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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Conditions: A Cross-Country Study”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No. 890
저자: Tobias Adrian, Fernando Duarte, Federico Grinberg, Tommaso Mancini-Griffoli
(FRB of New York)
【핵심내용】
o 금융상황(financial conditions)이 통화정책 준칙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 왔음
- 유력 학자(Bernanke and Gertler 2001, Svensson 2017)들은 금융상황이 GDP
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한도에서 간접적으로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본고에서는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DP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성도 커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여, 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
o 구체적으로 표준적인 New Keynesian 모형에 VaR(value at risk) 제약 하의 금융중개
부문(financial intermediation sector)을 추가하여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분석
- 미국 등 10개 선진국(1973～2016년)과 중국 등 10개 신흥국(1991～2016년)의 분기별
CPI, 산출갭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
- GDP 변동성은 동 변수에 대한 하방위험을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GDP at risk*(이하
GaR)로 표시
* IMF GFSR(2017)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산출갭 분포에서 테일리스크의 크기로 측정

o 분석결과, GaR은 실물 경제상황보다 금융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금융상황이 완화적
인 경우 향후 6분기 동안 높은 산출갭과 낮은 GDP 변동성이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통화정책 준칙에 산출갭과 인플레이션 뿐 아니라 금융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상당 폭(sizable) 증가
o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을 직접적으로 감안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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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Demographics and Monetary Policy Shock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70
저자: Kimberly A. Berg (Miami大), Chadwick C. Curtis (Richmond大), Steven
Lugauer (Kentucky大), Nelson C. Mark (Notre Dame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1984 ~ 2007년 미국 소비자지출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가구의 소비 반응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분석
- 전체가구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35 ~ 64세인 중년가구, 25 ~ 34세인 청
년가구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통화정책 충격은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충격을 이용
ㅇ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이 고령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중년 및 청년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추가로 각 연령 그룹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령가구 중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비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존재를
확인
*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자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소득을 자산의 대리변수로 사용

ㅇ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고령가구가 중년 및 청년 가구에 비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① 고령가구는 보유 순자산이 많아 금리 하락 시 자본소득이 크게 증가
② 금리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장기자산(주택자산, 퇴직연금, 주식 등)의 보유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음
③ 청년·중년 가구는 소비 뿐 만 아니라 노동공급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고령가구에
비해 금리 변화에 둔감
④ 고령가구는 죽음 확률 고려 등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 현재의 경제충
격에 더 크게 반응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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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onetary Policy and Macroeconomic Stability Revisited”
출처: FRB of Cleveland, Working Paper No. 19-14
저자: Yasuo Hirose(Keio大), Takushi Kurozumi(Bank of Japan), Willem Van
Zandweghe(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the Great Inflation’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당시 Fed의 정책에 대해 분석함
-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당시 1979년~1982년간 Volcker 의장의 적극적인 디스인플
레이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
- 하지만 본고에 따르면 당시 Fed의 낮은 인플레이션 목표정책과 성장률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없었다면 위기 극복이 어려웠을 것임
- 기존 연구와는 달리, 위기 극복 요인에 있어서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외에 다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Clarida et al.(2000)과 Lubik and Schorfheide(2004) 등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자기
실현적 기대에 의해 발생한 불균형이었던 ‘the Great Inflation’이 Volcker의 적극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음을 강조
- 위기 이전과 이후로 기간을 나누고 당시의 통화정책을 Taylor-type rule에 적용한
canonical New Keynesian(CNK) 모형으로 분석하여 이를 증명함
ㅇ 반면 본고는 이와 달리 generalized New Keynesian(GNK) 모형*을 이용해 미래의
기대되는 수요와 할인율에 인플레이션이 반응하도록 하는 요인을 추가함
* GNK 모형 : 0의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을 설정하는 가정을 완화하여 양(+)의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을 허
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인플레이션 목표의 동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형

- 이러한 특징들이 결합된 GNK 모형은 CNK모형보다 당시의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
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GNK모형이 ‘the Great Inflation’ 위기 이후 경제안정을 되찾은 미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기에 더욱 적합함
ㅇ GNK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Volcker의 정책이 시작된 1979년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통화규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정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님
- 1966년~2008년 미국의 거시 시계열 데이터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책만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낮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황을 보완
하는 대응정책이 추가된 경우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분석방법론】 Generalized New Keynesian (G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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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Role

of Nonemployers in Business Dynamism and Aggregate
Productivi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98
저자: Pedro Bento(Texas A&M大), Diego Restuccia(Toronto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기업창업(business startups)과 기업활동(entrepreneurship)
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둔화추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
ㅇ 기존 생산성에 관한 기업이론에 따르면 총생산은 총요소투입량과 모든 기업들의 생산성
을 종합한 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수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론적으로 기업창업률의 감소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해야 하는데 최근 연구
(Decker et al. 2016)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 dynamics 지표가 총요소생산성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논문은 기존의 기업 dynamism 지표로 사용되었던 고용원 있는 기업(employer
firms)의 총수 대신, 종업원 없는 기업(nonemployers)*까지 포함하여 기업 dynamism
지표를 구성하여 총요소생산성(TFP)과의 관계를 분석
*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기업

- 2014년 현재 종업원 없는 기업은 미국 전체 기업의 82%를 차지해 총기업 수 변화
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만큼 이를 감안할 필요
ㅇ 1981~2014년 기간중 총요소생산성 추계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총 기업수를 추정해
보면 고용원 있는 기업(employer firms) 기준의 경우 4.5%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
는 기업(nonemployers)까지 포함한 경우 오히려 53% 증가
- 기업 수 변화를 고용원 없는 기업 포함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인당 기업 수 증가는
1981~2014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연평균을 향상시켜 실제 연평균 TFP 증가율
1%의 1/4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기간중 누계로는 TFP를 9% 향상)
- 고용기업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업 수 변화는 매년 TFP를 소폭 낮추면서 전체 기간
동안 TFP를 –1%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나 현실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기업 dynamism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종업원 없는 기업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동 지표로 1980년대 이후의 TFP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TFP 증가율 둔화가 기업활동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을 도출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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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Work of the Past, Work of the Future"
출처: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2019.5월)
저자: David H. Autor(MIT)
【핵심내용】
o 1963년 이후 지난 55년간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면서 발생
- 동 기간 중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어 전체 노동공급 중 대
학교육 이상을 받은 노동자의 비중이 1963년 15% 미만에서 2017년 35% 이상으로
상승하고, 대졸 미만노동자의 비중은 75%에서 40%로 감소
- 대졸 이상 노동자와 대졸 미만 노동자가 서로 보완적 관계라고 가정하면 기술진보로
인한 대졸 이상 노동자의 생산성 증가가 대졸 미만 노동자의 생산성 증가를 이끌면서
실질임금에 함께 상승하였어야 하나 이와 반대의 역설적 현상(paradox)이 발생
o 기존문헌에서는 이를 노조 약화, 최저임금 인하, 중국 제조업의 부상 등으로 설명하였
으나 동 논문에서는 직업구조의 변화(occupational change)에 중점을 두고 분석
- 1970년 이후 자동화 및 국제무역의 발달에 따라 중(中)숙련노동 직군이 몰락하면서
직업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더욱 현저하게 발생
- 이로 인해 중숙련노동 직군에 종사하던 대졸 미만의 노동자가 저숙련노동 직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숙련노동 공급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대졸 미만 노동자
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
o Lin(2011), Acemoglu and Restrepo(2018) 등은 기술진보로 발생한 잉여노동력이
새로운 직군의 탄생으로 이어져 중숙련노동 직군의 회복(reinstate)을 이끌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
- 그러나 새로 발생한 직군도 고숙련 노동력을 요구하는 첨단직군(frontier job)과 고
소득 도시인구의 서비스 수요에 의존하는 저숙련직군 *(wealth work)으로 양극화됨
에 따라 대졸 미만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요가강사, 소믈리에, 반려동물 관리사, 퍼스널 트레이너, 상담사 등

- 다만 비도시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동 지역에서의 저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자의 도시 이주가 감소함에 따라 저숙련 직군의 임금 프리미엄이 일부
회복되면서 실질임금 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분석방법론】 Descriptive Statistics,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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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Who Wants Affordable Housing in their Backyard? An Equilibrium

Analysis of Low Income Property Development”
출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2019.6월)
저자: Rebecca Diamond, Tim McQuade(Stanford大)
【핵심내용】
o 1987~2012년중 미국 129개 군(county)의 저소득층주택 세액공제 제도(LIHTC)*의 위치
및 시점 자료, 주택거래 자료, 주택구입자의 인종 및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가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정부담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연방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986년 도입됨

o 비모수적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저소득층 거주지역(중위소득 연 26,000
달러 이하)에 LIHTC 제도를 통해 개발된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 주택가격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 제도를 통해 임대주택이 개발될 경우 해당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다양한
인종 및 소득계층이 유입
- 반면 고소득층 거주지역(중위소득 연 54,000달러 이상)내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
주택가격은 2.5%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주민이 해당지역으로 유입
o 헤도닉 주택선택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저소득층 거주지역 주민의 경우 LIHTC를
통해 개발된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에 거주하기 위해 소유주택 가격의 6%를 지불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소득층 거주지역 주민의 경우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주택 가격의 1.6%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
o 사회후생 분석 결과, LIHTC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거주지역내 임대주택 개발은 약
1.16억 달러의 후생증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 프로그램을 통한 고소득층 거주지역내 임대주택 개발은 약 0.12억 달러의
후생 감소 효과를 초래
o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주택공급 정책이 지역 주민 특성에 따라 해당지역에 상이한 영향
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심으로 LIHTC를 통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Non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Structural

Estimation, Generalized Hedonic Model of Housing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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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Currency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Reserves,

Demand

for

International Reserves, and Global Safe Ass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34
저자: Joshua Aizenman(Southern California大), Yin-Wong Cheung(Buffalo State大),
Xingwang Qian(Hong Kong大)
【핵심내용】
o 2000~2017년 중 58개국의 대외준비자산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동 자산의
통화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4개 주요 통화와 그 외 통화로 분류한
후, 총 준비자산 대비 4개 주요 통화로 표시된 준비자산 비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
- 외화표시 부채 비율, GDP 대비 총 준비자산, 글로벌 안전 자산 공급 변수들이 주요
통화 표시 준비자산 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및 미 연준 양적
완화 축소(tapering)* 이후 동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
* 각각 2008년, 2013년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설정

o 분석 결과, 신흥국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주요 통화로 표시된 준
비자산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흥국의 준비자산 보유 동기는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에 따른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차대조표 보험(balance sheet insurance) 기능에 있
지만, 선진국의 준비자산 보유 동기는 외환 시장 개입 등 다른 목적에 기인함을 시사
o 또한, 신흥국에서 GDP 대비 총 준비자산 및 글로벌 안전 자산 공급이 증가할수록 주요
통화 표시 준비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총 준비자산이 증가할수록 준비자산의 통화 구성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금융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발생하는 글로벌 안전 자산 공급 부족이 주요 통화 표시 준
비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o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통화 표시 준비자산 비율이 일정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는 주요 통화 표시 준비자산 비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System GMM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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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Evidence for the Effect of Monitoring Cos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933
저자: Bruce A. Blonigen, Anca D. Cristea(Oregon大), Donghyun Lee(Mary Washington大)
【핵심내용】
o 1985~2014년 중 산업별 국경 간(cross-border) M&A 자료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비용
(monitoring cost)*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O*NET(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의 직종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모니터링 능력(조정,
물적‧인적 자원관리, 감시)의 중요도를 측정
** 해외직접투자 중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해외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보다
두 배 정도 많이 일어나는 국경 간 M&A 건수를 사용

- 국가 간 물리적·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모회사가 자회사와 의사소통하고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M&A가 적게 일어나는지 검증하고자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 모니터링 비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결정되는 Head and
Ries(2008)의 모형을 산업별로 모니터링 비용이 달라지도록 변형하여 추정
o 분석 결과, 모니터링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산업일수록 물리적‧문화적 거리가 멀어
질 때 국경 간 M&A가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간 거리와 모니터링 능력 중요도의 상호작용항이 국경 간 M&A 건수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모니터링 비용이 국가 간 거리와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시사*
* 모니터링 중요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M&A가 41.9% 감소

o 또한, 산업별 모니터링 능력 중요도의 차이는 산업별 M&A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제조업은 모니터링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경 간 M&A에서는 높은 비중(40%)을 차지함
- 도소매업,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모니터링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 모니터링의 중요도가
제조업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국경 간 M&A가 약 두 배 증가하는 반면, 건설, 운송,
통신 등 산업에서는 약 5~1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Pseudo-Poisson Maximum Likelihoo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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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Studies on the North Korean Monetary Economy in the Kim Jong-un

Era”
출처: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9, No.1, Spring 2019, pp.109-148
저자: Ki-hun Kim (Foundation of Inter-Korea Cooperation)
ㅇ 김정은 정권 이후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 통화금융부문에서의 제도 변경
으로 북한기업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경제안정화 효과도 도모하고 있음을 검토
ㅇ 2014년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당국의 계획에 의해 생산·판매가
결정되던 과거와 달리 기업이 생산·판매 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짐
- 전력, 석탄, 광물, 화학, 주요 소비재 이외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량,
가격, 판매처, 원자재 구입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됨
- 이전에는 기업이 중앙의 계획에 따라 생산하고 발생한 이윤을 당국에 납부해야 하
므로 기업운영이 비효율적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 이윤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
ㅇ 한편 상업은행의 설립 허용, 선불카드 활성화, 기업의 민간자금 활용 허용 등 통화금융
및 재정부문에서도 다양한 제도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안정화 효과*를 추구
* 저자는 보유 화폐를 이용해 생산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화폐경제와 비슷한 형태의 북한경제를 상정
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이 도입된다면 생산기업의 대출수요 만큼 화폐가 공급되어 화폐시장과 재화시장
이 동시에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함

- 재정정책이 엄격한 균형재정 원칙에서 세출에 따라 세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하
면서 재정적자 확대 및 그에 따른 화폐공급의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중앙은행
의 대출을 통해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은 세입으로 수취한 화폐를 생산활동 자금으로 공급하는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당국이
균형재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사적 금융거래를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자화폐카드 사용
을 장려
ㅇ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의 다양한 측면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중앙
집권적 경제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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