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공보 2017- 6 - 5호
이 자료는 6월 1일 09 : 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6월 1일(목)~2일(금) 양일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 : 향후 10년의 조망(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 The
Decade Ahead)″을 주제로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ㅇ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인구고령화, 포용적 성장과 고용, 구조

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지속가능한 성장 등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
□ 개회사, 발표요약,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사항 등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 임근형, 조사역 박성민
Tel : (02) 759-5452

Fax : (02) 759-5399

E-mail : consec@bok.or.kr

공보관 : Tel :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 차 례 >
1. 개회사(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 1
< 국 문>
< 영 문>
2. 기조연설 ················································································································ 8
3. 발표 요약 ·············································································································· 9
<논문1> “불확실성을 감안한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영향”
사기리 키타오 (Sagiri Kitao) Keio University 교수
<논문2> “적정부담보험법이 미국 고령층의 노동공급, 저축,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에릭 프렌치 (Eric French) 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수
<논문3> “경제활력 저하: 주택시장 및 신용여건의 역할”
스티븐 데이비스 (Steven Davis) University of Chicago 교수
<논문4> “하향소비와 경기순환”
니르 자이모비치 (Nir Jaimovic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
<논문5> “가구별 소득과 富의 불평등을 고려한 최적 재정-통화정책”
미하일 골로소프 (Mikhail Golosov) Princeton University 교수
<논문6> “재정을 통한 안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선진국에 대한 실증분석”
다비드 푸르체리 (Davide Furceri)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논문7> “OECD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장용성 (Yongsung Chang) Rochester and Yonsei University 교수
<논문8> “선진국의 1인당 GDP와 총요소생산성: 20세기로부터의 교훈 및 21세기
에 대한 전망”
헤미 르꺄 (Rémy Lecat) Banque de France 선임 이코노미스트
<논문9> “통화정책과 은행의 위험선호: 기업대출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조아오 산토스 (Joao Santos) FRB New York 팀장
<논문10> “레몬나무에 물주기: 기업별로 상이한 위험선호와 통화정책 파급효과”
최동범 (Dong Beom Choi) FRB New York 이코노미스트
<논문11> “금융취약성과 통화정책”
페르난도 두아르테 (Fernando Duarte) FRB New York 이코노미스트
4.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 32
5.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사항 ············································································· 34
6. 해외 일반 참가자 ····························································································· 40
7. 프로그램 참가자 사진 ····················································································· 41

1. 개회사(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국문>
신사 숙녀 여러분!

2017년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뉴욕대학교의 Thomas Sargent 교수님과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John Williams 총재님 그리고 모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특히 Sargent 교수님은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
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0년을 되
돌아보면 세계경제는 유례없이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저
성장과 저물가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장기간
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신흥시장국으로 국제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이들 국
가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정
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습
니다. 또한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금융안정세가 계속될지 여
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들
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10년의 시계에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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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나라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
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
다.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미숙련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
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
고 있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용성장과 고용”
을 주제로 하는 제2세션에서 보다 상세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인구고령화입니다. 많은 나라에
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
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
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응하여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제1세션 주제를 “인구고령화”로 정한
것도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바젤 Ⅲ 자본
규제,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개혁 등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었
습니다. 그러나 주요 신흥국의 경우 가계나 기업의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져 금
융 불균형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고위험-고수익 추구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
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일 뉴욕 연준 특별세션에서 금융안정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과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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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득 불평등, 인구 고령화, 금융 불균형 등 3가지 이슈를 거론했습
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그러나 계층 간의 이해상충과 실업 증가 등
으로 인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도
각국의 구조개혁 추진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
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제3세션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세계경제는 지금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저성
장과 저물가 현상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가 아무쪼
록 위기 이후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건설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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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Ladies and gentlemen,
I am delighted to bid a warm welcome to you all, our participants in this
Bank of Korea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I wish to express my sincerest
appreciation to our keynote speakers, Professor Thomas Sargent of New York
University and President John Williams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as well as all of our moderators, presenters and discussants. Special
thanks to Professor Sargent also for his great help to us again this year in
organizing the conference.
It has been nearly a decade now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oking back over these years, the global economy did not emerge from
conditions of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for a long time, even under the
unprecedented accommoda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carried out around
the world. To make matters worse,

financial imbalances increased, mainly in

EMEs, as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to EMEs surged, against a backdrop of
continuing low interest rates worldwide, and private debt levels in these
countries soared.
Fortunately, the global economy seems to have regained some growth
momentum,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re stable. However, trade
protectionism and geopolitical risks are increasing in some parts of the world,
and the normalization of monetary policy in the US is expected to continue.
Productivity growth has also not yet returned to its pre-crisis level. In view of
all this, we cannot be sure that the current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financial stability will be sustained. And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have built
up since the pre-crisis period make it even more difficult to be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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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ituation, I think we can take this year’s conference as a very
meaningful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for us in the
next decade, and to discuss ways of dealing with them. Today, I would like
to talk just a bit abo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many countries face in
common, and about possible policy responses to address them.

First, income inequality has risen as an important global policy agenda.
Income gaps among the different social classes have been widening in many
countries, and

this could impair the virtuous circle by which economic

growth leads to increases in employment and income, which then help growth
to strengthen further. Recently,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being held responsible for this worsening income inequality. Notabl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w in progres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number of unskilled jobs could decline rapidly. However, we cannot
go against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 this
reg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F and World Bank recommend
that we should pursue “inclusive” growth, which ensures that many people can
share the benefits of growth. More specifically, creating more jobs, increasing
household incomes and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are recognized as
relevant policies for promoting inclusive growth. We can talk more about this
topic during Session Two today, on “Inclusive Growth and Employment.”

Another challenge that we must tackle is population aging, which is
progressing rapidly now in many countries. Population aging is likely to
undermine economic growth as it reduces the labor supply and saps aggregate
demand at the same time. For Korea, in particular, as the pace of our
population aging is rapid, but our preparations for it insufficient, the neg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growth seem likely to be substantial. In
- 5 -

response to this, proper policy measures need to be put in place, to ease the
rapid drop in elderly consumption while we at the same time strengthen social
support related to child birth and child care. The theme of our first session
today was chosen to be “Population Aging”,

which I think may suggest just

how important and urgent this issue is.

Finally, we need to also address the issue of financial imbalanc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effort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have strengthened, as seen in the introduction of global regulatory frameworks
such as the Basel III accord and the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However, the financial imbalances in major EMEs have accumulated further,
driven by greater household and corporate debt leverage in these economie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seeking high-risk, high-return investments, in
response

to their worsening

profitability due to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In Korea, household debt is already at a historic high, and has
been growing faster than incomes, so that it poses a major risk to financial
stability. I hope that we will obtain valuable insights related to this tomorrow,
in the special session l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n
ways of sec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e role of monetary policy.

So far, I have raised three policy issues

income inequality, population

aging and financial imbalances. Besides these, of course, there are many other
structural problems that we must face. And the proper policy for dealing with
such problems is structural reform, although that is not so easy to carry out,
due to factors such as the resulting unemployment an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different social class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s well as academia, have assessed the structural reforms undertaken in many
countries until now to have been insufficient. However, in order to sustain our
- 6 -

fledgling growth momentums, our structural reforms need to be

intensified.

And of course, our macroeconomic policies should also support structural
reform. I believe that the theme of Session 3, “Structural Reform and
Macroeconomic Policy,” will be helpful to policy makers in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Ladies and gentlemen!

The world economy stands at a turning point now. It has shown signs of
moving away from the long lasting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see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ut we cannot be sure yet that this recovery will
continue going forward.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year’s very opportune
Bank of Korea Conference will serve as a fruitful venue for looking back on
the last decad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gaining insights into the
next decade before us, and for generating constructive policy ideas. I look
forward to this Conference being a great success once agai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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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조연설
초저(低) 자연이자율과 글로벌 정책과제
(The Global Challenge of Very Low R-star)
John C. Williams (FRB San Francisco)
◆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및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의 자연이자율은 20여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
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연이자율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 낮은 자연이자율은 통화정책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통화
정책당국자들은 낮은 자연이자율에도 강건한 통화정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
□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의 자연이자율은 20여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
였으며, 향후에도 자연이자율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ㅇ 최근 미국의 자연이자율은 1%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 영국,
미국, 유로지역의 가중평균 자연이자율도 약 0.25%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및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 국가들
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방경제 국가들의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미침
□ 낮은 자연이자율이 지속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며, 제로(혹은 마이너스) 금리, 선제지침, 대차대조표 정책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새로운 기준(norm)이 될 가능성
ㅇ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부문 수익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익률추구 동기를 증가시키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레버리지 축적
및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
□ 장기성장 및 자연이자율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낮은 자연이자율에도 강건한 통화
정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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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요약
<논문 1>

불확실성을 감안한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영향
(Policy Uncertainty and Cost of Delaying Reform: The Case of Aging Japan)
Sagiri Kitao (Keio University)

◆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 및 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금혜택의 추가 감축 개혁안이 2020년, 2030년, 또는 2040년중 어느 해에
실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2020년에 확실하게 실시되는 경우보다
생산과 임금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하며 중장년층의 후생은 증대되는
반면 청년층의 후생은 감소

□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혁이 불
가피한 일본을 대상으로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 인하 등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 및 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는 조출산율(1.46명(2015년)), 생산가능인구(20~64세)의 급감(75백만명
(2010년) → 41백만명(2060년)), 높은 기대수명(81세(남), 87세(여)) 등으로 인해 일본의 노인부양비율
(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태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하는 추세
**‘연금수령액/(연금가입기간중 평균소득)’으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가계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가까운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정부지출은 상승하므로 정부예산에는 부담

ㅇ 2004년에 연금혜택을 장기적으로 20% 정도 축소하는 개혁안을 도입하고
실제로 2015년에 한차례 이행한 바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 정도의
혜택 감축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
ㅇ 일반균형생애주기모형(general equilibrium life-cycle model)을 이용하여 30년에
걸쳐 연금 혜택을 20% 추가 감축하는 개혁안을 고려하되 개혁안 실시 시기
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A)와 그렇지 않은 경우(B)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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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연금 혜택 감축을 위한 개혁안이 2020년, 2030년, 또는 2040년중
어느 해에 실시될지 불확실한 경우(A)에는 2020년에 확실하게 실시되는 경우(B)
보다 (i)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이 감소하여 생산이 감소하고 (ii) 자본-노동비율
이 하락하여 임금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하며 (iii) 소비세율*은 상승
* 정부는 소비세율을 조정하여 정부지출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

ㅇ 연금 개혁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높은 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가
능성에 따라 경제주체의 근로의욕과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이 증가
하기 때문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개혁안이 2020년, 2030년, 또는 2040년중에 실시되므로
평균 실시 시기는 2030년

ㅇ 가계는 높은 연금 혜택과 금리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고 높은 세율
과 낮은 임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는데
중장년층은 이득이 커서 후생이 증대되는 반면 청년층은 손실이 커서 후생
이 감소
□ 본 연구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이 경제
전반 및 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10 -

<논문 2>

적정부담보험법이 미국 고령층의 노동공급, 저축,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Affordable Care Act on the Labor Supply, Savings, and
Social Security of Older Americans)
Eric French (University College London), Hans-Martin von Gaudecker (Universität Bonn)
and John Bailey Jones (FRB Richmond and University at Albany, SUNY)

◆ 적정부담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의 도입(2010.3월 시행)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의료개혁이며 이는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침
◆ 은퇴 후에도 보험 혜택이 이어지기 때문에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경향이
나타남

□ 적정부담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의 도입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의료개혁인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적정부담보험법 시행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적정부담보험법 시행 전에는 Medicaid*가 은퇴를 앞둔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애인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는데, 적정부담보험법 시행 이후 65세 이하
저소득 가구로 그 대상이 확대됨
* 1965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공공의료보험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극
빈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ㅇ 은퇴 후 보험 혜택이 축소되던 은퇴 가구의 경우에도 은퇴 전과 같은 비용
으로 의료보험을 구매하도록 조치
ㅇ 의료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의료보험비를 낮추어 줌으로써 노
동자들의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적정부담보험법이 미국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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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rench and Jones (2011)*의 노동공급과 은퇴 구조 모형(the structural labor
supply and retirement model)을 확장시켜 의료 지출 및 보험과 관련한 분석

모형을 개발
* French, Eric and John Bailey Jones (2011). “The Effects of Health Insurance and
Self-Insurance on Retirement Behavior.” Econometrica 79.3, pp. 693-732.

ㅇ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와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MEP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이 의료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질 경우 노동
공급과 은퇴와 관련한 동적 프로그래밍 모형(dynamic programming model)을
추정
□ 은퇴하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개인의 경우,
은퇴하더라도 적정부담보험법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 혜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은퇴를 앞당기는 경향이 나타남
ㅇ 이는 의료보험 혜택 확대가 노동공급을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적정부담보험법 시행을 통한 Medicaid 적용
범위 확대가 은퇴를 앞당기는(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음
* Levy, Helen, Thomas Buchmueller, and Sayeh Nikpay (2015). “The Effect of Health
Reform on Retirement.” MRRC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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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경제활력 저하: 주택시장 및 신용여건의 역할
(Dynamism Diminished: The Role of Housing Markets and Credit Conditions)
Steven Davis (Chicago Booth & NBER) and John Haltiwanger

◆ 1980년대 이후 미국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반적인 하향 추세 속에 경기
순응적으로 변동하였는데, 주택가격 및 은행의 신용공급이 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경기 침체 및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는 대침체
(Great Recession) 기간중 신생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는데, 신생기업들의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청년 근로자의 취업 여건에도 파급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

□ 1980년대 이후 미국 신생기업(설립 5년 이하)의 고용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속에 경기순응적으로 변동하면서, 지역 경기여건 및 주택가격 상승과
동행한 것으로 나타남
ㅇ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은 1981년 18%에서 2014년 9%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중 전체 기업대비 신생기업의 비중도 45%에서 28%로 크게 축소
ㅇ 1981~2013년중 주(州)별 신생기업 고용 비중은 주별 실업률과는 강한 역( )
의 관계를 보인 반면, 주별 주택가격과는 정의 관계를 보임
□ 주택가격 변동이 신생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부
(富), 유동성, 담보, 신용공급, 소비수요 등을 통한 경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주택가격 상승으로 신생기업의 부가 늘어나면 신생기업의 위험선호 성향
이 높아져 경영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게 됨
ㅇ 신생기업이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담보가치를 높이
므로 신생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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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생기업은 자산규모가 작아 지역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의존도가 높은 편
인데, 지역 주택경기가 개선되면 해당지역 은행은 대출여력(lending capacity)
이 늘거나 향후 경기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여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
을 늘림
ㅇ 신생기업이 지역별 소득 및 부의 변화에 따라 소비수요가 민감히 반응하는
재화 및 용역 위주로 생산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해당 지역의 부가
증대하는 경우 신생기업의 공급이 증대됨
□ 지역(주 및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단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생기업 고용 비중 변화는 상당 부분 주택가격 및 은행대출 공급 변동
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부를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된 지역 단위

ㅇ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경기 침체 및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대침체 기간중 신생기업 활동을 크게 저하시킴*
* 해당 기간중 추세에서 벗어난(trend-deviated) 신생기업 고용 비중 감소에 대해 주택가격
은 40~78% 정도, 주택가격 및 은행대출공급은 8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ㅇ 반면 2000년대 초에는 주택가격 및 은행 신용공급이 신생기업 고용 비중의
순환적 하락(cyclical contraction)을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
□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소비수요 경로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고에서는 동 경로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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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

하향소비와 경기순환
(Trading Down and the Business Cycle)
Nir Jaimovic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ergio Rebelo (Northwestern University)
and Arlene Wong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and Princeton University)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Great Recession) 기간 중 가계가 저품질 제품
으로 소비 수준을 낮추는 하향소비 현상이 나타남
◆ 저품질 제품 생산은 고품질 제품 생산에 비해 덜 노동집약적이므로, 하향
소비 현상에 의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
◆ 하향소비는 대침체 기간 중 미국 고용 감소 현상의 약 50%를 설명

□ 대침체 기간(2007~2012) 중 하향소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및
이론을 제시
ㅇ 1) 대침체 기간 중 하향소비 현상이 나타났으며, 2) 저품질 제품 생산이 고
품질 제품 생산에 비해 덜 노동집약적임
□ 실증분석 결과, 하향소비 현상이 대침체 기간 중 미국 고용률 감소분의 약
50%를 설명
ㅇ 기업별 생산품질, 노동집약도, 시장점유율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가격지표*를 품질의 대용치로 이용
*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할수록 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Yelp! (제품
에 대한 소비자 리뷰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터 및 PPI지수를 이용

ㅇ 소득불균형 증대로 인해 하향소비 현상이 대침체기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대침체기 이전(2004~2007년)과 대침체기(2007~
2012년)로 구분한 후 제품 품질에 따른 노동집약도와 시장점유율을 계산
* 하향소비 현상의 추세(trend) 및 순환(cyclical)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대침체기 이전 데
이터를 활용하여 추세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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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이 높을수록 노동집약적이며, 침체기에 고품질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저품질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하향소비 현상이 나타남
― 대침체기의 고용률 감소분(3.39%) 중 하향소비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Yelp! 가격지수 사용 시 58%, PPI 가격지수 활용 시 54%임
□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 및 모수 설정(calibration)을 이용하여 총
요소생산성(TFP) 감소 충격 시 하향소비가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고용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이질적인 소비자가 소비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품질 선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소비자의 품질 선택을 모형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총요소생산성 감소 충격이
고용 수준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나, 품질 선택을 모형에 추가한
경우 하향소비 현상이 고용 변화의 약 50% 정도를 설명
― 동 분석 결과는 충격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였으며, 이전 실증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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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

가구별 소득과 富의 불평등을 고려한 최적 재정/통화 정책조합
(Optimal Fiscal-Monetary Policy with Redistribution)
Anmol Bhandari (Univ. of Minnesota), David Evans (Univ. of Oregon),
Mikhail Golosov (Princeton Univ.), and Thomas J. Sargent (New York Univ.)
◆ 명목가격이 경직적으로 조정되는 불완전시장 경제에서 가구별 소득과 보유
富의 불평등을 고려한 재정/통화 정책조합을 분석
◆ 소득불평등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충격에 대응하여 인플레이션 변동을 허용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
□ 불완전시장* 경제에서 균형조건을 충족하면서 소득과 보유 富가 다른 가구별
생애기대효용을 최대화시키는(Ramsey problem) 최적 재정/통화 정책(Ramsey
policy)의 조합(Ramsey plan)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 불완전시장(incomplete market) 경제에서 재정지출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면 소득효과를
통해 사회후생 변동을 초래하여 정부지출의 조달방법 (조세 또는 국채발행)은 중요하지
않다는 리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이 점이 분석에서 중요하게 기능

ㅇ 이를 위해 소득과 보유 富가 가구별로 다른 가운데 명목가격이 경직적으로
조정되는 불완전시장 경제에 대한 모형(HANK Model;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을 구축하고 최적의 인플레이션, 이전지출 및 노동소득

세율(Ramsey allocation) 등을 분석
□ 본 연구에서 최적 재정/통화 정책조합은 국채만기를 장기화함으로써 인플레
이션*을 통해 재정충격을 우회하는 것(fiscal hedging)에서 얻는 이득(gain)과
가구별 소득과 보유 富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우려(concern)를 재배분**을
통해 완화하는 것(redistributional hedging)에서 각각 얻는 이득에 균형(balancing)
을 맞추는 것임
* 모든 재화가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상대가격을 조정
시키게 되는데 동 인플레이션이 재화간 상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내에서 가구별
보유 富의 평가가치도 조정되어 결국 효용함수로 평가되는 사회후생도 변화시키게 됨
** 여기에서 재배분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가구간 소득이전 및 보유 富의 평가
가치 변동과 노동소득세 부과를 통한 가구간 소득이전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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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모형에 대해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모수를 조율(calibration)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거시충격으로 인해 횡단면 소득분포가 변모, 즉 소득불평등
이 확대되는 현상을 포착하고
동 충격에 대응하여 최적계획가(Ramsey Planner)가 세율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조정되도록 허용할 경우 사회적 후생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음을 발견
ㅇ 기존 모형분석에서는 가구별 소득과 보유 富의 불평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형을 구축하고 인플레이션 변동성 증가로 인한 후생비용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통해 얻는 후생편익을 비교
ㅇ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별로 소득과 보유 富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모형
을 구축하고 노동소득세 부과를 통한 가구간 소득이전은 물론 가구별로 서로
다른 소득과 보유 富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배분*, 즉 제2차 효과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 유무 및 크기에서 차이가 발생
ㅇ 조율된 모수를 토대로 모의실험(simulation)을 실시한 결과 가구별 소득과 보유
富의 불평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보다 불평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모형
을 구축하는 경우 최적 재정/통화 정책의 조합(Ramsey plan)을 도출하는 세율
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표준편차로 측정)은 큰 폭으로 확대
－ 경기침체가 초래하는 소득과 보유 富의 불평등을 사회후생 측정에 고려
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응할 필요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최적
세율과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
□ 가구별로 소득과 보유 자산 등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가구별
차이(heterogeneity)을 반영한 정책분석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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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

재정을 통한 안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선진국에 대한 실증분석
(Fiscal Stabilization and Productive Investment: Evidence from Advanced Economies)
Davide Furceri and Joao Tovar Jalles (IMF)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재정안정화 정책이 민간의 R&D 지출 및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동 효과는 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경기 호
황기 보다는 특히 금융제약이 심해지는 불황기에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시사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 부진과 함께 중장기 경제성장률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정을
통한 안정화 정책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productivity-enhancing)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기존 연구 따르면 경제의 총변동성과 중기 성장률 간에 음(-)의 관계가 있고*,
재정정책을 통해 총변동성을 감소시켜 중기적으로 공급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짐**
* Ramey and Ramey. 1995; Imbs, 2007
** Van den Noord, 2000; Kumhof and Laxton, 2009; Debrun and Kapoor, 2011; Fatas and
Mihov, 2012; Furceri and Jalles, 2016 등.

ㅇ 특히, Aghion et al. (2010)에 따르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이
총변동성을 감소시켜 신용제약이 심한 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
가 증대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경기불황시 더 크게 나타남
□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중 R&D 및 ICT 투자에 중점을 두어 1985~2012년간
18개 선진국의 25개 산업별 패널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재정을 통한 안정
화는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의 R&D 지출과 ICT 자본 비중을 높이며 이러한
효과는 경기가 호황일 때 보다 금융제약이 심해지는 불황일 때 더욱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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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효과는 외부금융 의존도(external finance dependence)가 높은 산업일수록,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유효성
을 시사
ㅇ 국가 수준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가별 산업 수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변동성과 장기 경제성장의 음(-)의 관계가 자본축적
경로보다는 주로 기술도입 경로를 통해 나타남을 보임
□ 중장기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재정을 통한 안정화 정책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증대
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임을 시사

- 20 -

<논문 7>

OECD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
(Pareto Weights in Practice: A Quantitative Analysis Across 32 OECD Countries)
Bo Hyun Chang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Yongsung Chang (University of
Rochester & Yonsei University), and Sun-Bin Kim (Yonsei University)
◆ OECD 32개 국가의 現 소득세 누진율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
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개국(미국, 칠레, 한국 등)은 최적 수준보다
낮고 27개국(스웨덴 등)은 최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現 소득세 누진율에서 최적 소득세 누진율로 이행하는 조세개혁에 대해
경제모형을 이용해 투표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동 개혁
안을 찬성
◆ 현실에서 최적 소득세 누진율이 실현되지 않고 現 세제가 지속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구성하는 균등
가중(equal-weight)의 가정과는 달리, 실제 고소득층(10개국) 또는 저소득층(22
개국)에 부여하는 파레토 가중치(Pareto weights)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

□ OECD 32개국의 소득불균형 형태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이질적 경제주체
(heterogeneous-agents)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OECD 자료(2010)와 균등가중의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equal-weight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가정 등을
이용한 모수 설정(calibration)을 통해 각 국가별로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분석
ㅇ 재분배정책을 위한 최적의 소득세* 누진체계(optimal income tax progressivity)를
도출
* 소득은 근로소득 外에 기타소득, 정부이전지출 포함

ㅇ 최적 소득세 누진체계로의 조세개혁(optimal tax reform)에 대해 투표 모의
실험을 하고 투표 결과를 시산
ㅇ 실제 재분배정책이 모형에서의 최적 소득세 누진체계와 달리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의 파레토 가중치*(Pareto weights)를 추정
* 개인의 효용을 사회후생으로 총계하는 경우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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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과세 前後 소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등을 볼 때,
32개국에서 모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국가
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ㅇ 소득불균형 개선율*과 세전 소득 지니계수간 약한 상관관계(0.21)가 존재
하므로, 소득불균형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강력한 재분배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세전 및 세후 소득 지니계수 사이의 감소율

ㅇ 개별 국가의 자료 특성(평균 근로시간, 세전 소득 지니계수, 정부균형예산, 세후
소득 지니계수)과 일치되도록 4개의 모수(노동의 비효용, 개별 생산성충격의
규모, 평균 과세율, 소득세 누진율)는 국가별로 설정(calibration)
<분석자료의 주요 특성>
세전 소득
지니계수
(A)

세후 소득
지니계수
(B)

소득불균형
개선율
<(A-B)/A, %>

Tax/GDP
(%)

자산(wealth)
자산
지니계수
(%)

아일랜드

0.579

0.298

48.5

27.4

0.727

칠레

0.536

0.510

4.9

19.5

0.774

미국

0.499

0.380

23.8

23.8

0.852

일본

0.488

0.336

31.1

27.6

0.596

스웨덴

0.441

0.269

39.0

45.4

0.806

독일

0.492

0.286

41.9

36.2

0.777

한국

0.341

0.310

9.1

25.1

0.726

0.472

0.311

33.9

34.1

0.717

(0.049)

(0.056)

(10.7)

(7.1)

(0.069)

OECD
32개국 평균
(표준편차)

□ 분석 결과, 32개국의 現 소득세 누진율()이 모두 최적 누진율()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5개국(미국, 칠레, 한국 등)은 최적 수준보다 낮고
27개국(스웨덴 등)은 최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ㅇ 최적 소득세 누진율로 이행할 경우, 소득불균형 개선율이 미국(23.8% →
26.6%), 칠레(4.9% → 30.0%), 한국(9.1% → 12.4%) 등은 상승하여 소득불균형

이 완화되는 반면, 스웨덴(39.0% → 19.1%) 등은 개선율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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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형분석 결과>
現 소득세 최적 소득세 소득불균형 최적 수준 파레토 가중치
누진율
누진율(모수설정)
기울기 모수
개선율
조세개혁

( )
(%)
찬성율(%)
찬성율
()
( )
아일랜드

0.511

0.386

34.2

70.5

-1.913

칠레

0.051

0.327

30.0

78.6

1.141

미국

0.264

0.292

26.6

54.8

0.182

일본

0.338

0.274

24.9

59.4

-0.497

스웨덴

0.411

0.210

19.1

80.9

-2.187

독일

0.443

0.304

27.5

71.3

-1.501

한국

0.096

0.131

12.4

55.5

0.243

□ 現 누진율()에서 최적 누진율()로 이행하는 조세개혁에 대한 투표 모의실험
결과, 모든 국가가 조세개혁에 찬성
ㅇ 이는 각 개인이 현행 누진율에서보다 최적 누진율에서의 생애효용이 더
크다면 조세개혁에 찬성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도출
□ 투표 모의실험 결과와 다르게 실제 재분배정책이 모형에서의 최적 소득세 누진
체계와 달리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후생함수의 파레토 가중치
(Pareto weights)를 이용하여 추론

ㅇ 현재의 소득세 누진율()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이 되도록
하는 파레토 가중치의 기울기 모수(  )를 계산
ㅇ 파레토 가중치의 기울기 모수는 고소득층 중시(  >0, 4개국), 저소득층 중시
(  <0, 27개국), 균등(  =0, 1개국)을 의미

ㅇ 아울러, 추정된 파레토 가중치의 기울기 모수는 각국의 민주화 지수, 선거
투표율, 소득재분배 사회인식(World Values Survey)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

- 23 -

<논문 8>

선진국의 1인당 GDP와 총요소생산성:
20세기로부터의 교훈 및 21세기에 대한 전망
(GDP per capita and TFP in advanced countries:
Lessons from the 20th century and scenarios for the 21st century)
Antonin Bergeaud, Gilbert Cette and Rémy Lecat (Banque de France)

◆ 20세기중 주요 선진국의 1인당 GDP 성장은 총요소생산성(이하 TFP)에 의해
주도
◆ 하지만 TFP 변동의 절반 이상은 생산요소 질(production factor quality)과 기술
확산 지표(technology diffusion indicator)에 의하더라도 설명이 안 됨
◆ 21세기에 대한 장기성장 전망은 TFP를 결정하는 기술혁신의 실현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도록 정책
적 뒷받침이 필요

□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분석 결과, TFP가 20세기중 주요 선진국(미국, 유로, 영국,
일본)의 1인당 GDP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

ㅇ 하지만, TFP는 생산 변동중 노동과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에 의해 설명
되지 않는 잔여 부분으로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동인(drivers)에
대한 규명이 요구
ㅇ 한편, 최근의 낮은 GDP 성장의 주된 원인이 TFP의 성장기여도의 큰 폭
하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구조적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를 제기
□ TFP 변동의 동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요소의 질*과 기술확산 지표**를 이용
하여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여전히 설명이 안 됨
* 생산요소의 질은 노동의 경우 평균 교육 수준(schooling)에 비례하며 자본은 설비 자본
스톡의 평균연령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상정
** 기술확산 정도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에 해당하는 전력(electricity)과 정보
통신기술(ICT)의 생산량과 자본스톡 규모와 각각 정(+)의 관계인 것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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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FP 동인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생산성과 GDP
성장 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상반된 내용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
□ 상반된 2개의 성장 시나리오*별로 2015~2100년의 1인당 GDP에 대한 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는데 매우 판이한 결과가 도출되며 미래 성장경로에 불확실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낙관적 가설인 “기술충격” 시나리오와 비관적 가설인 “장기침체” 시나리오는 미국의
경우 TFP 성장률이 각각 3차 산업혁명(정보통신혁명) 시기(1990~2005년중)의 수준을 향
유하는지 아니면 최근(2005~2014년)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지에 따라 구분

ㅇ 미국의 경우 부정적 시나리오에 의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의 장기 전망치
는 연평균 1.5%로서 긍정적 시나리오의 3%의 절반 수준에 불과
□ TFP와 1인당 GDP 성장이 상이한 성장경로중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망
에 가깝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ㅇ 혁신을 장려하는 한편, 우호적 기술충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촉진하는 노력 경주
ㅇ 아울러 상품 및 노동시장의 경쟁 제고, 근로자의 교육 수준 향상 등을 추구
하는 제도 및 교육 개선의 노력이 요구

- 25 -

<논문 9>

통화정책과 은행의 위험선호: 기업대출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Monetary Policy and Bank Risk Taking: Evidence from the Corporate Loan Market)
Teodora Paligorova (Bank of Canada) & Joao Santos (FRB New York)
◆ 통화정책의 위험선호경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년간(1990~
2008) 美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 및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분석

◆ 분석 결과,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 시기에 美 은행들의 기업대출 신용스프
레드(저위험 기업 대비 고위험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차)가 축소되었으며, 특히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출행태를 ‘완화’한 것으로 응답한 은행 중심으로
동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고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선호경로(risk-taking
channel) 작동 여부를 분석

□ 위험선호경로는 금리 변화가 은행의 위험선호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일련
의 효과**를 총칭
* 고위험 투자 추구(search for riskier investments),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는 현상
(understating actual risk levels) 등
** 양적 측면: 고위험 대출의 양적 확대, 가격 측면: 신용위험 가산금리 인하 등

ㅇ 위험선호경로는 능동적 자금 공급 주체로서 은행의 인식·태도 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물리적 대출여력 변화에 주목하는 은행대출경로
(bank lending channel)와는 다름
기존 통화정책 파급경로와의 비교
구
분
금리 경로
(interest rate channel)

대차대조표경로
신용경로
(credit
channel)

(balance sheet
channel)

은행대출경로
(bank lending
channel)

위험선호경로
(risk-taking channel)

정책금리 인하시 파급 과정
“차입자”가 “가격(=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수요를 늘여 소비투자
“차입자”의 “차입 여력”(순자산 가치) 증가 → 은행 대출 증가
“공급자”(은행)의 “대출 여력”(capacity) 증대 → 은행 대출 증가
“공급자”(은행)의 위험에 대한 “태도/선호” 변화 → 은행 대출
증가 (고위험 차주 중심), 고위험 차주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주: 위험선호경로와 확연히 구분되는 여타 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는 생략
- 26 -

□ 위험선호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0~2008년 중 美 235개 은행
의 기업대출 18,097건(대출받은 기업수: 3,878개)에 대해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
* 기업대출금리 스프레드= 완화적통화정책충격+신용위험+  완화적통화정책충격×신용위험 + 기타항
<추정 결과 부호>

< - >

< + >

< - >

ㅇ 추정 결과‘신용위험’항의 계수(  )는 양(+)의 값으로, 상호 작용항인‘완화
적 통화정책 충격×신용위험’항의 계수(  )는 유의하게 음(-)으로 추정됨
→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했지만( 의  ),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위험에 따른 대출금리 가산을
줄였음( 의  )을 의미하므로,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하였다는 가설과 부합
□ 상기 추정 과정에서 다양한 계량경제적 이슈*에 유의
* 여타 통화정책 파급경로와의 구분 문제, 통화정책의 내생성 문제, 변수 누락 문제 등

ㅇ 대차대조표 경로와의 구분을 위해 (즉, 기업의 차입 여력이 개선되어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기업-연도 고정효과항
(firm-year fixed effect)을 설명변수에 포함(기타항) 하여 통제

ㅇ 은행대출경로와의 구분을 위해 (즉,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개선되어 금리 스프
레드가 줄어든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은행-연도 고정효과항(bank-year
fixed effect)도 설명변수에 포함(기타항)

ㅇ 통화정책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잔차항 접근법*을 이용,‘완화적
통화정책 충격’변수를 생성
* 정책금리중 거시경제변수로 자동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차(residual)를 추정한 후
동 잔차를‘외생적인 통화정책 충격’으로 간주 (Romer & Romer, 2004)

ㅇ 기업대출금리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
*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 GDP성장률, VIX 등

□ 은행의 대출태도 위험인식의 변화가 기업대출금리 스프레드 축소의 직접적 원인
임을 보이기 위해 대출행태 서베이(Senior Loan Officers Opinion Survey)도 활용
ㅇ 분석 결과 대출행태를 ‘완화’한 것으로 응답한 은행일수록 신용위험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선호경로가 작동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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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

레몬*나무에 물주기**: 기업별로 상이한 위험선호와 통화정책 파급효과
(Watering a Lemon Tree: Heterogeneous Risk Taking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Dong Beom Choi (FRB New York), Thomas M. Eisenbach and Tanju Yorulmazer
* 레몬(lemon) 과일은 중고차 시장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질 나쁜 차를 의미하는 말로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연구한 Akerlof의 연구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1970)”에서 유래
** 레몬나무에 물을 준다는 것은 기업별로 상이한 위험선호가 있어 신용공여자와 차입자간
의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s)이 심화된다는 의미

◆ 최근의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장기간
지속은 경제주체의 지나친 위험추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효과
분석에 있어 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마찰이 현저할 경우 금리인하는 低생산성기업 차입의 상대적 증가 등
비효율적 신용배분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평균적 청산가치 하락에 따른
차입수요 감소 및 연쇄적 금리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은 금리인하 기간 중 위
와 같은 악순환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 작동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최근의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 및 생산 촉진을 위한 금리인하는
차입비용 감소를 통해 경제주체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를
신용배분의 효율성 저하라는 측면에서 분석
□ 기업은 청산위험(liquidity risk)이라는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s)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
매각이 불가피
□

생산성 기업은 생산성에 비례하여 높은 차입한도와 동시에 높은 청산위험
을 안고 있으므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 低생산성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차입을 확대할 가능성
ㅇ 이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신용확대와 함께 질적 신용(credit quality)은 감소
할 가능성
- 28 -

ㅇ 이러한 신용배분 효율성 저하 메커니즘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와
과도한 위험추구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 질적 신용 감소는 기업 청산가치 하락을 통해 신용수요 축소로 이어져 추가
적인 금리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
ㅇ 차입자와 자금공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lemons problem)로 인해
청산가치는 차입건별 가치가 아닌 평균가치로 결정되며 이로 인해 경제
전체 신용하락은 결국 청산가치 하락으로 귀결
ㅇ 이러한 청산가치 하락에 대해 생산성 기업은 차입을 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적 신용이 더욱 감소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가능성
□ 본 연구결과는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 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등이 경기
하강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ㅇ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는 청산위험을 완화
ㅇ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서 청산가치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악순환
을 완화
ㅇ 다만 본 연구는 경기하강기의 금리 인하로 분석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경기
상승기에 대칭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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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

금융취약성과 통화정책
(Financial Vulnerability and Monetary Policy)
Tobias Adrian and Fernando Duarte (FRB New York)

◆ 금융취약성을 반영한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
◆ 최적 금리준칙은 금융취약성을 목표변수의 하나로 포함시킬 뿐 아니라 준칙
내의 생산갭 및 인플레이션 계수 또한 금융취약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
◆ 금융취약성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경기진폭을 더욱 축소할 수 있
음을 보임

□ 금융상황 악화가 경기의 하방위험(downside risk)을 증가시킨다는 최근의 실증
연구를 감안하여 생산갭 VaR(Value at Risk)을 금융취약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
* 통상적으로 금융부문의 불균형(imbalance) 상황을 보여주는 자산가치, 레버리지, 만기전환
(maturity transformation) 등에 대한 측정치를 의미하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불균형 요소
들에 의해 야기되는 GDP의 하방위험을 지칭함으로써 금융불안의 실물경기로의 증폭 메카
니즘(amplification mechanism) 존재 자체를 의미

ㅇ 금융상황에 대한 GDP의 조건부 평균이 조건부 분산과 강한 음(－)의 상관
관계에 있어 GDP 분포가 좌편향성(negatively skewed)을 보임에 따라 생산갭
VaR을 통해 GDP의 하방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금융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
으로 정의
ㅇ 은행 부문이 존재하는 DSGE모형에서 금융불안에 따른 금융취약성의 변화가
위험프리미엄을 통해 GDP의 확률적 변동(stochastic evolution, IS곡선으로 표현)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취약성을 변화시키는 내재적 순환 구조
□ 중앙은행의 금리준칙에 금융취약성 및 이에 대한 금융충격까지 고려한 통화
정책이 곧 최적 통화정책이 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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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최소화하는 최적(optimal) 금리준칙은 기존의 표준
적인 금리준칙 구성항목인 물가 및 생산갭 이외에 금융취약성을 별도의
목표변수(target variable)로 포함
ㅇ 물가와 생산갭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를 설정해주는 계수(coefficients) 역시
금융취약성 관련 모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금융취약성을 고려한 최적 금리준칙과 고려하지 않는 기존 Taylor준칙 하에서
GDP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비교하면 금융취약성을 고려
하지 않는 일반 준칙 하에서 GDP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본 연구는 금융변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GDP의 하방위험 및 이를 통해 측정
한 금융취약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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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Wednesday, May 31, 2017
7:00 p.m. ~ 9:00 p.m.

- Welcome Reception [Orchid Room, 2F, The Westin Chosun Seoul]

Thursday, June 1, 2017
8:30 a.m. ~ 9:00 a.m.

-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9:00 a.m. ~ 9:10 a.m.

Opening Address
Juyeol Lee

9:10 a.m. ~ 10:00 a.m.

Governor, Bank of Korea

Keynote Speeches
Thomas J. Sargent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Senior Fellow,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John C. Williams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FRB San Francisco

10:00 a.m. ~ 10:30 a.m.

- Coffee Break

10:30 a.m. ~ 12:00 p.m.

Session 1: Population Aging

Moderator

Steven Davis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Speakers

Sagiri Kitao

Professor, Keio University

Eric French

Professor,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Jaerang Lee

Deputy Director General, Bank of Korea

Lars Ljungqvist

Professor,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Discussants

12:00 p.m. ~ 1:30 p.m.

- Luncheon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1:30 p.m. ~ 3:00 p.m.

Session 2: Inclusive Growth and Employment

Moderator

Soyoung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akers

Steven Davis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Nir Jaimovich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Yongseok Shin

Professo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Philip Vermeulen

Senior Economist, ECB

Discussants

3:00 p.m. ~ 3:30 p.m.

- Coffee Break

3:30 p.m. ~ 5:00 p.m.

Session 3: Structural Reforms and Macroeconomic Policies

Moderator

Seung Beom Koh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Speakers

Mikhail Golosov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Davide Furceri

Senior Economist, IMF

Paolo Pesenti

Senior Vice President, FRB New York

Sang Pil Hwang

Director, Bank of Korea

Discussants

6:30 p.m. ~ 8:00 p.m.
Dinner Speech

- Conference Dinner [Lilac Room, 2F, The Westin Chosun Seoul]
Kap-Young Jeong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President, Yonsei University

- 32 -

Friday, June 2, 2017
8:30 a.m. ~ 9:00 a.m.

- Coffee and Pastries

9:00 a.m. ~ 10:30 a.m.

Session 4: Sustainable Growth

Moderator

Seung-Cheol Jeon

Deputy Governor, Bank of Korea

Speakers

Yongsung Chang

Professor, Rochester & Yonsei University

Rémy Lecat

Senior Economist, Banque de France

Xavier Debrun

Division Chief, IMF

Andrea Tambalotti

Assistant Vice President & Function Head, FRB New York

Discussants

10:30 a.m. ~ 11:00 a.m.

- Coffee Break

11:00 a.m. ~ 12:30 p.m.

Session 5: Panel Discussion on Policy Challenges

Moderator

Il Houng Lee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Panelists

Jan Marc Berk

Director, De Nederlandsche Bank

Era Dabla-Norris

Division Chief, IMF

Eric French

Professor,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Soyoung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rea Tambalotti

Assistant Vice President & Function Head, FRB New York

12:30 p.m. ~ 2:00 p.m.

- Luncheon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2:00 p.m. ~ 4:00 p.m.

Special Session for FRB New York and BOK: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Stability

Moderator

Wook Sohn

Director General, Bank of Korea

Speakers

Joao Santos

Vice President, FRB New York

Dong Beom Choi

Financial Economist, FRB New York

Fernando Duarte

Financial Economist, FRB New York

In Do Hwang

Economist, Bank of Korea

Daeyup Lee

Economist, Bank of Korea

Byungkuk Kim

Economist, Bank of Korea

Discuss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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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사항
이름

Thomas J. Sargent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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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 Cogley and V. Tsyrennikow),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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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 Williams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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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University, Ph.D. (Economic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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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FRB San Francisco

주요경력

- Senior Vice President and Advisor, FRB San Francisco
-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Director of Research, FRB San Francisco

주요논문

“Measuring the Effect of the Zero Lower Bound on Medium- and LongTerm Interest Rates,” (with E. T. Swanson), American Economic Review, 2014

이름

Steven Davis (세션 1 좌장 / 세션 2 발표)

학위

Brown University, Ph.D. (Economics)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주요경력

- Research Associat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dvisor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주요논문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with S. Baker and N. Bloo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6

이름

Sagiri Kitao (세션 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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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University, Ph.D. (Economics), 2007

현직

Professor, Kei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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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Professo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Senior Economist, FRB New York

주요논문

“Taxing Capital? Not a Bad Idea After All!,” (with J. C. Conesa and D.
Krueger), American Economic Review,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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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ric French (세션 1 발표 / 세션 5 패널)

학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Economics), 1999

현직

Professor,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주요경력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Senior Economist and Economic Advisor, FRB Chicago

주요논문

“Medical Insurance in Old Age,” (with M. De Nardi and J. Jones), American
Economic Review, 2016

이름

Lars Ljungqvist (세션 1 토론)

학위

University of Minnesota, Ph.D. (Economics), 1988

현직

Professor,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주요경력

- Senior Economist, FRB Chicago
- Associate Professo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Buffalo

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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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tical Economy, 2015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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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Yale University, Ph.D. (Economics), 1996

현직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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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on
Current Account and Real Exchange Rat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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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estern University, Ph.D. (Economics), 2004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주요경력

- Professor, Duk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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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Effects of Taxation on Growth,” (with S. Rebelo),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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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Yongseok Shin (세션 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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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University, Ph.D. (Economic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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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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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Economist, FRB St. Louis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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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erspective on Asset Grants Programs: Occupational and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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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eding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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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Vermeulen (세션 2 토론)

학위

Stanford University, Ph.D. (Economics), 1999

현직

Senior Economist, ECB

주요경력

Economist, ECB

주요논문

“Estimating the Top Tail of the Wealth 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2016

이름

Mikhail Golosov (세션 3 발표)

학위

University of Minnesota, Ph.D. (Economics), 2004

현직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주요경력

- Visiting Professor, MEDS, Kellogg
- Professor, Yale University

주요논문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through the
Lens of a Neoclassical Growth Model,” (with A. Cheremukhin, S. Gurier
and A. Tsyvinski),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17

이름

Davide Furceri (세션 3 발표)

학위

University of Illinois, Ph.D. (Economics), 2007

현직

Senior Economist, IMF

주요경력

- Economist, ECB
- Economist, OECD

주요논문

“How Costly Are Debt Crises,” (with A. Zdzienicka),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01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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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lo Pesenti (세션 3 토론)

학위

Yale University, Ph.D. (Economics), 1991

현직

Senior Vice President, FRB New York

주요경력

- Associate Economist,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Vice President, FRB New York

주요논문

“Varieties and the Transfer Problem,” (with G. Corsetti and P. Mart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3

이름

Kap-Young Jeong (만찬 연설)

학위

Cornell University, Ph.D. (Economics), 1985

현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총장
- (사단법인) 정보통신포럼 대표

주요논문

“A New Methodology Linking Concentration Dynamics to Current and
Steady State Profits: Examining Korean Industrial Policy During Take-Off,”
(with R. Mass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3

이름

Yongsung Chang (세션 4 발표)

학위

University of Rochester, Ph.D. (Economics), 1997

현직

Professor, Rochester & Yonsei University

주요경력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nior Economist, FRB Rich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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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Labor Supply Regressions in a Model with Full and Part Time
Work,” (with S. Kim, K. Kwon and R. Rogerson), American Economic Revie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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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Paris School of Economics, Ph.D. (Economic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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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Economist, Banque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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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vier Debrun (세션 4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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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Geneva, Ph.D. (Economic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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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hief,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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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or,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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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Jan Marc Berk (세션 5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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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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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Officer, FRB New York

주요논문

“Bank Loan Pricing Following the Subprime Crisi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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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Beom Choi ( 특별 세션 발표)

학위

Princeton University, Ph.D. (Economics), 2012

현직

Financial Economist, FRB New York

주요논문

“Sooner or Later: Timing of Monetary Policy with Heterogeneous Risk
Taking,” (with T. Eisenbach and T. Yorulmazer),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2016

이름

Fernando Duarte (특별 세션 발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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