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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n Inflation-predicting Measure of the Output Gap in the Euro Area”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1966
저자: Marek Jarociński(ECB), Michele Lenza(ECB)
【핵심내용】
o 다양한 조합의 실물경제활동지수(real activity indicator),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 및 기대인플레이션(inflation expectations) 등의 자료를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
에 적용하여 유로지역의 산출갭을 추출
o 물가예측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 모형을 설정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산출갭은
공식기관 발표치보다 매우 작게(negatively large) 추정되는 반면, 성장추세의 장기적
하락(secular stagnation)을 반영하도록 모형을 설정할 경우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태
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 (Bayesian Dynamic Factor Model)
② “Net Debt Supply Shocks in the Euro Area and the Implications for QE”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1957
저자: Tobias S. Blattner(ECB), Michael A. S. Joyce(ECB)
【핵심내용】
o ECB가 정부채 등을 대상으로 자산구매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을
도입(2015년 1월)함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정부채 매입가능 여력은 축소
o 이를 계기로 유로지역내 민간투자자의 정부채 매입여력 축소가 이자율 기간구조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규모 거시-금융 B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장기 이
자율을 평균 30bp 낮추는 반면 생산갭 및 인플레이션을 각각 0.3%p, 0.2%p 높이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Dynamic Nelson-Siegel Approach, Bayseian VAR(BVAR)
③ “Have FOMC Minutes Helped Market to Predict FED Funds Rate Changes?”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1961
저자: Alexander Jung(ECB)
【핵심내용】
o 美 FOMC 회의록(Minutes) 공개가 시장이 미래 연방기금금리(FFR)를 예측하는 데 도
움을 주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공개 직후(day+1)의 FFR 예측력을 공개 직전의
(day-1) 예측력과 비교한 결과, 공개 전후의 예측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의록 공개는 예측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
로 분석
o 이는 연준이 회의록 이외의 수단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단서를 이미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분석방법론】 Ordered Probit model의 예측력 비교(Vuong test), 분석기간:1996-2008

- 1 -

국제경제
④ “Has the exchange rate pass through recently declined in the euro

area?”
출처: ECB, Working Paper No.1955
저자: Selin Özyurt(ECB)
【핵심내용】
o 유로지역의 수입물가에 대한 명목환율변동의 영향(환율전가,ERPT)을 분석한 결과, 유
로지역 전체로는 환율전가가 불완전(partial)하며 분석기간중(1996.Q1~2015.Q2) 급속
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o 유로 5대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의 환율전가가 가장 낮고, 이탈리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시장구조의 국가별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분석방법론】 Rolling-Window Regression
⑤ “Exchange rate pass-through: What has changed since the crisis?”
출처: BIS, Working Paper No.583
저자: Martina Jašová(BIS), Richhild Moessner(BIS), Előd Takáts(BIS)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1994.Q1~2015.Q4), 33개국(개도국 22, 선진국 11)을 대상으로 소
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환율전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낮고 안
정적인 환율전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개도국은 금융위기 이후 환율전가 수준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분석기간중 인플레이션이 하락추세를 보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Dynamic panel regression, system GMM
⑥ “Low long-term interest rates as a global phenomen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574
저자: Peter Hördahl(BIS), Jhuvesh Sobrun(BIS), Philip Turner(BIS)
【핵심내용】
o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세계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세계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FRB fund rate 100bp 상승시 World long-term rate
6~7bp 상승)되며, 세계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은 주로 기간프리미엄의 하락
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Pooled Regression, Hördahl and Tristani(2014)의 거시-금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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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⑦ “Global inflation forecast”
출처: BIS, Working Paper No.582
저자: Jonathan Kearns(BIS)
【핵심내용】
o 1992년~2015년중 21개국 인플레이션 전망치(survey forecast)의 제1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이용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치(global inflation forecast)를 산출
o 산출된 전망치는 12개월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보다 긴 장기시계에서는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 예측오차의 상당부분은 원유와 식료품 물가에서 발생하였으며, 금융변수(financial
variables)와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o 아울러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실적치보다 전망치가 해당국가의
인플레이션 전망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조사
【분석방법론】 표본 내 적합도(In-sample fit)와 표본 외 예측(out-of-sample forecasting)
⑧ “Intuitive and Reliable Estimates of the Output Gap from a Beveridge-Nelson Filter”
출처: BIS, Working Paper No.584
저자: Güneş Kamber(Reserve Bank of New Zealand), James Morley(BIS),
Benjamin Wong(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핵심내용】
o 낮은 잡음/신호비율(lower signal-to-noise ratio) 방식이 보완된 Beveridge-Nelson
분해(이하 BN필터) 기법을 이용하여 미국의 분기별 산출 갭(output gap)을 추정
- 경기확장기 및 불황기에 크게 발생하는 산출 갭의 진폭을 효과적으로 추출해냄으로
써 산출 갭의 추세요인을 현실에 더 가깝게 추정
o 추정결과, BN기법은 낮은 잡음/신호비율을 적용하는 기존의 Hodrick-Prescott필터,
bandpass필터 등에 비해서도 추정오차가 작아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신
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
【분석방법론】 Beveridge-Nelson filter
⑨ “Labou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25
저자: Randall S. Jones(OECD), Kohei Fukawa(OECD)
【핵심내용】
ｏ 한국 노동시장을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취약근로자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
응과제를 제시
① (이중구조) 조사기간(2003~2014년)동안 경비절감을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1/3로 OECD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 가처분소득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22-42%가량 낮은 반면, 소비성향은 18% 높은 것으로 분석
② (사회안전망) 저소득 가정을 위한 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의 수
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1/3만을 포괄하는
실업수당 대상을 확대할 필요
③ (취약근로자) 여성근로자의 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조기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질 높은 투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하며, 학업과 실무
의 연계성을 높여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장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시스템 변화
와 노년층 직업교육,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대응할 필요
【분석방법론】 기초통계(평균,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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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⑩ “Supervisory Incentives in a Banking Union”
출처: IMF, Working Paper No.16/186
저자: Elena Carletti, Giovanni Dell’Ariccia, Robert Marquez
【핵심내용】
o 중앙의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되 금융기관 관
련 정보는 각 지역 감독당국에 의존하는 ‘hub-and-spoke’ 감독체제 하에서 감독당
국의 행태를 분석
o ‘hub-and-spoke’ 감독체제는 중앙 감독당국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역 감독
당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이는 중앙 감독당국이 지역 감독당국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를 내릴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감독당국이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
【분석방법론】 중앙과 지역 감독당국 간 주인-대리인 문제를 반영한 게임이론모형 분석
⑪ “Raising

Korea's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nd

structural

reform”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24
저자: Randall S. Jones(OECD, France), Jae Wan Lee(OECD, France)
【핵심내용】
o 생산성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
o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
우 생존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중장년층 이상의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분석방법론】 2016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⑫ “Taking

Orders and Taking Notes: Dealer Information Sharing In
Treasury Marke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1518

저자: Nina Boyarchenko(FRB of New York), David O Lucca(FRB of New York),
Laura Veldkamp(New York大, NBER and CEPR)
【핵심내용】
o 미국의 국채 입찰시장(auctions)에서 딜러와 투자자간 및 투자자 상호간 정보공유 확
대의 영향을 분석
o 정보공유의 확대는 입찰수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며, 투자자들도 딜러들 간 정보공
유가 확대될 때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옥션시장에 관한 게임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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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⑬ “Regional pull vs global push factors: China and US influence on
Asia-Pacific financial market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579
저자: Chang Shu(BIS), Dong He(BIS), Jinyue Dong(BIS)
Honglin Wang(BIS)
【핵심내용】
o 아시아 금융시장(주식·채권·외환)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요인은 미국이 주도하
는 글로벌 충격요인(global push factor) 및 아시아 각국의 자체요인(pull factor)에
이어 제3의 핵심요인(regional pull factor)으로 등장
o 실증분석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중국보다 미국변수의 파급효과가 보다 강하지만
평상시에는 중국변수도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정도가 불충분하여 금리의 글로벌 파급경로가 형성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정책이 아시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o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① 지역간 포트폴리오 분산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아시
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확대)하는 한편 ② 중국요인이 미국충격을 일
정 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내 자본이동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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