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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Banks Do Not Create Money Out of Thin Air”
출처: CEPR, Policy Portal, 14 December 2019
저자: Pontus Rendahl, Lukas B. Freund(Cambridge大)
【핵심내용】
ㅇ 은행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통화를 창출(create money out of nothing)할 수 있다는 설명
이 언론에서 종종 소개되고 있음
- 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순간, 같은 금액이 대출자의 예금 계정에 기록됨
으로써 통화가 창출*(Bank of England, 2014; Deutsche Bundesbank, 2017)
* 이는 “loan first”라 불리는 견해로 기존의 예금창출과정에 기반한 “reserve first” 견해와는 구분

- 통화는 무(無)에서 창조된다고 설명하면서 통화 창출 과정을 은행이라는 마법의 나무
(magic tree)에서 열리는 열매에 비유(Guardian, 2017; NY Review of Books, 2019)
ㅇ 그러나 은행의 통화 창출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본고에서는 은행이
자산(asset)을 기반으로 통화를 창조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
* 앞의 영란은행과 독일연방은행 자료에서도 은행의 통화 창출 능력이 왜 무한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이 수록

- 은행은 대출자가 미래에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화폐처럼 통용되는 은행 명의
차용증서(IOU)를 발행하는데 동 차용증서는 중앙은행 본원통화와 1:1로 교환
- 대출자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전에 제3자가 차용증서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은
행이 가지고 있는 지준(liquid reserve)으로 청산해야 함
- 은행의 지급능력(repayment capacity)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은행 명의 차용증서와
본원통화 간 1:1 교환비율은 깨지게 되며 은행은 예금인출사태에 직면
- 이는 은행이 무제한으로 통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자산이 담보
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
ㅇ 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통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대출자의 상환가능성
을 선별하는 능력과 ②유동성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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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All You Need is Cash: Corporate Cash Holdings and Invest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99
저자: Andreas Joseph, Christiane Kneer, Neeltje Van Horen(Bank of England),
Jumana Saleheen(CRU Group)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영국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금융위기 이전 상대적* 현금
보유비율(예금/총자산)이 위기 이후 기업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개별 기업 현금보유비율 - 산업평균 현금보유비율) / 산업 내 현금보유비율 표준편차

ㅇ 분석결과 2006년 기준 현금보유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금융위기 기간
중 더 많이 투자하였으며, 동 격차는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보유비율 상위 10%인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하위 10% 기업에 비해 금융위기
기간 중(2007~2009년) 4.4%p 더 높았으며, 위기 이후 기간을 포함(2007~2014년)했을
때에는 11.6%p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신용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신생/소규모 기업에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적이었던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기업의 현금보유비
율 차이에 따른 투자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
ㅇ 이는 신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현금보유비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자금을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 수익 확보, 재투자 기회 활용 등이 용이
한 데 기인
- 실증분석 결과 2007~2014년 중 현금보유비율 상위 10%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위
10% 기업에 비해 3.7%p 확대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 보유규모가 기업의 장기 성장에 중요하므
로 기업의 부채수준 뿐만 아니라 가용한 유동자산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함을
시사
- 또한 위기 시 유동성 제약에 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예: 영란은행의 funding-for-lending scheme)의 중요성
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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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Optimal Income Taxation with Unemployment and Wage Responses: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Forthcoming
저자: Kory Kroft(Toronto大) Kavan Kucko, Johannes Schmieder(Boston大), Etienne
Lehmann(파리 제2대학)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노동소득세 부과의 임금·노동공급 조정 효과를 도입한 모형을 통해 최적
소득세율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미국에 적합한 최적 소득세제를 산출
ㅇ 최적 소득세율 산식을 도출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변동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경우만을 가정함에 따라, 최적 소득세율은 개인 수준의 노동공급 변화에 의해서만 결
정되며 노동시장 전체 임금·노동공급 변화는 최적 소득세율 결정과 무관하게 결정
- 실업률과 임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함에 따라, 노동공급과 임금이 일정하
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기존 산식은 현실성이 낮음
- 최적 소득세율 도출을 위해 소득세 변동이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노동시장 내 임금·취업확률·노동공급에 미치는 일반균형 효과를 고려할 필요
ㅇ 동 모형에서 도출되는 최적 소득세율은 소득세 변동에 따른 고용, 개인 수준의 경제활
동참가 및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참가 변동에 따라 결정
- 소득세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작으면, 소득세로 인한 노동공급 왜곡효과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최적 소득세율은 높을 것으로 예측
- 반면 소득세 상승에 의한 개인 수준의 경제활동참가 감소폭이 크더라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참가 감소폭이 낮은 경우, 소득세로 인한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왜곡효
과가 크지 않아 최적 소득세율은 높을 것으로 예측
ㅇ 동 산식을 이용하여 미국의 소득 구간별 최적 소득세율을 추정해 본 결과, 미국에
적합한 최적 소득세제는 부(-)의 소득 세제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
- 연소득 1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액수의 보조금(transfer)을 지급하지
만, 연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점진적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보
인다는 측면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
- 하지만 면세 소득 구간이 있는 EITC와 달리, 모든 구간에 대해서 양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ㅇ 동 연구는 효용·생산함수의 형태 등에 대한 가정없이 실증적으로 추정 가능한 소득
세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를 이용해 최적소득세율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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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Mortgage Debt and Social Externalities”
출처: Review of Economic Dynamics, No. 34(2019)
저자: Cristian Badarinza(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된 거시건전성 정책이 사회적 지위 경쟁(social arms
race)을 완화하여 가계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미국 데이터를 통해 제시
-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동기에 기인한 과잉대출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여 사회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성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긴요
- 동 연구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생애주기모형을 통해 지위 경쟁의 영향
을 시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입제약정책의 효과를 분석
ㅇ 사회적 지위는 한 개인이 연령별, 교육수준별 집단 내에서 설정한 비교기준(reference
point)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내구재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지에 따라 측정
- 분권화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은 내구재 투자를 확대해 후생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으나, 지위가 높은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면 후생증
가분이 상쇄될 가능성
ㅇ 미국 가계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 지위 경쟁에 참여한 가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부채를 과도하게 일으켜 사회후생에 순손실을 유발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입제약 정책은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하여 후생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과잉대출로 인한 후생손실을 예방하는 상충관계를 내포
ㅇ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위 경쟁으로 인한 외부성을 평균수준으로 파라미터*
를 조정한 상황에서는 최적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LTV)이 77.5%로 추정
* 개인의 가중합 효용함수 내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선호의 상대적 중요도로, 벤치마크 분석에서는 기
존 문헌에서 제시한 수치(3~7%)를 참조해 중간값 5%로 설정

- 사회적 지위 경쟁이 심화되어 외부성 파라미터가 상승한 상황(5%->6.5%)에서는 차입규제
강화를 통해 외부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최적 LTV는 60%를 소폭 상회
- 반면, 지위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외부성 파라미터가 하락한 상황(5%->3.5%)에서
는 차입규제의 자원배분 왜곡 유발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LTV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최적
【분석방법론】 Life-cycle model with heterogeneou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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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Household Debt, Consumption, and Monetary Policy in Australia”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76
저자: Elena Loukoianova, Yu Ching Wong, Ioana Hussiada(IMF)
【핵심내용】
ㅇ 2001~2016년중 호주의 가계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소비와 내구재 지
출에 미치는 영향의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
ㅇ 최근 30년간 호주의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고소득·고자산 가계의 부채가 높은 수준
을 유지하는 한편 저소득 가계의 부채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소득대비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주택가격 상승, 저금리 기조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
ㅇ 분석 결과,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충격**이 가계의 소비,
내구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대비 부채 비율 상위 25%는 고부채, 상위 25%~75%는 중간부채, 하위 25%는 저부채 가계
** Romer and Romer(2004) 방식을 따라 Bishop and Tulip(2017)이 계산한 지표를 사용

- 긴축적 통화정책시(통화정책충격 1bp 증가) 고부채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소비는
0.28%p 감소, 중간부채 가계는 0.13%p 감소, 저부채 가계는 0.19%p 증가
- 가처분소득대비 내구재 지출의 경우 고부채 가계는 0.3%p 감소, 중간부채는 0.2%p
감소, 저부채 가계는 감소하지 않음
ㅇ 최근 고부채 가계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부채 가계가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 크다는 결과는, 호주중앙은행이 소폭의 정책금리 조정으로도 정책목표 달성이 가
능하다는 것을 시사
- 또한 호주중앙은행 의사록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료 텍스트 분석 결과, 가계부채
에 관련된 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통화정책의 예
측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분석방법론】 Dynamic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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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Financial Constraints of Entrepreneurs and the Self-Employed”
출처: FRB of Philadelphia, WP 19-52
저자: Vyacheslav Mikhed(FRB of Philadelphia), Sahil Raina, Barry Scholnick(Alberta大)
【핵심내용】
ㅇ 2002~2016년중 캐나다의 복권당첨자를 대상으로 신용제약(financial constraint)*이 모험
적사업가(entrepreneurs)와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사업 시작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외생적인 복권당첨금액을 이용해 신용제약 완화 충격을 식별

- 사업 시작시 법인설립*(incorporation)을 한 경우 모험적사업가, 단순 사업자등록
(register)을 한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
* 법인설립은 소요비용이 크지만 유한책임, 독립법인(separate legal identity)의 성격이 있어 고위험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조달에 유리함

- 복권당첨금액이 높을수록 법인설립(단순 사업자등록)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는 모험적사
업가(자영업자)가 신용제약이 완화되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기존에 신용제약이
있었음을 의미
ㅇ 분석 결과, 모험적사업가는 신용제약으로 인해 사업 시작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영업
자는 신용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복권당첨금액이 증가하면 당첨자의 법인설립 확률이 증가하지만, 단순 사업자등록
확률은 증가하지 않음
ㅇ 한편 성별, 경기국면 등에 따라 모험적사업가가 처한 신용제약에 차이가 있으며, 일
부 조건에서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용제약이 존재
- 모험적사업가의 신용제약은 남성 사업가일 경우, 기존에 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가
일 경우, 경기확장기(2004~2008)에, 지역 금융 접근성이 낮은 경우 강하게 나타남
- 자영업자는 여성 사업가일 경우, 신규 사업가일 경우, 경기수축기(2009~2014)에 신용
제약에 직면하는 것으로 분석
ㅇ 신용제약은 모험적사업가의 생존(survival)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복권당첨금액이 높을수록 복권당첨 이전에 존재하던 법인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Logistic regression,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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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onceptual Aspects of Global Value Chai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91
저자: Pol Antras(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개념적으로 달리 정의할 경우, 각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결정 요인, 동 가치사슬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분석
-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광의 또는 협의로 정의했을 때,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글로
벌 가치사슬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ㅇ 광의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최소 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생산 과정을
의미
- 동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은 수출재 생산 과정에서 타국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잘 설명
ㅇ 광의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본질적으로 최종재 교역에 기반한 기존의 무역과 다르지 않
기 때문에, 동 가치사슬 구조의 결정 요인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무역과 유사
- 가치사슬 구조는 국가별 부존자원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가치사슬에 존재
하는 고도로 분업화된 생산 과정에서 경제에 특화에 따른 이득이 발생
ㅇ 협의의 (또는 관계적) 글로벌 가치사슬은 가치사슬 내부의 거래기업 간 관계를 강조
- 주로 불특정 거래당사자와 일회성 거래를 하는 전통적 무역과 달리, 가치사슬하에서
는 특정 당사자와 반복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고유의 중간재를 교역
- 따라서 국적이 다른 거래 주체 간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에, 이러한 거래적
관계를 다루는 계약,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불완비된 경우가 많음
ㅇ 협의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은 계약, 기업 지배구조, 지적 재산권, 기업
간 협상력, 기술 파급(technology diffusion)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존 무역이
론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
- 이는 동 관점에서 살펴본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주된 결정 요인이 각국의 제도적
발전수준(quality)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
-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술 파급과 이에 기인한 생산성 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침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Basic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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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Using Network Method to Measure Financial Interconnec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99
저자: Ying Xu, Jennifer Corbett(Australian National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국가별 금융 연계성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시산한 후, 동 지
표를 이용하여 금융 연계성과 거시 변수 사이의 관계 등을 분석
- 1983~2016년 중 217개국 금융기관의 타국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권(claim)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별 금융 연계성 지수를 시산
- 동 지수는 패널 데이터로서 특정 연도에 해당국이 타 국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
융 연계성의 크기를 나타냄
- 구축된 금융 연계성 지수를 이용하여 금융 연계성과 생산 변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
ㅇ 금융 연계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미국이 타국과의 금융 연계성 정도가 가
장 큰 국가인 것으로 확인
- 영국, 미국을 포함한 상위 5개국의 연계성은 200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
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상당폭 하락
- 한편, 금융 연계성이 가장 큰 10개국*의 순위는 분석 기간 중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미국, 케이만군도,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중국, 스위스

ㅇ 금융 연계성 지수와 생산 변동성 간의 관계는 선형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인 것
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 연계성 지수가 증가할 때 생산 변동성이 감소하였으
나, 금융위기 기간에는 연계성 지수가 증가할 때 변동성이 증가하고 증가폭은 연계
성 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
- 금융위기 이전 금융 연계성 증가가 각국 고유의 위험을 경감시켜 생산 변동성을 줄
인 반면, 위기 기간에는 연계성 증가가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킴
- 이러한 결과들은 금융 네트워크 간 연계성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충격의 크기와 네
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twork method,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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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and Stakeholders in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출처: The Simons Center for Interagency Cooperation, Featured Article, Dec.19
저자: Caitlyn M. Rerucha(US Army)
【핵심내용】
ㅇ 현재 북한 주민들은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열악한 보건서비스로 국제사회의
식량,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북한 인구의 43.4%에 해당하는 1,100여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6년부터 시작된 UN의 대북제재 강화로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ㅇ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
- UN 헌장에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달성
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UN*이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인도적 구호대응을 조정할 책임이 있음
* 현재 평양에 6개의 UN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2017년 이후 남한의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남한의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액은 47억원에 이름

ㅇ 최근의 대북제재로 인해 전 세계의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
- 식량 불안, 인프라 부족, 질병 확산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곤경이 확대되는 것
을 막으려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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