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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Extreme Events and Optimal Monetary Policy”
출처: Bank of Finland, Research Discussion Paper No.4/2018
저자: 김진일(고려대), Francisco Ruge-Murcia(McGill大)
【핵심내용】
o 경제 내 충격이 대칭적이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기존 연구의 가정을 완화하여 비대
칭의 극단적 충격*하에서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
* 드물게 발생하지만 잠재위협이 큰 충격, 예컨대, 1970년대 석유파동 및 최근 대침체기(Great
Recession)와 관련된 금융충격 등

- 극단적 충격은 일반화된 극단값(GEV; 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
o i) 극단적 충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통화정책에 결합하는 신중한 접근방식*과 ii) 관
망적(wait-and-see) 접근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관망적 접근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인플레이션율도 제로(0)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됨
* 평시에 양(+)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여 극단적 충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인플레이션 목표는 제로(0)로 설정하지만 극단적 음의 충격 발생시, 정책 변수를 공격적으
로 조정

o 극단적 충격 발생을 고려했을 때, 기존 연구는 제로금리하한의 완충지대(buffer zone)
를 제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을 제안하였으나, 본 논문의 결과는 인플레이
션 목표 상향을 지지하지 않음
-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으로 인한 비용에는 매기 지불되어야 하는 물가와 임금 조정
비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극단적 충격의 피해를 축소함
으로써 얻는 이득을 상회
【분석방법론】 Nonlinear perturbation solution of the New Keynesian model,
Simulated method of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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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Risk-Tak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677
저자: Tobias Adrian(IMF), Arturo Estrella(RPI), Hyun Song Shin(BIS and CEPR)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장단기 금리차(term spread)와 실물경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위험추구 경로(risk-tak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를 설명
- 정책금리 변화로 인한 장단기 금리차의 변동은 은행의 대차대조표 관리(balance
sheet management)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신용공급의 변화는 실물경기에 영향
o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장단기 금리차를 축소시켜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을 감소시키며 이는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와 실물경기 위축을 초래
-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부채(예금)의 만기는 단기인 반면 자산
(대출)의 만기는 장기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줌
- 은행의 순이자마진 감소는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수용 정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급이 감소하고 실물경기가 위축
o 미국 자료(1990.3/4~2017.3/4)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상기 논리를 지지
- (i) 국채 스프레드(10년 만기-3개월 만기) 상승 충격은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증가시
키고 (ii) 은행의 순이자마진 증가 충격은 금융기관의 총자산을 증가시키며 (ii) 금융
기관의 총자산 증가 충격은 GDP를 증가시킴
【분석방법론】 벡터자기회귀모형, Probit 모형 분석
③ “Monetary Policy and Asset Valu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671
저자: Francesco Bianchi(Duke大 and CEPR), Martin Lettau(UC Berkeley and C
EPR), Sydney C. Ludvigson(NYU)
【핵심내용】
o 전후 미국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가격의 장기적인 변화가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
- 전후 기간을 세 기간(1952.1/4~1976.1/4, 1976.2/4~2001.2/4, 2001.3/4~2013.3/4)
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 중 자산가격, 거시변수, 단기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의 관계
변화를 Markov-Switching VAR 방법으로 분석
- 구체적으로 Lettau and Ludvigson(2001)이 개발한  *의 평균값 변화를 활용하여 분석
*   는 로그 변환한 소비, 자산가격, 임금소득의 안정적인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로그 소비-부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시적 변동이 잦은 주식가격의 변화가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

o 분석 결과
- 미국경제는 거시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한 자산가격에 있어서 대규모의 장기적인 국
면전환을 경험하였음
-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자산가치가 높은 국면이 장기화되는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
고 거시경제적 변동성이 높아졌음
-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국면은 지속적으로 낮은 정책금리 국면과 연
관되었으며 이 경우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는 덜 적극적이고 성장에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시행되었음
- 낮은 정책금리 / 높은 자산가격 국면에서는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음
【분석방법론】 Markov-Switching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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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Uncertainty and Economic Activity: A Multi-Country Perspectiv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713
저자: Ambrogio Cesa-Bianchi(Bank of England and CfM), M. Hashem
Pesaran(Southn California大 and Cambridge大), Alessandro
Rebucci(Johns Hopkins大, CEPR and NBER)
【핵심내용】
o 불확실성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경기순환과 반대방향의(countercyclical) 움직임을 나타
내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경기와의 인과관계는 이론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본 논문은 사전적으로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불확실성(주가변동성으로 측정)과 경
제 성장률(경기 대용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
* Lucas tree 모형을 불확실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time-varying volatility) 다국가 버전
으로 확장하고 국가별로 불확실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충격 외에 기술충
격의 분산 등 higher-order moments 충격을 포함

- 국가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국별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 변
동성으로부터 공통요인을 뽑아내고 이를 글로벌 실물경기와 글로벌 금융 공통요인(글로
벌 불확실성 변수)으로 사용
o 32개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개별 국가의 불확실성은 주로 글로벌 요인을 통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확실성과 경제성장간 음(-)의 상관관계는 대부분은 글로벌 성장 요인에 의해 설명
- 인과관계를 보면,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 충격 및 개별 국가의 주가 변동성 충격에 의
해 설명되나 실물요인에 의한 영향은 미미*
* 각국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 충격과 개별 국가의 주가변동성 충격으로 대부분 설명(각
각 60% 이상과 약 35%)되고, 글로벌 및 개별국가의 생산 충격은 5% 미만만 설명

- 한편, 성장의 전망오차분산(forecast error variance)은 글로벌 금융 충격에 의해 10%
정도 설명되고 글로벌 금융 충격은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확실성은 성장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침을 시사
【분석방법론】 Multi-country version of the Lucas tree model with time-varying
volatility, Factor augmented multi-country 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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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⑤ “What Drives Aggregate Investment? Evidence from German Survey

Dat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710
저자: Rüdiger Bachmann(Notre Dame大 and CEPR), Peter Zorn(Munich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업패널자료인 Ifo investment survey*를 이용하여 독일의 제조업을 대상
으로 기업수준에서 미시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
* 매출 여건(sales situation), 기술 요인(technological factors), 재무상태(finance), 기대
수익률(return expectation), 거시적 경제정책 환경(macro policy environment) 등 제조
업 부문의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설문

- 아울러 기업 수준에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거시 차원의 투자 및 성장
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미시적 투자 결정요인 분석에는 회귀분석을, 거시분석을 위해서는 VAR분석을 이용
ㅇ 1989년-2013년중 미시자료로 분석한 결과, 기업투자 결정 요인 가운데 기술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적으로는 투자 및 산출량의 변동이 매출여건(총수요
충격)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었음
- 투자 변동은 미시적으로는 상기한 투자결정요인에 의해 80%가 설명되었고 거시적
으로는 2/3 정도가 총수요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결과는 기업 서베이자료가 미시적인 기업의 투자행태뿐만 아니라 거시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선형회귀분석, VAR
⑥ “The Death of the Phillips Curve?”
출처: FRB of Dallas, Working Paper No.1801
저자: Anthony Murphy(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필립스 곡선이 인플레이션 동학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전히 유용한지 여부를 연준의
표준적인 필립스 곡선 모형*에 기반하여 검증
*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과거 인플레이션, 실업률갭, 수입물가 등에 의존하는 모형
이며 최근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요인(글로벌화 진전,
전자상거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형임

- 만일 동 모형의 추정결과가 안정성(stability)과 적합성(fit)을 보인다면 인플레이션 동학
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모형이 여전
히 유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분석결과,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매우 안정적이며 최근 인플레이션 추이도 상당히 잘
맞추어 필립스 곡선이 여전히 유용하며 구조적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동학에 미쳤을 영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축차적 회귀(recursive regression) 결과,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약간 하락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2007.4/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필립스 곡선으로 이후 10년간 인플레이
션을 예측해 본 결과, 실제 값을 상당히 잘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동 모형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기적 시계에서 연준의 물가목표인 2%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분석방법론】 Phillips Cur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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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⑦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Can Impact Market

Desig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4282
저자: Paul R. Milgrom(Stanford大), Steven Tadelis(UC Berkeley and NBER)
【핵심내용】
o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이하 ML)
은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시장을 설계(market design)*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시장설계이론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

- 이미 Google, eBay, Amazon, TaoBao 등에서는 복잡하고 동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공급 예측, 광고제공 단가 산정 등에 AI와 ML을 이용하고 있음
o 앞으로 AI와 ML은 정보 수집·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주파수경매 등 경매제도 관련 분야, 판매자 신용분석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 신뢰
향상, 판매자와 구매자의 탐색비용 절감 등에 AI와 ML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론】 Survey, 시장설계이론
⑧ “From Income to Consumption Inequality? Looking through the Lens of

Motor Vehicle Purchases”
출처: FRB, FEDS Notes 2018-01-12
저자: Wendy Dunn(FRB), Maria D. Tito(FRB)
【핵심내용】
o 미국의 카운티(county)별 개인소득 및 신차구입액 분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 불평등* 추이를 동시에 분석
* 소득불평등은 카운티별 평균 개인소득의 분산, 소비불평등은 카운티별 신차구입액의 분산으로
측정

o 분석결과 지난 15년간(2002∼2017) 소득불평등은 확대되었으나, 소비불평등은 확대되
지 않았음
- 소득불평등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5%)되었고, 소비불평등은 2002∼2012
년 중 축소되었다가(5%) 이후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2002년 수준으로 복귀
- 인구관련 변수(인구, 유출입, 나이, 인종구성 등)를 통제한 다음 계량분석하였을 경우
에도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소비불평등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
o 이러한 결과는 최근 소득불평등 확대가 경제주체에 대한 차별적(idiosyncratic) 소득
충격의 변동성 증대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시각, 일부 지역에서의 소득 확대(셰일가
스 붐 등)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따라서 소비는 불변)되고 있다는 시각 등을 지지
【분석방법론】 데이터분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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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Using Online Prices for Measuring Real Consumption across Countri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292
저자: Alberto Cavallo(MIT and NBER), W. Erwin Diewert(British Columbia大 and
NBER),
Robert
C.
Feenstra(California大
and
NBER),
Robert
Inklaar(Groningen大), Marcel P. Timmer(Groningen大)
【핵심내용】
o 2011~2017년중 11개국의 온라인 가격 데이터*를 이용, 식음료, 연료, 전기 등 주요 소
비의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지수를 추정
* MIT의 Billion Prices Project(BPP) 데이터 활용

o World Bank의 ICP(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방식으로 PLI(Price Level Indice)
를 계산한 결과, 기존의 PPP지수인 2011년 ICP, 2014년 OECD 지수와 거의 유사한 값
을 보임
o 온라인 가격 데이터를 PPP지수의 추정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해
실질소비량을 예측하던 기존의 방법(extrapolation)을 대체할 수 있어 발표 시점 및 빈도
를 개선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음
o 그러나, 실제 구매품목에 대한 낮은 대표성, 지역 간 가격격차의 미반영, 개별상품에 대
한 지출 가중치 부재, 상품종류 및 국가의 제한 등의 한계가 있음
【분석방법론】 PPP 지수 추계
⑩ “A Global Lending Channel Unplugged? Does U.S. Monetary Policy Affect
Cross-border and Affiliate Lending by Global U.S. Bank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8-008
저자: Judit Temesvary(FRB), Steven Ongena(Zurich大, Swiss Finance Institute
and CEPR), Ann L. Owen(Hamilton College)
【핵심내용】
o 2003.1/4~2016.4/4분기중 미국의 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은행
의 해외대출과 해외지점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 미국 금리인상시 미국은행들은 해외 신용공여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본
비율이 낮고 예금자금조달이 적어 자금사정이 나쁜 은행들이 그렇지 않은 은행들보다
대출을 더 크게 줄이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과성을 식별**하였음
* 금리 100bp 인상 이후 자금사정 75분위 은행이 25분위 은행보다 해외 신용공여를 2~6%p
더 축소
** Kashyap and Stein (2000) identification

o 미국은행들의 해외 현지법인(subsidiary)과 지점(branch)의 경우에는 미국 통화정책보다
는 해당국가의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
점보다 현지법인에서 더 강했음
o 이는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가 해외대출에 대해서도 작동함을
최초로 밝힌 데 의의가 있으며, 미국 통화정책이 미국은행의 해외신용공여를 통해서도
세계로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음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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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⑪ “Willingness to Pay for Clean Air in China”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157
저자: Richard Freeman(Harvard大 and

NBER),

Wenquan

Liang(Jinan大),

Ran

Song(Harvard大), Christopher Timmins(Duke大 and NBER)
【핵심내용】
o 2005년 중국의 인구센서스 데이터와 PM2.5(초미세먼지 지수)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공기
질에 대한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 to pay) 추정 모형을 개발
o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도구변수*를 이용
* 지역경제활동과는 상관이 낮으나 초미세먼지와는 상관성이 높은 인근지역 화력발전량과 바람
의 방향을 도구변수로 사용

o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헤도닉모형(Hedonic model) 보다는 거주지와 호적을 고려한
거주자 분류모형(Residential Sorting model)이 중국에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호구제도로 인한 이주의 비효율성 및 지역편의시설의 불연속성(discreteness)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
o 거주자 분류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집중도(PM2.5 Concentration)가 한 단위
감소하면 중국의 전 가구가 최대 88억3천만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
【분석방법론】 IV Regression, Marginal willingness to pay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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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⑫ “Endgame: A Reflection

on U.S. Strategic Choices and the North

Korean Threat”
출처: The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2018
저자: Evans J. R. Revere(Brookings Institution)
【핵심내용】
ㅇ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면서 동아시아 동맹국들 및 미 본
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다음 세가지 정책옵션을 고려할 수 있음
① 군사 행동(Military Action)
- 북한의 특정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미군 및 민간인 사상자가 수십에서 수백만에 달할 가능성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실행할 경우, 한국민의 반미감
정을 고조시키고 핵우산에 대한 신뢰 상실로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음
② 핵보유국 인정(Accept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보유 핵무기수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핵·미사일 프
로그램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수준을 일정범위내로 통제
- 동 방안의 단점은 북한이 감시를 피해 은밀히 핵·미사일프로그램을 진전시킬 가능
성이 있고, 핵동결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 공동방위능력만 약화되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
③ 최대 압박과 대화(Massive Pressure and Dialogue)
-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할 경우 정권 붕괴(end of his regime)를 초래
할 뿐임을 확실히 인식시켜 핵무기와 정권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력히 요구
- 이를 위해 UN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제재, 외교적 압박, 금융 차단, 인
권문제 제기 등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강력하게(unprecedentedly intense) 추진
ㅇ 따라서 단기적 군사 충돌(a resort to near-term military conflict)을 야기하거나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인정(acceding idea of permanently nuclear-armed North
Korea)하기보다는 강력한 압박을 통한 북한 고립화정책(a policy of massive
pressure and isolation)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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