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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Bank Risk Taking and Financial Stability: Evidence from Japan’s Loan

Market”
출처: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20-E-1
저자: Takuji Kawamoto, Taichi Matsuda, Koji Takahashi, Yoichiro Tamanyu(일본은행)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환경이 은행의 위험 추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 저수익 차입자*(low return borrower, 이하 LRB)를 식별하
고, 은행의 LRB에 대한 대출 행태를 분석
* 기업이 직면한 신용 위험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사후적으로 은행
은 낮은 수익을 얻게 됨

ㅇ 분석 결과, 최근 LRB에 대한 대출이 보통기업에 대한 대출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은행이 기업의 잠재적인 부도 위험을 낮
게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간 경쟁 격화에 따라 은행의 수익 추구 행위(search-for-yields behavior)가 강화
되면서 LRB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높지만(highly capitalized) 수익성이 낮은 은행을 중심으로 LRB
에 대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저금리 환경, 은행 간 경쟁 격화가 지속·심화될 경우 신용 배분
(credit allocation)에 왜곡을 초래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ystem GMM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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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Power of Helicopter Money Revisited: A New Keynesian Perspective"
출처: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20-01
저자: Thomas J. Carter and Rhys R. Mendes(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헬리콥터 머니”는 화폐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하 화폐재원 재정확
장 정책)으로 금리가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도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
안적 정책수단으로 언급되고 있음
ㅇ 본고에서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화폐재원(money-financing)과 국채재원(debt-financing)
에 의한 두 가지 재정확장 정책을 거시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
- 화폐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이자부 지준
존재하는 경우를 현실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

(interest-bearing reserves)이

ㅇ 기본모형 하에서 화폐재원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하면 화폐시장 균형을 위해 이자율
이 하락하고, 그만큼 국채재원 재정확장 정책에 비해 더 큰 산출량 증가 및 인플레
이션 상승이 유발
- 다만 정책 시행 기간 동안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정책금리 조정이 불가능
- 한편, 이러한 추가 부양(extra stimulus) 효과는 화폐재원 재정확장 정책이 리카르도 불
변정리*를 회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기금리 경로에 대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이나 세금 감소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동일하며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

ㅇ 현실모형 하에서는 화폐재원과 국채재원 재정확장 정책이 산출량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동일해짐
- 모형 내에서 지준부리 금리는 화폐증발 속도(rate of money creation)에 의해 결정되
나, 시장금리(broad interest rate)는 국채재원 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경기 부양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화폐재원 재정확장 정책 시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
- 오히려 화폐재원 재정확장 정책은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물가불안* 등 정치경제적
문제를 유발
* 화폐공급이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수요 충격 발생시 이자율이 대폭 조정되며
이는 산출량 및 인플레이션 변동을 초래

- 국채재원 재정확장 정책 시행 시에도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를 병
행하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거시경제적 효과가 가능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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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Globotics and Development: When Manufacturing is Jobless and Services

are Tradabl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6731
저자: Richard Baldwin(Graduate Institute, Geneva), Rikard Forslid(Stockholm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자동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을 산업(제조업, 서비스업)별, 국가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업 주도형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
-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역 비용을 반영한 2국 경제모형을 사용하였으
며, 실증데이터 및 문헌 분석을 통해 국가별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
ㅇ 산업별 분석 결과, 자동화 및 글로벌화로 인해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
- 제조업의 경우, 생산의 자동화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하지만, 서비스업의 경
우 언어적 장벽의 감소, 통신기술의 발달로 교역 가능성이 증진되는 등 성장 기여
도가 증가
ㅇ 자동화 및 글로벌화의 영향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비교역재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교역재의 비중이 증가
* 국가간 생산비용 격차가 무역비용보다 큰 경우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상대노동비용, 총생산비용 중 노동비
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 간 생산비용 격차가 증가하면서 해당 재화, 서비스를 수입할 가능성이 증대

- 제조업의 경우 생산과정 자동화로 인한 노동비용의 감소효과가 무역비용의 감소효과
보다 큰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감소한 데 기인
ㅇ 주요 개발도상국(인도, 중국, 필리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도를 서비스업 주도 발전
모델로 제시
- 1990년~2012년 기간 중 인도의 GDP 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이 약 70%를 차지하며, 순서비스업 수출(Net Service Export)이 1990년 이후
증가하는 등 모형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이러한 현상에는 영어에 능숙한 문화적 환경, 규제체계 및 교육제도 등도 영향을
미침
ㅇ 본 연구는 서비스업 주도형 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국가별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모
델을 적용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
【분석방법론】 Comparative sta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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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A Fiscal Theory of Monetary Policy with Partially-Repaid Long-Term

Deb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45
저자: John H. Cochrane(Stanford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재정적 물가이론*의 관점에서 신케인지언 DSGE 모형에 적극적 재정정책
준칙(active fiscal policy rule)을 결합하여 통화정책의 재정이론(fiscal theory of monetary
policy)을 모형화한 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
*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ㅇ 동 모형은 정부 부채를 과거의 기초수지 적자(primary deficits)에 의해 유발된 부분과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에 의해 유발된 부분으로 구분한 후, 정부가 기초수지 적자로
유발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간주
- 또한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국채 수익률과 같은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현실*에 부
합하려면 기초수지가 AR(1) 과정이 아닌 s자 형(s-shaped)의 MA 과정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임
* 인플레이션과 기초수지 간의 정(+)의 관계, 기초수지와 정부 부채 가치 간의 음(-)의 관계, 국채의 낮
은 수익률과 변동성 등

ㅇ 충격반응 분석결과, 장기부채(long-term debt) 상환 과정과 적극적 재정정책 준칙을 도

입한 경우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변수들의 반응이 현실 적합하게 도출됨
- 특히 장기부채 상환과정 도입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persistence)을 증가시키며, 적극적 재정정책 준칙을 함께 도입할 경우 동 충
격들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즉각적 반응이 50% 가량 감소(smoothing)하는 한편, 충격
의 지속성이 확대
- 한편 통화정책충격(명목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하락하였다가 점차 상
승하는 s자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 피셔적(Fisherian)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
* 명목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함을 의미

ㅇ 본 연구는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의 틀에 ①s자 형의 기초수지, ②장기부채, ③재정
정책 준칙이라는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충격 반응의 현실설명력을 높일 수 있음을 보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신케인지언 DSGE 모형, Impulse-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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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Competing With Robots: Firm-level Evidence from Franc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38
저자: Daron Acemoglu(MIT), Claire LeLarge(Paris Saclay大), Pascual Restrepo(Boston大)
【핵심내용】
ㅇ 2010~2015년중 프랑스 제조업계 5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로봇 도입이
개별 기업 및 산업 전반의 노동소득분배율, 고용,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프랑스 산업부 설문 조사, 프랑스 내 로봇 공급업체의 고객 리스트, 개별 기업들의
로봇 수입 고객 데이터 등을 활용
- 한 기업의 로봇 도입이 자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경쟁기업에 간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
ㅇ 분석 결과, 제조업 전체로는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노동소득분배율
과 고용은 감소
-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여 제조업 전반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짐
- 한편, 로봇을 도입한 기업은 고용과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경쟁기업이 로봇을 도입하여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부정적인 파급 효과
(negative spillover effect)로 인해 고용 및 생산성이 감소
ㅇ 로봇의 도입으로 제조업 전반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음(-)의 상관관계 때문이라고 주장
- 2010~2015년 당시 프랑스 제조업계에서 로봇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1%에
불과했지만 제조업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거대기업들이었음
- 해당 거대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부가가치가 높아짐과 동시
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서도 로봇 도입으로 노동소
득분배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분석방법론】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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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Bad Bank Resolutions and Bank Lending”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37
저자: Michael Brei(Universite de Lille), Leonardo Gambacorta(BIS),
Lucchetta(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Bruno Parigi(Padua大)

Marcella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2000~2016년) 유럽 15개국의 135개* 주요 은행에 대한 연간 데이터
를 이용, 배드뱅크(bad bank)**의 부실자산 매입과 정부의 자금지원(recapitalization)이 은행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135개 은행 가운데 81개(60%) 은행에서 구제 방안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29개(36%)가 정부
지원을, 9개(11%)가 배드뱅크의 도움을, 나머지 43개(53%)가 둘 다 지원받음
** 배드뱅크(bad bank)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은행자산과 분리(asset segregation)
하고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여 예금 및 대출 업무 정상화를 돕는 전문기관

- ①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은행자산이 급격하
게 감소하게 되어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없다는 가설과 ② 은행이 정부 지원을 받
더라도 이를 대출보다는 대차대조표 건전화(clean-up their B/S)에 먼저 이용한다는 선
행 연구결과를 확인하고자 함
- 은행의 대출 증가율과 부실채권비율을 은행 정상화의 지표로 사용하여 두 구제 방
안의 효과(treatment effect)를 분석
ㅇ 배드뱅크 부실자산 매입과 정부 자금지원 각각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정상화를 달
성할 수 없는 반면, 두 구제 방안을 모두 시행할 경우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자금지원만 시행한 경우,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대차대조표 건전화에
이를 먼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 증가율은 평균(6.72%)보다 6.16%p 낮은 0.56%, 부실채권비율은 평균(6.7%)보다 1.9%p 낮은 4.8%로 나타남

- 두 구제 방안 모두 시행한 경우, 대출 증가율은 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3.41%p 하락
* 배드뱅크의 부실자산 매입만 시행한 경우는 대출 증가율과 부실채권비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표본이므로(9개 은행)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① 배드뱅크가 공적자금이 아닌 사적자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② 은행이 배드뱅
크에 처분하는 부실자산의 비중이 작을수록 ③ 파산제도가 더 효율적인 국가일수록,
은행 대출은 증가하고 부실채권비율은 하락하여 두 구제 방안 조합의 효과를 증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배드뱅크가 사적자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더 엄격한 시장규율을 적용하므로 은행 경
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해석과 애초에 이들이 부실규모가 작은 은행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 정상화가 용이하다는 해석을 제시함
【분석방법론】 Estimation of treatment effect with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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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Macro-Financial Cycles and Spillover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404
저자: Jongrim Ha, M.Ayhan Kose(World Bank), Christopher Otrok(Missouri大), Eswar
Prasad(Cornell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실물부문 경기변동과 금융부문 경기변동(주식가격·주택가격·금리의 변동)간 상호작
용을 분석
-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중요성이 부각
ㅇ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실물부문 변동요인을 글로벌 공통요인, 개
별 국가 요인, 금융부문으로부터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로 분해
- 대표적인 선진국인 G-7 국가*의 1985~2019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ㅇ 분석 결과, 글로벌 공통요인이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금융부문의 실물부문
에 대한 전이효과가 존재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 금융부문의 실물부문에 대한 전이효과는 주로 주식·주택 가격 충격이 개별 국가 요인보다
는 글로벌 요인을 통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금리변동의 실물부문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7 경제의 정책금
리가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에 도달하여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된 데 기인
- 한편, 실물부문의 금융부문에 대한 전이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실물과 금융의 부문 간 전이효과를 감안함으로써 실물·금융부문 충격 발생
시 각 충격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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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When is Bad News Good News? U.S. Monetary Policy, Macroeconomic
News, and Financial Conditions in Emerging Markets”
출처: FED,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1269
저자: Jasper Hoek, Steve Kamin, Emre Yoldas(FRB)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뉴스가 신흥시장국(EME)의 금융상황에 미치는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를 분석
- 미국 금리 변동을 유발하는 충격을 성장 충격(경제활동에 대한 전망 변화)과 통화 충격(연준
의 반응함수 변화 혹은 인플레이션 상·하방 압력 확대)으로 구분
ㅇ 2010~2019년의 FOMC 성명(통화정책)과 고용보고서(거시경제 뉴스) 발표 직후의 미국 2년물
국채수익률 변동이 22개 신흥시장국의 자산가격(환율, CDS 스프레드, 10년물 국채수익률, 주가) 변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분석
- 보고서 발표 직후 금리 변동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2년물 국채수익률과 주가지수 변동의 동
*
조성 여부)에 따라 성장 충격과 통화 충격으로 분류
* 2년물 국채수익률과 주가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성장 충격으로, 상이한 방향으로 움
직이는 경우를 통화 충격으로 간주

- 각 보고서에 대해 금리변동을 유발하는 충격 요인(성장 충격, 통화 충격)에 따라 미국의
금리변동이 신흥시장국의 자산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가 상이한지 분석
- 또한, 신흥시장국의 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이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별 신흥시장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지수화하여 분석에 반영
ㅇ 분석 결과, FOMC 성명과 고용보고서 모두에서, 통화 충격에 기인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시장국 자산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성장충격에 기인한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통화 충격에 기인하는 금리인상의 경우, 연준의 반응함수 변화(매파적 성향 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인하는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시장국에 대한 전이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신흥시장국의 취약성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의 자산가격이 미국의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성장 충격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취약성이 낮은
신흥시장국의 금융상황은 오히려 개선됨
ㅇ 본 연구는 미국 금리 변동이 그 원천에 대한 금융시장의 해석에 따라 신흥시장국 금융상
황에 미치는 전이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event study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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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North Korean Economy : Growing Resource Scarcity May

Accelerate State Control Over Markets”
출처: 38North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2011년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경제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나, 최
근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포착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수출을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감소시킴에 따라, 북한은
개입을 통해 내부적 수입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
- 다만 통제 강화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분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이
며, 중국의 대북제재 여부, 외화자산 보유현황, 대규모 공공시설 투자 등 다양한 요
소들에 좌우될 것이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려움
ㅇ 일례로, 최근 북한정부의 정책 및 보도방향은 시장 자유화의 부진한 결과물을 지적하
고 중앙통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반
면 최근 보도들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앙집중계획의 장점을 역설
- 최근의 조선노동당 회의에서는 내각책임제를 통한 중앙통제를 강조하였고, 기업들의
권한 확대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
ㅇ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정부수입을 증대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나타나고는 있으나, 북한의 정책 방향이 구조적으로 변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름
- 무역규제법 개정을 통해 가격설정 권한을 개별 무역업체에서 대외무역성으로 이관
고,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기업들의 회계 기준을 강화
-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해 외화 ‘충성자금’ 상납을 요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였으며
불성실 수입신고 기업에 이윤의 30%를 과태료로 부과
ㅇ 기존 북한의 시장자유화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시도와 불안하게 공존하는
상태
- 경제제재와 수출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기업 및 돈주*로부터 더 많은 재정수입을 거두고자 할 가능성
* 북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사업과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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