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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in a Changing Federal Funds Market”
출처: FRB of Philadelphia, Economic Insights 2019-Q2
저자: Benjamin Lester(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 연준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부족한(scarce) 지준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페더럴펀드금리(이하, ffr)를 목표 수준으로 유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들의 초과지준*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등 시장 환경
이 크게 바뀜에 따라 초과지준 부리금리(이하 IOER) 및 역RP금리를 활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20억 달러에서 2014.7월 기준 2.7조 달러까지 확대

o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되면서 초과지준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 향후
페더럴펀드시장이 풍부한 지준환경(ample-reserve regime)에서 위기 이전의 부족한
지준환경(scarce-reserve regime)으로 변화할 가능성
- 이 경우 ffr은 역RP금리와 IOER 사이가 아닌 IOER과 대출금리(discount rate) 사
이에서 형성
- 또한 일부 은행에서 필요지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서 페더럴펀
드시장에서 은행과 은행 간의 초단기 자금거래가 재개되고, 소폭의 지준공급 변화
에도 ffr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
o 다만 초과지준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여야만 부족한 지준환경으로 전환될 것인
지에 답하기 위해서는 초과지준 규모 뿐 아니라 은행별 보유지준 분포도 중요
- Afonso et al. (2018)에 따르면 초과지준이 9,000억 달러 수준이 되면 부족한 지준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되나, 동 추정치는 은행별 보유지준이 어떻게 분포될 것
인가에 대한 가정에 민감*
* 지준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과지준 규모가 지준분포 가정에 따라 5,000억～1.1조 달러 범위
값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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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for a Bubbly World"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803
저자: Jaume Ventura, Vladimir Asriyan, Luca Fornaro, Alberto Martin(CREI,
Pompeu Fabra大 and Barcelona GSE)
【핵심내용】
ㅇ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 등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버블경제
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을 도출
-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을 통한 버블 예방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산가격 폭락 후 중앙은행 B/S가 크게 확대된 데 착안하여 민간 제공 자산과
중앙은행 제공 자산 간 대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
- 즉, 금리가 아주 낮고 자산가격 변동성이 심한 버블경제 하에서는 통화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
ㅇ 기업가는 투자를 위해 담보부 자산(backed asset)을 발행하고 소비자는 가치저장
(저축)을 위해 이를 구매하는데, 금융마찰 존재로 담보부 자산 발행이 제한되면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
- 이러한 환경에서는 피라미드식 다단계처럼 담보가 아니라 자산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만 지지(backed only by expectations of their future value)되는
무담보부 자산(unbacked asset)이 출현
- 무담보부 자산은 생산비용이 들지 않지만 양(+)의 시장가치를 지니므로 생산자에게는
지대(rent)를 제공하지만, 현 세대 소비자가 보유하는 동 자산이 다음 세대 소비자들
에 의해 재구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원 전용(resource diversion) 문제가 발생
ㅇ 무담보부 자산으로는 기업가에 의해 생산되는 버블 및 중앙은행 통화 두 가지를 고려
- 버블은 수반되는 지대가 생산자(기업가)에게 축적됨으로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뇨리지가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투자 촉진 기능이 없는 통화에 비해 우월
한 측면이 있음(재정을 통한 재분배는 고려하지 않음)
- 그러나 버블은 시장심리에 의해 좌우되어 가격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통화에
비해 열위에 있음
ㅇ 이러한 버블경제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버블이 작을 때에는 확대하고
버블이 클 때에는 축소하는 등 경제의 총 무담보부 자산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본고의 분석결과는 버블 붕괴 시 중앙은행의 자산공급 기능을 강조
【분석방법론】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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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omestic

and

Global

Determinants

of

Inflation

:

Evidence

from

Expectile Regression”
출처: Bank of Italy, Working Paper No. 1225
저자: Fabio Busetti, Michele Caivano, Davide Delle Monache(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요인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세계화 가설'이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함
- 유로지역 근원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가운데 국내요인과 국제요인을 expectile 회
귀를 통해 추정함
-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보는 것이 OLS 회귀의 목적이라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 분포에 분위별로 어떠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
expectile 회귀의 목적임
ㅇ 1989년~2016년의 유로지역 거시경제 자료를 이용한 expectile 회귀를 통해 필립스
곡선을 추정하였음
- 일반적인 형태의 필립스곡선       ′      식을 추정하되    는 국내
수요갭과 해외수요갭으로 이루어진 벡터이고 추정계수는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이
각각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 주요국의 수요갭을 H-P filter로 추정한 후 유로지역과의 교역가중치로 가중평균
하여 해외수요갭을 추정하였으며, 유로지역 생산갭에서 해외수요갭을 차감하는 방식
으로 국내수요갭을 도출하였음
- 분석결과, 국내수요가 해외수요보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으
며 국내수요는 분포의 높은 인플레이션 영역(right tail)에 가까울수록, 해외수요는
낮은 인플레이션 영역(left tail)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이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영역에서는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도 해외수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을 시사
ㅇ 또한 ‘세계화 가설’이 성립하는지 보기위해 해외물가와 환율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시간에 따라 글로벌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해외물가와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수요충격의 영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국내요인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외 수요충격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세계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
【분석방법론】 Expec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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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Wages and Hours Laws: What Do We Know? What Can Be Don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42
저자: Charles C. Brown(Michigan大), Daniel S, Hamermesh(Barnard Colleg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미국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규제법이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다룬
최근 연구들을 요약
- 근로시간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비중이 압도적인 이유는 공정근로기준법
(FLSA: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통과된 후로 근로시간 규제법과
관련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
- 근로시간 규제법은 주당 40시간의 정규근로를 초과하는 근무분에 대해 1.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급이 $455이상일 경우 초과수당
지급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미국내 29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
수준 $7.25를 초과하여 주정부의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고 있음
ㅇ 최저임금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최근 연구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대 근로자와 요식업 근로자에 대한 분석에 집중
-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영향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대체로 미미하다는 연구가 다수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을 대체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시 포함하는
통제변수, 연도/지역별 고정효과, 표본기간 설정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는 다양
ㅇ 초과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처치집단과 적용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설정
하여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기준(주급 $455)이 바뀌지 않은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난 반면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미국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보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감소하고 소득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자가 직면하는
이러한 상충관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ㅇ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관련 규제는 경제이론과
다르지 않게 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지금까지 미미했던(have been quite small)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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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Refugee Migration and Electoral Outcomes"
출처: Review of Economic Studies(forthcoming)
저자: Christian Dustmann(UCL), Kristine Vasiljeva, Anna Piil Damm(Aarhus大)
【핵심내용】
o 1986~98년중 덴마크 인구등록(population register) 자료 및 자치구 공공 자료를 이용하여
동 기간중 275개 자치구로의 준무작위(quasi-random) 난민 배정이 총선 및 지방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덴마크는 195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승인한 이후 DRC(Danish Refugee
Council)을 설립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1986~98년중 76,673명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전체 인구중 난민비중이 동 기간중 0.1%에서 1%로 증가
o 실증분석 결과 자치구내(상위 5% 대규모 자치구 제외) 난민비중이 1%p 증가할 때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반이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각각 1.23%p, 1.98%p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정당의 전체 득표율*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효과인 것으로 판단
* 동 정당의 전체 득표율 : 총선 8.47%, 지방선거 4.93%

- 중도우파 정당의 득표율*도 자치구내 난민비중이 1%p 증가할 때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각각 0.75%p, 1.29%p 증가하였으나, 중도좌파 정당의 득표율**은 각각 1.38%p,
3.13%p 감소
* 중도우파 정당의 전체 득표율 : 총선 37.39%, 지방선거 39.73%
* 중도좌파 정당의 전체 득표율 : 총선 47.01%, 지방선거 41.84%

- 반면 주요 대도시권인 상위 5% 대규모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반이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하락(총선: -4.02%p, 지방선거: -3.42%p)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난민
유입에 대한 반응이 이질성을 보임
- 추가적인 난민유입이 총선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구내 난민비중이 1%p 증가시 투표율이 0.6~1.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도시 지역에서는 기유입 난민비중
이 클수록, 범죄율이 높을수록, 기유입 난민의 복지의존도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난민
유입시 반이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부유층 비중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을수록 반이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더 크게 감소
o 또한 자치구내 난민비중이 늘어날수록 반이민정당의 선거 참여율이 10.7~13.2%p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 5 -

국제경제
⑥ “Tracking Foreign Capital: The Effect of Capital Inflows on Bank Lending

in the UK”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04
저자: Christiane Kneer(BOE), Alexander Raabe(Graduate Institute Geneva)
【핵심내용】
o 1998.1/4~2016.4/4 중 영국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외 자본유입이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동 자본이 대출을 통해 어떤 부문으로 배분되는지 분석
- 대출 대상을 비금융 민간기업, 가계, 공공 부문, 여타 금융기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분류
o 분석 결과, 자본유입이 전체적인 은행 대출을 증가시키고 비금융 민간기업, 여타 금융
기관,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 및 공공 부문에 대한 대출은 증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 부문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가 비금융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증가는 영국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데 기인
- 가계 부문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은행이 단기 자본을 차입하여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만기가 긴 대출을 하는 것이 유동성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o 한편, 동 분석 결과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더욱 두드러졌으며 위기 이후에는 자본유입이
은행 대출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 등
비금융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변화 및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약화된 데 기인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⑦ “Technology Gaps, Trade and Incom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799
저자: Thomas Sampson(LSE, CEPR)
【핵심내용】
o 다수의 산업이 존재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통한 혁신과 기술 모방(imitation)이 이루어지는
내생적 성장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
- 기업의 현재 생산성이 높을수록 혁신 및 모방을 통한 생산성 증가 정도가 줄어드는
후발주자 이득(advantage of backwardness)이 존재하며, 특정 국가 산업의 지식 수준이
글로벌 지식파급 효과와 국내 지식파급 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마다 혁신 정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R&D 투자 효율성 모수를 설정
o 분석 결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술 격차의 크기가 다른 가운데, R&D 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후발주자 이득이 낮고 국내 지식파급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기술 모방보다 혁신
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 내부의 기업 간 기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R&D 투자 효율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들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
o 한편, R&D 투자 효율성의 격차는 국가 간 명목임금 차이의 1/4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Endogenous Growth Model

- 6 -

동북아경제
⑧ “One Year After the Singapore Summit: Lessons Learned”
출처: 38 North
저자: Daniel R. Depetris(Defense Priorities)
ㅇ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6.12일) 1주기를 맞아 북미간 비핵화협상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5가지 교훈을 제시
(1) 개인적 관계형성만으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불충분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적 우호관계로 북미간 실무협상이 수월하
게 전개되기는 어려우며, 협상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보다 중요한 요소는 최고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임
(2) 느리지만 꾸준한 협상을 적용
- 포괄적 합의에 대한 수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약속이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여 포괄적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
(3) 워싱턴은 강경파의 조언을 가까이하면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
- 북한이 북미간 대화에 회의적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트럼프행정부 내의 불협
화음(대통령과 자문단간 또는 자문단내에서의 불일치)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
절할 필요
(4) 한국정부가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는 그 역할이 제한적
- 한국정부는 북미협상의 중재자로서 북미간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적 트랙이 가동되는데
기여해 왔는데, 현재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의 성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5) 양측 입장에 대한 공감이 보다 요구되는 상황
- 북한은 워싱턴 정치가들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고 영변핵시설 폐기를 뛰어넘는
제안을 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제재해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
- 미국은 북한이 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그리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 등 모든 것을 북한이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유연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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