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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Effects

of State-Dependent Forward Guidance, Large-Scale Asset
Purchases and Fiscal Stimulus in a Low-Interest-Rate Environmen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6050
저자: Günter Coenen, Carlos Montes-Galdon, Frank Smets(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로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정책금리가 실효하한 제약을 받는 저금리 상황에서
상태조건부*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state-dependent forward guidance), 대규모 자산매입
(Large-Scale Asset Purchase) 정책 및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위험
을 완화하는 효과를 비교, 분석**
* 단기 명목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한 경우(또는 도달하는 횟수가 빈번해지는 경우)에 한해 정책을 실시
한다는 조건
** ECB의 New Area-Wide Model을 활용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

-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명목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경우 인플레
이션과 성장률 등에 대한 부정적 충격의 영향이 증폭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과 경
기침체의 위험이 높아짐
- 균형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도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
*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또는 GDP갭의 변동성으로 표시

ㅇ 분석 결과, 상태조건부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나 대규모 자산매입 정책과 같은 비전통
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은 정책금리의 실효하한 제약이 유발하는 경제적 충격
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산매입이나 재정부양책이 수반되는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의 효과가 자산매
입이나 재정부양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디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균형실질금리가 낮아져 실효하한 제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자산매입이나
재정부양책이 수반되는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축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다만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low for longer)한다고 약속하는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의 경우 자산시장
이나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현재 2%)의 상향 조정 필요
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imulation Analysis using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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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What Triggers Stock Market Jump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687
저자: Scott R. Baker(Northwestern大), Nicholas Bloom(Stanford大), Steven J. Davis
(Chicago大), Marco C. Sammon(Northwester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점프(jump)*를 유발한 원인을 분류하고, 원인별로
주가지수 점프의 특성을 분석
* 주가지수가 일간 큰 폭으로 상승·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은 ±2.5%, 나머지 국가
는 각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2~4%의 일간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

ㅇ 미국·영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점프가 발생한 다음 날 각국 주요 신문에서 전날 주식
시장에 관해 설명한 기사를 이용, 점프의 원인 및 점프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을 분석
- 미국(1900년~), 영국(1930년~), 기타 국가(1980년~)의 총 6,200회의 점프에 대하여, 45명
의 작업자가 신문 기사의 설명에 기반해 원인을 17개*로 분류
* 통화정책, 세제, 정부지출 등 정책 관련 원인, 거시경제 뉴스·전망, 기업 전망 등 정책과 관련 없는
원인, ‘원인 불명(Unknown & No Explanation)’ 등을 포함

- ①분류의 일치율*, ②분류의 난이도, ③설명에 대한 기자의 자신감, ④‘원인 불명’의
비중에 기초하여 원인의 명료성(clarity) 지표를 산출
* 특정 점프에 대하여 여러 작업자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분석 결과, 발생 원인에 따라 점프의 방향 및 점프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이하
게 나타남
- 정책 관련 원인(통화정책과 정부지출이 대부분을 차지)은 급락보다 급등을 더 많이 유발하
며, 특히 점프 발생 전 주식시장이 부진했을 때 급등 유발 원인에서 정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승
- 점프 발생 이후 2주간의 시장 변동성은 정책(특히 통화정책)이 원인일 때 훨씬 낮았음
- 점프의 원인이 명료할수록 점프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낮으며, 원인의 명료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점프의 약 3분의 1은 미국의 경제 및 정책 관련 뉴스를
원인으로 함
ㅇ 본 연구는 주식시장 변동의 발생 원인이 시대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며, 최초 발생 원인에 따라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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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Risky Business Cycl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693
저자: Susanto Basu, Ryan Chahrour, Rosen Valchev(Boston College), Giacomo
Candian(HEC Montreal)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위험 선호도(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가 경기변동을 유발함을
보이고,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위험 선호도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
-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주체의 위험 선호도가 반대로 경기변동에 다시 영향
을 미치는 피드백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
ㅇ 실증분석 결과, 위험 선호 충격*의 영향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위험 기피도 상승)
하면 산출량, 소비, 투자,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 투자, 고용, 주가수익률, 채권수익률 등 경기변동과 관련한 변수의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리
스크 프리미엄(주가수익률-채권수익률)의 변동을 유발하는 위험선호 충격을 식별

- 한편, 동 충격의 영향으로 상근(full-time)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비상근
(part-time) 근로자의 고용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ㅇ 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상근 및 비상근 근로자가 존재하는 실물경기변동 이론모형
을 설계
- 생산성이 높은 상근 근로자는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임금이 경직적인 반면, 생산
성이 낮은 비상근 근로자는 기업과 단기 계약을 맺어 임금이 신축적인 것이 특징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위험 선호 충격은 노동시장을 통해 실물경기에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 임금이 신축적이고 계약 기간이 짧은 비상근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안전
(relatively safe)하다고 인식하므로 위험 선호 충격 발생시 상근 근로자를 비상근 근로
자로 대체
- 노동 투입에서 생산성이 낮은 비상근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산출량이 감
소하게 되고, 이는 소비, 투자,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짐
ㅇ 본 연구는 산출량, 소비, 투자가 경기변동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는 공행성
*
(comovement) 을 잘 설명해낸다는 점에서 의의
* 경기순환과 함께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여겨지지만, 일반적인
실물경기변동 모형으로는 동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 위험 선호 충격이 노동시장 외 금융시장 등 다른 시장을 통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
* 예를 들어, 위험 선호 충격의 영향으로 위험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 투자에서 안전하고 생산성이 낮
은 국채 투자로 자산배분이 조정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

【분석방법론】 VAR, RBC Model with Frictional Lab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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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Examining

the Impact of Home Purchase Restrictions on China's
Housing Market”
출처: Bank of Canada Working Papers 2021-18
저자: Zhentong Lu(Bank of Canada), Sisi Zhang(Jinan大), Jian Hong(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에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이 주택 수
요 및 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호적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주택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2010년 베이징에 가장 먼저 도입된
이후 중국 주요 도시로 확산. 도시마다 주택구매 제한 방식은 상이하나, 대체로 시 호적을 보유한 2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 호적자에 대해 주택 매입을 금지. 아울러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대체로 주택 구입시 선납 계약금 비율 확대와 함께 실시

- 2009~2015년 중 중국 5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우한) 신규 주택 수급 데
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축약형 방정식을 통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보다 정교한 수요-공급 구조모형을 통해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수행
ㅇ 기초적인 축약형(reduced-form) 방정식의 추정 결과, 주택구매 제한 정책 실시 후 주
택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축약형 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심으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기 어려우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ㅇ 보다 정교한 수요-공급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의 추정 결과, 주택구매 제한 정
책 실시 이후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감소(절대치 기준)한 것으로, 주택 공급자의 가
격 인하 유인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수요는 중첩 로짓 효용 모형(nested logit random utility model)을 활용하였으며, 공급자간 경
쟁방식으로는 베르트랑 유형의 가격 경쟁을 가정

- 정책 실시 후 주택수요의 가격 탄력성 감소(절대치 기준)*는 투기수요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고 가격에 덜 민감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수요가 재편된 결과로 해석
* 베이징(-7.3 → -1.3), 상하이(-3.8 → -0.3), 항저우(-9.9 → -5.2), 우한(-6.6 → -1.6)

- 주택 공급자의 가격인하 유인 증대(주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는 구매 제한 정책
실시 후 주택 미판매(미분양)를 최소화하여 충분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임
ㅇ 다만,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에 따르면 과도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시장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Reduced Form Model,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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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⑤ “Does GVC Participation Improve Firm Productivity? A Study of Three

Developing Asian Countries”
출처: ADBI Working Paper No. 1245
저자: Shujiro Urata, Youngmin Baek(Wased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아시아 개도국 국내 기업(local firm)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분석
- 2009~2015년 중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17개 제조업 부문 기업자료(WB
Enterprise Surveys Data)를 활용하여 분석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게
되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제고
시키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구분하여 식별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자기 선택(self-selection)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글로벌 가치사슬 미참여 기업
을 매칭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ㅇ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선택 효과)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학습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생산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간에는 내생적 순환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
- 선택 효과는 3개국에서 모두 유의하나, 학습효과는 인도네시아 기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
-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유의했고, 중간재 수입만 하거나 최종재 수출만 하는 기업은 동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
- 간접수출(indirect export)*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수출에는 수입기업 탐색과 해외 유통망 구축 등을 위해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자본이 상
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최종재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글로벌 가
치사슬에 참여

- 한편, 규모(scale)와 품질인증(quality certification)도 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양(+)의 효과
를 나타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품질관리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특구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ropensity Score Matchin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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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Exchange Rates and Sovereign Ris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6058
저자: Pasquale Della Corte(Imperial College), Lucio Sarno(Cambridge大), Maik Schmeling
(Goethe大), Christian Wagner(WU Vienna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국가신용위험(Sovereign Risk)이 통화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채 CDS 스
프레드와 환율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
- 2003.1월~2017.7월 중 40개 국가의 국채 CDS 스프레드와 미 달러 환율 자료를 이
용하여 국채 CDS 스프레드 변동이 자국 통화 보유에 따른 초과 수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
ㅇ 분석 결과 국가신용위험이 증가하여 국채 CDS 스프레드가 상승한 국가에서 환율이
유의하게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거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두 변수 간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국채 CDS 스프레드 상승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발생하면 동
시(same month)에 환율이 1.2% 절하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러한 동시적인 상관관계는 개별 국가의 충격(country-specific shock)보다는 글로벌 충
격으로 인해 국가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음
- VIX 지수 등 글로벌 거시금융상황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글로벌 국가신용위험의 설
명력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글로벌 국가신용위험이 여타 글로벌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
- 국가별 글로벌 국가신용위험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는 각국의 자산-부채 보유 현황,
인플레이션, 시장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또한 국채 CDS 스프레드를 기대 부도확률과 위험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분석할 경
우 환율 절하를 주도하는 요인은 기대 부도확률인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국채 CDS 스프레드에 내재된 기대 부도확률이 환율 및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GMM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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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⑦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출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21-12
저자: Suk-Jin Kim(통일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제재를 무
력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외화벌이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북한은 석탄 밀수출, 조업권 판
매, 사이버 공격 등의 회피 수단을 이용해 왔으나 이로 인한 수입은 연간 수억 달러
에 불과하여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엔 역부족
- UN 결의안 2371호(2017.8월)에 의해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밀수
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재 이전(연간 약 12억 달러)에 비해 규모가 크게 감소(2020년
기준 2억 달러 추정)

- UN 결의안 2397호(2017.12월)에 의해 조업권 판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제재 이전(연간 1.7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2018년 기준 1.2억 달러 추정)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획득한 금융자산은 2~3억 달러로 추정되
나 이를 사용 가능한 외화로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하더라도 복잡한 거
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로 인해 실제 수입은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됨
ㅇ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 북한은 밀수입 등으로 대응했으나, 자본재
수입 금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남
- UN 결의안 2397호(2017.12월)로 금속·기계·운송장비(HS코드 72~89) 수입이 금지되고 원
유·정제유 수입이 제한(각각 연간 400만 배럴, 50만 배럴)된 이후에도 밀수입을 통해 상당
한 양의 정제유를 조달한 것으로 보임
-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을
볼 때 자본재 수입 금지가 투자 프로젝트 지연 등을 통해 실제 경제를 압박한 것으
로 보임
ㅇ 대북제재의 결과 북한의 수출액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비제재 품목의 수입 및
밀수입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비제재 품목
의 수입까지 감소
* 수출액은 제재 이전 연도의 10% 수준으로 줄었으나, 수입액은 70% 정도 수준을 유지

- 제재가 지속된다면 무역이 재개되더라도 외화보유액 및 외화 수입 부족으로 인해 과
거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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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⑧ “Growth, Coal and Carbon Emissions: Economic Overheating and Climate

Change”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937
저자: Emanuel Kohlscheen, Richhild Moessner, Elrõd Takáts(BIS)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면서, 탄소배출과 거시경제변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탄소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200년경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Group of 30, 2020)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 재앙(climate catastrophe)이 우려됨

ㅇ 본고는 국가 패널 자료(121개국, 1971~2016년)를 사용하여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1인당)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탄소배출량은 높은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태 패널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경제성장률(Raupach et al., 2007), 도시화(urbanization) 수준
(Kasman and Duman, 2015), 제조업 비중, 연료원별(석탄, 석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
ㅇ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이 탄소배출의 주요 동인(driver)이었으며, 석탄의존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탄소배출량이 높게 나타남
-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면(1971~1993년 및 1994~2016년), 과거(1993년 이전)에 비해 탄소배출량
은 경제성장률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화가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
* 1인당 탄소배출량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감도(경제성장률 1%p 증가시 탄소배출량의 변화율(%))는
약 50% 증가(0.151 → 0.224)한 반면, 도시화에 대한 민감도는 약 40% 감소(0.38 → 0.23)

- 또한 1990년대 이후 석탄발전이나 재생에너지가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게 나타나, 저탄소경제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ㅇ 한편 탄소배출의 비선형성을 감안할 경우, 경기과열기(overheating)에는 탄소배출량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disproportionally increase)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경기과열기에 경제 내 탄소집약적 원료(석탄 등)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데에
서 기인하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남
- 동 결과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안정화 정책이 거시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이산화
탄소 절감을 유도하여 지구온난화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는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경제구조 및 경기변동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Dynamic Pa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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