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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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cks and the Health of Banks”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303
저자: Alexander Jung(ECB), Harald Uhlig(Chicago大)
【핵심내용】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의 은행부문이 미국에 비해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것
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ECB의 통화정책이 유로지역 은행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유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
- ECB의 통화정책은 통화정책방향 발표시점 전·후 OIS(Overnight Index Swap) 금리
변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을 시산함으로써 식별
- 은행건전성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DTD(distance-to-default), DTI(distance-to
-insolvency), EDF(expected default frequency)의 세 가지 고빈도(highfrequency) 지표*를 활용
* DTD 및 DTI 하락 또는 EDF 상승은 은행건전성 악화를 의미

o 분석결과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건전성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주체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
으로 만드는 통화정책의 정보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은행건전성 지표 악화를 초래
하는 것으로 분석
- 통화정책이 은행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10분기 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은행수준 데이터를 통한 패널분석 결과 은행의 자산규모, 레버리지 비율,
무수익여신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건전성에 대한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
o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보효과를 통해 은행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은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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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Federal

Reserve Structure, Economic
Financial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098

Ideas,

and

Monetary

and

저자: Michael D. Bordo(Rutgers 大), Edward S. Prescott(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지역 연준의 역할을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
-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며(Meltzer 2002) 조직적인 정보처리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시각(Arrow 1974)에 바탕을 두고 분석
o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구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함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금본위제 하에서 금 태환성을 유지하면서 화폐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브레튼우즈 체제를 거쳐 불환화폐(fiat money)가
도입된 이후에는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달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
o 연준 이사회와 지역 연준 간 분권화(decentralized)된 구조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1960년대 연준 내에서는 케인즈 이론에 기초한 아이디어들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통화주의자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
* 시카고 연준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임하던 George Mitchell이 연준 이사로 임명(1961)되면서 케인즈
이론에 기초한 아이디어들이 연준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연준 이사회는 학계
(Modigliani MIT 교수, Ando 펜실베니아대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개발

- 1970년대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연준
이사회는 통화주의자인 Milton Friedman의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라 통화증가
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게 되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임
- 1980년대 이후에는 미네소타 연준을 중심으로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경제
이론과 분석이 통화정책에 반영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을 때는 연준 이사회와 뉴욕 연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개발하여 대응
o 최근 들어 거시경제적 사고(macroeconomic thinking) 측면에서 상당 수준 수렴이
이루어지고, 지역 연준과 이사회 그리고 학계 간 연결(connection)도 강화되었으나,
지역 연준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연준이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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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inimum Wage Employment Effects and Labor Market Concentr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01
저자: José Azar(Navarra大), Ioana Marinescu(Pennsylvania大),
저자: Emiliano Huet-Vaughn, Till von Wachter(UCLA),
저자: Bledi Taska(Burning Glass Technologies),
【핵심내용】
ㅇ 선행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제고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 수요독점력이 높은 노동시장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수요
독점력이 낮은 노동시장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시장 데이터 *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제고 효과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력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 2010.1분기-2016.4분기중 행정구역-산업별 고용, 평균임금, 인구, 인구밀도, 생산성 지표 및 실효
최저임금으로 구성(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
**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한 ‘행정구역-산업별 기업의 구인광고 점유율에
의한 허핀달 지수’를 대리변수로 이용

- 수요독점적 노동시장 이론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되지만, 기존 실증분석에서는 고용규모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
ㅇ 분석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수요독점적 노동시장 이론의 예측과 부합
- 노동수요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은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수준이
평균적으로 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0.2)
ㅇ 한편 노동수요 집중도 상·하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유사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제고 효과
는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상·중·하위 시장에 따라 각각 0.35, 0, -0.2로 추정되어
경제전체의 탄력성은 이들의 평균인 0 근방에 위치

【분석방법론】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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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Do Short-term Incentives Affect Long-term Productiv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894
저자: Heitor Almeida, Rustom M Irani, Mathias Kronlund(UIUC)
저자: Nuri Ersahin(Michigan State大), Vyacheslav Fos(Boston College),자: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단기실적 전망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stock repurchase)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장기생산성 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 주당순이익(earnings-per-share, EPS) 전망을 하회하는 실적치 발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음
- 이 때 해당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고용
조정을 실시한다면 기업 전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상기 조정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진행된다면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
ㅇ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이 EPS전망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은 EPS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이 단기실적치를 높
이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
- 충격에 의한 관심변수(고용, 투자, 생산성 등)의 변동은 자사주 매입일 기준으로
해당변수의 과거 3년 평균값과 미래 3년 평균값 간 차이로 상정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그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실증모형을 수립
ㅇ 분석 결과, EPS 충격 발생 시 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기준을 배제한 비효율적 감산을 실행한데 기인
- 기업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은 1.4%, 단위 생산시설 수준에서는 1.2%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단기실적을 개선하려는 기업의 행위가 투자, 고용, 생
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 고용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투자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모든 생산부문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측면에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
ㅇ 비효율적 감산의 주된 요인은 고용시장에 존재하는 마찰 중 노동조합의 영향력인 것으로 추정
- 노동권 입법(right-to-work, RTW)이 통과된 주와 그 외의 주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 입법이 채택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큰 주에서 공장별
생산성을 불문하고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비효율적 규모축소가 발생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

- 4 -

미시제도
⑤ “Decomposing Firm Valu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12
저자: Frederico Belo(Minnesota大), Vito Gala(PIMCO),
Juliana Salomao(Minnesota大), Maria Ana Vitorino(Minnesota大)
【핵심내용】
o 1975~2016년중 미국 주식시장 상장기업(US publicly traded firms)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시장가치의 결정 요인을 분석
- 네 가지 투입요소인 물적자본(기계·공장 등), 노동력,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브랜드자본(brand capital)*이 각각 기업 시장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
* 지식자본은 R&D 투자 지출, 브랜드자본은 광고비 지출을 이용하여 누적된 스톡을 측정

o 기업의 시장가치가 투입요소들의 가치의 합으로 결정되는 신고전파 투자 모형을 이용
하여 각 투입요소들의 가치가 기업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 투입요소의 잠재가격(shadow price) 산정에 필요한 조정비용(adjustment costs) 함수
추정을 위해 포트폴리오 단위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사용
- 모형의 시계열   는 61%, 횡단면   는 95%로 나타나 모형이 산업별 기업 시장가치
의 시계열 및 횡단면 변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임
o 구조추정(structural estimation)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물적자본은 기업
시장가치의 30~40%, 노동력은 14~22%, 지식자본은 20~43%, 브랜드자본은 6~25%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산업내 고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낮은 저기술 산업에서 물적자본과
브랜드자본의 설명력이 높고, 산업내 고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고기술 산업
에서 노동과 지식자본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남
- 시간에 따라서는 분석기간중 물적자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
* 물적자본의 기여도는 1970년대 30.9%에서 2010년대 20.7%로 감소, 지식자본의 기여도는 1970년대
24.9%에서 2010년대 44.8%로 증가

o 동 논문은 다양한 종류의 자본 투입이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모형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비물적자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Generalized neoclassical model, Structura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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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Dining Out as Cultural Trad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020
저자: Joel Waldfogel(Minnesota大)
【핵심내용】
o 2017년중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외식지출(total restaurant expenditure) 및 패스트
푸드지출(fast food restaurant expenditure) 자료를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의 레스
토랑 자료와 결합하여 52개국간 음식교역(cuisine trade)* 패턴을 분석
* 외국의 레시피로 생산된 음식의 국내소비량을 음식수입, 자국의 레시피로 생산된 음식의 외국소비량
을 음식수출로 정의함에 따라 미국내 이탈리아 음식점 총매출이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의 음식수출
(미국의 이탈리아로부터의 음식수입)으로 계산됨

- 기존의 문화교역에 대한 문헌은 영미권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음악 및
영화(audiovisual products) 산업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음식산업은 시장규모가 음악
및 영화산업의 10배에 달하는 등 문화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주요국간 음식교역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가 글로벌 음식산업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o 실증분석 결과, 음식교역도 실물재화교역과 같이 중력(gravity) 모형에 의해 비교적 잘
설명되었으며 중력요인(국가간 거리, 언어적 동질성 등)을 통제하였을 때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음식은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인도, 미국음식 순으로 나타남
-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음식교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최대 순수입국(-1338억달러)
이었으며 브라질(-389억달러), 스페인(-203억달러), 영국(-201억달러) 등도 주요한 순
수입국으로 나타남
*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경우에도 미국이 최대 순수입국(-550억달러)이었으며 중국(-524억달러)과 영국
(-301억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 패스트푸드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탈리아(포함시: +1682억달러, 제외시: +1583억달러)
와 일본(포함시: +478억달러, 제외시: +439억달러)이 최대 순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터키와 멕시코가 그 뒤를 이었음*
* 프랑스는 패스트푸드 제외시 3위 순수출국(+190억달러)이었으나 패스트푸드 포함시 순수출이 크게
감소(+98억달러)하며 그 영향력이 축소

- 한국의 경우 패스트푸드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큰 규모의 순수입(포함시: -157억달러,
제외시: -147억달러)을 기록
o 음식교역에서의 패턴이 음악 및 영화교역 패턴과 크게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문화교역 문헌에서 제기해왔던 영미권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걱정이 다소 과장되
었을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ravity model,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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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aming the Global Financial Cycle: Central Banks and the Sterilization of
Capital Flows in the First Era of Globalization(1891-1913)”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895
저자: Guillaume Bazot(Paris 8大), Eric Monnet(Banque de France, CEPR)
Matthias Morys(York大)
【핵심내용】
o 1891~1913년 중 세계 24개국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단기금리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 영란은행의 재할인율(discount rate) 조정이 각국 중앙은행 자산, 단기금리,
환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분석 대상 국가들을 금본위제(gold standard) 채택 중심부* 및 주변부 국가, 변동환율제
채택 국가 등 세 그룹으로 분류
* 금본위제하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국가로서 발달된 단기금융 및 외환 시장을
보유하고 자국 통화로 국채 발행이 가능한 국가(독일, 프랑스 등 5개국)

o 분석 결과, 영란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여 국제금리가 상승할 때 세 국가 그룹에서
중앙은행 자산 구성, 금리, 환율 등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남
⓵ 중심부 국가 : 금리와 환율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중앙은행의 국내자산이 증가
하고 해외자산은 감소
- 국제금리가 상승할 때 국내금리를 조정하는 대신 통화량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불태화(sterilization) 정책으로 대응했음을 시사
⓶ 주변부 국가 : 중앙은행 자산 구성의 변화가 중심부 국가와 유사한 반면 충격 직후에
단기적으로 해외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며, 금리의 변동폭이 중심부 국가보다 작고 환율
이 상승한 후 일정 기간 지속
- 주변부 국가에서 금태환(gold convertibility)에 대한 규제가 존재했던데 기인
⓷ 변동환율제 국가 : 중앙은행 자산 구성과 금리의 변동 없이 환율만 큰 폭 상승
- 동 결과는 환율 변동이 국제 금리 상승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 데 기인하며, 트릴레마
(trilemma) 이론과 부합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method,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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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Global real rates: a secular approach”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93
저자: Pierre-Olivier Gourinchas(Berkeley大, NBER, CEPR)
Helene Rey(London business大, NBER, CEPR)

【핵심내용】
o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글로벌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고,
1870~2015년 중 미국·영국·독일·프랑스 4개국의 자산, 소비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글로벌 실질금리를 예측
- 자산 대비 소비 비율을 실질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소비 증가율 등 3개 요인으로 분해
한 후, 생산성·인구·디레버리징·위험선호 등과 같은 외생 충격이 동 요인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자산 대비 소비 비율이 실질금리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산 대비 소비 비율의 변동을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실질금리의 추세를 예측
o 분석 결과, 거시 및 금융 충격 모두 글로벌 실질금리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
- 실물 측면에서는 생산성 및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금융 측면에
서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도와 위험 선호(risk appetite)가 강할수록 실질금리
가 하락
o 특히, 디레버리징은 저축 증가를 통해 자산 대비 소비 비율과 실질금리의 하락을 초래
- 이는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자산 대비 소비 비율이 하락하고 위기 이후
오랜 기간 낮은 수준의 실질금리가 지속된 사실을 설명
o 한편, 자산 대비 소비 비율의 최근 움직임을 통해 미래 글로벌 실질금리를 예측한 결과,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분석방법론】 Present value decompositio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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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Logic of the Survival of North Korea”
출처: Asian Economic Policy Review(2019) 14
저자: Kentaro Hirose, Shuhei Kurizaki(Waseda大)
ㅇ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단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여타 테러지원국가 또는 불량국가
(rogue state)*와 구분되는 차이점임
* 냉전 이후 미국이 만든 용어로서, 국제규범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
비아, 쿠바, 북한 등)를 의미

ㅇ 본고는 3명의 경기자가 참여하는 two-level 게임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군사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했으며, 주요 요인으로 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
주목
- 미국, 불량국가, 반정부 세력(불량국가 內)은 각자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며,
미국과 반정부 세력간에는 잠재적인 동맹관계가 형성
- 이때 미국은 반정부 세력이 충분히 형성된 경우에만 이들과의 동맹을 통해 불량국가
에 군사적 제재를 가할 유인이 존재함
ㅇ 북한은 민족적 동질성이 높고 인종갈등 문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할 수
있는 힘 있는 반란세력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유인을 낮추게 함
- 반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국가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족적
이질성이 높고 국가 내에 반정부 세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군사제재를 단행하는 것이 가능했음
- 실제로 냉전 이후 전 세계에 발생한 내전 중 83%는 인종갈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북한은 99.9%가 한민족으로 인종 차별문제가 존재하지 않음
ㅇ 따라서 북한내 반정부 세력이 억압될수록 미국의 군사제재 위험은 낮아지고 북한과
미국간의 안정적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ㅇ 한편, 최근 북한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시장경제 발전은 독재정권에 대응하는 세력이
양성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개입 위험이 증대
되는 등 북한과 미국간 안정적 관계는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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