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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20년 수록
자료 중 금융통화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금융통화
① “Public and Private Debt after the Pandemic and Policy Normalization”
출처: FRB of Richmond, Economic Brief No.20-06
저자: Thomas A. Lubik, Felipe F. Schwartzm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미국의 정부부채*는 물론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재정당국이 2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의회예산처(CBO)는 2020년(회계연도 기준)
말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ㅇ 먼저 민간부채 증가는 통화정책 여건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중앙은행의 금
리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가계와 기업이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레버리징에
주력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 자연금리도 하락할 수 있음
-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더 민감해질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
* 기존문헌에 따르면 소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투자는 금리 변화에 둔감해진다는 분석이 있음

- 일자리 창출, 기업의 적응기간 확보 등을 위해 정책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ㅇ 정부부채 증가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
슈를 초래할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GDP 대비 100～120% 선을 정부부채 지속가능성의 한계로 보았으
나 재정한계 개념*에 기초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 한계가 180～200% 선까지 확대
* 위기 시에는 정부부채가 큰 폭 확대되나 평상시로 복귀한 다음에는 정부가 부채비율을 관리

- 정부부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미국 대상 연구에서는 불확정적
(inconclusive)인 결론이 많으며, 국가간 패널분석에서는 정부부채가 지나치게 과도
(GDP 대비 100% 초과)할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10% 초과)이 초래된다는 결론이 다수
- 한편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임으로써 부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유발, 성장률보다 낮은 실질금리 강제 등 일시적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정책
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향후 정부부채와 민간부채를 줄이면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이며,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
-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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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onetary Policy in the Next Recess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365
저자: Stephen Cecchetti(Brandeis大), Michael Feroli(J.P. Morgan), Anil Kashyap(Chicago大),
Catherine Mann(Citi), Kermit Schoenholtz(New York大)
【핵심내용】
ㅇ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경기침체 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ㅇ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에서 시행되었던
새로운 통화정책(new monetary policy)이 각국의 금융상황지수(Financial Condition Index)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새로운 통화정책으로는 시점조건부(date-contingent) 및 상황조건부(state-contingent)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완화, 보유채권 만기 확대(maturity extension), 마이너스 금리 등을 고려
- 각국의 금융여건은 글로벌 금융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 영향을
제거(control)한 후 새로운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
ㅇ 전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통화정책들은 부정적 금융충격을 상쇄하기에는 다소 미흡
하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
- 새로운 통화정책 시행 이후 금융여건이 유의하게 완화된 경우는 표본의 약 24% 정
도로 정책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새로운 통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책의도와 반대로 금융여건이 유의하게 긴축
(tightening)된 경우도 표본의 17%에 해당
ㅇ 새로운 통화정책 중 금융여건 개선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상황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인 것으로 추정
- 해당 정책을 수행한 6개 국가 중 3개 국가에서 금융여건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어 정책 성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시점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발표 이후 금융여건이 더욱 긴축되기도
했는데, 이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가 지침의 특수성(specificity), 신뢰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은행은 향후 경기침체 대응에 있어 새로운
통화정책의 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또한 정책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반응함수를 정비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힘쓰는 것이 중요
【분석방법론】 Surve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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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andemic Recession Dynamics: The Role of Monetary Policy in Shifting

a U-Shaped Recession to a V-Shaped Rebound”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0-083
저자: Michael T. Kiley(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제약이 코
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확대(amplification)시키는지, 그리고 이
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QE가 필요한지 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장기간에 걸친 U자형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통화정책 방안을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충격은 실질GDP 10% 위축(2020Q2 실제값)으로 설정
ㅇ 분석 결과 정책금리 실효하한 제약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두 배 확대시키며,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U자형 경기침체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저점(trough) 기준 실질GDP는 20%, 노동투입시간은 25%, 총소비는 13% 감소하였
으며, 경기회복 속도도 현저하게 둔화
- 금융시장에서도 10년물 회사채의 위험 프리미엄이 400bp까지 상승
ㅇ 그러나 실효하한 제약 하에서도 QE로 대응할 경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큰 폭으로 완화
- 실효하한 제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확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목GDP의 30%에
해당하는 6.5조 달러 규모*의 QE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 실제 2020.2월∼6월 사이에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3조 달러 확대

- QE는 금융기관이 직면한 대차대조표 제약(balance sheet constraint)과 금융조건을 완
화시켜 대규모 투자·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V자형 경기회복을 유도
ㅇ 한편 빠른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와 QE의 조화로운 운용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
- 대규모 QE 시행 시 경기자극과 더불어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에 반응하여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경우 QE의 긍정적 효과가 체감
(diminishing returns)하게 됨
ㅇ 다만, 코로나19의 영향, QE의 영향을 모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DSGE Model Analysis

- 3 -

④ “Inflation at Risk from Covid-19
출처: BIS Bulletin No 28
저자: Ryan Banerjee, Aaron Mehrotra, Fabrizio Zampolli(BIS)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 여
건 변화가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1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포를 추정한 후, 상·하방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중심으로 최근(20.1분기) 여건 변화의 영향을 검토
* 4개 선진국(독일, 영국, 일본, 미국)과 4개 신흥국(브라질, 중국, 멕시코, 터키)
** 인플레이션 분포의 상·하위 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거나 높게 실현될 가능성
을 나타냄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감소, 유가하락, 금융여건 악화(tight), 환율상승*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생산은 전기대비 GDP, 유가는 분기평균 WTI, 금융여건은 주가수익률 변동성(equity
volatility), 환율은 명목실효환율(NEER) 변화율(상승은 자국통화절하를 의미)을 통해 측정

return

- 생산감소 및 유가하락은 인플레이션 하방 꼬리 리스크를, 환율상승은 상방 꼬리 리
스크를 확대시키며, 금융여건 악화는 상·하방 꼬리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
ㅇ 선진국에서는 하방 꼬리 리스크가 확대된 반면, 신흥국에서는 상·하방 꼬리 리스크가
모두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선진국의 경우 생산감소,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하방 꼬리 리스크가 확
대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제로금리를 (재)도입한 국가(미국, 영국)의 경우 리스
크가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의 경우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꼬리 리스크가, 금융여건 악화의 영향으
로 상·하방 꼬리 리스크가 동시에 증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하방 꼬리 리스크가
모두 확대
인플레이션 꼬리 리스크 변동에 대한 요인별 영향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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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lternative Strategies: How Do They Work? How Might They Help?
출처: FEDS, Staff working paper 2020-068
저자: Jonas Arias(FRB of Philadelphia), Martin Bodenstein, Hess Chung(Federal
Reserve Board), Thorsten Drautzburg(FRB of Philadelphia), and Andrea
Raffo(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그동안 미 연준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중기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bygones-be-bygones)을 수행
- 그러나 중립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실효하한 도달 및 필립스곡선의 평탄화로 인해
현재의 통화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
ㅇ 본고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으로 채택된 일정 기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보충 전략*(makeup strategy)의 작동원리와 효과를 분석
*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있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목표에
미달한 부분을 추후 보충하는 전략.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물가수준 목표제, 일
시적 물가수준 목표제 등이 주로 논의

- 보충 전략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4년 및 8년 기간), 물가수준 목표제의 정책 효과
를 FRB/US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ㅇ 분석 결과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중기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
(bygones-be-bygones)보다 보충 전략(makeup strategy)이 거시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
- 실효하한 제약 이후에도 장기간 저금리 정책(lower for longer)을 실시할 것이라는 정
책당국의 의지 표명 및 인플레이션을 보충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될 경우 금
융 상황(financial condition)이 완화되고 추가적인 경제 부양이 가능
ㅇ 다만 보충 전략 실시에 따른 효과는 정책의 세부사항 및 경제 환경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존재
- 인플레이션 조정의 대상 시기(makeup window)가 길어질수록 빠른 속도로 경기를 안정시
킬 수 있으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높은 신뢰성 요구*
* 물가수준 목표제 및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8년 기간)는 2%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2% 초과를 용인할지
에 대한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 전략 효과는 경제주체들의 정책 신
뢰 여부에 의해 차별화

- 총수요의 금리 민감도가 높고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공급 충격의 비중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수행범위가 확장되고 보충 전략의 정책 효과 제고가 가능
【분석방법론】 FRB/US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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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orona Policy According to HAN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4694
저자: Marcus Hagedorn, Kurt Mitan(CEPR)
【핵심내용】
ㅇ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지출과 정부부채가 확대되었으며, 일각에
서는 정부부채를 ECB로 이전하는 방안(monetary financing)도 제기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각 대응방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불완전 금융시장
가정 하에서의 HANK(Heterogeneous-agent New Keynesia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전염병 확산의 효과를 모방하기 위하여 수요 ․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결
과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필요 재원은 정부부채를 늘려
조달하되 ① 훗날(eventually) 세금 인상으로 증대된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과 ②
정부부채를 영구적으로 롤오버하는 방식 두 가지 상황을 상정
ㅇ 분석 결과 방안①에 비해 방안②를 따를 경우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세금을 인상할 경우 명목수요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
ㅇ 다만 재정의 화폐화(monetization) 여부는 인플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
- 이는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정부부채가 재무부 명의인지 혹은 중앙은행 명의인지 무
차별하므로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명목수요가 변화하지 않는 데 기인
ㅇ 이러한 결과는 재정당국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
앙은행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
- 저물가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austerity)을 추진할 경우 물가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은 도전에 직면
- 한편 제로금리 제약 하에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가 있다는 점에서
는 중앙은행에 기회로 작용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agent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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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Communication and the Beliefs of Economic Ag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800
저자: Bernardo Candia(Berkeley大), Olivier Coibion(Texas大), Yuriy Gorodnichenko
(Berkeley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지 즉
통화정책의 기대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 국가*의 가계, 기업 및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서베이 결과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서베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뉴질랜드 등이 포함

ㅇ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전망은 경제주체 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
- 인플레이션이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기전망이 낙관적이 되
면서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나, 공급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기전
망이 비관적이 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축소
ㅇ 경제주체 별로 보면 우선 전문가들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성장률도 높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주로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
- 반면 가계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경기전망이 비관적
이 되는 것으로 분석
- 기업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전문가와 비슷했으며, 이
탈리아의 경우 가계와 비슷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만
높이고자 하는 경우 정책의도와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메시지는 간단, 명료함을 유지하되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정책금리에 대해서만 언급하
기보다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보다 바람직한 수준으로 상승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 “we are putting in place policies to reduce unemployment and thereby raise inflation
toward more desirable levels”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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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Global Demand for Basket-Backed Stablecoins”
출처: FEDS, Working Paper 2020-048
저자: Garth Baughman, Jean Flemming(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달러화 등을 담보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화폐를 말
하는데,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표 등으로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스
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ㅇ 본고에서는 무역충격*이 있는 통화론자 모형을 설정한 후, 바스켓통화(basket currency)
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후생 변화를 분석
* 무역충격으로 인해 매 시기마다 무역개방 수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화폐가치가 변동하고 위험기피
적인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 바스켓통화는 모형에 존재하는 두 개 통화(자국 및 외국 통화)를 볼록결합한 형태의 통
화로, 개별통화에 비해 통화가치가 안정적임
- 모형에서 바스켓통화에 대한 수요는 ① 무역거래에서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유
인과 ②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적(insurance) 유인에 따라 발생
ㅇ 분석 결과, 바스켓통화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전 세계 통화수
요의 2~3.3%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이는 바스켓통화에 대한 수요가 이를 구성하는 개별 통화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
서 오히려 개별 통화가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바스켓통화 보유에
대한 보험적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
ㅇ 한편, 후생 측면에서는 바스켓통화의 도입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제적으로 많은 판매자들이 바스켓통화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일 경우, 사회적 후
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바스켓통화에 대한 낮은 수요로 판매자들의
투자유인이 적고, 그 결과 바스켓통화의 확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세계 경제가 달러화 중심 체제에서 바스켓통화를 수용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GDP의 약 2%에 해
당하는 후생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각 국가의 주
권통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onetarist Model, Numeric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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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Monetary Policy, Investment and Firm Heterogeneity”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390
저자: Elena Durante, Annalisa Ferrando, Philip Vermeulen(EC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연령(age) 및 산업별로 비교·분
석*하고 관련 통화정책 파급경로(신용경로 및 금리경로)를 점검
* 통화정책 충격은 EONIA 3개월 스왑금리의 통화정책 발표 전후 30분간 변동폭으로 측정하며 기업투
자는 유로지역의 미시 기업데이터를 활용

ㅇ 기업을 연령*에 따라 분류한 다음 통화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젊은 기업(young firm)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립으로부터 1~10년 된 기업은 젊은(young) 기업, 11~20년 된 기업은 성숙(mature) 기업, 21년 이
상 된 기업은 오래된(old) 기업으로 분류

- 긴축적 통화정책 시 젊은 기업의 투자는 평균적인 투자 감소폭에 비해 10% 더 하
락하는 반면 오래된 기업의 투자는 평균보다 10% 적게 하락
- 이는 젊은 기업일수록 신용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긴축적
통화정책 시 더 큰 신용제약에 직면하게 됨을 나타내며, 신용경로의 작동을 뒷받침
ㅇ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내구재 제조업의 기업투자가 다른 산업(비내구재 제조업, 서비스
등)에 비해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비내구재 및 서비스에 비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이며, 금리경로의 작동을 뒷받침
ㅇ 기업의 연령별・산업별 분류를 종합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내구
재 제조업 분야에 속해 있는 젊은 기업의 반응이 가장 컸으며 비내구재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속한 오래된 기업의 반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 연령별 반응차이와 산업별 반응차이를 비교한 결과, 산
업별 반응차이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연령별 반응차이는 일부 산업(건설업 및 서비스업)에 한해 나타나
며 정책시행 이후 1년까지만 유의한 반면, 산업별 반응차이는 모든 연령의 기업에
서 나타나며 정책 시행 2년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신용경로가 통화정책 파급을 용이하게 하지만 금리경로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금리경로가 통화정책의 주요 경로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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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Mitigating COVID-19 Effects with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20-09
저자: Vasco Cúrdia(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경제의 실증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금리 운용방식 차이에 따른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 연준의 정책금리 운용방안으로는 ① 정책금리를 즉각 0~0.25%로 인하하는 적극적
대응과 ② 경험적 규칙(empirical rule)을 준수하여 정책금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점진
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
- 코로나19는 생산성 저하 및 수요 감소를 유발하며 그 규모는 지난 30년간의 평균
변동폭의 두 배에 달한다고 가정
- 생산성 및 수요는 2020년 1분기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분기에 저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1분기 말에는 최대 감소폭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
ㅇ 분석결과, 적극적 대응이 점진적 대응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 대응하에서 실업률은 2020년 4분기에 6.8%까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1%까지 하락하는 반면, 점진적 대응하에서 실업률은 2021년 1분기에 10.4%까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1.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정책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가계 및 기업이 향후 정책여력 소진으로 경제
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게 되는데, 정책금리를 빠르
게 인하할 경우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ㅇ 한편, 생산성 및 수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거나 길어질 경우, 제한
된 정책여력으로 인해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은 위 추정치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
- 생산성 및 수요가 기본 가정에 비해 50% 더 감소하거나, 회복이 1분기 더 늦어질 경
우, 적극적 대응하에서도 실업률은 9.6%, 인플레이션은 0.4%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준의 대규모 자산매입 및 시장 지원 대책은 직접
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가계 및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존재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정책여력 소진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Empirical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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