①)는 여가를 추가적인 노동공
급(소비)으로 대체함으로써, 통화정책(금리인상)의 총수요에 대한 파급효과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임금 하락은 여가의 기회비용 하락을 의미하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
향으로 작용

소득효과
(income effect)

임금 하락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전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효과는 소득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 이러한 저소득가계(①)의 비중이 더 클수록(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저소득계층의 대체
탄력성( )이 더 작을수록(노동공급에 대한 소득효과가 강할수록), 긴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가계(①)는 노동공급을 더 크게 증가시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더욱 약화
(dampening)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Two-Agent New‑Keynesian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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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③ “Uncertainty Shocks, Capital Flows, and International Risk Spillovers”
출처: CEPR, DP17472
저자: Ozge Akinci(FRB of New York and CEPR), Sebnem Kalemli-Özcan(University of
Maryland and CEPR), Albert Queralto(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불확실성 증가가 위험 프리미엄, 자산가격, 환율 및 UIP(Uncovered
Interest Parity) 프리미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
ㅇ 먼저 신흥국을 대상으로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1998~2014년 중
미국의 불확실성(VXO*) 상승은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 회사채 스프레드를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작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남
* CBOE S&P 100 변동성 지수(VXO)로 VIX와 비슷하지만 S&P 500보다 좁은 S&P 100 지수를 벤치마
크 지수로 함

ㅇ 이론 모형을 통해 폐쇄경제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양(+)의 불확실성 충격*은 위험
프리미엄 상승, 금융기관의 순자산 감소 및 자산가격 하락 등을 초래
* 자본생산성의 변동성을 의미하며 동 변동성이 높아지면 경제주체가 느끼는 향후 자본생산성에 대한 불
확실성이 높아짐을 의미

- 불확실성 증가는 위험자산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감소시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한
(leverage cap)은 낮추고 디레버리징 압력은 높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감소하
고 자산가격이 하락
ㅇ 개방경제*에서 미국(본국)과 신흥국(외국) 간 고정환율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의 불확실
성 증가는 미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험 프리미엄 상승, 금융기관 순자산 감소, 자산
가격 하락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금융기관은 국내외 자산을 모두 보유하는 반면 신흥국의 금융기관은 자국의 자산만 보유하는
비대칭적 상황을 가정

- 미국의 불확실성 증가가 자국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금융기관
은 자국 자산뿐 아니라 신흥국 자산도 매각함에 따라 신흥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
ㅇ 한편, 미국(본국)과 신흥국(외국) 간 변동환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신흥국의 UIP 프리미엄*이 높아지며 신흥국으로부터 달러 유출
* 환율변동을 감안한 후 신흥국 국채금리에서 미국 국채금리(safe rate)를 차감한 값

- 불확실성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신흥국 채권 보유에 대해 더 큰 수익을 요구하면서
UIP 프리미엄이 높아짐
【분석방법론】 Model analysis, V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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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④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출처: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저자: Kyungok Do(KINU), Yejoon Rim(Korea Univ.)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긴급 전염병 통제법*(ECDCA)에 대해 두 가지 측
면(인권보호, 위기관리)에서 해당 법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0년 8월 22일 해당 법안을 채택하여 국경
봉쇄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음

ㅇ 저자는 해당 법안의 채택이 전염병 통제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북한의 폐쇄적인 대응
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법안채택 방식*을 따르지 않아 올바
른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특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정책을 집행한 뒤,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들을 평가 및 보완하고 난 후 법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북한당국의 중앙집권적 성격과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급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안의 채택은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일 가능성
ㅇ 해당 법안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강화하고 검역을 필수화하여 질병 확산을 저지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겠으나, 이로 인해 이동권과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축소가 불가피
- 저자는 법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해서는 안되고 대중이 접근하기 쉽고 명확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긴급 전염병 통제법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주된
목표로 삼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또한, 법 조항에서 비상 전염병 통제와 국가 비상 전염병 통제 시스템으로의 선언
등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통제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그렇지만 국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인 경우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하기보다
는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우세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안
의 채택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북한의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저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입법 대응은 대량 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긴급 전염병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ㅇ 결국 해당 법안에 대한 평가는 향후 개별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자는 긴급 전염병 통제법이 향후 어떤 식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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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⑤ “Renewable Technology Adoption Costs and Economic Growth”
출처: Fed,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FEDS), 2022-045
저자: Bernardino Adao(Bank of Portugal), Borghan Narajabad(Federal Reserve Board),
Ted Temzelides(Rice Univ.)
【핵심내용】
ㅇ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기술의 확산 등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자본 대체 및 신규 장비 설치 등에 따른 비용상승 문제도 수반
ㅇ 본고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최적 에너지 전환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탄
소배출의 외부효과*, 재생에너지 기술 확산**, 기술 도입 비용***을 반영한 동태적 일반
균형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
* 모형의 생산함수는 화석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오염이 생산에 부(-)의 영향을 미침
** 재생에너지 분야의 총생산성이 개별 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영향을 받도록 설정
*** 기술 도입 시 자본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생산이 감소하도록 설정

- 동 모형 내에서, 탄소세(Pigouvian carbon taxes)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policies that internalize spillover effects)의 효과를 비교 분석
* 재생에너지 생산 또는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ㅇ 탄소세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탄소세 도입
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후생(consumption-equivalent welfare) 변화를 시산한 결과, 탄소세 도입시 후생
이 1.023% 증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의 경우 0.251%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술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탄소세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되기
어려움을 시사
ㅇ 한편 위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 후생 증가폭(1.431%)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탄소세 및 기술 확산 유도 정책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함
ㅇ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 부문의 기술 발전이 존재
하는 경제를 추가적으로 상정하여 분석하고, 위 분석결과와 비교
- 동 경제하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장려 정책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정책을 동시에 도입했을 때 후생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화석연료 부문의 기술발전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을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기술확산 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
지로의 전환에 따른 후생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Integrated Assess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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