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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1930: First Modern Crisis”
출처: NBER Working Paper 25452
저자: Gary Gorton(Yale大), Toomas Laarits(Yale大), Tyler Muir(UCLA)
【핵심내용】
ㅇ 인출사태(run)에 취약한 단기부채의 내재적 문제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매
위기마다 초기에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관찰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금융위기의 전개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
-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고해진 현대 이후 최초의 대규모 금융위기라 할 수 있는 대공
황 초기에 미국의 산업생산이 20%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예금
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음
ㅇ 본고에서는 위기 초기에 어떤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대공황 초기
를 연구*하였는데, 당시 생산 감소의 상당 부분(30%)이 대출축소, 안전자산 보유 증대
등 은행의 행동(behavior)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
* 미국 주(州)별로 산업생산과 은행부문에 대한 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급부문
에서의 대출축소를 식별한 다음 패널분석을 실시

- 1929∼1931년 사이에 은행은 대출을 15% 이상 축소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안전자산
비중도 6%p 확대하였지만, 가계예금은 1.9% 감소하는 데 그쳐 예금인출사태는 동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음(이후 2년 간 가계예금이 27% 감소)
- 은행의 대출축소는 현대 금융위기의 공통적 특성(common feature)으로 위기 초기에
은행들이 이를 인지하고 사실상 자신을 상대로 인출사태를 일으킨 것(banks ran on
themselves)을 의미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은행의 대출행태 등 은행의 행동을 면밀하게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이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위기 초기에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안전자산 보유를 증대시키는 경우 예금인출
사태, 은행파산 등 명확한 스트레스 징후없이 금융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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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anaging Expectations without Rational Expecta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25404
저자: George-Marios Angeletos, Karthik Sastry (MIT)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이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어느 쪽이 우월한지에 대해 연구
- (ⅰ) 정책금리 경로 등 정책수단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instrument
communication, 이하 IC)과 (ⅱ) 고용, GDP 등 실물경제 지표에 대한 목표 수준
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target communication, 이하 TC)을 비교
- 경제주체들은 IC 하에서는 제시된 정책의 결과 실물경제가 어떤 균형에 도달할지 추
론해야 하며, TC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제시한 실물 지표에 대한 목표 수준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금리 수준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상할 필요
o 이를 위해 많은 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되 커뮤니케
이션의 강도(약속 여부 등)보다는 기업들의 제한된 기대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
*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가정할 경우 두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차이는 없음

- 개별기업 생산량은 정책에 대한 기대 및 총산출에 대한 기대의 가중평균으로 표현되
는 선형함수로 설정
- 개별기업은 자신의 기대를 형성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의 정
책 및 총산출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 수준을 예상할 필요
- 개별기업은 다른 기업이 모두 합리적이나 일부가 정보수집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으며(inattentive) 그 비율은 모두에게 알려진 것(common knowledge)으로 가정
o 분석결과 개별기업들이 총산출에 대한 기대에 더 큰 가중치를 주고 생산량을 결정하
는 경우 총산출에 대한 기대의 정확성을 높이는 TC가, 반대의 경우에는 IC가 최적
커뮤니케이션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앙은행이 평상시에는 IC를 활용하더라도, 유동성 함정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비관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고용이나 GDP 등 실
물경제 지표에 대한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whatever it
takes”)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는 TC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분석방법론】 Theore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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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Corporate Debt Composition and Business Cycle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2019-5
저자: Jelena Zivanovic(Bank of Canada)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기업의 부채 구성(debt composition)이 은행 대출인지 채권 발행인지에
따라 경제 충격*의 파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함
* 공급 충격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통화정책 충격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
금융 충격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와 신용 스프레드 변화 등을 의미

- 대침체 기간에 미국에서 기업의 채권 발행은 급증하고 은행 대출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부채 구성이 경기 순환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줌(Adrian et al., 2013)
o 구조적(structural) 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부정적인 통화정책 충격이나
금융 충격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부채 구성 비율(은행차입/채권발행)이 하락하는 반
면 부정적 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총공급 충격과 통화정책 충격은 기업의 투자와 부채에 지속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지만, 금융 충격은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o 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채권시장과 은행 자금조달이 모두 가능한 벤치마크
경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만 가능한 경제를 상정하고, 다양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두 경제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 금융 충격이 발생하면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는(contractionary) 효과가 은행차입
만 가능한 은행 의존 경제에서 벤치마크 경제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대출 공급이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유럽
경제*가 미국에 비해 실물경제 위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Gambetti and
Musso (2016)의 연구와 부합
* 유럽의 채권 금융 대비 은행 자금조달 비율은 미국의 경우 보다 최대 8배 큼 (DeFiore and Uhlig,
2011)

o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자금조달과 채권시장의 차이를 반영한 분리된
(segmented) 부채 시장에 대한 최적 통화정책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도 의미 있을 것
으로 보임
- 이를 통해 은행과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전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어떻게 기
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구조적 VAR, DSGE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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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From Immigrants to Robots: The Changing Locus of Substitutes for

Work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5438
저자: George J. Borjas(Harvard
Freeman(NBER)

Kennedy

School,

NBER)

and

Richard

B.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지난 20여 년간의 산업로봇의 성장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 분석함
- 미국에서 산업로봇 배치가 늘어나고 또한 이민자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두
가지 요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함
-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에서 조사한 기업에 배송된 산
업로봇의 수와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산업별·주별
이민자 규모,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데이터를 이용
o 분석 결과 산업로봇의 유입은 고용과 소득의 감소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특히 저학력 근로자와 “자동화 가능한(automatable)” 직종의 경우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o 로봇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이민노동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보다 고용과 임금 감소 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근로자 그룹에
서 산업로봇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이민자 효과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저학력·여성 근로자와 같은 특정 그룹에서는 산업로봇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이민자 효과의 최대 3~4배 수준으로 분석됨
o 다만 1996-2016년 기간중 산업에 도입된 로봇 증가 속도가 완만하여 전체 고용이나
임금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로봇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큰 점에 비
추어 향후 로봇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LS 분석, 2단계 도구변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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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Wage Job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Using a Bunching Estimator”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434
저자: Doruk Cengiz (Massachusetts大), Arindrajit Dube (Massachusetts大), Attila
Lindner (University College London), Ben Zipperer (Economic Policy Institute)
【핵심내용】
o 1976~2016년 중 미국내 138건의 주(州)별 최저임금 변동자료를 이용,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인상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수준의 일자리 소거분과 소폭 상위 혹은 초과하는
임금수준의 일자리 변동분을 비교하는 분석방법, 최저임금 인근의 결집효과
(bunching)*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 다수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 및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결집되어 나타나는 현상

- 최저임금 인상 이후 5년간 저임금 일자리의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6.8% 증가시켰으며, 이중 4.1%p는
직접적 영향, 나머지는 임금인상의 확산(spillover) 효과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기인
o 인구집단별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원인이
최하위 임금분포에서의 인구집단간 일자리 대체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
o 산업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교역재·제조업 등 일부 산업의 고용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o 이러한 추정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반
적인 연구에서는 고임금 구간에서 고용의 가성 변화(spurious change)로 인한 추정 오
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임
【분석방법론】 Event study
⑥ “Where is the Middle Class? Inequality, Gender and the Shape of the

Upper Tail from 60 Million English Death and Probate Record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436
저자: Neil Cummins (London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o 1892~2016년중 영국인 6천만명의 사망기록 및 유언검인(probate)* 자료를 이용, 20
세기 영국의 부의 불평등 추이에 대해 분석
*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법원에서 검증하고 상속분배에 대해 결정하는 법정절차

o 20세기중 부의 최상위 분배율은 축소되었으나, ‘대평등화’(Great Equalization)라 불리
는 전체적인 부의 재분배는 동 세기 중반에 멈춘 것으로 확인
- 사망자 중 부(wealth)를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유언검인 비율(= 유언검인 건수 ÷ 사
망건수)은 1890년 10%에서 1950년 40%로 증가한 이후 2016년까지 정체
- 상위 1%의 부의 분배율은 20세기중 73%에서 20%로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중위권의
영국인의 대부분은 유산 없이 사망
- 이는 1950년 이후 불평등 변화는 상위 30%내에서의 부의 재편에 그쳤음을 시사
o 한편, 영국의 부의 통계분포는 파레토분포*보다는 로그정규분포 형태에 부합
* 1896년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한다는 점을 지적한 데서 유래한 통계분포

o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남성 비율이 높았으나 20세기중 성별 불평등은 상당폭 완화
【분석방법론】 Econom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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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Renegotiation

of Trade Agreements and Firm Exporting Decisions:

Evidence from the Impact of Brexit on UK Expor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446
저자: Meredith A. Crowley(Cambridge大, CEPR), Oliver Exton(Cambridge大), Lu
Han(Cambridge大)
【핵심내용】
o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영국과 EU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불확실
성이 영국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및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Handley and Limao(2017) 모형에 의하면, 무역협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수출시장
진입결정 유보의 옵션가치와 미래 재협상 실패 시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이 감소함
- 무역협정 재협상 실패시 적용될 EU의 WTO 관세율을 이용하여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을 측정
o 분석 결과, 2016년 6월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협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 5,300개 수
출기업이 EU 수출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약 5,400개 수출기업이 EU 수출시장에
서 퇴출한 것으로 나타남
o 무역협정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EU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영국기업은 5% 더 증가하
고, 퇴출하는 영국 기업은 6.1% 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Regression
⑧ “Effective Trade Costs and the Current Account: An Empirical Analysis”
출처: IMF, Working Paper WP/19/8
저자: Emine Boz, Nan Li, Hongrui Zhang(IMF)
【핵심내용】
o 1970~2014년 중 세계무역자료와 무역장벽자료*를 이용하여 실효무역비용(effective
trade cost)**이 각국의 경상수지와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관세 및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일시적무역장벽(temporary trade barriers)을 고려
** 국가마다 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수출 및 수입 비용을 부문별 비교우위로 가중평균한 지표

- 서비스 등 무역비용이 높은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제조업 등 무역비용이 낮은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를 보
이는지를 살펴봄
o 분석 결과, 실효수출비용이 증가(감소)하면 경상수지가 악화(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그 효과가 작은 가운데, 실효수입비용의 경우 경상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imbalance)에 대한 실효무역비용의 설명력도 기존의 경상
수지설명요인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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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Advanc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ase for

Koreanization”
출처: 38 North
저자: Daniel R. DePetris (Defence Priorities)
ㅇ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핵문제 협상만을 위해
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서 유연한 대북제재를 수행할 것을 촉구
ㅇ 북핵 협상은 양자간 입장 차이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부진했으나, 남북 경제협
력 준비와 비무장지대의 GP 상호 철수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관계는 상당히 완화
-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이후에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 북한 지역의 철도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이 준비 중이며, 비
무장지대 GP를 남북 상호검증 하에 철수하면서 한반도 긴장관계는 완화 국면
ㅇ 남북 경제협력에는 한국의 북한지역 내 경제활동이 수반되는데, 미국과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 경제협력 실행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
ㅇ 미국이 북핵 협상 진전과는 별도로 작지만 상징적으로(minor but significant) 북한
지역 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진전
을 촉진할 수 있음
-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또는 제거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및 한반도
평화 도모
- 한편 북한의 행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제재완화 조치를 취소토록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
금 현재와 같은 한반도 평화 유지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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