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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ㅇ 본고(두 편의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과열과 금융부
문 취약성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서술적(narrative) 및 정량적(quantitative) 접근
방법을 통해 분석
- 두 접근방법 모두에서 경기과열과 금융부문 취약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서술적 분석에서는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신용경색, 금융위기 등 현상이 경기과열과
관련이 있는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
- 경기과열기에 금융불안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실물경제의 과열보다는 금융혁신, 규제・정책 변경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
-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금융불안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개입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정량적 분석에서는 GDP갭, 실업률갭, GDP 대비 신용갭(credit to GDP gap)을 이용
하여 경기와 금융불균형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
- 평균적으로 금융순환(28분기,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기간 기준)이 경기순환(10분기)
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분석 결과 경기과열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only modest)
것으로, 금융불균형이 경기과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tenuous)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Narrative approach,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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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Is a Cashless Society Problematic?”
출처: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18-12
저자: Walter Engert, Ben S. C. Fung, Scott Hendry (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도래가 통화정책, 지급결제, 금융안
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
- 현금없는 사회는 현금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금의 생산・유통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현금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도래하는 것으로 전제
- 교환의 매개체나 가치저장수단으로서 현금의 역할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은행
예금에 의해 대체
- 다만, 중앙은행은 여전히 지준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
ㅇ (통화정책) 현금없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축소되고 시뇨리
지가 감소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능력이 제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이며, 오히려 정책금리 운용범위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용이하게 확장될 수 있음
ㅇ (지급결제) 소액결제 수단 중 하나인 현금이 사라질 경우 거액결제시스템에는 큰 영
향이 없겠지만, 소액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에는 (i) 현금수요 감소 완화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 (ii) 소액
결제망 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iii)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이하 CBDC)
발행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금융안정) 현금없는 사회에서도 중앙은행은 지준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
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기 대응능력이 크게 제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금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불안 시 안전자산 부족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i) 위기 시에 한해 현금발권을 재개하는 방안이나, (ii) 보유 정부채권을
매각하거나 CBDC를 발행하는 방안 등으로 대응 가능*
* 이 때 중앙은행은 안전자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유동적 자산(illiquid assets) 매입을 병
행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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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Un)conventional policy and the effective lower bound”
출처: ECB, Working Paper No.2183
저자: Fiorella De Fiore(ECB, CEPR), Oreste Tristani(ECB)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예대금리의 스프레드를 발생시키는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전통적(이자율), 비전통적(신용 완화) 통화정책의 최적조합을 연구함
* 채무자와 대부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모니터
링 비용이 발생함

- 비전통적 수단이 금리 실효하한에 도달할 확률을 낮추는지, 비전통적 수단이 사용될
때 금리정책이 함께 사용되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함
o 본 논문의 분석 모형은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9)와 마찬가지로 채무
자와 대부자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금융 마찰이 존재함을 가정
- 기존 모형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본 논문은
중앙은행 역시 민간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 비용이 커서 평상시에는
중앙은행의 대출이 민간보다 비효율적이라고 가정
o 분석 결과, 신용경색과 같은 금융충격*이 발생하여 금융중개비용이 증가하면서 예대금
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신용을 공급하는 비전통적 신용정책이 전
통적인 금리정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fire sales 등으로 인해 자산 유동화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

- 상업은행의 금융중개 효율성이 약화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가 증가하게 되는데 금융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앙은행이 직접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금융경색을 완화
-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금융충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앙은행이
금리를 실효하한까지 낮추기보다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신용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생산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그러나 금융충격이 아닌 다른 수요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리정책이
비전통적 신용정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o 한편, 기존의 뉴케인지안류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forward guidance*을 통해 금리
가 실효하한에 도달할 확률 또는 경기 침체를 완화해줄 수 있는지를 분석함
* 중앙은행이 최적기간보다 이자율을 더 오랫동안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신뢰를 얻으면 높
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질 이자율을 낮추어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쓸 수 없거나 금융충격 이외의 수요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forward guidance가 효과적인 반면 비전통적 정책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forward guidance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분석방법론】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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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Productivity J-Curve: How
Purpose Technologi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148

Intangibles

Complement

General

저자: Erik Brynjolfsson(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NBER), Daniel
Rock(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Chad Syverson(University of
Chicago, NBER)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AI와 같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 GPTs)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 방법*으로 생산성을 추정하면 처음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실제보다 과소 추
정(underestimate)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overestimate) 나
타나는 현상, 즉 생산성 J-곡선**현상에 대해 분석
* 신고전파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해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접근법으로 계산한 생산성 증가율
** 생산성 측정의 오차를 보면 기술도입 초기에 음(-)이었다가 이후에 양(+)이 되는 모양이 J 모양과 비
슷하기 때문에 J-곡선이라 일컬음. Solow는 혁신기술이 등장한 직후 생산성 증가율이 지체되는 현상
을 Solow Paradox라고 불렀음.

- 범용기술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면서 널리 보급되어(pervasive) 보완적 혁신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동력(engines for growth)”으로 간주할 수 있음
o Yang and Brynjolfsson(2001)* 모형을 따라 기존 생산성 추정 방법에서 감안되지
않는 무형 자본투자**도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생산성 J-곡선이 GPTs의 도입과
무형 자본투자 다이나믹스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주장
* 무형 자본투자에 대한 정보가 시장가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Q이론을 신고전파 성장회계
방식에 접목
** 예를 들어 새로운 범용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직
원을 훈련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무형자산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GPTs가 등장하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무
형의 자본스톡을 축적해야하기 때문에 무형자본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 방식에 의해
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게 됨
-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무형의 자본스톡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늘어나기 시작
하는데 기존 방식의 생산성 추정방식은 이를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
을 과대 추정하게 됨
o 한편, R&D,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은 기술이 무형자산 투자를 감안했을
때 생산성 J-곡선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
- 각 기술 자본의 무형 자본투자 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반영한 생산성을 계산하여 측
정된 생산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생산성 J-곡선 여부를 판단함
-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7년 초반부에 조정된 생산성은 전통적 생산성보다 18.2% 높
은 수준으로, 하드웨어는 2016년 말기에 4.4%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었고, R&D에서
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Growth accounting model, Market valu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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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Minimum Wage and Search Effor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5128
저자: Camill Adams (Texas A&M大), Jonathan Meer (Texas A&M大), CarlyWill
Sloan (Texas A&M大)
【핵심내용】
o 2003~2016년중 미국의 주(州)별 최저임금 자료,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및 시간활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자료를 이용,
최저임금 인상이 구직자의 탐색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매년 상시인구조사(CPS) 응답자 중 13,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중 일과를 400개 종
류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

- 노동시장의 탐색이론(search-and-matching theory)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구
직자의 탐색노력 및 시간을 증가시켜 잡매칭을 개선시킴으로써 고용 비용(hiring
cost) 증가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구직자의 탐색 노력을 강화시키는지의 여부와 관련
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
o 주(州)별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건분석(event study)을 수행한 결과,
- 최저임금 인상이 구직자의 탐색 활동의 참가여부(likelihood of searching)에 미치
는 영향은 없었으나, 현재 탐색 활동 중인 구직자의 경우에는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약 1개월간 매일 75분 탐색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분석방법론】 Event study
⑥ "Fake Persuas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3244
저자: Jacob Glazer (Warwick大, Tel Aviv大), Helios Herrera (Warwick大), Motty
Perry (Warwick大)
【핵심내용】
o 정보전달게임(Sender-receiver games) 모형을 이용,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옐프(Yelp)와 같은 여행지·맛집 등 평가 사이트(review platform)에서 진실 및 거짓
후기가 공존하는 경우 동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분석
- 각종 평가 사이트에서 실제 리뷰어(honest reviewer)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반면, 가짜 리뷰어(fake reviewer)는 원하는 방향으
로 평판을 조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짜 정보를 송신
- 한편 독자는 플랫폼을 통해 수신한 정보의 조작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평가치(예상치)를 조정
o 모형분석 결과, 가짜 리뷰어(송신자)는 실제/가짜 후기의 비율에 따라 유일한 균형을
가지는데, 과거나 현재 상태의 정보, 리뷰어 및 독자의 수 등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됨
- 반면 독자는 각 단계에서 정보의 조작가능성 등을 학습하면서 실제 상품에 대해 보
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o 따라서 가짜 후기가 팽배하더라도 실제 리뷰어가 일부 존재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플
랫폼은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동일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향후 가짜뉴스 등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가능
【분석방법론】 Sender-receiv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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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Spread

the

Word:

International

Spillovers

from

Central

Bank

Communication”
출처: Riks Bank, Working Paper 357
저자: Hanna Armelius, Christoph Bertsch, Isaiah Hull, Xin Zhang(Riks Bank)
【핵심내용】
o 2002~2017년 중 23개국 중앙은행의 연설문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에 포함
된 감성(sentiment)의 국제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분석
- Loughran and McDonald(2011)의 사전접근법(dictionary-based method)을 이용해
연설문 속의 감성을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나누어 추출
o 분석 결과,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감성에는 무역과 금융의 동조성으로 설명되는 부분
이상의 동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감성의 동조성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통 언어와 식민지 역사
를 가졌을 경우 높게 나타남
o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감성은 자국 내 주가, 환율, 수입에 영향을 주며, 외국 중앙은
행의 감성, 정책금리 및 외국의 실업률에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감성은 다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반면, ECB는 영향
을 주기보다는 타국 중앙은행 감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⑧ “Concentration

in the Banking Sector and Financial Stability: New

Evidence”
출처: World Bank, Working Paper 8615
저자: Pietro Calice(WB), Leone Leonida(King’s College London)
【핵심내용】
o 1997~2015년 중 68개국을 대상으로 은행부문의 집중도(concentration)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은행부문 집중도는 상위 3개 은행의 자산 비중, 금융안정은 은행위기 여부로 각각 측정

o 분석 결과, 집중도의 수준에 따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
- 낮은 집중도 수준에서는 은행부문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익성 증가로 금융 안정성이
증가
- 높은 집중도 수준에서는 은행부문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과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모니터링 비용 증가로 인해 금융 안정성이 감소
o 한편, 중간 정도의 집중도 수준에서는 매개요인들이 상쇄되어 집중도가 금융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분석방법론】 Log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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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Sanction Effect in North Korea: Observations from Rason”
출처: 38 North
저자: Andray Abrahamian(Jeju Peace Research Institute)
o 대북제재 이후 북한 소비경제의 뚜렷한 위축이 관측되지 않는 등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일부 제품의 가격변동이 관찰되기는 하나 물품부족(shortage) 현상은 보고되지 않았
으며 소비가 유지되는 양상
- 석탄과 수산물 수출은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의류 및 합자투자사업(joint
venture)에 대한 제재는 실행 곤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o 대북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
인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
① 거액 외화자금은 대규모 국영기업들 간에 거래되며 이들은 개인 차원의 소비행태와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임
② 양강도 탄광촌과 같은 지역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인이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임
③ 실질적인 제재기간이 수개월정도였기 때문에 산업이나 피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수
월하게 곤경에서 회복되었을 가능성
④ 김정은 체제 이후 추진된 국산품 장려정책으로 경공업 및 식품의 국내생산이 증가
하면서 제재의 충격을 완화했을 것으로 예상
* 기업인들은 수년에 걸친 제재의 학습효과로 창의성(creativity), 유연성(flexibility) 및 자립
성(self-reliance)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으며, 이들은
정치적 돌파구를 통해 경제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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