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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apital Flows and Monetary Policy Trade-off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1032
저자: Paolo Cavallino(BIS), Boris Hofmann(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한 신흥국의 최적 통
화정책 및 상충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유출
입 관리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
- 신흥국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입가격에 대한 전가효과가 큰 반면 수출가격에 대해서
는 작고, 금융시장 미발달 등으로 대규모 자본유출 발생 시 금융제약에 직면하는 것
으로 가정
ㅇ 분석 결과, 금융제약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하고 생산은 감소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기간 내 상충관계(intratemporal trade-off) 발생
- 또한 현재의 은행 차입규모가 작을수록 미래 자본유출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
아져 통화정책의 기간 간 상충관계(intertemporal trade-off)가 완화, 즉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부채 축소가 미래 자본유출 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춤
ㅇ 보완적인 정책수단들은 통화정책의 상충관계를 완화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
- 대규모 자본유출 시 완화적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 정책은 중앙은행
채권매입과 더불어 자본유출 충격을 완화하고 통화정책의 기간 내 상충관계를 완화
- 평상시의 긴축적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 정책은 부채규모 확대를 억제
하고 금융불균형 누적을 예방하여 통화정책의 기간 간 상충관계를 완화
ㅇ 통화정책의 상충관계와 보완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은 국가별 경제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어 국내 외환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는 경우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에 영향
을 미쳐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으나 외환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음
- 공공부문 부채규모가 큰 경우에는 레버리지 제약에 직면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아 평상시에도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함
ㅇ 본고는 신흥국의 경제 및 금융구조에 적합한 모형을 통해 대규모 자본유출과 같은 금
융제약이 통화정책 수행에 상충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유출
입 관리 정책, 구조개혁 정책과 같은 보완적 정책들이 이러한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는데 의의
【분석방법론】 Open Economy DSGE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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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Fiscal Multipliers During Pandemics”
출처: IMF Working Papers No. 2022/149
저자: Tidiane Kinda(IMF), Andras Lengyel(University of Amsterdam), Kaustubh
Chahande(IMF)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한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이 기존에 미친
영향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누적 재정승수를 분석
- 본고는 상황에 따라 재정승수가 달라진다는 기존 논의에 추가적 증거를 제시하며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91개 국가별로 분석
- 공공부문 총지출, 소비, 투자 등 재정 관련 데이터 및 경제성장 데이터와 세계보건
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대 수 차례의 보건위기*(health crises)를 망라하여 분석
* 에볼라 바이러스(EVD), 사스(SARS), 인플루엔자A(H1N1), 메르스(MERS-CoV), 코로나19(COVID-19)

ㅇ Jorda(2005)의 국소 투영*(local projection) 방법을 기반으로 보건위기가 발생한 당해년
도부터 3년 후까지 누적 재정승수 추이를 1) 공공부문 총지출 전체와 이를 소비·투자
부문으로 세분한 경우, 2) 팬데믹(P)과 팬데믹이 아닌 상태(NP)로 구분하여 분석
* 전통적 추정 기법인 벡터자기회귀(VAR)보다 가정을 약하게 하여 충격반응 추정의 적용 가능성과 강건
성이 더 높으며 VAR의 내재적 특징인 ‘차원의 저주’에 제약을 받지 않고 비선형성을 더 잘 포착

- 공공 총지출을 설명변수로 설정 시 위기 발생 당해 재정승수는 0.4로 유의하고 1~2
년후 누적 재정승수가 0.5~0.6로 나타났는데 이때 P와 NP 상태의 재정승수
(   )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총지출을 소비와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한 결
과 두 경우 모두 차이가 유의
- 공공 소비만 고려 시 위기 발생 1년 후  는 0.9로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공공 투자만 고려 시 위기 발생 1~2년 후  가 2를 초과하여 매우 높고  보다
유의하게 높음
- 팬데믹 상태에 따른 재정승수의 차이는 선진국에서 두드러진( =1,  =0.4) 반면 비
(非)선진국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비선진국의 경우 팬데믹 하에서
지출의 비효율성이 악화되고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
다고 분석
ㅇ 또한 보건위기 발생 시 재정정책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파급경로*인 1)불확실
성 증가, 2)공급 병목현상, 3)위축된 수요가 팬데믹 하에서 강화됐을 가능성을 제시
* 각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 4가지 대리 변수(proxy) 사용; 1)팬데믹 하 불확실성 지수, 2)초과 민간저축
(위축된 수요의 proxy), 3)항공기 승객 수(이동성(mobility)의 proxy), 4)항구의 컨테이너 이용량(운송
및 생산 차질 시사), 2)~4) 변수는 트렌드로부터의 편차를 사용

- 대리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여 다시 추정한 결과 기존모형과 달리 위기 발생 당
해 및 1년뒤  와  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는 위의 3가지
경로가 작동하여 보건위기 발생 시 재정승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뒷받침
ㅇ 보건위기 발생 시 재정정책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크고 지속성이 높
을 수 있으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실시한 1년 뒤의 효과는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 비해 최소 50%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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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A

Horse Race of Monetary Policy Regimes:
Investigation”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 2022-33

An

Experimental

저자: Olena Kostyshyna (Bank of Canada), Luba Petersen (Simon Fraser University), Jing Yang
(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랩 실험(laboratory experiments)과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대안적인 통화
정책체제의 거시경제 안정효과를 비교하고(horse race of monetary policy regimes), 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주체의 정책이해도 제고 및 기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ㅇ 본고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5가지 통화정책체제*의 정책목표와 각 체제별 금리준
칙은 다음과 같음(각 체제별 통화정책 준칙의 계수  는 경제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설정)
* (현황) 미 연준은 전통적으로 ⓑ 이중책무에 기반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해왔으나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2020.8월부터 유연한(flexible) ⓒ 평균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였으며, 스웨덴은 1930년대에 ⓓ 물가수준목표제
를 잠시 도입한 바 있음. 한편 ⓔ 명목GDP수준목표제의 경우 아직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된 전례가 없음

통화정책운영체제
ⓐ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 이중책무
(dual mandate)

정책목표 【통화정책 준칙(policy rule)】

물가안정 즉 인플레이션갭     의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GDP갭

     도 함께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


【                   , 단  >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복수의 책무를 통화정책의 목표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인플레이션율(   )과 실질GDP(   )가 각 목표치(  ,  )에 수렴하도록 함



【                   , 단  =  】


ⓒ 평균물가안정목표제

특정 기간 중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에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


(average inflation targeting) 【       



 

   


ⓓ 물가수준목표제
(price level targeting)

ⓔ 명목GDP수준목표제
(nominal GDP level targeting)

            】


ⓐ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 대신 물가수준 목표치(  )를 설정하고, 물가수

준갭     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


【                  ,           】
이중책무 체제(ⓑ)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두 책무에 동일한 비중
을 두되, 명목GDP수준을 단일 정책목표로 삼는 통화정책체제

【               ,         】

ㅇ (방법) 뉴케인지언 모형(캐나다 중앙은행 경제모형)에 기반한 데이터생성 프로세스를 따르는
실험경제 환경에서,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수요충격 이후(실효하한에 도달), 실험참가자들
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실험경제의 동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 총 50기(periods)로 구성된 실험경제 환경에서, 실험참가자들에게 실험경제 내의 통화정책체제와 금리준칙, 수
요충격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매기(t)에 다음기(t+1)의 인플레이션율·GDP에 대한 예측
을 수행. 이러한 참가자들의 기대치에 기반하여 실험경제 내의 실제 인플레이션율·GDP·명목금리 등이 결정됨

ㅇ (결과) 물가안정목표제(ⓐ)와 이중책무(ⓑ) 체제에서 경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며, 평균물가안정목표제(ⓒ)는 중간정도의 성과를, 수준목표를 갖는 통화정책체
제(ⓓ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수준목표제)는 가장 미흡한 경제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
ㅇ (원인) 실험참가자들은 물가·명목GDP수준목표제(ⓓ,ⓔ)와 같은 수준목표 체제를 이해하
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휴리스틱에 의존하여 더욱 비합리적이고 과거지향적
으로 기대(backward- looking expectations)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음*
* 변화율(인플레이션율) 목표(ⓐ,ⓑ)와 달리 수준(물가, 명목GDP)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목표치 이탈시 향후 이러
한 편차(과거 경제성과)를 감안하여 통화정책이 이루어짐. 현재 경제상황과 더이상 관련이 없을수 있는 과거성
과에 의존하는 체제는 중앙은행의 목표달성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대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수 있음

- 이는 후자의 통화정책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정책
체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기대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xperiment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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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Market Size and Supply Disruptions: Sharing the Pain of a Potential

Russian Gas Shut-off to the European Union”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143
저자: Silvia Albrizio, John C Bluedorn, Christoffer Koch, Andrea Pescatori,
Martin Stuermer(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러시아의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중단이 EU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가스
시장 이용 가능 여부 및 가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

글로벌 가스시장 이용 가능 (=-16.8%)
글로벌 가스시장 이용 불가능 (=-34.7%)

가격탄력성 높음(=0.17)
시나리오1
시나리오3

가격탄력성 낮음(=0.084)
시나리오2
시나리오4

- EU에 대한 가스공급량은 글로벌 시장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러시아의 대EU 천연
가스 수출량이 전 세계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16.8%만큼, 한편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는 러시아의 대EU 천연가스 수출량이 EU 사용량에 차지하는 34.7% 만큼 감소한다
고 가정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산업(0.084), 가계(0.24), 전력(0.136), 기타(0.22) 부문의 수요
의 가격탄력성을 가스사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한편 낮은 경우는 탄력성이 가장
낮은 산업부문의 값을 이용하였고 모든 나라의 탄력성이 동일하다고 가정
ㅇ EU의 2021년 천연가스 순수입 비중*을 계산한 뒤 IMF의 2022년 명목 국민총지출 전
망치를 이용하여 생산량 변화를 도출
* ((천연가스 소비량-생산량)×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IMF의 명목 국민총지출)

- 글로벌 가스시장이 이용 가능하면 러시아 수출 중단에 따른 가스공급 충격이 작아짐
에 따라 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비교하여 EU의 산출 감소 폭이 축소*
* 글로벌 가스시장이 이용 가능한 시나리오1과 2의 산출 감소율이 각각 0.42%, 0.50%인데 비해 이용이
불가능한 시나리오3과 4의 감소율은 1.38%와 2.65%를 기록

- 한편, 가스 수요의 가격탄력성 하락은 수요감퇴를 위해 필요한 가격상승 폭을 확대
하여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킴에 따라 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가스시장 이용 불가능 시, 가격상승률은 탄력성이 높은 시나리오3에서는 367%였으나 탄력성이
낮은 시나리오4에서는 1,011%로 크게 높아졌으며 산출감소율 역시 1.38%에서 2.65%로 확대

- 특히, 천연가스 순수입 비중이 큰 국가(헝가리, 슬로바키아, 네덜란드)에서 글로벌 가스시
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의 산출 감소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 시나리오1에 비해 3에서는 3배, 시나리오2에 비해 시나리오4에서는 6배 정도 산출 감소 폭이 확대

ㅇ 한편, 러시아의 대EU 가스 수출 중단은 비EU 가스 수입국의 총산출에도 부정적 효과
를 미치는데, 글로벌 가스시장 이용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우 시나리오1과 2에서 각
각 0.42%, 0.53% 산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분석방법론】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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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Mapping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Domestic Nuclear Research

Networks”
출처: REVIEW OF POLICY RESEARCH
저자: Philip Baxter(State Univ. of New York), Justin V. Hastings(Univ. of Sydney),
Philseo Kim(KAIST), Man-Sung Yim(KAIST)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74~2020년 기간중 북한과학저널 기사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그룹
과 과학 연구 그룹과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음
ㅇ 북한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꾀하겠
다는 병진 정책의 수립을 통해 북한 내부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도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진행*되었음
* 2011년부터 100여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왔으며, 핵실험도 2011년 이후 4차례 실시함

- 저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 그리고 핵 개발로 인한 제재와 이에 따른 경제
적 피해를 감안할 때, 병진정책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ㅇ 전체 기간을 최초 북핵위기(1994), 북미 제네바합의*(1995), 제1차 핵실험(2006)을 기준으
로 세 기간(1기: 1974~1994, 2기: 1995~2006, 3기: 2007~2020)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연구
그룹 네트워크를 분석
* 해당 합의를 통해 미국은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및 에너지를 제공키로 했으며, 북한도
핵확산금지조약 완전 복귀를 약속하여 일시적으로 핵개발이 중단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음

- 1기에서는 북한의 과학연구 그룹 간 협력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저자는 이 시
기에 북한이 내부연구보다는 외국의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
- 2기에서는 핵개발 그룹과 과학연구 그룹 사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는데 특히 물
리학 등의 기초과학연구 그룹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실험용 원자로 등의 핵
관련 인프라를 구축
- 3기*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그룹과 공학연구 그룹 간의 협력이 특히 강화되었는데 저
자는 북한이 핵개발보다는 핵무기 활용에 초점을 둔 시기였던 것으로 평가
* 특히 UN의 대북 제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연구 그룹간의 협력이 강화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해당 시기에 핵개발 그룹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 특히 핵개발 관련 연구는 국가 발전과 생존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
- 또한, 북한의 핵개발 그룹과 여타 연구 그룹간의 네트워크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새
로운 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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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Carbon

Pricing, Clean Electricity Standards, and Clean Electricity
Subsidies on the Path to Zero Emiss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30263

저자: Severin Borenstein(Haas School of Business and NBER), Ryan Kellogg(Univ. of
Chicago and NB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집약도 표준제도(intensity standards), 그리고 청정에
너지 보조(subsidizing clean energy)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가격, 발전량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 탄소가격제는 대체로 사회적 비용이 높은 발전원의 축소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청정에너지 보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사적 비용이 높은 발전원에 대해 유인을 부여

-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개별기업에 온실
가스 배출권을 부여하고 감축 여력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감축 여력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음
- 집약도 표준제도는 1M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배출 집약도 표준(Emission
intensity standard)과 1MWh당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설정하는 청정에너지
표준(Clean Energy Standard, CES) 등이 있음
- 청정에너지 보조는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에 1MWh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Zero-emissions energy subsidies, ZES)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투자에 보조하
는 방식(Zero-emissions capital subsidies, ZCS) 등이 있음
ㅇ 모형 분석 결과, 탄소가격제, 집약도 표준제도, 청정에너지 보조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전량, 전력가격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은 다소 상이
- 발전량은 탄소가격제 및 집약도 표준 하에서는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청정에너
지 보조 하에서는 다른 정책 도입시보다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력가격은 탄소가격제 및 집약도 표준하에서는 청정에너지 보조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재정의 경우 청정에너지 보조와 달리 탄소가격제 및 집약도 표준 하에서는 정부지출
이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각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전력발전의 사적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상관관
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사적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탄소가격제와 집약도
표준제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유사해지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 화석발전 자료를 활용하여 사적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1mmBtu당 2.89달러인 경우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66이었던 반면, 천연가스 가격이 6달러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동 상관관계가 –0.33을 보임

【분석방법론】 Partial Equilibrium Model, Simulation,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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