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3호>

<2019.11.22>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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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Across Business, Credit and

Interest Rate Cycles”
출처: Norges Bank Working Paper No. 21/2019
저자: Sami Alpanda(Central Florida大), Eleonora Granziera(Norges Bank), Sarah
Zubairy(Texas A&M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18개 선진국(한국 불포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기, 신용, 금리 순환 국
면에 따라 통화정책 유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정책금리 100bp 하락이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단기금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장기금리,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 순환 국면별로 나누어 분석·비교
ㅇ 분석결과 경제가 각 순환주기 상 위험(perilous) 국면*에 있을 때 통화정책의 생산부양
효과가 약화되는 등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갭이 마이너스(-)인 경기침체기, 가계부채/GDP 비율이 추세보다 높은 고부채 시기, 장기금리가
직전 5년 이동평균보다 높은 고금리(통화 긴축) 시기로 정의

- 이는 대침체기(Great Recession) 이후 많은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큰 폭으로 완화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부진했던 경험의 원인을 설명
ㅇ 또한 DSR(debt-service-ratio) 및 LTV(loan-to-value) 제약을 도입한 이론모형을 통해
이러한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가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주로 신용경로 및 차환
(refinancing)경로를 통해 발생함을 보임
- 각 사이클의 위험 국면에서는 가계가 직면하는 DSR, LTV 제약이 강해져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이나 차환이 경기호황기 만큼 증가하지 않음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당국이 경기호황기에 비해 경기침체기에
(aggressive)이고, 재량적인(discretionary)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시사

보다

공격적

- 아울러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되는 위험 국면에서는 통화정책 외의 대안적 정책
(alternative tools)의 사용도 고려해볼 필요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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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Unemployment, Partial Insurance, and the Multiplier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출처: MPRA Paper No. 96811
저자: Gregory E. Givens(Alabam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추정되는 정부지출 승수의 크기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크
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부분적 실업급여*가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
* 실직시 소득이 취직시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인 소득대체율의 크기가 1 미만인 경우

ㅇ 신고전파 모형에서는 확장적 재정지출이 민간소비 구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소비·산출에
대한 재정승수가 작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증적으로는 재정승수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
- 신고전파는 재정지출이 조세를 통해 조달되므로 확장적 재정지출은 가계의 소득을 감
소시켜 민간소비가 하락하고 산출은 재정지출 확대폭보다 작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며, 산출에 대한
재정승수는 0.8~1.5로 추정되는 등 신고전파 예측과 상반되는 증거가 다수
ㅇ 본 논문은 부분적 실업보험을 거시모형에 도입하는 경우 미시적 수준에서 신고전파
모형의 예측과 합치하면서, 거시적 수준에서도 실증결과와 합치하는 재정승수 효과
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
- 가계가 실업보험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소비를 평탄화한 경우 확장적 재정지
출은 조세증가를 의미하므로 신고전파 예측대로 가계소비가 감소
- 반면 부분적 실업보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소비가 평탄화되지 않기 때문에, 호황기에
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계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산출 모두 증가
- 특히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후자가 전자의 효과를 상회하므로, 소비
와 산출에 대한 재정승수 효과는 각각 0과 1을 상회
ㅇ 하지만 동 모형에는 재정승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소비세·소득세 등의 왜곡
적 조세나 임금경직성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모
형을 보완할 필요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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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A Theory of Falling Growth and Rising R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48
저자: Philippe Aghion(College de France), Antonin Bergeaud(Banque de France), Timo
Boppart(Stockholm大), Peter J. Klenow(Stanford大), Huiyu Li(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최근까지 미국의 성장률 둔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집중도 및 이윤이 상승세를 보여온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을 제시
- 상기 현상은 이미 미국 경제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특
히 90년대 중반 이후 IT 기술 확산으로 기업의 시장진출 비용이 감소하면서 심화
- 본 연구에서는 재화의 질 및 공정 효율성 등에 따른 이질적인 기업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이론을 통해 상기 현상이 유지된 메커니즘을 설명
ㅇ 모형 내의 모수 값은 IT 혁신 이전의 시기(1949~1995)와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IT
재화의 상대가격이 감소한 시기(1996~2005)로 구분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
- 간접비(overhead cost)의 영구적 감소를 모수(  )에 반영하여 기업의 시장 집중도, 노동
소득분배율, 장기성장률의 변화를 분석
ㅇ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면 단기적으로 총
생산성에는 상승압력으로 작용
- 고생산성 기업의 사업확장은 시장 평균 마크업(mark-up)을 상승시킨 반면 노동소득분
배율을 감소시켰으며, 상대적으로 저생산성인 기업의 입지를 축소
- 고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을 모방할 수 없는 저생산성 기업은 진입가능한 시장이 축소
됨에 따라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진 유인이 감소
ㅇ 고생산성 기업들끼리의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이 이전보다 마크업을 낮게
책정하여 가격경쟁이 심화
- 고생산성 기업의 시장개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마크업과 지대(rent)가 상승했음에도 장기
적으로는 그 효과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에 의해 상쇄되고, 전체적으로 혁신유인이
감소한 결과 장기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분석방법론】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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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Local Autonomy an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Evidence from

European Reg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06
저자: Evi Pappa(Universidad Carlos Ⅲ de Madrid), Akos Valentinyi(Manchester大),
Markus Brueckner(Australian National大)
【핵심내용】
ㅇ 1990~2014년 유럽의 2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 자치권*(local autonomy)이 지방
정부지출**승수(local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가별로 지방 자치권 지수(Local Autonomy Index)를 구축하여 재정적, 법적, 제도적, 조직적, 정치
적 자율성 등을 측정
** 지방정부지출의 대리변수로 비시장 부문 총부가가치를 사용

ㅇ 실증분석 결과, 지방 자치권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방 정부지출이 지역 생산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자치권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지출승수가 0에 근접하였으나, 지방
자치권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지출의 당기승수는 0.5, 누적승수는 1.1인
것으로 나타남(평균적으로는 당기승수 0.3, 누적승수 0.7)
ㅇ 한편 지방정부지출승수는 상태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률이 평균보다 낮고
생산량이 추세 이하일 때 승수가 더 크고, 지방 자치권이 승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경기가 불황일 때 지방 자치권이 지역의 부정적 충격에 대응하는데 더욱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시사
ㅇ 모형분석 결과,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높으면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공공
재의 생산이 증가해 정부지출승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에서 또한 지방 자치권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지출이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재 등 자본의 축적을 매개로 위 효과가 일어남
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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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kill Prices, Occupations, and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for Low

Skilled Me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53
저자: Christopher R. Taber(Wisconsin-Madison大), Nicolas A. Roys(London大)
【핵심내용】
ㅇ 1979년 이후 미국의 고용 자료*를 이용하여 저숙련(low-skilled) 남성 노동자의 임금
변화 요인을 분석
* 직종별 기술의 중요도는 O*Net, 노동공급효과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기
술의 중요성의 변화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97, 기술의 가격은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하여 추정

ㅇ 마찰적 노동시장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으며, 노동자는 세 가지(인지적, 육체적, 대
인관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직종마다 각 기술이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며, 직종의 임
금은 기술의 가격에 의해 결정됨
- 특히, 최근 40년간 저숙련 남성의 중위(median) 실질임금이 감소한 현상이, 동 시기
에 전통적인 육체노동자(blue collar) 비중의 감소, 서비스직·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직종 구성(occupational composition)의 변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
ㅇ 분석 결과, 직종 구성의 변화는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변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종 내 기술가격의 변화가 임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됨
ㅇ 한편, 비중이 증가한 직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비중이 크게 감소한
전통적 육체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경
쟁적(competitive) 모형과는 상반되는 결과 도출
ㅇ 각 기술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wage premium)을 분석한 결과, 저숙련 남성 노동자의
경우 육체적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인관계기술
의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육체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저숙련 남성 노동자의 취업확률 및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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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Magnification of the 'China Shock' Through the U.S. Housing Marke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32
저자: Yuan Xu, Hong Ma(칭화大), Robert C. Feenstra(UC Davis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 노출도(exposure to chinese import) 변화* 충격이 미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 가격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변화율을 산업별로 계산한 후, 해당 산업의 고용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
** 중국산 수입 노출도 증가가 제조업이 직면하는 경쟁 압력을 높이고 금융, 주택 등 비제조업 부문으로
자원 이동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

- 기존 연구(Autor, Dorn, and Hanson, 2013)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노출이 제조업 및 비제조
업의 고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효과는 같은 시기 발생한 주택가
격 상승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
- 본 연구에서는 1990~2011년 중 미국 지역별 고용, 수입, 주택 가격 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생적인 주택 가격 변동을 식별한 후, 동 변동이 수입 노출도 및 고용과 어떤 관계에 있
는지 살펴봄
ㅇ 분석 결과, 중국산 수입 노출도가 증가할수록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고용이 감소
하는데 주택 가격 변동을 통제한 후 분석했을 때에는 고용 감소폭이 축소
- 주택 가격 경로를 제외한 후 수입 노출도 증가가 고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본 결과, 전체 효과의 크기보다 20~30% 정도 작음
- 또한, 주택 가격이 수입 노출도 증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 노출도 증가
에 기인한 고용 감소폭이 절반 정도 하락하였을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들은 주택 가격 경로를 제외할 경우 수입 노출도 증가의 직접적 효과가 제조
업 고용을 여전히 감소시키지만 비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데 기인
ㅇ 한편, 수입 노출도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비대졸자와 대졸자 간의 차이가 존재
- 비대졸자들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비제조업 고용의 감소폭은 제조업 고용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대졸자들의 비제조업 고용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
으로 분석
ㅇ 동 분석 결과들은 중국산 수입 노출도 증가가 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 시장을 통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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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hina's

Shadow

Banking:

Bank's

Shadow

and

Traditional

Shadow

Banking”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22
저자: Guofeng Sun(중국인민은행)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중국의 섀도우 뱅킹 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의 통화 창조(money creation)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금융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 다음, 섀도우 뱅킹 시스템의 각 범주들과
금융시스템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
ㅇ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전통적 섀도우 뱅킹(traditional shadow banking)과 은행의 섀도우 뱅
킹(banks‘ shadow) 두 개의 범주로 분류
- 전통적 섀도우 뱅킹이 통화가 아닌 신용만을 창조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 창조 행위
를 지칭하는 개념인 반면, 은행의 섀도우 뱅킹*은 은행이 규제 회피 또는 비공식적인 회계
적 수단을 통해 신용을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
* 대표적으로 은행이 제3의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부외거래를 통해 신용을 공급하여 대출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존재

- 전통적 섀도우 뱅킹과 달리 은행의 섀도우 뱅킹은 신용 창조 과정에서 통화 창조를 수반
하는데 이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은행의 섀도우 뱅킹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중국의 금융규
제 당국은 전통적 섀도우 뱅킹 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외(off-balance sheet)거래를 포함하
는 다양한 섀도우 뱅킹 채널의 발전 양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중국의 경우, 은행의 섀도우 뱅킹이 신용 리스크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동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
- 자산 또는 위험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과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적절하게 통제
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필요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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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Furious Futility : Maximum Pressure in 2020”
출처: 38 North, November 15, 2019
저자: Richard Nephew(Columbia SIPA)
【핵심내용】
ㅇ 미국은 지난 3년간 군사·금융·외교·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 왔음
ㅇ 저자는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핵협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 놓여있으며
강력한 제재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
- 제재 실행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북한과의 무역에 연계된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해
당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 존재
ㅇ 비핵화 협상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양국의 의견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
고 있는 상황
ㅇ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미국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이에 저자는 미국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 저자는 북한이 당장 핵개발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최대압
박 정책의 고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당면한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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