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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rossing the Credit Channel: Credit Spreads and Firm Heterogeneit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54
저자: Gareth Anderson, Ambrogio Cesa-Bianchi(영란은행)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975개 기업 재무상태와 각 기업이 발행한 9,413개 회사채의 금리를 포함
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에 마찰이 존재할 때 통화정책이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이를 위해 먼저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 다음 동 충격이 각 기업 회사채의 신용 스
프레드(credit spread), 부채 규모, 투자 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o 분석결과,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일수록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통화정책 충격에 더
큰 폭으로 반응
- 정책금리 25bp 인상 충격이 있을 경우 레버리지 수준이 중위값보다 높은 기업은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33bp 상승했으며, 중위값보다 낮은 기업은 동 스프레드가
20bp 만큼 상승
- 신용 스프레드를 부도위험에 따른 프리미엄(default premium)과 여타 초과 프리미엄
(excess bond premium, 이하 EBP)으로 분해해 보면 통화정책 충격에 반응하는 것은 대
부분 EBP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도위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마
찰요인이 통화정책 파급에 중요함을 의미
o 통화정책 충격이 부채 규모 및 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
-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이 있을 때 레버리지가 중위값보다 높은 기업은 레버리지가
중위값보다 낮은 기업에 비해 부채 규모와 투자 수준이 더 큰 폭으로 위축
o 또한 통화정책 충격이 신용 스프레드, 부채 규모, 투자 수준 등에 미치는 동적 영향
(dynamic effects)을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의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지속성
(persistence)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신용경로(credit channel)의 역할이 횡단면
과 시계열 분석에서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event study regression, Panel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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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A Comparison of Fed “Tightening” Episodes since the 1980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No. 2020-003A
저자: Kevin L. Kliesen(FRB of St. Louis)
【핵심내용】
ㅇ 1980년대 이후 미 연준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통화정책을 긴축적(tightening)으로 운
용*
* 1988.3~1989.5월(1차), 1994.2~1995.2월(2차), 1999.6~2000.5월(3차), 2004.6~2006.6월(4차), 2015.12~2018.12
월(5차)의 각 기간 동안 정책금리(federal funds target rate)를 지속적으로 인상 혹은 유지

ㅇ 본고에서는 각 긴축기(tightening episodes) 전후의 경제·금융시장 지표들을 비교함으로
써 최근 5차 긴축기와 이전 4차례 긴축기 간 차이점을 분석
- 5차 긴축기는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크게 하회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 회
복(strengthening economy)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이전의 긴축기와 구분
ㅇ 대부분의 긴축기에서 수익률곡선 역전현상(inversion of the yield curve)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정책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관측되었으나, 5차
긴축기의 경우 수익률곡선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금리 인상이 종료
- 또한 5차 긴축기에서만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음
- 다만 5차 긴축기에는 정책금리 인상 종료 이후 수익률곡선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
라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이전 긴축기들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2%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기대도 점
진적으로 상승한데 반해, 5차 긴축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
에 미치지 못했으며 장·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오히려 하락*
* 인플레이션은 PCE가격지수(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flation)와 근원(core)
PCE가격지수를, 인플레이션 기대는 미국 미시건대 서베이에 따른 측정치를 활용

- 이로 인해 5차 긴축기에서 첫 번째 정책금리 인상 이후 두 번째 인상까지 유례없이
긴 1년의 시차가 발생
【분석방법론】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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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Risk Premium Shocks Can Create Inefficient Recess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21
저자: Sebastian Di Tella(Standford大), Robert E.Hall(Standford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이 경기침체를 유발하게 되며 이에 대한 민간의 조
정과정에서 비효율적 균형이 달성될 수 있음을 규명
- 기업가별로

고유한(idiosyncratic) 충격을 부여한 일반균형모형 하에서 경쟁균형
(competitive equilibrium)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 최적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의 효율성
을 평가

ㅇ 모형에 충격을 부여한 결과, 경쟁균형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요소(자
본,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에서 왜곡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 자본시장의 경우 충격 발생 시 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생산요소 수요감소 효과와
②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로 인한 생산요소 수요증가 효과가 상쇄되면서
노동시장 대비 왜곡정도가 감소
ㅇ 경쟁균형에서는 동일한 충격에 대한 사회적 최적균형*에 비해 소득, 고용의 변동성이
증가했으며 후생측면에서 파레토 비효율(Pareto-inefficiency)이 발생
* 사회계획자(social planner)가 노동자-기업가 후생의 가중합(weighted-sum)으로 이루어진 사회후생
을 극대화하는 상황을 가정

- 특히, 사회적 최적상태에서 소비는 오히려 즉각적으로 증가하는데, 충격 부여 이후
경쟁균형과 사회적 최적균형 하에서의 주요변수의 반응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경쟁균형

소득
↓↓

고용
↓↓

투자
↓

소비
↓

사회적 최적

↓

↓

↓↓

↑

ㅇ 분석결과, 경쟁균형의 비효율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에 기인
- 경쟁균형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한 저축이 소비를 구축하는 문제가
발생
- 고유한 충격 발생시 자본은 경쟁균형에서 저축의 수단으로 축적되어 장기간의 소
비를 통해 분산되는데 반해, 노동은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고용이 감소
ㅇ 본 연구는 경기침체를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의 파급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시 비효율적 균형으로의 수렴 방지를 위해 고용·소비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Two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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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Why is Unemployment so Countercyclical?”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020-01
저자: Lawrence J. Christiano, Martin S. Eichenbaum(Northwestern大),
Mathias Trabandt(Freie Universität Berlin)

an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거시모형 내 임금 관성(wage inertia)의 도입이 Shimer 퍼즐*을 해결하고
실업의 경기역행성(countercyclical)을 설명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됨을 주장
* 실제로 관측되는 실업의 변동성에 비해 표준적인 탐색-매칭 모형(search and matching model)이
예측하는 변동성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 실업 변동성 측정 지표로서 노동 생산성*에 대한 구인배율(labor market tightness)의
탄력성을 이용하였으며, 동 탄력성을 이윤율(Profit ratio)과 임금 관성 부분으로 분해한
후 ①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eady state anaysis), ② DSGE 모형에 근거한 충격반
응 분석 등을 통해 위 주장을 정당화
* 노동 생산성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으로 측정됨

ㅇ 비교정태분석 결과, 모형 내 임금신축성을 가정할 경우 생산성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임금 관성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구인
유인이 변하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내 상이한 임금 결정방식(① 내쉬(Nash) 협상, ② 제한된 내쉬 협상(Restricted Nash)*, ③
교대제안협상(Alternating Offer Bargaining, AOB), ④ 경직적 임금(sticky wage))을 도입하더라도, 위
탄력성으로 측정되는 실업 변동성은 임금 관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
* 내쉬 협상 모형에서 추정된 실업급여 대체율(0.88)을 AOB 모형의 추정결과(0.37)와 유사하게 조정

- 할인율 충격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도 임금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의존하며, 임금
관성이 클수록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충격반응 분석 결과, 임금 결정방식과 상관없이 임금 관성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실업의 반응을 증폭시킴을 보임으로써 Shimer 퍼즐을 설명
- 또한, 정상상태가 동일하더라도 임금 관성의 정도에 따라 실업과 관련된 동학
(dynamics)이 상이할 수 있어, 정상상태 분석에만 의존한 노동시장 평가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분석방법론】 Comparative steady state analysis, DSGE 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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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Inflation and the Price of Real Asse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390
저자: Matteo Leombroni, Monika Piazzesi, Ciaran Rogers, Martin Schneider(Stanford大)
【핵심내용】
ㅇ 1970년대 미국 가계의 소득 및 포트폴리오 구성 자료를 이용, 미국 자산시장의 구조
적 변동을 연구
- 해당 기간 중 미국의 GDP 대비 순자산(net worth) 비율이 25% 감소하였으며,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포트폴리오 자금의 20%가 이동
ㅇ 이질적인 가계가 존재하는 중첩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및 자산가격
모형(asset pricing model)을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현실성을 도입
- 불완전한 자산시장에서 가계는 주식과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하며 자산시장에 진입
하는 시기는 세대별로 다르고, 가계간 자금의 대여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
ㅇ 1970년대 시행되었던 설문조사 결과, 청년 세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반면
장년 세대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
-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젊은 세대는 저축을 줄이고 레버리
지(leverage)를 늘렸으나, 장년 세대는 반대로 반응
-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담보로서의 주택 가치가 높아지므로, 인플레이션을 높게 예상
한 젊은 세대는 장년 세대에 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았음
ㅇ 분석 결과, 1970년대 젊은 베이비 부머들의 자산시장으로의 진입과 급격한 인플레이
션(Surprise Inflation)이 미국 자산시장의 구조적 변동 원인으로 확인
- 자산시장에 젊은 경제주체가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평균적인 저
축률이 하락하고 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순자산의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부동
산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 의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이동
-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순자산의 비율이 하락하였고, 주식의 실질 세후수
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이동
【분석방법론】 Asset pricing model with heterogenou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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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Talent in Distressed Firms : Investigating the Labor Costs of Financial

Distres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383
저자: Ramin Baghai, Viktor Thell(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Rui Silva,
Vikrant Vig(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1998~2011년중 스웨덴의 남성 노동자-기업 단위 데이터를 이용, 기업의 자본 구조
와 고숙련 노동자(high-skilled labor) 고용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 18세 이상의 남성이 군 복무 시 받는 인지-비인지 능력 검사 점수를 노동자의 숙련도(talent)를 나타내
는 대리변수로 활용

ㅇ 고숙련 노동자는 기업의 파산을 앞두고* 일반 노동자보다 약 50% 더 많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파산시점 이전 3개년에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부여하여 파산 전 기간의 이직률을 측정함

- 일반 노동자는 7.1%가 이직하는 반면, 고숙련 노동자는 이보다 3.6%p 더 많은
10.7%가 이직
- 고숙련 노동자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로는 일반 노동자보다 파산의 가능성을 더 잘
예상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다는 점을 들었음
ㅇ 반면, 고숙련 노동자가 파산 위험이 높은 기업에 취업할 확률은 일반 노동자와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는 파산 위험이 큰 기업이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더라도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
ㅇ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환율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활용하여 유사실험(quasi-experiment)
을 진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환율충격 발생시 고숙련 노동자가 이직할
확률이 평균보다 11% 높았음
ㅇ 한편,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기업의 노동자 평균 숙련도와 숙련 집중도*가 각각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1.1%p, 0.4%p 하락
* 숙련 집중도(talent concentration) : 기업이 전체 노동자 대비 상위 5% 소수 엘리트에 의존하는 정도

- 파산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고숙련 노동자의 이탈은 사업경영에 차질을 일으키고 이
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므로 파산 시 고숙련 노동자의 이탈을 우
려한 기업이 재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을 낮
추는 것으로 해석 가능
【분석방법론】 Interactions between finance and labor,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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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Exchange Rate : The Financial Channel”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39
저자: Ryan Banerjee, Boris Hofmann, Aaron Mehrotra(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환율 절하가 기업 레버리지 및 외화부채를 통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환율의 금
융경로 효과를 분석함
- 고전적인 Mundell-Fleming 모형에서는, 환율 절하는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무역경로를 통
해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외화차입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신흥국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실제로 2011년 이후 신흥국의 통화는 꾸준히 약세를 보임과 동시에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ㅇ 환율의 무역경로를 도입한 Merton(1974) 모형에 금리경로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을 확장
한 후, 환율의 변화가 각 경로를 통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함
- 이론모형의 분석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00~2015년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

7개

선진국,

9개

신흥국의

ㅇ 이론 모형에서는 환율이 절하되면 외화표시부채 비중이 높을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함과 동
시에 투자가 위축(금융경로)되는 반면,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투자활동이 촉진됨(무역경로)
ㅇ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환율이 투자에 미치는 두 경로(무역경로, 금융경로)의 영향은 상
반되게 나타남
- 환율 절상 시 차입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경로를 통한 투자 증가폭이 확대
-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 절상 시 수출경쟁력이 낮아지는 무역경로를 통해 투자가 감소
- 신흥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금융경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2011년 이후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신흥국 기업투자 감소의 주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
【분석방법론】 Merton model,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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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Productivity Growth and Value Chai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18
저자: Izabela Karpowicz, Nujin Suphaphiphat(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럽 4개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기업(firm-level) 데이터를 이용하
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진 생산성 증가세 둔화의 원인을 분석함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로 전문화, 지식 전파, 기술혁신 등
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왔으나 무역분쟁(trade war) 등으로 다자주의가 후퇴하면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
- 이에 본고에서는 GVC 참여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
의 여타 동인을 살펴봄으로써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ㅇ 2004~2015년의 개별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 정체의 결정요인을 고정효과 모
형으로 패널회귀 분석
- 총요소생산성, 생산성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등으로 측정한 기업 성과를 고령 근로자
비중, 부채비율(debt to asset ratio), 무형자산투자 비중, 기술 미스매치, GVC 참여도 등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
* 신용제약과 기업 혁신성의 대리변수로 각각 부채비율과 무형자산투자 비중이 사용되었으며, GVC 참여
도는 후방참여도(수입 대상국으로부터 중간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와 전방참여도(다른 국가로의 수
출에 중간투입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의 합으로 측정

ㅇ 분석 결과, GVC 참여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나, 그 효과의 절대
적 크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여타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소규모 기업에서 부채비율과 노동생산성(혹은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 간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비중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ㅇ 본 연구는 무역분쟁 등으로 GVC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
용제약, 기업 혁신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
-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기술 보급, 산학 협력, 평생 직업 교육 등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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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Juche H-bomb?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Regime-state

Survival”
출처: Oxford Academic International Affairs, iiz253
저자: Edward Howell(Oxford大)
【핵심내용】
ㅇ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적 협상 카드일 뿐만 아니라 내부결속을 얻어내는 정치적 수
단이므로 국제 관계만을 통해 이를 이해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
-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를 ①상호 확증파괴를 통한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제수단 ②국제 외교에서의 협상 수단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북한의 내
부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해석임
- 핵무기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이며,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 중 하
나는 이러한 북한의 국내적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
ㅇ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외교적 독자노선(주체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정
체성의 핵심으로 작용
- 북한은 1960년대 중·소 분쟁을 계기로 주변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주
변국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주체사상을 강조
- 1980년대 말부터 공산권 붕괴, 외부원조 중단 등으로 대미 대응을 위한 군사적 수단
으로서 핵무기가 주목받았으며, 주체사상은 이에 대한 막대한 자원 투입을 정당화함
ㅇ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정치 엘리트, 일반 대중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치
적 정당성 강화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북한의 정치구도 내에서는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2006년 핵실험의 배경에는 군
부의 핵실험에 대한 지지가 결정적
- 북한은 핵개발이 전적으로 자력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전을
통해 일반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냄
ㅇ 최근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으며, 이를 보완해야만 원활한 협상이 가능
- 핵개발이 북한의 국내 정치에 갖는 의미를 고려하도록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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