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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terest Rate Spillovers from the United States: Expectations, Term

Premia and Macro-financial Vulnerabilities”
출처: BOFIT Discussion Papers 20/2019
저자: Aaron Mehrotra, Richhild Moessner (BIS), Chang Shu (Bloomberg)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을 4가지 구성요소(components)로 분해*하고
동 요소들의 변화가 다른 국가의 장기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를 분석
* 기대 요소 두 가지(①기대 단기실질금리, ②기대인플레이션)와 기간 프리미엄 요소 두 가지(③실질 리
스크 프리미엄, ④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 미국 외 10개 선진국, 21개 신흥국(한국 포함)의 2001.1월 ~ 2017.9월 패널자료를 이용
o 분석결과 미국의 장기금리가 1%p 상승하면 여타 국가의 장기금리는 0.57%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각 구성요소별로 1%p 상승할 경우를 살펴보면 위의 ①～④의
순서로 각각 0.60%p, 0.61%p, 0.45%p, 0.37%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o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기대 요소는 신흥국의 장기금리에, 기간 프
리미엄 요소는 선진국 장기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각 구성요소별 1%p 변동의 영향(단위: %p)
￭ 선진국
￭ 신흥국

①
0.56
0.62

②
0.56
0.64

③
0.57
0.38

④
0.58
0.26

o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vix 변동으로 측정)이 높아지면 선진국 장기금리는 하
락하고 신흥국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성향(flight to safety)이 뚜렷
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대외채무 누적 등으로 인해 거시금융 취약성이 높은
신흥국일수록 미국 장기금리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한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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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Monopsony in Spatial Equilibrium”
출처: FRB of Dallas, Working Paper No. 1912
저자: Matthew E. Kahn (Johns Hopkins大), Joseph Tracy (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지역노동시장 내 수요독점도 상승이 지역의 임금, 임대료 및 주택가격에 미치
는 효과를 지역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결과를 검증
ㅇ 이를 위해 노동자가 임금, 임대료 및 주거환경(amenity)에 따라 근무 및 거주 지역
을 선택하고, 기업은 지역 내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하는 지역균형 모형을 설정
- 노동자의 효용함수는 임금이 상승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할 때 증가하는 한편, 기업
의 이윤함수는 임금 또는 임대료가 상승할 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노동시장의 균형은 노동자의 효용 및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동시에 만족되는
임금 및 임대료 수준에서 결정
ㅇ 지역균형 모형은 대기업이 지역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해 지역노동시장의 수요독점
도가 상승하는 경우, 임금, 임대료 및 주택가격이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수요독점도가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 약화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일시 하락
- 하지만 임금하락으로 인해 후생이 악화된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노동시장으로 이주하
면서,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이 일부분 회복되어 임금 하락폭이 완화되고 주택수요가
감소해 임대료·주택가격이 하락
ㅇ 미국의 市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수요독점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 예측 결과와 같이 수요독점도 상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2000~2016년의 기간 동안 공표된 지역내 기업체수, 피고용인수, 단위 면적당 주택가격 등으로 구성
** 지역내 고용순위 상위 10개 기업체의 고용비중 및 허핀달 지수를 이용해 수요독점도를 측정

- 수요독점도에 대한 주택가격 탄력성은 –0.032으로 나타나, 임금하락에 의한 후생
감소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비 감소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
ㅇ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노동 또는 주택 관련 정책 시행시 여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
할 필요
【분석방법론】 Spatial Equilibrium Model, Roy Model, Fixed Effect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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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Inflation At Ris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4074
저자: J David Lopez-Salido, Francesca Loria(Board of Governors of the FRB)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점(missing
disinflation) 및 인플레이션 퍼즐(inflation puzzle)을 설명하기 위해 금융여건 변화가 인플
레이션 동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동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신용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되면서 저물가 기조
가 나타났다는 주장을 논증
ㅇ 특히,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분포의 평균, 분산뿐만 아
니라 분포의 꼬리 두께를 통해 tail risk를 가늠할 수 있는 첨도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인플레이션 분포가 좌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왼쪽 꼬리 부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
우, 저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 Inflation-at-Risk는 단기에서 인플레이션이 특정 임계점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될 확률
에 대한 추정치로, 동 개념은 논문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tail risk의 척도로 사용
ㅇ 실제 분석에서는 1973~2019년까지의 미국 및 유로지역 데이터를 이용한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통해 분위별 필립스곡선을 추정하였고, 분위에 따라 인플레이션 결정요인별
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 검증
-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결정요인으로는 실업률갭, 4분기 전 인플레이션 및 장기 기대인플레이
션, 수입재화의 상대가격 변화 등 경제적 요인과 신용스프레드 변동으로 대변되는 금융 요
인을 고려
ㅇ 분석 결과, 금융위기 후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이 작용해 저인플레이션 구간(하위 10%)에 속
할 확률이 상승한 데는 2010년 전후 대출시장의 신용스프레드 급등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
- 신용스프레드의 영향력을 배제한 분석에서 고인플레이션기에 물가지수가 앞선 분석과 크
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저인플레이션기에는 물가가 하방압력을 받는 정도가 줄어듦
- 특히 유로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채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했
는데, 국채위기 이후인 2014년 초 유로지역이 저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은 약
80%로 추정되었으나 금융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동 확률을 약 30%로 예측
ㅇ 동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금융변수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평균치 분석에 국한하기보다 tail risk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Augmented quantile phillips cur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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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Playing Hide and Seek: How Lenders Respond to Borrower Protec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82
저자: Youssef Benzarti(California Santa Barbara大)
【핵심내용】
o 2014년 1월 시행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법*이 대부업자들의 대출 양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Dodd-Frank에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Rule을 도입하는 법안

- 법안은 금리 스프레드(우량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의 차이)가 6.5%($50,000 초과 대
출) 혹은 8.5%($50,000 이하 대출) 이상인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입자에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숨겨진 수수료나 패널티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
o 분석 결과, 법안 도입으로 인해 법안 적용의 경계선이 되는 금리 스프레드(6.5%, 8.5%)
를 상회하는 금리의 대출이 감소하고 경계선을 하회하는 금리의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법안 도입으로 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량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이는 대부업자들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법안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공급하기보다
는, 금리를 낮춰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음을 의미
o 대출 금리 구성의 변화로 인해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당 평균 금리는 $50,000
초과 대출의 경우 0.6%p, $50,000 이하 대출의 경우 0.9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흑인, 히스패닉, 저소득
층이 금리 하락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으로 분석
o 한편 대출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고 금리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대부업자들이 이윤 감
소를 보전하기 위해 숨겨진 수수료 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소비자의 후
생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분석방법론】 Difference-in-bun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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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Your High-Skilled Labor: H-1B

Lottery Outcomes and Entrepreneurial Succes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92
저자: Stephen G. Dimmock(Nanyang Technological大), Jiekun Huang(Illinois at
Urbana-Champaign大), Scott J. Weisbenner(Illinois at Urbana-Champaign大)
【핵심내용】
o 2008~2015년 중 미국 1,866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
(high-skilled labor)의 고용*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업의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 고용 정도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결과를 통해 식별

- H-1B 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에 대해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매년 랜덤
추첨을 통해 일정 인원에게만 발급하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 고용 정도로 볼 수 있음
o 회귀분석 결과,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 고용은 스타트업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성공 확
률 및 상장·인수를 통한 자금회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비자 당첨 확률*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기존에 펀딩을 받은 기업들이 추가
적인 펀딩을 받는데 성공할 확률이 4.3%p 증가
* 비자 신규 승인 건수/총 비자 신청 건수

- 기업의 비자 당첨 확률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기업이 상장(IPO)이나 인수(acquisition)
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출구(exit) 전략에 성공할 확률이 2.9%p 증가
o 또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 고용은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수와 특허인용건수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의 비자 당첨 확률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특허수는 4.8%, 특허인용수는 4% 증가
- 이는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혁신의 증가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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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Negative interest rate in the euro area: does it hurt banks?”
출처: OECD, Working Paper No.1574
저자: Jan Stráský, Hyunjeong Hwang(OECD)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유로지역(euro area)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12년 유럽중앙은행 예금금리(deposit facility rate)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금리,
환매조건부채권금리(repo rate), 1일물 자금시장금리(overnight deposit rate) 등의 금리가 0보다 작
아짐

-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예금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정책
금리보다 적은 폭으로 낮추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999~2018년 중 유로지역 은행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마이너스 금리 기간 중 은행의 순이자수입(net interest income)의 하락
여부를 추정
o 분석 결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 기간 중 은행의 순이자수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이자수입과 총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추정할 경우 순이자수입 하락 효과가 더욱 뚜렷함
- 동 결과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치
- 다만,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등의 다른 수익성 지표를 사용하거나, 실질 GDP 증
가율 및 기대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할 경우 은행 수익성 하락
효과는 뚜렷하지 않음
o 한편, 은행의 자산수익률은 유럽재정위기 당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전반적으로 느
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수익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은행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 수익률이
중간값에 속한 은행은 재정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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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Banks’ Holdings of Government Securities and Credit to the Private
Sector in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출처: IMF, Working Paper 19/224
저자: Romain Bouis(IMF)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2001~2016년 중 신흥국 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의 전체 자산 대비 자국
국채 보유 비중의 증가가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채 보유 비중 증가가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을 감소시키는지 추정해본 후, 동 현상이 정부
에 의한 금융 압박(financial repression)*에 기인한 결과인지 분석
* 직접적 통제, 금융규제 정책,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 등을 통하여 은행의 신용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o 분석 결과, 신흥국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할수록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이 감소
- 동 현상이 정부에 의한 금융 압박에 기인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할수록 동 은행의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는데, 이는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 증가와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 감소 행위가 은행의 최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 동기에 기인함을 시사
- 동 결과는 과세 전후 수익성 지표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의 포트폴리
오 재조정이 세제 혜택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줌
o 부실 대출(non-performing loans)이 증가할 때 국채 보유 비중 또한 증가하며, 국채
보유 비중 증가는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 이는 부실 대출이 증가할 경우, 은행이 대손충당금(provisions for loan losses)을 축소하
기 위해 국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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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North Korean Economy, October 2019 : Are Sanctions Causing a
More Volatile Exchange Rate?”
출처: 38 North, October 25, 2019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북한은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장환율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
러한 사실은 북한경제 전문가들에게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음
ㅇ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를 받으면서도 대미달러 환율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음
- 북한은 대부분의 미 달러를 국영기업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환율방어
가 수월함
- 따라서 대미달러 환율이 북한 경제의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움
ㅇ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대미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관측되는 가운데 위
안화에 대한 환율은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안정적인 것은 북한이 위안화에 대해 어느 정도 통화를 고정
(peg)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
- 또한 대미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에 대해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점차 줄어
든 데 기인한 것이며 제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
- 한편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사회에서 미 달러가 위안화에 대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하나의 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음
ㅇ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미달러 환율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
- 다만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환시장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명백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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