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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Navigating by r*: Safe or Hazardous?”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82
저자: Claudio Borio(BIS)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및 명목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 여력을 제한함에 따라 자연이자율(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ㅇ 자연이자율은 경제가 잠재생산량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며 인
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정되는 단기실질금리로 정의
- 개념적이고 관측 불가능한 변수로서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
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의
- 현실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명목금리(정책금리)를 설정함으로써 시장금리구조에 영향
을 미치고 생산량과 물가를 변화시키므로 정책금리와 자연이자율 간 괴리가 커질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에 불균형이 발생
ㅇ 자연이자율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 경제구조모형,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지표 등을 통
해 추정되지만 추정 결과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하므로 사전적으로 정책기조를 설
정하는 데 기여하기는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정책기조를 평가하는 데 활용
ㅇ 정의상 자연이자율은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결정되나 금융순환과 경기순환이 다른 경우
또는 통화정책체제가 달라질 경우 실질금리가 장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통
화정책체제가 실물요인 외 금융요인을 통해서도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ㅇ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세 가지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① 물가안정목표 추구 시 상당한 신축성(flexibility)을 확보할 필요
- 물가안정목표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더라도 충분히 장기적인 정책 시계에서
중앙은행 신뢰도를 낮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이를 수용 가능
② 신축성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의 완화/긴축 정도를 조정
(opportunistic tightening or opportunistic removal of accommodation)하는 것도 가능
③ 금융순환 지표, 실질/명목 GDP 등 보완적인 통화정책 참고 지표(complementary
monetary policy guides)를 고려
- 인플레이션 지표만으로 경기 호황의 지속가능성을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경기 호황기
중 통화정책의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실물 지표를 참고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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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Losing Traction? the Re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When Interest

Rates are Low”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83
저자: Rashad Ahmed(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laudio Borio(BIS), Piti Disyatat
(Bank of Thailand), Boris Hofmann(BIS)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추세가 금융위기 이전 추세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초저금리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ㅇ 본고는 1985~2020년 중 18개 선진국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러한 효과가 신용(고부채/저부채)
및 경기국면(호황/불황)에 의해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분석
* 3개월물 단기금리 기준 임계치를 2.25%로 설정하고 저금리 국면과 고금리 국면으로 구분

- 저금리 지속기간의 장기화가 통화정책의 비선형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
ㅇ 정책금리가 1%p 하락하는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금리
수준, 신용 및 경기국면별로 분석한 결과 , 저금리/고부채/불황국면에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고금리/저부채/호황국면에서의 효과보다 2~3배 낮게 나타남
- 신용 및 경기국면의 영향을 통제하고 금리수준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저금리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로 균형실질금리 추가, 장기채권수익률을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 금리 임계치 변화, 경기지표 변화 등의 강건성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ㅇ 저금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더욱 약화되어
1%p 금리인하의 효과가 12분기 이후부터는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
- 저금리 장기화 시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현상도 저부채/경기호황 국면보다
고부채/경기침체 국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금리 국면에서 약화되며 이러한 현상이 고부채/경기침체 국면,
저금리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심화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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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Impact of Rising Oil Prices on U.S.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in 2020-23”
출처: FRB of Dallas, Working Paper No. 2116
저자: Lutz Kilian, Xiaoqing Zhou(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겨울 유가
*
(WTI)가 배럴당 $10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 하며, 추가 물가 상승 및 장기화 가
능성을 경고
* 이상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석탄 및 천연가스 수급 부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원유 재고
감소, 원유 공급 부족 등 일시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ㅇ 본 연구는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크게 오르내린 유가가 인
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유가 상승 전망 시나리오**를 토대로 유가가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전망
* 1990.4~2021.9월간 소매 휘발유 가격상승률, PCE (근원)물가상승률, 1년 및 5년 소비자 기대인플레이
션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 상승 충격에 따른 물가의 반응을 분석
** 2021.9월 $70에서 서서히 올라 2021.12~2022.2월중 $100를 기록하고 이후 안정을 되찾아 2023.12월
까지 $80를 유지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물가하락은 유가 급락이 주도한 반면, 최근 물가
상승에 미친 유가 상승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20.4월 유가 급락에 따른 PCE 물가상승률 하락 영향은 –6%p(전월 대비, 연율)로 나
타나 동기간 물가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초에는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있었으나, 차츰 완화되어
9월에는 유가가 물가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이는 최근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유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구재, 서비스, 주거비용
등 상품 전반의 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을 암시
ㅇ 올겨울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단기적으로는 클 것으로 예상되나, 근원
물가상승률과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반응은 크지 않아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장기
화를 촉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유가 상승이 PCE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올겨울 최대 3%p(전월 대비, 연율)에
달할 것이나, 내년 봄부터 유가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유가 상승 누적에 의한 연간 PCE 물가상승률 증가 영향(전년 대비)은
2021년 1.8%p에서 2022년 0.4%p로 크게 낮아지며, 2023년에는 유가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올겨울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의 반응은 1.2%p로 단기적으로는 다소 클 것으로
보이나, 장기(5년) 기대인플레이션의 반응은 0.2%p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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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Technological Obsolescenc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504
저자: Song Ma(Yale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술 노후화*(Technological Obsolescence)를 측정하는 지수를 제시하고 기업의
기술 노후화 정도가 기업의 성장,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기업의 기존 기계설비 등이 구식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지칭

ㅇ 1986~2016년중 미국의 기업별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3.3만개 기업의 기술 노후화 지
수를 시산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 및 주가 데이터 등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
- 기업의 특허자료가 인용되는 횟수의 감소율을 기술 노후화 지수*로 정의
* 특허 인용이 감소할 때 양(+)의 값을 가지는 기업의 기술 노후화 지수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7.8%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기술 노후화 지수가 낮은 하위 10%기업은 –8%(전년대비 인용 증가), 기술 노
후화 지수가 높은 상위 10%기업은 24.2%(인용 감소) 수준을 보임

ㅇ 기업의 기술 노후화 지수가 상승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의 경쟁도가 상승할수록 수익성 악화 정도가 확대되는 경향

시

- 기술 노후화 지수가 1 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 증가율은 3.1%p(5년기준)
하락, 생산 증가율은 3.2%p 하락, 고용 증가율은 1.9%p 하락, 생산성(TFP) 증가율은
1.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핵심 특허* 관련 기술 노후화 지수가 비핵심 특허 관련 노후화 지수에 비
해, 상품특허 관련 기술 노후화 지수가 공정특허 관련 노후화 지수에 비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상 기업의 산업분류와 특허의 산업분류가 일치하는 경우 핵심 특허로 정의

ㅇ 한편 기업의 기술 노후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시장에서 체계적으로 과소평
가 되는 경향을 보임
- 기술 노후화 지수가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혁신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포트
폴리오는 대체로 시장 수익률 대비 7.1%(연평균) 정도 높은 수익률을 시현
ㅇ 본고는 기업의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에 상대되는 개념인 기술 노후화 지수를 새
로이 제시하고, 기업이 기술발전 흐름에 뒤처지는 경우 발생하는 하는 비용을 체계적
으로 측정한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OLS, Panel Regression

- 4 -

국제경제
⑤ “Global Spillovers of the Fed Information Effect”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952
저자: Marco Pinchetti(Bank of England), Andrzej Szczepaniak(Ghent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 연준의 정보 충격(information shock)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분석
- 금리 변동 시 주가의 반응을 바탕으로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충격으로부터 통화정책
충격과 정보 충격을 분리*한 후, 동 충격이 10개의 선진국 통화와 18개의 신흥국 통
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충격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정책금리 인상 시 주가가 하락하면 통
화정책 충격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정보 충격으로 식별

- 또한, 정보 충격으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 변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지안 VAR을 이용하여 분석
ㅇ 분석 결과, 통화정책 충격과 정보 충격은 각국 통화가치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남
-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은 선진국 및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상승시
켰으나, 동일한 크기의 정보 충격은 오히려 달러 가치를 하락시킴
- 또한 연준의 정보 충격에 따른 금리 인상은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기축 통화(스위스
프랑, 엔, 유로)도 절하시킴
- 연준이 향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긍정(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경우,
투자자의 위험(안전) 자산 선호도가 커짐에 따라 선진국(신흥국)에서 신흥국(선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
ㅇ 또한 연준의 정보 충격이 은행 및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변화시켜 글로벌 신용 흐
름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준이 미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 및 투자자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글로벌 신용 공급을 확대
- 글로벌 신용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GDP와 교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실물 경
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처럼 연준의 정보 충격이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갖게 된 이유는 ①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에 내재된 금융 리스크, ②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역할, ③글로벌 금
융 시스템에서의 미국 금융시장의 중요성 등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글로벌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금리 충격뿐만
아니라 정보 충격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High-Frequency Panel Analysis, Bayesia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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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A Primer on Trade and Inequali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507
저자: Dani Rodrik(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세계화가 선진국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무역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ㅇ 기존 연구 분석 결과, 무역 개방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는 필연적으로 상품가격 하락
효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일부 집단의 절대적 후생 감소를 유발하고, 전체 무역 이득
대비 동 후생 감소의 비율은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관세가 40%에서 10%로 하락하면 무역자유화의 정치적 비용-편익 비율(political
*
cost-benefit ratio; PCBR) 은 5에서 20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역장벽이 낮아질
수록 무역 이득 대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급증함을 시사
무역이득 무역손실
* PCBR = 
무역 자유화로 인한 효율성 상승분

ㅇ 후생 감소는 탈공업화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 수준이 낮은 빈곤한 근
로자들에게 집중되나, 이들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정치적 한계에 직면
- (경제적 한계)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보상을 위한 조세 부과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하여 무역 이득의
감소로 이어짐
- (정치적 한계) 무역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무역자유화 수혜자들은 정부의 보상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는 수준의 협상력을 지닌 경우가 많고,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보
상의 유인 감소
ㅇ 기술 진보, 제도변화 등 여타 시장변화와 달리 무역은 공정성 관련 논쟁을 야기
-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두 국가의 규제기준(환경, 노동 기준 등)이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두 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
ㅇ 경제통합의 이득과 무역의 동태적 이득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통합의 이득)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관세 통일을 넘어 과거에는 국내 정책으로
간주하였던 규제정책을 통일하라는 요구가 증대되나, 규제정책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근본적으로 불확실
- (동태적 이득) 무역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ㅇ 본 연구는 무역 이득과 불평등 확대가 동전의 양면(flip side)과도 같으며 무역자유화
수준이 상승할수록 무역의 불평등 확대 효과가 증가하여 정치적 논쟁이 격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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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⑦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출처: The University of Hong Kong, Working Paper
저자: Jihee Kim(KAIST). Kyoochul Kim(KDI), Sangyoon Park, Chang Sun(University
of Hong Kong)

【핵심내용】
ㅇ 본고는 UN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야간조도 데이터, 기업 데이터,
제품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건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 경제에 중요한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여 주요 외화 공급원을 차단하고
생산 능력을 제한함
ㅇ 제재가 북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북한 지역(174개의 군)의 제재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각 지역의 2014~2019년
분기별 야간조도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산업연구원이 2000~2019년 ‘노동신문’, ‘민주조선’ 신문에 언급된 기업들에 대해 지역 및 산업분류 등
을 기록한 총 2,960개의 북한 기업 데이터를 사용

- 지역의 제재 노출 정도는 산업 수준에서 측정된 수출·수입·중간투입에 대한 제재지
수의 가중 평균으로 구하며, 가중치는 산업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신문에 언급된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
* 신문에 자주 언급되는 기업일수록 가동률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배급량이 높기 때문

- 수출 제재에 대한 노출이 10%p 증가하면 야간조도가 약 5 로그포인트 감소하고,
중간투입 제재에 대한 노출이 10%p 증가하면 야간조도가 7.2 로그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야간조도의 변화를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와 같은 경제적 결과의 변화로 해석하기 위
해 북한 지역과 비슷한 인구밀도와 야간조도를 가진 중국 지역을 표본으로 추정한
결과, 야간조도에 대한 GDP의 탄력성은 0.419로 도출
ㅇ 6개 도시에서 조사한 2013~2019년 분기별 장마당의 제품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제품에 대해 ‘수출 제재’(20개), ‘수입 제재’(8개), ‘비제재’(42개)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제재 이후 ‘수입 제재’ 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 제재 제품의 평균 가격은 2017년 4분기 대비 2018년 1분기에 2배로 급격하게
상승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제재 품목의 평균 가격은 2019
년 1분기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이후로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반면 비제
재 제품의 평균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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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⑧ “Too-big-to-strand? Bond versus Bank Financing i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92
저자: Winta Beyene(Zurich大), Manthos Delis(Montpellier Business School), Kathrin De
Greiff(Swiss Finance Institute), Steven Ongena(Zurich大)
【핵심내용】
ㅇ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탄소 집약적 산업에서 상당 규모의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Addison, 2018; Krueger et al., 2019 등)
* 탈탄소화(decarbonization)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

- 이때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가 지속될 것인지 친환경 분야로 자원이 재배분될지와 관
련하여 금융부문(채권시장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
ㅇ 본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 위험*을 금융시장이 잘 반
영하는지 회사채 스프레드와 대출 스프레드(syndicated loan spread)를 이용하여 분석
* Delis et al.(2018)를 따라 동 위험의 대리변수로 기후정책 익스포저를 사용하였으며, 강건성 검증을
위해 Bernauer & Boehmelt(2013)의 지표를 아울러 사용

- 좌초자산 위험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및 화석연료 기업(fossil fuel firms)들의 자금조
달 방식(debt financing) 변화 양상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실증분석 결과, 회사채 시장에서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격에 잘 반영(pricing)되어있는
반면 대출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동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좌초자산 위험 증가시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대출 스프
레드는 거의 반응하지 않음
* 기후정책 익스포저가 1 표준편차 증가시 스프레드는 평균적으로 10bp 상승

- 이에 따라 좌초자산 위험 증가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
방식을 대체(bond-to-loan substitution)하는 것으로 분석
ㅇ 은행 규모를 고려할 경우 대형은행*이 소형은행보다 좌초자산 위험을 금리에 덜 반
영하며, 동 위험이 증가시 기업들의 대형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
* 신디케이트 대출의 주간사 은행(lead manager) 중 자산규모 상위 20% 은행들을 대형은행으로 분류

- 은행 규모가 클수록 위험 분산 능력과 많은 완충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구제
금융(bailout) 가능성이 높아, 탄소 집약적인 부문의 좌초자산 위험을 간과할 가능성
- 동 분석 결과는 화석연료 부문에 자금이 과다 공급되면서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을 방증
ㅇ 본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시 기업들의 자금조달 대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
하여 향후 기후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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