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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isk-Free Interest Rat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38
저자: Jules H. van Binsbergen, William F. Diamond(Pennsylvania大), Marco
Grotteria(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o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time value of money)*를 의미하는 무위험 이자율(risk
free rates)은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의 수익률(yield)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음
* 화폐 한 단위를 이번 기에 받는 것과 다음 기에 받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이자율

- 그러나 국채 등 안전자산은 유동성(liquidity)과 담보증권으로서의 가치(collateral
value) 등 일종의 편의수익(convenience yield)을 제공하므로 국채의 수익률은 이
론적인 무위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것이 보통
o 본고에서는 편의수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험자산의 시장가격을 활용하여 6, 12,
18개월 만기에 해당하는 무위험 이자율을 추정 *
* 2004~2018년 중 미국 S&P 500 지수의 옵션가격에 대한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로부터 도출

- 추정된 무위험 이자율과 국채 수익률과의 차이, 즉 미국 국채의 편의수익은 분
석대상기간(2004∼2018년) 동안 평균 40bp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위기 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만기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추정한 무위험 이자율을 활용하여 양적완화가
CIP(Covered Interest Parity) 가설 성립 여부 등도 분석

편의수익에

미친

영향,

- 양적완화 정책은 안전자산 부족 현상을 완화시켜 편의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IP가설도 국채수익률이나 LIBOR 금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정교
하게 성립
ㅇ 본고에서 추정한 무위험 이자율은 편의수익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식이나 신용
상품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를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계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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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A Tale of Two Countries: Cash Demand in Canada and Sweden”
출처: Sveriges Riksbank, Working Paper Series No. 376
저자: Walter Engert, Ben Fung(Bank of Canada), Björn Segendorf(Riksbank)
【핵심내용】
o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던 화폐수요*가
1980년대에 안정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1940
년대 이후 현재까지 화폐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 명목GDP 대비로 표준화

o 본고에서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transaction demand, 이하 거래적 화폐
수요)와 가치저장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store-of-value demand, 이하 가치저장
화폐수요)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와 스웨덴의 화폐수요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원인을 분석
- 거래적 화폐수요에 해당하는 소액권 수요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비접촉식 카드
(contactless card) 등과 같은 결제수단의 혁신으로 인해 양국 모두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반면 가치저장 화폐수요로 볼 수 있는 고액권 수요는 캐나다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0 ~ 80년대에 약간 증가
했다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
o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고액권 수요가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1990년 초반 은행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 은행회생제도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가 도입됨에 따라 가치저장 화폐수요가 억제된 데 주로 기인
- 또한 스웨덴의 법화(legal tender) 운용방식*이나 현금없는(cashless) 은행지점 확대
등도 고액권 수요 억제에 기여
*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은행권이 발행되면 기존 은행권은 일정 기간 이후 법화로서의 효력을 상실
하므로, 만료일 이전에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지점에서 교환해야 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불확실성이나 위험 대비를 위한 화폐
보유 유인을 감소시켜 가치저장 화폐수요가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
- 화폐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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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Consumption Taxes and Corporate Investment”
출처: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19, 32(8)
저자: Martin Jacob, Maximilian A. Müller(WHU)
저자: Roni Michaely(Geneva Finance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네덜란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세율 인상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준자연
실험(quasi-natural experiment)을 통해 분석
- OECD 국가의 세입 중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3 가량으로 매우 높
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변동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
- 본 연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비세를 분담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수요탄력성과
생산자의 공급탄력성 간 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부문으로 소비세
귀착이 발생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검증
ㅇ 2012년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 인상(19->21%)*을 외생적 충격으로 설정한 후 네덜
란드 기업데이터를 통해 분석
* 네덜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VAT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소비세율 수준을 고수해
왔으므로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큰 폭의 제도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독일·벨기에와 국경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대체재와 경쟁하는 기업표본과
그 외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탄력성에 따른 조세귀착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소비세율 인상시 소비자의 수요탄력성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국경근처에 입지한 경우 해외대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탄력성에
직면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시 기업 부담비중이 상승하면서 투자여력이 축소
-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영세규모로 지역시장 의존도가 높아 탄력적 수요에 직면한
기업, 유동성제약 등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세율 인상의 투자
감소효과가 보다 확대
ㅇ 소비세 부과는 기업투자 결정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내 효율성 저하를 초래
-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투자가 축소되는 이유는 소비세 부담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
고 민간 총소비가 하락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순현재가치>0) 기회가 줄어들
었기 때문
-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제개혁(budget-neutral tax reform)
의 경우 기업투자 감소를 통해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riple difference-in-difference(삼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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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Anchored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00
저자: Carlos Carvalho(브라질 중앙은행), Stefano Eusepi(Texas Austin大),
저자: Emanuel Moench(독일 중앙은행), Bruce Preston(Melbourne大)
【핵심내용】
ㅇ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anchoring)은 통화정책의 이론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기대 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 통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안정적인 이유는 물가가 안정된 경우 인플레이션
예측오차가 작아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ㅇ 본 연구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및 통화정책의 상
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제시
ㅇ 동 분석을 위해 민간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예측오차에 따라 자신들이 인지하는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
하는 구조(learning)를 가진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을 설정
- 모형내 인플레이션 충격발생 시 예측오차가 작은 경우 민간은 정책당국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고, 실제로 균형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
- 반면 예측오차가 큰 경우 민간은 목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지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함에 따라 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변화
ㅇ 미국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지언 추정 모형을 통해 표본내 전망을 실시한
결과, 1955~2015년중 동 모형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70년대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양(+)의 예측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 80~90년대 디스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음(-)의 예측오차 발생으로 민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조정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 2000년대 들어서는 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대 인플레이션 및 실제 인플레
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arginalized particle filter method, Bayesia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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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How do bank-specific characteristics affect lending? New evidence

based on credit registry data from Latin America”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98
저자: Carlos Cantú, Stijn Claessens, Leonardo Gambacorta(BIS)
【핵심내용】
o 2007~2017년중 5개 남미국가(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은행-기업 단위
신용정보(credit registry)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의 특성이 은행 대출 및 통화정책과
국제경제충격에 대한 은행 대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각 국에 대해 동일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계수를 가중평균하는 메타분석기법
(meta-analysis technique)을 통해 결과를 종합

o 분석 결과, 규모가 크고, 자본비율이 높고, 위험이 낮고, 자금조달원이 안정적이고,
겸업은행(universal) 사업모형이 아닌 상업은행(commercial) 사업모형*을 가진 은행일
수록 대출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은행(commercial) 사업모형은 총자산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은 은행, 겸업은행(universal) 사업
모형은 총자산중 거래계좌상 증권(trading account securities)의 비중이 높은 은행을 의미

o 통화정책에 대한 대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본비율이 높고, 위험이 낮고, 수익성
이 높고, 자금조달원이 안정적인 은행일수록 정책금리 변화 시 대출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o 국제경제충격에 대한 대출의 변화 또한 은행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때 자본비율이 높고, 위험이 낮고, 자금조달원이 안정적인
은행이 대출 증가가 많고, 겸업은행 사업모형인 은행은 대출 증가가 적음
-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자본비율이 높고 자금조달원이 안정적인 은행이
대출 감소가 적음
-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 대출 감소가 적음
- 금융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자본비율이 높고 자금조달원이 안정적인 은행이 대출
감소가 적고, 겸업은행 사업모형인 은행은 대출 감소가 많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Meta-analys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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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Asset Bubbles and Global Imbalances”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019, 11(3)
저자: Daisuke Ikeda(BOJ), Toan Ph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국가 간 자본이동, 자산가격 거품(asset bubbles)이 존재하는 2국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자산가격
거품과 자본이동 간의 상호작용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의 존재와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인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가정하고, 금융 마찰이 작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인 투자
가 이루어져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금융 마찰의 크기는 금융시장 발달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o 분석 결과, 국가 간 금융 통합(financial integration)이 이루어지면 자본수익률이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자본이동과 자산가격 거품 간 상호
작용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킴
-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 금융 통합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높은 국가로의 자본이동이 촉진
되어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
- 자본이동이 자산가격 거품에 미치는 영향 : 자본이 유입되면 금리가 하락하고, 저금리로
인해 경제 주체의 투기적 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
- 자산가격 거품이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 :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할 경우 저축이 감소
하여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됨
o 한편, 자본이동과 자산가격 거품의 상호작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자산 가격
거품의 붕괴,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감소, 글로벌 불균형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

【분석방법론】 Rational bubble model with two large open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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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Exporters

of

Services:

A

Look

at

U.S.

Exporters

outsid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63
저자: Maria D. Tito(FRB)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의 서비스 부문 수출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제조 부문 수출기업과의 차이점 등을 비교
- 서비스 부문 수출기업의 특징 및 제조 부문 수출기업과의 차이를 횡단면(cross-sectional)
및 시계열(time-series) 측면에서 분석
o 횡단면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자본 집약도 및 노동 생산성이 높음
- 제조 부문 수출기업도 내수 기업에 비해 동 지표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부문만큼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음
o 시계열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부문에서 수출
기업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부문 수출기업은 제조 부문 수출기업에 비해 수출
시장 진입 및 이탈 비율이 더 높아짐
- 이탈 기업은 수출거래를 지속하는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본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o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서비스 부문의 기업은 제조 부문에 비해 큰 거래비용(trade
costs)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임
- 추정결과, 수출시장 진입 시 소요되는 고정비용(fixed cost)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
해 약 2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서비스 부문 수출기업의 생존 확률*(survival probability)이 낮은 것은 제조 부문
수출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 시 고정비용은 높으나 시장 이탈 시 매몰되는 고정비용이 적
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수출시장 진입 기업 수 대비 일정 기간 후 수출거래 지속 기업의 비율

【분석방법론】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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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From Balancing to Bandwagoning: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anction Regime on North Korea-Africa Relationships”
출처: North Korean Review Journal, 2019, 15(1)
저자: Virginie Grzelczyk(Aston大)
【핵심내용】
ㅇ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를 가함
- 유엔은 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사치품, 광물자원의 수출입과 금융거래를 제한
- 본고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지를 분석
ㅇ 북한은 1970년대부터 소련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국제화 전략’을 펼침
- 북한의 ‘국제화 전략’은 제3세계 국가에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주적인
국가임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해석가능
- 북한은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산업자원과 군수물품을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옴
ㅇ Stephen Walt의 위협균형이론(balance of threat)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분석
- 이론에 따르면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국가, 제재를 무시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로 나뉨
- 북한의 주요 수교국인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는 제재 이후 교류를 끊는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계를 단절
ㅇ 이 논문은 일반적인 분석대상인 북한과 러시아 또는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와의 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위치를 폭넓게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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