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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Plotting Interest Rates: The FOMC’s Projections and the 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768
저자: Stefan Gerlach(CEPR), Rebecca Stuart(Central Bank of Ireland)
【핵심내용】
o 본고는 FRB가 2012년부터 발표한 점도표(dot plots)*의 모형 추정을 통해 FOMC 위
원들이 예상하는 미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미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
* 각 FOMC 위원들의 미래 예상금리를 점으로 나타난 그래프

o 분석결과 Nelson and Siegel(1987)의 금리기간구조 모형보다 Gerlach and Stuart
(2016)의 로지스틱 함수 모형이 점도표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Gerlach and Stuart(2016)의 로지스틱 함수 모형은 추정된 4개의 모수(parameter)
변화를 통해 미래 예상금리 경로의 형태를 결정
* 각 모수는 최초 금리, 최종 수렴금리, 수렴속도, 수렴기간을 제시

o 추정된 4개의 모수는 각각 FOMC 개최 한 달 전의 정책금리, 자연실질금리, 실업률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모수 추정치의 변화에 따라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미래 예상금리 경로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음을 시사
o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2015.9월의 금리경로는 2012.1월의 금리경로보다 빨리 오
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2015.9월 실업률이 2012.1월 실업률이 보다 3.5%p 낮
았기 때문
- 40개월 이상의 장기에서 2015.9월 금리경로가 2012.1월 금리경로보다 낮은 것은 동
기간 중 자연실질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사실을 반영
- 각 금리경로에서 실업률을 1%p 낮추는 경우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짐

【분석방법론】 금리기간구조 모형, 로지스틱(Logistic) 함수 모형

- 1 -

금융통화
② “Sovereign Default and Monetary Policy Tradeoffs”
출처: FRB of Kansas City, Working Paper No.18-02
저자: Huixin Bi(FRB of Kansas City), Eric M. Leeper(Indiana大 and FRB of Kan
sas City), Campbell Leith(Glasgow大)
【핵심내용】
o 국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이한지를 점검
- (분석 내용)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와 동 비율이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진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을 분석
- (방법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정정
책에 한계(fiscal limit)가 있으며, 이를 뉴케인지언 모형(New Keynesian Model)에
명시적으로 반영
o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인 반응(인
플레이션 하락 및 산출량 감소)과 동일
o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목표로 하는 금리
종류에 따라 매우 상이
1) 중앙은행이 위험금리를 목표로 하는 경우*, 부채 안정화를 위한 소극적 재정정책에
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긴축통화정책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
* 이 경우 국가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아지면 위험금리는 더 높아지고 이는 인플레이션 목표
를 높이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적극적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

2) 중앙은행이 무위험금리를 목표로 하는 경우, 일시적인 긴축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을 상승시키지는 않으나 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
o 이러한 결과는 국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인
플레이션과 산출량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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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③ “High Trend Inflation and Passive Monetary Detours”
출처: Bank of Finland, Research Discussion Paper No.6/2018
저자: Guido Ascari(Oxford大 and Bank of Finland), Anna Florio(Politecnico di
Milano), Alessandro Gobbi(Pavia大)
【핵심내용】
o 본고는 New Keynsian 모형을 이용하여 추세 인플레이션(trend inflation)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어떠한 통화-재정정책 조합이 ‘장기 Taylor 원칙’(long-run Taylor
principle)*을 유지하고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분석
*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수동적 통화정책을 수행한 후에는 장기간의 충분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수행되어야만 경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

-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대안정기(Great Moderation)가 장기
간 유지되었던 것은 적극적(active) 통화정책 및 수동적(passive) 재정정책의 조합을
통해 저물가 기조를 안착시킨 데 기인
o 분석 결과, 추세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2% 초과)에서 수동적 통화정책으로는 경제
의 균형을 달성할 수 없음
- 추세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기조
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야 하며 이는 통화정책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약
- 정책조합의 변화가 없는 고정계수 모형에서는 정책조합의 안정성이 균형을 위한 충
분조건인 반면, 정책 전환을 고려할 경우 추세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동 안
정성에 관계없이 수동적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달성할 수 없음
o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대 침체기(Great Recession)에 제로금리 하한 제
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목표를 상향 조정(4% 또는 6%)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장기 Taylor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시사
- 기조적인 저물가 하에서만 대안정기와 같은 적극적 통화정책 및 수동적 재정정책 조
합으로 경제 균형 달성이 가능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모형, Markov-switching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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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nflation Anchoring and Growth: Evidence from Sectoral Data”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36
저자: Sangyup Choi(Yonsei University), Davide Furceri(IMF), Prakash
Loungani(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인플레이션이 낮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라는
가설(Bernanke 2007, Plosser 2007)을 36개 국가의 22개 제조업 부문별 성장률로
이루어진 패널 데이터(1990-2014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음
-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 수준은 인플레이션 예측오차(surprise)*에 대해 기대인플레이
션**이 반응하는 정도로 측정
* 실제인플레이션과 1년 후의 인플레이션 전망(Consensus Economics) 간 괴리
** 장기 기대인플레이션(Consensus Economics)

o 실증분석 결과 신용 제약을 받는 산업*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신용제약은 외부금융 의존도, R&D 집중도 또는 유형자산 비중(asset tangibility)으로 측정

- 특정 산업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아닌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인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는 신용제약을 받는 산업이 많은 경제이거나 경기가 부진해서 신용제약을
보다 많이 받는 시기에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의 성장촉진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시사
【분석방법론】 industry-level panel data analysis
⑤ “Labor-Market Institutions and Long-Term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출처: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ume 46, No.2
저자: Daiji Kawaguchi(Hitotsubashi大 and IZA), Tetsushi Murao(Kyushu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에서는 불경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15-24세)이 이후의 연령대에서
도 지속적으로 더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되는 이력효과(Hysteresis, Scarr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이력현상이 고용보호제도 등에 의한 노동시
장의 경직성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
ㅇ 1960~2010년간 OECD 20개국 자료(국가-연령대-연도)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한
결과, 청년기 실업률은 40대 이전까지의 연령대별 실업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15-24세 때의 실업률이 1%p 높으면 25-29세, 30-34세, 35-39세 때 경험하는 실업
률은 각각 0.14%p, 0.03%p, 0.00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기본모형)
ㅇ 또한 고용보호법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일수록 이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기업이 재직자 해고보다는 신규직원 채용중
단(Hiring freeze)을 통해 불황에 대응하게 되며, 취업하지 못한 청년졸업자들은 직무
훈련 등을 통해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용
가능성이 낮게 되는데 기인
ㅇ 따라서 이력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보다 더 주의해
야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with three-way fix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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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⑥ “Keynes on the Sequencing of Economic Policy: Recovery and Reform in 1933”
출처: NBER, Working Paper Series No.24367
저자: Sebastian Edwards(UCLA)
【핵심내용】
ㅇ 대공황 시기 케인즈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1933)에는 대공황을 극복하
기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sequencing)와 속도에 대한 정책 조언을 포함하고 있음
ㅇ 공개서한에서 드러난 케인즈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조언은 다음과 같음
- (정책의 우선순위: 경기회복 vs 구조조정) 케인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경
기회복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
- (재정정책)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
하며,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효과적임
- (통화정책) 대공황 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이자율 경로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므로, 미
연준의 국채 매입(양적 완화)을 통해 장기이자율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환율정책)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반대
o 본 논문은 30년대 케인즈의 조언을 80년 및 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금융위기와 소련의
붕괴 극복과정에서 제시된 주류 경제학자의 견해와 비교하여 분석
- 케인즈의 정책 우선순위(경기회복→구조개혁)에 대한 견해는 80·90년대 학계의 견해(거
시경제안정화→구조개혁)와 매우 유사
- 또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통화가치 절상은 구조개혁에 필요한 경
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저해되므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실질환율수준을 유지
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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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⑦ “Money and Trust: Lessons from the 1620s for Money in the Digital Age”
출처: BIS, Working Paper No.698
저자: Isabel Schnabel(Bonn大), Hyun Song Shin(BIS)
【핵심내용】
o 본고는 1620년대 유럽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통해 화폐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최
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30년(1618-48)간의 전쟁으로 금화, 은화 등 금속화폐의 귀금속 함량 축소가 자행되는 등 통
제되지 않은 화폐의 가치절하에 의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o 금화, 은화 등 금속화폐의 품질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이 현실화될 가능성*
* 논문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외에도 지역간 환율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화의 평균품질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필요하다고 기술

o 당시 예금은행은 은행예금에 대해 금속화폐와 같은 가치절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증
- 이에 따라 은행예금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경제주체 사이에서 공통지식(common knowledge)
으로 확립되면서 금속화폐 대신 은행예금이 신뢰할 만한 교환의 매개체로 부상
o 최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1620년대
금속화폐와 마찬가지로 분화(forking)에 의한 가치절하(debasement)*, 분권화 추구에
따른 신뢰 부족, 높은 거래비용에 의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
음(Carstens 2017)
* 예) Bitcoin은 Bitcoin Cash, Bitcoin Gold 등으로 분화

【분석방법론】 Model, Survey
⑧ “Preventing Bank Runs”
출처: FRB of Richmond, Economic Brief, March 2018
저자: Renee Haltom, Bruno Sultanum(FRB of Richmond)
【핵심내용】
o 은행은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하는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을 수행하고 있어 예금인출사태에 취약
o 예금인출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기제(mechanism)가 제안되었으나 각 기제는
나름대로의 단점을 수반
-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위험선호를 높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 유사시 예금인출을 유예(suspension)하는 방안의 경우 이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최근 Andolfatto et al.(2017)은 인출 유예를 언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포
함하고 있는 기제를 제안
-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인출이 용이한 우선계좌(priority account,
추가비용 부담)와 그렇지 않은 일반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우선계좌 선택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모든 계좌의 인출을 유예*
* 우선계좌 선택비율은 패닉에 의한 예금인출사태 확률의 지표로 작용하며, 균형에서는 패
닉에 의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선계좌를 선택하지 않게 됨

- 다만 실제로 이러한 기제가 현실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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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Macroprudential

FX

Regulations:

Shifting

the

Snowbanks

of

FX

Vulnerabi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766
저자: Toni Ahnert(Bank of Canada), Kristin Forbes(MIT and CEPR), Christian
Friedrich(Bank of Canada), Dennis Reinhardt(Bank of England)
【핵심내용】
o 1996Q1~2014Q4 기간중 48개국(선진국 17개국, 신흥국 31개국)을 대상으로 은행의 외환부
문 거시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foreign exchange(FX) regulation)가 외화차입으로
인한 금융, 거시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o 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규제가 강화되면 ⓵은행의 외화차입이 감소하고 ⓶이로 인한 은
행의 외화대출 감소로 기업의 외화표시 부채 발행이 증가함
o 이에 따라 환율변동에 대한 ⓷은행(주가수익률)의 민감도(sensitivity)는 감소하지만 „기
업 및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민감도 감소는 덜 유효한 것으로 추정
o 결과적으로 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규제는 환율과 국제금융 사이클 변화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외환 취약성의 문제를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⑩ “Economic and Policy Uncertainty: Export Dynamics and the Value of

Agreem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368
저자: Jeronimo Carballo(Colorado大
Nuno Limão(Maryland大)

and

Boulder), Kyle Handley(Michigan大),

【핵심내용】
o 2003~2011년 미국과 67개국의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위기(Great Trade
Collapse)시 해외수요, 보호무역 등의 불확실성과 무역협정의 상호작용이 미국의 수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o 미국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①외연적 성과(Extensive margin) 측면에서 발
생하고, ②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이 없는 국가와 ③잠재적 보호
(Potential protection)를 받는 산업에서 일어남
o 무역특혜협정(PTA)을 맺을 경우 미국의 수출은 6.5% 증가할 수 있음
o 이는 무역협정을 통한 국제정책협약이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며 이러한 효과는 경기침
체시에 더욱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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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⑪ “Global Imbalances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출처: FRB of Minneapolis, Staff Report No.489
저자: Timothy J. Kehoe(Minnesota大, FRB of Minneapolis and NBER), Kim J.
Ruhl(Pennsylvania State大), Joseph B. Steinberg(Toronto大)
【핵심내용】
o 1992~2012년 중 미국의 해외차입증가가 상품생산부문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DGE)을 통해 분석
o 해외의 과잉저축(saving glut)이 미국의 대외차입 증가와 무역적자를 야기하고, 수입품
이 자국 상품을 대체, 노동이 상품에서 서비스, 건설부문으로 이동한다는 경로를 모형으
로 추정
o DGE모형에서는 ⓵부문간 생산성 증가의 격차(상품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서비스, 건설부
문보다 빠름)와 ⓶다른 국가들의 과잉저축 현상을 외생적인 요인으로 고려

o 모형비교*의 결과, 과잉저축은 상품부문 고용감소의 15.1%만을 설명하고 대부분의 차이
는 미국내의 부문 간 생산성 증가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잉저축이 반영된 기본균형(benchmark equilibrium)에서는 재화부문의 고용이 실제의 99.2%만큼
감소, 과잉저축이 없도록 설정한 균형(no-saving-glut counterfactual equilibrium)에서는 84.1% 감소함

o 이는 미국이 채무를 상환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부문 고용은 지속적
으로 감소할 것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DG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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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⑫ “Sanctions an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Lessons from Myanmar”
출처: 38North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저자: Andray Abrahamian(The Jeju Peace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경제제재 시행과정에서 제재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해당국의 시장경제 확산을 저해
하는 역설적 현상(Sanctions Paradox)*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미
얀마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
* 국제제재가 강하게 시행될수록 해당국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희소한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대형복합기업으로의 집중화(conglomeratization) 현상이 발생

ㅇ 미얀마의 경우 1998년 국제제재 시행 이후 군부정권과 정실관계에 있는 세력이 설
립한 거대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여타 소규모 기업은 몰락*
* 상위 5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02∼2004년중 15%에서 20%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수
출액 1만달러 이하)은 41개에서 9개로 급감

ㅇ 북한의 경우 국제제재 강화에 따라 원료확보 및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생산자
가 몰락하고 정부배경의 대기업이 다양한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는 현상이 발생
- 국영항공사 ‘고려항공’이 택시회사, 주유소, 백화점, 음료제조 등으로 영업범위 확대
- 2009년 설립된 어업권중개회사인 ‘골드컵’이 가구제조, 음식점, 식품가공업에 진출
- 담배제조업체 ‘내고향’이 오락용카드, 전자제품, 스포츠의류업에 진출
ㅇ 북한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로 시장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경우 종전과 달리 시장참가
자의 다양화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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