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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 Structural Investigation of Quantitative Easing”
출처: De Nederlandsche Bank Working Paper No. 691
저자: Gregor Boehl(University of Bonn), Gavin Goy(De Nederlandsche Bank), Felix Stro
bel(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대규모(Large-scale) DSGE 모형을 통해 양적완화가 거시경제(산출, 투자, 소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뉴케인지안 모형 하에서 가계를 저축가계(patient household) 및 차입가계(impatient
*
**
household)로 분류 하고, 금융마찰 로 인해 금융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다고 가정
* 예금 및 민간증권을 보유하는 가계를 저축가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가계를 차입가계로 분류
** 저축가계는 포트폴리오 조정 시 비용이 발생하고, 차입가계는 단기 자산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은
행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예금주들로 인해 예금 조달에 제약이 있음을 가정

- 양적완화는 리스크 스프레드 축소, 은행의 순자산 증가 및 자금조달 제약 완화 등을
통해 금융여건을 개선하고 신용공급을 확대
ㅇ 분석 결과, 양적완화로 인해 2009~2015년 중 투자와 산출이 증가(각각 9% 및 1.2%)한
반면 소비가 감소(0.7%)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0.25%)한 것으로 추정
- 금융여건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신규투자와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이 큰 폭으
로 확대되고 차입가계의 소비도 증가
-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수요 증가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
방압력이 발생
-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실질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그 결과 저축가계가 예금을 늘림
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면서 차입가계의 소비 증가 효과를 상쇄
ㅇ 본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양적완화는 소비와 인플레이션에 의도치 않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통화정책의 완전한 대체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도입하는 경우 물가안정과 경기(고용)안정
간 상충관계(trade-offs)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분석방법론】 Large-scale DSGE and New Keynesian Model

거시경제
② “Forecasting the Covid-19 Recession and Recovery: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5114
저자: Claudia Foroni(ECB), Massimiliano Marcellino(Bocconi大), Dalibor Stevanovic
(Quedec a Montreal大)

【핵심내용】
ㅇ 경제위기시에는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계량모형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
형을 통한 전망의 한계가 대두되며 속보성있는 나우캐스팅(nowcasting)이 중요
- 조건부평균 추정 모형의 경우 급증하는 하방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분
위회귀 모형으로 성장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하더라도 변수 선택의 문제가 상존
- 특히, 코로나19 위기시 고용률은 3월까지 전월대비 소폭 감소(61.1 → 60%, 1.1%p)하
는 등 전망에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현재 경기국면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
ㅇ 이에, 본 연구는 혼합주기샘플링(Mixed data sampling)모형*에 다양한 가정을 추가하여
미국의 20.1/4분기이후 성장률을 추정했으며, 방법별로 실현값 대비 오차를 비교분석
* 종속변수와 다른 주기(frequency)를 가지는 데이터에 가중함수를 부여하여 모형에 포함시키고 예측치를
추정하는 모형(ex: 독립변수: 월별 산업생산지수, 종속변수: 분기별 GDP)

- 기본모형에 이동평균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하여 12가지 모형을 추정하
였으며, 분기별 GDP(19.4/4분기까지)와 월별 경제지표(산업생산지수, VIX, 금리 스프레드 등,
20.3월까지)를 통해 20.1/4분기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정
ㅇ 분석 결과, 단일 모형보다는 여러 모형의 추정치를 평균하고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을 활용할 경우 예측력이 우수(미국의 실제 20.1/4분기 GDP 성장률: -4.8%, 연율)
- 단일 모형으로 전망시 성장률을 과대추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모형간 추정치를
평균후 유사성 접근법(similarity approach)으로 조정한 경우 예측치가 더욱 개선
추정방법·활용변수별 나우캐스팅 결과

단순 평균시
(평균후) 유사성 조정시

1)

산업생산(IP)

금리 스프레드

VIX

PMI

-1.33

-0.43

-0.34

2.06

-4.22

1.23

-7.56

-0.67

주: 1) 예측치와 유사한 값을 보인 과거 시계열에 대해 해당 기간에 대한 예측치와 실현값간 오차를 도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시점의 예측치를 조정하는 방법, 본 연구는 금융위기시 데이터를 사용

ㅇ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인 민간투자(Private nonresidual fixed investment)의 20.1/4분기
전망에도 모형간 추청치를 평균하고 산업생산을 변수로 활용시 예측력이 우수
- 또한, 민간투자 수준이 2022년에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
나19 충격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시
ㅇ 본 연구는 혼합주기샘플링 모형 등을 통해 단기 전망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전망과 정책수립시 이를 보완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IDAS, UMIDAS Model Analysis

미시제도
③ “The Highs and Lows of Productivity Growth”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20-21
저자: Andrew Foerster(FRB of San Francisco), Christian Matthes(Indiana大), Lily M.
Seitelman(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1947~2019년 사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의 변화패턴을 체제전환모형
(Regime-switching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움직임을 예측
- TFP는 증가율이 높은 고생산성 상태와 증가율이 낮은 저생산성 상태 사이를 오가
는데, 한 번 특정 상태로 진입하면 동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특징  이 있음
* Fernald(2014)에 따르면 TFP 증가율은 고생산성 상태(1947~1973년, 1996~2004년)에서는 연평균
2.0%, 저생산성 상태(1974~1995년, 2005~2019년)에서는 연평균 0.6%이며 각 상태는 평균적으로 60
분기(15년)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모형에 따르면 고생산성 시기는 1950~60년대 및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저
생산성 시기는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남

-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18년경 이후부터 저생산성 상태에 머물 확률이 점차 낮아져
2019년 4분기에는 동 확률이 75%까지 떨어짐
ㅇ 저자들은 이러한 최근의 TFP 흐름을 바탕으로 저생산성 확률 60% 가정  하에 2025
년의 TFP 증가율 기대치를 약 1.1% 수준으로 추정
* TFP 증가율을 저생산성 상태에서는 0.6%, 고생산성 상태에서는 2.0%로 가정

- 단, 이러한 추정치는 2018년 이후 TFP 개선추세가 향후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분석방법론】 Regime-Switching Model

미시제도
④ “Skilled Human Capital and High-Growth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Inventor Inflow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605
저자: Benjamin Balsmeier(Luxembourg大), Matt
Berkeley), Seungryul Ryan Shin(서울대)

Marx(Boston大), Lee Fleming(UC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1988~2014년간 미국 내 3,130개 카운티(county)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발명가가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
- 경제상황 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특허 발명가가 스타트업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명가의 카운티 내 유입이 고성장 스타트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설립 후 6년 이내에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acquisition)된 스타트업

- 하지만, 특허 발명가의 유입이 카운티 내 스타트업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실제 카운티로 유입된 발명가 중에서 카운티 내 스타트업의 성장과는 무관
하게 유입된 발명가만 추출*하여 분석
* 카운티 내에 동일 성씨가 거주하면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동 카운티로 이전할 유인이 높다는 가정하
에, 전국 성씨별 특허 발명가 이동자 수를 1940년 동 성씨의 카운티별 거주비율로 가중한 값을 활용
하여 추정

ㅇ 회귀분석 결과, 특허 발명가의 유입은 카운티 내 스타트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명가 유입 10% 증가 시 고성장 스타트업은 2.48% 증가하였는데, 이는 발명가
55명이 추가로 유입되면 카운티 내에 고성장 스타트업이 하나 더 늘어남을 의미
- 분석 기간 중 미국 내 고성장 스타트업은 총 14,783개가 있었는데, 이 중 3,689개
(약 25%)가 특허 발명가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카운티에 발명가가 많이 유입될수록 주변 카운티의 고성장 스타트업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남
- 발명가 유입으로 등장한 고성장 스타트업이 인근 지역의 벤처 투자 자금을 흡수하
여 인근 카운티의 스타트업 성장을 구축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
ㅇ 개별 카운티 입장에서 보면 특허 발명가 유입이 스타트업 육성에 효과적일수 있으
나, 경제 전체로 보면 발명가 유입 경쟁보다는 과학기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특허
발명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2SLS Estimation

국제경제
⑤ “Self-Harming Trade Policy? Protectionism and Production Network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7630
저자: Alessandro Barattieri(ESG UQAM), Matteo Cacciatore(HEC Montreal)
【핵심내용】
ㅇ 본고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인 일시적 무역장벽(temporary trade barriers, 이하 TTBs)*이
산업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주로 중간재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통칭

ㅇ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보호산업과 전방산업(downstream
**
industry)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국소투영법(panel local projection)으로 추정
* 1994년~2015년 기간 중 70개 산업에 적용된 월별 TTB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과 고용 변화에 외생
적인 TTBs 충격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무역주의 정책 변수로서 이용
** 해당 보호산업의 제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

- 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중
간재와 최종재 생산 가격의 변화를 분석
ㅇ 분석 결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해당 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방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해당 보호산업의 고용이 평균적으로 0.15%p 증가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미국의 수입 산업품목과 TTB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입 산업이 평균적으로 수입량의 2%에 대해 TTBs
를 적용하고 있어 수입량의 2%p만큼 TTBs를 추가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설정

- 한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전방산업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쳐 1년
후 해당 산업의 고용이 1%p 하락
ㅇ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중간재 및 최종재의 생산 가격을 높이고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가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시행된 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재 산업 생산가격상승
률은 0.6%p, 중간재 산업 생산가격상승률은 1%p 유의하게 상승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산업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보호산업
제품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타산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Local Projection

국제경제
⑥ “To What Extent Are Tariffs Offset By Exchange Rat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125
저자: Olivier Jeanne, Jeongwon Son(Johns Hopkin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관세 부과가 유발하는 환율 변동과 이로 인해 관세 효과가 상쇄(offset)*되는
현상을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
* 수입 관세는 수입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관세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국 환율 강세는 수입재 가격
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음. 만약 관세 부과 이후 수입국 환율이 강세를 보일 경우 환율 변화가 관세
효과를 상쇄하게 됨

-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자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외국이 자국 수출품
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환율 변동의 방향과 그 크기를 분석
- 모형의 예측 결과가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8~2019년 중 미국 및 중국
의 상호 간 관세 부과 뉴스 발표 직후 1~5시간 동안 나타난 달러 및 위안의 환율 변동
을 분석*
* BIS가 실효환율 산정 시 활용하는 51개 국가 중 가중치가 높은 10개 국가에 대해 명목실효환율을 10
분 단위로 계산하여 활용

ㅇ 모형 분석 결과, 관세 부과로 인한 환율 변동은 관세의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
- 즉, 수입 관세 부과 시 수입국의 실효환율이 상승하고, 수출국 실효환율이 하락하여
관세 효과를 일부 상쇄
- 관세 효과의 상쇄 정도를 의미하는 실효환율 변동폭의 경우 수입국에 비해 수출국에
서 더 크게 나타남*
* 본고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르면, 수입관세율 1%p 증가 시 수입국 실효환율은 0.3% 상승하고 수출국
실효환율은 1% 하락

ㅇ 실증 분석 결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뉴스 발표 직후 1~5시간에 걸쳐 달러
실효환율은 상승하고, 위안 실효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관세부과 뉴스와 달리 중국의 관세 관련 뉴스는 달러 및 위안의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관세 뉴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 실효환율의 변동폭은 모형의 예측과 유사하게 위안(수출국 통화)이 달러(수입국 통화)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
- 2018~2019년에 관측된 달러 실효환율 상승의 약 22%가, 위안 실효환율 하락의 약
65%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설명이 가능*
* 달러 실효환율 4.2% 절상 중 대략 0.9%, 위안 실효환율 3.1% 절하 중 대략 2%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관
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으며, 실효환율 변동폭이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비대칭적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Event Study

동북아경제
⑦ “Economic Modernization Beyond Denuclearization”
출처: Transition beyond Denuclearization
저자: Bang Chan Young(Kimep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의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
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분석
-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철폐, 주변국들의 안전 보장, 연간 30
억불 수준의 경제투자가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주변국들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 다만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북한 스스로도 현재의 군수 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명확한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함
ㅇ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당근보다 채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핵
화와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개선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2018년 북미협상에서는 안보보장을 대가로 비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음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경제 성장 계획이 제시될 필요
ㅇ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국제 경제와의 통합이
필수적
- 북한은 신뢰성있는 은행체계, 관료제의 투명성 등이 부족한 편이며 이러한 점이 경
제 제재가 철회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음
- 또한 외부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대외정책들이 필요하며,
폐쇄경제를 유지하기보다는 개방경제를 목표로 현대화에 나서야함
ㅇ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베트남과 중국 등의 사례를 보면 지도자의 결단과
안정적 정치체제 유지가 중요
- 베트남은 권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에 주
력하였으나,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정치적 정당성은 주체사상에 따라 태생적으로 주
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단이 더욱 중요
- 중국은 경제분야와 내부통치를 분리하여 기업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사유화를 진행
하였으나, 내부 통치에는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
- 특히 중국이 대외교류가 원활한 곳에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기업들에게 행정적, 경
제적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처럼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기타주제
⑧ “Sentimental Business Cycl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098
저자: Morten O Ravn(University College London), Evi Pappa(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Andresa Helena Lagerborg(IMF)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수를 이용, 소비자 심리의 자발적인 위축을 발생시
키는 감정 충격(sentiment shock)과 경기변동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
ㅇ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수*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도구변수로 활용, 실증분석
을 통해 감정 충격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
* 경제의 근본적 요소(fundamentals)와 관련성이 낮으나 소비자 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
기 때문에, 소비자기대지수의 경제 여건과 관계없는 자발적 변화(감정 충격)를 대리하기 적절한 변수
**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설문 자료 중 Index of Consumer Expectation을 사용

- 선택한 도구변수의 적합성 및 외생성을 확인한 후, 실물 및 금융부문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하여 구조적 VAR을 시행
- 충격반응분석 결과, 감정 충격이 발생하면 생산, 소비, 실업률 및 물가 등에 지속성
이 높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며, 특히 노동시장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 일자리 수 등의 감소가 1년 이상 지속

ㅇ 흑점균형(sunspot equilibria)*이 나타날 수 있고 내생적 소득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보충
* 경제와 관계없는 외생변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다중 균형을 의미

- 실질임금이 비탄력적이고 소득 리스크가 충분히 경기역행적인 경우 일반적인 정상상태
외에도 고실업-저경제활동의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 정상상태가 나타날 수 있음
- 낙관주의/비관주의의 두 상태 간 변동하는 마코프 체인(Markov chain)을 따르는 감정
충격이 존재하면, 비관주의 시기에 위와 같은 실업함정 정상상태에 이를 수 있음*
* 미래의 노동 수요에 대한 비관주의로 인해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줄여 결국 자기실현적 실업이 발생

- 시뮬레이션 결과, 비관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즉각적인 악영향이 나타나
고 이에 따라 생산, 소비가 감소하는 등 실증분석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됨
ㅇ 본 연구는 경제 펀더멘털 외의 요소가 유발하는 경기변동을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
하여 분석하고 모형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Proxy SVAR, Heterogeneous Agen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