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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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ersal Interest Rate”
출처: NBER Working Paper 25406
저자: Markus Brunnermeier, Yann Koby(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되면 은행의 신용창출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통화정책이 긴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금리 수준*에서 결
정된다는 것을 제안
* 이 수준을 전환금리(reversal interest rate)로 명명

- 전환금리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반드시 제로 수준도 아니라는 점이 중요
ㅇ 정책금리 인하 시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보유채권 평가이익을 통해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향후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데 주목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
- 후자의 효과가 더 커서 정책금리 인하 시 은행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정책금리
인하의 목적과는 반대로 대출이 제한되는 ‘전환’이 발생
ㅇ 분석결과 은행이 보유한 고정금리부 채권 규모가 많을수록, 은행의 자본규모가 많을
수록, 자본제약(capital constraint) 정도가 약할수록, 예금공급 탄력성이 낮을수록
전환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양적완화는 은행 보유 채권 규모를 줄임으로써 전환금리 수준을 높이게 되므로 정
책금리를 충분히 인하한 다음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 유로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전환금리는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중립금리가 영구적(permanently)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상상태의 명목금리도 하락
하게 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가능성
ㅇ 다만 본고의 결과는 부실여신 및 대손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험(risk)이나
저금리에 대응한 은행들의 전략적 행동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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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On Money, Debt, Trust and Central Banking”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763
저자: Claudio Borio(BIS)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화폐, 결제, 공개시장조작, 암호화폐, 화폐중립성,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과
의 관계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화폐제도(well
functioning monetary system)의 성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아래 세 가지 정
도로 요약하는 것이 가능
①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화폐제도는 근본적으로 신뢰(trust)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중앙은행은 은행규제·감독 당
국과 함께 화폐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진화되어 왔음
② 화폐제도의 작동(working)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어느 정도까지 팽창하는 것
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신용 탄력성(elasticity of credit) 개념이 중요
-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수행 등 화폐제도의 원활한 운영
(system’s day-to-day operation)을 위해서는 높은 신용 탄력성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용 탄력성이 너무 높을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피해(damage)를
초래할 가능성
③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
가 필요
ㅇ 이 밖에 화폐와 신용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으며(overdone),
본원통화(monetary base)의 양보다는 금리 수준이 화폐제도의 궁극적인 지표
(ultimate anchor)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의심
을 가져볼만한 것으로 생각
o 중앙은행과 규제·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현 화폐제도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데 유의
- 다만 탈중앙화(decentralised)된 암호화폐 도입은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 아닌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공급탄력성이 낮아 가치변동이 매우 크며 이에 따
라 신뢰를 획득·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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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Negative Nominal Interest Rates and the Bank Lending Channel”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416
저자: Gauti B. Eggertsson(Brown大, NBER), Ragnar E. Juelsrud(Norges Bank),
Lawrence H. Summers(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NBER),
Ella Getz Wold(Brown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 대출 경로(bank lending channel)를 통해 거
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과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음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스웨덴 중앙은행 등 일부 국가에
서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추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었음
o 은행 단위와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이
르면 예금금리는 정책금리 하락에 반응하지 않는 반면 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하락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
게(dispersion)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즉, 예금에 많이 의존할수
록 대출금리를 잘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용증가율도 낮은 경향을 보였음
o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금리와 대출금리, 예금금리를 연결하는 은행
부문을 포함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예금금리가 일정 하한에서 더 하락하지 않는 것은 사
람들이 자산을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며 예금금리가 반응하지 않음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는 작동하지 않게 됨
- 아울러 마이너스 정책 금리는 은행의 이윤을 낮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미
치는 효과가 긴축적(contractionary)이 될 가능성도 있음
o 스웨덴의 은행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결과, 정책금리가
–0.50% 이면 대출 이자율을 15bp 올리고 생산은 7b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거시경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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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Monetary Policy Frameworks and the Effective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No. 877
저자: Thomas Mertens(FRB of San Francisco), John C. Williams(FRB of New
York)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하한
에 도달했을 때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함
o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은 금리하한의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경
기상승이나 하강에 대칭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금리하한에 자주 도달하는 경우에
는 경제의 부정적 충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생산갭과 인플레이션이 금리하한이 없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아지는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되고 경기하강을 더욱 악화
o 이와 같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편의를 막아줄 대안적 통화정책체계로 경기상승 친
화적 정책체제(dovish policy)*,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average-inflation
targeting)**, 물가수준 목표제(price-level targeting)***를 분석함
* 명목금리 하한으로 의한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상승 충격에 대한 정책대응을 줄이는 방식
** 금리하한 제약을 받지 않는 시기에 타겟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여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정책체계
*** 물가수준 자체를 타깃팅 하는 정책으로 정책금리가 현재 물가수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되
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수준의 함수가 됨

o 세 가지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 모두 금리하한 제약이 없을 때 인플레이션을 타겟보다
높게 하며 이에 따라 금리하한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나 물가 및 경제안정
비용 측면에서 상이
- 경기상승 친화적 정책은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과도하게 허용하기 때문에 평균 인
플레이션 목표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물가수준목표제는 하한에 제약된 이후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보다 더 나은 것으
로 보임
o 이러한 대안적 통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대중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함
【분석방법론】 Standard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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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ome Causal Effects of an Industrial Policy”
출처: American Economic Review 2019, 109(1): 48-85
저자: Chiara Criscuolo (Rue André Pascal), Ralf Martin (Imperial College
Business School), Henry G. Overman (London School of Economics),
John Van Reenen (MIT)
【핵심내용】
o 1997~2004년중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자료를
이용,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저소득 · 고실업 지역의 고용 증진을 위해 영국 정부가 해당 지역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
급하는 제도로서, 가능 대상지역 및 지역별 투자보조금 한도는 EU 전체 기준을 따름

o 투자보조금 지급 가능 대상지역 및 지역별 한도 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
- 지역별 투자보조금 한도의 10%p 증가는 지역의 제조업 고용을 10% 확대시키고 지
역 내 실업의 4%를 해소
- 한편 투자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직원 수 50명 이내의 소규모 기업에만 나타나며, 대
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생산을 확대하지 않음
- 아울러 투자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s
⑥ “Elite Colleges and Upward Mobility to Top Jobs and Top Incomes”
출처: American Economic Review 2019, 109(1): 1-47
저자: Seth D. Zimmerman (University of Chicago)
【핵심내용】
o 1980~2001년중 칠레 상위 25개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와 1975~2013년중 칠레의 619
개 상장기업의 이사회 및 근로소득 자료를 이용, 명문 대학교 입학이 비(非)특권층 학
생들의 상위 소득계층 진입을 돕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
o 분석 결과, 칠레의 2대 명문 대학* 내 경영·법학·공학 전공 입학생의 1.8%가 칠레 상
장기업 이사직의 41%를 지냈으며 칠레 상위 0.1% 소득의 39%를 취득
* Universidad de Chile (UC), Pno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PUC)

o 명문 대학 입학으로 인해 학생의 향후 상장기업 이사직 겸직 수는 44% 증가하며, 소
득 상위 0.1%에 진입할 확률은 51% 증가
o 한편 이와 같은 명문대 입학효과는 고가의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에게만 나타
났으며, ① 여학생 또는 ② 기타 유형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유사한 입학시험성적
을 지녔더라도 동 효과를 보이지 않음
- 명문대생의 향후 소득 상위 0.1% 진입확률에서 남녀 간 차이의 36%, 고등학교 유형
간 차이의 54%는 동 유형의 남학생에게만 명문대 입학의 효과가 나타남에 기인
o 동일 전공 동기 입학생 2인이 동일 기업 이사직을 동시에 지낸 비율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유사한 배경을 지닌 동문 간 유대관계가 상장기업의 이사직 여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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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International Relocation of Production and Growth”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422
저자:

Francisco

Alcalá(Universidad

de

Murcia,

CEPR),

Marta

Solaz(Ivie,

Universitat de València)
【핵심내용】
o 1996~2014년 중 100개국, 5,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소득국가에서 저소득국가로
상품 생산의 재배치(relocate)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
- 생산 재배치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상품 수출국의 평균소득*이 분
석기간 중 매년 약 1%p 감소
* 상품별로 수출국의 1인당 소득을 수출국의 시장점유율로 가중평균한 지표

o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는 한 국가가 특화한 상품의 생산이 고소득국가에서 저소득국가
로 재배치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상품의 정교화 정도(sophistication)를 낮추는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충격이 발생
할 경우 기존에 상품에 특화한 국가와 고소득국가의 비교우위가 감소하여 저소득국가
로 생산이 재배치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상품에 특화한 국가의 GDP 성장률이 감소
하는데 기인
o 한편 고소득 국가에서는 상기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특화
한 상품이 저소득국가로 재배치되더라도 수출 바스켓 재조정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임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⑧ “Who’s in Your Export Market?”
출처: OECD, Working Paper 1526
저자: Sónia Araújo, Thomas Chalaux, David Haugh(OECD)
【핵심내용】
o 1995~2015년 중 50개국, 4,000여개 품목의 무역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무역 경쟁
(competition) 패턴의 변화 양상과 무역 경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수출 품목의 중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간 수출 경쟁 정도가 증가하기
는 했지만, 선진국간의 수출 경쟁 정도가 더 높으며 빠르게 증가
o 분석 결과, 신흥국에서 발생한 경쟁 압력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경쟁 압력에 비해 한
국가 상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비교우위(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변동은 미국의 비교우위
변동에 비해 타국의 수출에 2배 작은 영향을 미침
o 한편, 국가간 무역 경쟁보다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량의 변화가 상품 수출에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세계 수요량의 1 표준편차 변동(감소)은 미국 비교우위의 1 표준편차 변동(증가)에 비
해 수출에 8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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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Kim Jong Un’s New Year’s Speech: On the Domestic Front”
출처: 38 North
저자: Glyn Ford (GPLUS)
ㅇ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 국내경제의 과제로 노동배분의 효율성 증진, 전력난
완화, 전문성 개선 등을 언급하는 한편, 북미 양자간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여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함
ㅇ 대형 인프라 건설에 상시투입 등 경제개발과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북
한 인민군의 역할을 강조
- 과거 인민군은 파종기와 수확기에 대민 지원을 하는 등 노동력 동원의 최후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인프라 건설에 상시 차출되는 것이 관측됨
ㅇ 전력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풍부한 석탄 자원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국내 산
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조력발전, 풍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대북제재로 수출이 막힌 석탄을 국내 발전용으로 전용함으로써 전력 공급 증대
- 영변 핵시설에 경수로 설치 등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
의 이점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위해 해외사례 시찰
ㅇ 산업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과학 및 교육의 혁신을 강조하는 한편, 관료의 현
장 감각을 기르고자 이들을 기업소/농장으로 파견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추진
ㅇ 북미 양자간 협상을 통한 종전선언을 주장하던 이전과 달리, 다자간 협상을 통한 종
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전략의 변화가 관측됨
- 북미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얻고자 하였으나 양
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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