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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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ikely is a Return to the Zero Lower Bound?”
출처: FRB of Richmond Economic Brief EB18-09
저자: Thomas A. Lubik, Christian Matthes, David A. Price (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미 연준은 2015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정적 경제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다시 제로금리
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
- 그 동안 있었던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아직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최근 경제구조 변화로 자연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명목금리도 낮아진
것으로 추정
ㅇ 본고에서는 향후 10년(2018년 3분기∼2028년 1분기) 내에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다
시 제로금리로 한 번 이상 복귀할 확률을 추정
- 구체적으로는 TVP-VAR*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에 충격을 발생시키는 반복적
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동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금리가 제로하한에 도달할 확률
을 도출
* 변수는 실질 GDP, 인플레이션(PCE 기준),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로 구성되
었으며, 계수추정은 1961∼2018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

ㅇ 분석결과 향후 10년 내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정책금리가 제로까지 인하될 가능성은
대략 1/4 정도로 추정
- 정책금리가 해당 분기 내에 제로 수준을 보일 확률은 2018년 3분기 0%에서 점점
높아져 2028년 1분기 중에는 15.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누적
하여 정책금리가 해당 분기까지 한 번 이상 제로 수준으로 인하될 확률을 구해보면
2028년 1분기 중 25.5%로 시산
【분석방법론】 TVP-VAR (Time-varying parameter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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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Why Have Negative Nominal Interest Rates Had Such a Small Effect on

Bank Performance?”
출처: NBER Working Paper 25004
저자: Jose A. Lopez (FRB of San Francisco), Andrew K. Rose (University of
California, CEPR, NBER), Mark M. Spiegel (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였는데,
그 부작용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은행의 대출금리는 인하 압력을 받으나 예금금리는 마이너스로 인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축소
- 특히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대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파급효
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
ㅇ 본고는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의 수익성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패널
데이터(2010 ~ 2016년 중)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 일본, 유럽(총 28개국) 소재 5,100개 은행의 순이자수익, 순비이자수익, 인건비, 세
금, 이자비용 등의 미시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결과 마이너스 정책금리 하에서도 은행수익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통화정
책 파급경로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마이너스 정책금리로 인해 은행의 이자수익은 감소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 하락분은
이자비용 하락, 보유채권 평가 수익 증가 등으로 대부분 상쇄
- 또한 소형은행 및 예금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마이너스 정책금리 하에서도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대출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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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Role of Central Bank Knowledge and Trust for the Public’s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32/2018
저자: Sathya Mellina(Loughborough 大), Tobias Schmidt(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독일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물가상승률
기대와 ECB와 Bundesbank에 대한 그들의 신뢰‧지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
* 설문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6년 1월과 2017년 4월에 두 번 조사되었고,
ECB와 Bundesbank에 대한 신뢰‧지식, 인플레이션 기대를 묻는 질문을 포함

- 기존 연구(Woodford, 2004; Bernanke, 2007)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은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
o 설문 결과 독일 소비자들은 ECB와 Bundesbank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고 응답하였
으나, 중앙은행의 목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물가 안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에 불과
o 실증분석 결과 ECB와 Bundesbank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 두 기관에 대한 신뢰
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물가상승률 기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는 물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할 확률을 높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확률은 낮추는 역할을 함
o 또한 단순히 통화정책의 주요 목적이 물가안정임을 아는 것은 기대 물가상승률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안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
o 본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이 가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화정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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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Cyclical Behavior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출처: FRB of Kansas City, Research Working Paper No.18-08
저자: Didem Tüzemen(FRB of Kansas City), Willem Van Zandweghe(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생산성 향상 충격(positive technology shock)이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참
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후, 시간할인 충격(discount
factor shock)과 임금 경직성을 포함한 탐색모형(search model)을 이용하여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함
- 노동시장 참가율이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라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산성 충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충격을 고려해야 함
- 시간할인 요인의 움직임이 실업의 변동성 상당부분을 설명한다는 Hall(2017)의 주장
을 바탕으로 시간할인 충격을 이용하여 경기순행적인 노동시장 참가율을 설명함
o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단기에서는 생산성 향상 충격이 노동시장
참가율을 하락시킴
- 생산성 충격을 식별하기 위하여 현재 생산성은 현재 노동시장 참가율, 실업률, 고용
에 영향을 미치나 이들은 동시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의 데이터에서 측정한 노동시장 참가율과 생산성과의 상관관
계는 –0.91로 실제 데이터에서 계산한 노동시장 참가율과 GDP와의 상관관계 0.17
과 큰 차이를 나타냄
- 이러한 차이는 생산성 충격이 노동시장 참가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함
o 시간할인 충격, 생산성 충격, 임금의 경직성을 포함한 탐색모형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지속성을 가진 생산성 향상 충격(persistent, positive technology shock)은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직업 탐색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이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업 탐색
의 기대 편익도 낮춤
- 그러나 임금의 경직성이 큰 경우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노동
시장 참가율은 단기적으로 낮아짐
- 이에 반하여, 시간할인을 높이는 충격은 미래 소비에 부여하는 가치를 높여(more
patient) 직업탐색의 기대 편익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산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동시
에 증가함(경기순행적인 노동시장 참여율)
o 본 논문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정
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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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ransitions From Career Employment Among Public- and Private-Sector

Work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003
저자: Joseph F. Quinn (Boston College), Kevin E. Cahill (Boston College),
Michael D. Giandrea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핵심내용】
o 1992~2016년중 미국의 중 ‧ 고령자 패널자료*를 이용,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은퇴후 재취업 양상을 비교
*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HRS) : 50세이상 미국 가구주를 대상으로 199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설문을 실시

- 대부분의 민간부문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저축 등을 통해 스스로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하고 노후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야 함
- 한편 공공부문 근로자는 대다수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저축 등으로 보호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은퇴하면서도 노후 경제적 안정을 달성 가능
- 이에 따라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은퇴후 재취업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선행연구는 주로 근로자 전반 또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만을 대상으
로 재취업 여부에 주목하고 민간 ‧ 공공부문 근로자 간 비교는 하지 않음
o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재취업 형태를 ① 단계적 퇴직(phased retirement)
② 가교 취업(bridge employment) ③ 정규직 재진입(re-entry) 단계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재취업 경향은 민간부문 근로자와 상당 부분 유사
- 가교 취업의 비중은 30~40%, 단계적 퇴직 및 정규직 재진입의 비중은 각각 5~20%
정도로 민간부문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정책 수립시 이를 참고할 필요
【분석방법론】 Descriptive statistics
⑥ “Fiscal Space and Government-Spending & Tax-Rate Cyclicality

Patterns: A Cross-Country Comparison, 1960-2016”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012
저자: Joshua Aizenman (USC), Yothin Jinjarak (Victoria U. of Wellington), Hien
Thi Kim Nguyen (Victoria U. of Wellington), and Donghyun Park (ADB)
【핵심내용】
o 1960~2016년중 170개국의 자료를 이용, 각국 정부지출이 갖는 경기순응성의 크기 및
결정요인을 파악
- 각국의 연도별 정부지출 증가율 및 실질GDP 증가율의 상관관계로부터 경기순응성
지표를 산출한 이후, 평균 물가상승률, 무역개방도, 금융개방도, 정부지출 비중, 정치
환경, 재정여력, 수출구조 등 각국의 거시변수들이 동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의 국가들에서 정부지출은 최근 경기순응적 또는 경기중립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동 경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뚜렷하게 나타남
- 아울러 ①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가 클수록 ② 재정여력 제약이 클수록 ③ 국부펀
드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지출의 경기순응성은 확대됨
* limited-fiscal-capacity statistic = 공공부채 / 3년평균 조세수입

o 결론적으로 재정여력 제약이 10% 증가할 경우 정부지출의 경기순응성은 최대 6.1%
증가
【분석방법론】 Prais-Winste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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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Dollarization and Financial Development”
출처: IMF, Working Paper WP/18/200
저자: Geoffrey Bannister, Jarkko Turunen, Malin Gardberg(IMF)
【핵심내용】
o 1996~2015년 77개 신흥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dollarization*이 금융부문**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국가의 총 예금 및 신용 중 달러화 예금 및 신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는 GDP대비 신용 비중, 은행부문 효율성은 은행의 순이자마진
으로 측정

o 분석 결과, 신용의 dollarization은 금융심화와 은행부문 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가운데 예금의 dollarization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외화 예금이 국내 신용을 창출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신용공급 규모를 감소
시켜 금융심화를 저해하며 은행의 독점력 강화로 순이자마진이 증가
- 금융심화의 경우 과거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dollarization이
거시경제 리스크를 완화시켜 부정적 영향이 감소
o 한편, 다수의 국가가 높은 dollarization 정도를 보여 향후 안정적인 금융발전을 위해
서는 금융거래시 국내 통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분석방법론】 System GMM panel regression
⑧ “International Spillovers and 'Ex-ante' Efficient Bailouts”
출처: NBER, Working Paper 25011
저자: Marina Azzimonti(Stony Brook大, NBER), Vincenzo Quadrini(USC)
【핵심내용】
o 국제 금융시장 통합으로 인한 국가간 거시경제 연계성의 증가가 부도국가에 대한 구제
금융(bailout) 결정과 한 국가의 부도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국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한 국가의 부도는 다른 국가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다른 국가들에게 부도국가를 구제해 줄 유인을 제공
-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로 해당 국가는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채의
과소발행 현상이 완화되어 세계적 차원의 후생이 증가
o 또한 부도국가 내국인의 자산중 해외 자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부도로 인한 경제
적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부도 유인이 증가
- 1993~2011년 31개국 대상 실증분석에서도 일국의 해외자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부도
위험(국채스프레드로 측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Two-Country model,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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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Denuclearizing North Korea: A Verified, Phased Approach”
출처: Science, Vol.361 Issue 6406
저자: Alexander Glaser, Zia Mian (Princeton 大)
o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핵동결(freeze), 핵신고(baseline declaration), 핵감축 검증
(verified reduction)의 순서를 따르되 북미간 신뢰관계에 기초해 점진적으로 이행될
필요
o 먼저 핵동결이 선언되고, 위성영상 분석 등으로 핵동결 이행 여부가 검증
- 플루토늄의 경우 원자로(reactor) 주변의 열, 증기, 냉각수 방출 등의 정보를 통해
생산가동 여부 확인 가능
-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생산시설로 지목되는 영변과 강성의 차량 출입규모(vehicle
traffic) 및 전기공급 등의 정보를 통해 생산가동 여부 확인 가능
o 다음으로 핵물질 및 핵탄두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교차검증을 통해 핵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검증
- 핵물질의 경우 실험과정에서의 취득, 감소, 제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핵탄두의
경우 유형별 핵탄두 수량, 핵탄두 추가 제작에 사용가능한 구성품의 수량 등에 대
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
- 플루토늄의 경우 핵고고학(nuclear archaeology)으로 원자로의 가동기록을 복원함
으로써, 우라늄의 경우 생산 및 사용 이력을 재구성함으로써 핵물질 생산 누계를
검증
o 끝으로 핵물질 및 핵무기의 감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외적으로 검증가능한 방식
으로 실시
- 핵저장 시설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할 경우, 핵물질 및 핵무기를 합의된 위
치에 이동시킨 다음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 핵무기를 합의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검사관의 입회하에 해체하거나 해체된 핵탄
두에서 회수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랴늄 일정량을 제출(submit)하고 그 수량을 신
고사항과 대조하여 검증하는 방법
- 핵무기시설(weapon complex)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특정한 장소의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신고
사항과 대조하며 검증하는 방법
* 생산/저장/배치 장소의 위치, 각 시설의 상세정보, 시설관련 운영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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