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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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cy and Money: It Matters”
출처: Baffi Carefin Center, Working Paper No. 108
저자: Emanuele Borgonovo, Stefano Caselli, Alessandra Cillo, Donato Masciandaro,
Giovanni Rabitti(Bocconi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익명성이 유동성, 가치저장성과 함께 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분석
- 유동성, 가치저장성, 익명성에서 성격이 조금씩 다른 18종류의 통화*를 상정하고
98명의 Bocconi大 재학생들의 선호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
* 통화마다 지급수단으로 거절당할 확률(0%,1%,10%), 수익률(0%,5%,20%) 및 익명성(보장, 미보장)
의 성격을 부여

o 실험대상자들은 통화수요 결정 시 가치저장성, 유동성, 익명성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
하며, 한 요소만 특히 높은 통화보다는 세 요소를 고루 갖춘 통화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응답
- 특히 유동성과 가치저장성이 동일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통화의 가치가 평균
1.4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이 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o 본고의 실험결과는 한편으로는 익명성을 갖춘 현금(cash)에 대한 수요가 미래에도 유
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저장성과 유동성뿐만 아니라 익명
성을 보장하는 지급수단이 등장한다면 현금수요가 구축될 수도 있음을 시사
- 민간 발행 암호자산(cryptocurrency)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비유동성을 줄이고 가
치저장성을 높이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경우 유동성은 매우 높으나 익명성에 대한 기대는 낮으므로 익명성
보장여부와 부리 수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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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deling Financial Crise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19-08
저자: Pascal Paul(FRB S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금융위기의 네 가지 특징적 현상을 제시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서는 기존모형을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ㅇ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위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현상이 관찰
① 금융위기는 25년에 1번꼴로 발생할 만큼 희귀한 현상
② 금융위기에 앞서 신용확장기(credit boom)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macrofinancial imbalance)이 누적
③ 금융위기 직후에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황(severe recession)이 이어지면서
산출(output)이 큰 폭으로 감소
④ 금융위기는 작은 크기의 충격(shock)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
ㅇ 최근 금융위기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모형(Bianchi 2011, Boissay, Collard and
Smets 2016 등)들은 금융기관의 순가치나 위험부담능력이 감소할 경우 대출과 투자가
갑자기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위 현상을 재현하는 논문은 거의 없음
- 특히 기존 문헌에서는 실제와 같이 신용확장기(credit boom)가 오랜 기간 지속되
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모형이 드문 상황
ㅇ 저자의 최근 논문(Paul, 2019)에서는 금융위기의 네 가지 특징적 현상을 재현하는
모형을 구현
- 확장기에 은행이 대출 뿐 아니라 레버리지도 증대시켜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확장기가 길어질수록 심화
- 위축기에는 자산가격 하락으로 은행의 레버리지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은행이 기존
대출을 비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투자와 산출이 급락
ㅇ 금융위기 발생을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재현하는 모형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 올바른 정책대응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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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How

Effective

is

Macroprudential

Policy?

Evidence

from

Lending

Restriction Measures in EU Countries”
출처: IMF, Working Paper 19/45
저자: Tigran Poghosyan(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EU지역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LTV,

DSTI*

(debt-service-to-income)와 같은 대출규제 정책이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에 얼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DSTI = 연간 상환의무 원리합계액연간 소득

- 규제당국은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억제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택
가격, 주택담보대출규모 등을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정책을 수행
- 구체적으로 1990~2018년 기간 중 EU 28개국이 도입한 99종의 대출규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s)으로 규제 효과를 추정
ㅇ 분석결과 EU 국가들이 시행한 대출규제정책은 대체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대출규제의 효과는 정책을 시행한지 3년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 정책시차가
상당히 긴 것으로 분석
- 또한, 규제정책의 효과는 대출을 억제하는 경우보다 완화하는 경우에 더 크게 나
타나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효과의 정도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국가별로 보면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 대출규제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자적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
- 규제수단별로 보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경우나 위반시 제재수단이 완비된 대출규제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또는 제재가 없는 규제보다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ㅇ 분석결과에 비추어 대출규제정책은 거시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대체로 효과가 있으나
정책시차가 상당하고, 국가나 정책수단에 따라 효과가 다른 만큼 대출규제를 도입할
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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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Estimating

a Markov Switching DSGE Model with Macroeconomic
Policy Interaction”
출처: Bank of Japan, Working Paper No. 19-E-3
저자: Nobuhiro Abe, Takuji Fueki(Bank of Japan), Sohei Kaihatsu(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통화정책이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 ZLB) 제약을 받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화・재정정책 조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 구체적으로,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는 과정에서 통화・재정정책의 조합은 어
떠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o 정책조합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국면 전환을 감안할 수 있는 MSDSGE(Markov Switching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
- 통화정책(M)과 재정정책(F)의 조합에 따라 적극적(Active) 통화/소극적(Passive) 재
정정책(AM/PF), 소극적 통화/적극적 재정(PM/AF), 적극적 통화/적극적 재정
(AM/AF), 소극적 통화/소극적 재정(PM/PF) 등 총 4가지 정책조합을 고려
- 또한 전통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잠재금리(shadow rate)를 모형에 도입
o 1982년～2017년 기간 중 일본의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이
금리하한에 도달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정책조합은 소극적 통화/소극적
재정정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기간중 일본은행은 제로하한 제약으로 음(-)의 수요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경제주체들은 정책대응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불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데 기여
o 그러나 2013년 2분기부터 일본은행의 QQE(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asing)가
시작되면서 정책조합은 적극적통화/소극적재정(AM/PF)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8년부터 AM/PF의 정책조합을 실행하는 정책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사람들의 기
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인플레이션이 실제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반대로 2013년 이후에도 PM/PF의 정책조합을 고수했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불황을 극복하는데 유효했고, ZLB의 제약을 받기 시작
한 1998년부터 추진됐더라면 보다 빨리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arkov Switching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MS-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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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ime Use and Labor Productivity: The Returns to Sleep”
출처: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0.5(2018)
저자: Matthew Gibson(Williams College), Jeffrey Shrader(Columbia大)
【핵심내용】
o 미국인의 시간활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자료를 이용,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이 가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가계의 식사, 수면, 근로, 여가 등 하루 중 상세한 시간 활용에 대해 무작위 전화설문으로 수집한 자료
로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2003년부터 조사

o 가계가 하루 중 시간을 노동, 여가, 가계생산*(home production) 및 수면 등 4가지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한 모형분석 결과
* 취사, 청소, 세탁, 자녀돌보기 등 재화 및 서비스를 가계에서 직접 생산 및 소비하는 활동

- 취업자의 경우 수면은 노동과 보완관계를, 가계생산과는 대체관계를 가지며, 비취업
자의 경우 수면은 가계생산과 보완관계를, 여가활동과 대체관계를 가짐
- 이는 취업자의 경우 수면은 가계생산성보다 노동생산성을 더 크게 증가시키며, 비
취업자의 경우 수면은 여가활동으로 발생하는 추가 효용보다 가계생산성을 더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임
o 아울러 미국의 지역별 일몰시각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일몰시각이 늦어질수록 취
업자의 수면시간 및 근로소득은 하락
o 궁극적으로 미국 지역별 일몰시각 차이가 수면시간에 미치는 외생적 영향을 이용한
도구변수 분석 결과, 주당 수면시간이 1시간 증가할 경우 근로소득은 단기적으로
1.1% 증가, 장기적으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s
⑥ “Rational Inattention in Hiring Decisions”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 No.878
저자: Sushant Acharya, Shu Lin Wee(FRB NY)
【핵심내용】
o 정보경제학 이론모형을 이용, 기업-근로자 간 매칭(matching)의 효율성이 경기국면에
따라 변동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
o 기업이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nattention)* 성향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 정보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완전정보의 획득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불완전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개념

- 경기침체기에는 기업이 부적합한 직원의 채용에 따른 손실이 평시보다 크므로 채용
을 엄격하게 실시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고(高)능력자들이 구직시장에 존재
- 따라서 기업의 입사지원자에 대한 능력평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의 해소를 위해
서는 면접절차 강화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됨
- 합리적 무관심 성향의 기업은 추가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 지출 보다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부적합한 직원의 채용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게 됨
o 따라서 입사지원자의 합격률에는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며, 기업과 입사지원자가 교류하는
비율과 합격률 간에 격차가 생기면서 기업-지원자 간 매칭의 효율성에 변동이 발생
【분석방법론】 Information-bas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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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oncentra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Evidence from US Impor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566
저자: Alessandra Bonfiglioli(Queen marry大, CEPR), Rosario Crinò(CEPR),Gino Gancia(Queen
marry大, CEPR)
【핵심내용】
o 2002년과 2012년의 미국 수입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집중도*가 어떻게 변화하
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
* 산업 내 매출액이 가장 큰 4개 기업의 매출액 비중과 허핀달-허쉬만(Herfindahl-Hirschman)지수를 사용
하여 측정

o 분석결과 대미 수출 기업을 기준으로 측정한 산업 집중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수출 기업의 증가가 산업 집중도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추
정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증가가 시장 참여자의 범위 확장(extensive
margin)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시사
o 한편, 매출액이 높은 기업들의 제품 별 매출액이 평균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산업 집
중도의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동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경쟁우위를 가지는 핵심 제품 생산에 주력한 데 기인하였는데, 이는 경쟁의 증가가
오히려 산업 집중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Structural decomposition, Panel data regression
⑧ “Bond Flows and Liquidity: Do Foreigners Matter?”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19-08
저자: Jens H. E. Christensen, Eric Fischer(FRB SF), Patrick Shultz(Pennsylvania大)
【핵심내용】
o 2007.6~2017.12월 중 멕시코 국채 시장의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과 국채 가격 등의 데이
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보유 비중의 증가가 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모형을 이용하여 국채 수익률을 투자자의 미래 수익률에 대한 기대와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분해

o 분석결과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할 때 유동성 프리미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0년 이후부터 지속된 멕시코 국채 유동성 프리미엄 상승의 원인이 동 비중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동 비중이 증가하면서 미래의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
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유동성 프리미엄의 증가가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
국인 투자자 비중의 증가가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
o 한편, 유동성 프리미엄의 전체 변동 중 외국인 보유 비중 변수의 설명력이 높았는데, 이
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유동성 프리미엄 변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tandard gaussian model,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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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EU’s Role in Stabilising the Korean Peninsula”
출처: Real Instituto Elcano, Working Paper 01/2019
저자: Mario Esteban(Elcano Royal Institute)
ㅇ EU의 대북 정책은 역사적으로 적극적 포용, 비판적 포용 및 적극적 압박 정책으로 변
화해 왔는데, 이는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며 발생
- 적극적 포용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 및 무역 확대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경제
협력 및 정치적 인정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대북정책 수행
- 비판적 포용 시기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인
권탄압 규탄 성명을 수차례 결의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
- 적극적 압박 시기에는 독자 경제제재 실시, 회원국내 북한 대사관 인원 감축, 북한내 회
원국 대사관의 철수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고립 도모
ㅇ EU의 對한반도 정책 최우선목표는 전쟁 발발 방지이며, 이는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안정뿐만 아니라 EU의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
- 북핵은 국제비핵화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영
향을 미치는 등 국제 평화･안보에 연관된 사안이므로 EU가 개입할 당위 존재
ㅇ EU는 북핵협상의 원만한 진전을 지원하는 이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역할은
협상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 협상이 계속되는 경우 양국의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회원
국 중 스웨덴이 북한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의중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짐
- 협상이 결렬되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무력사용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함
으로써 분위기 반전의 역할 기대
ㅇ EU는 북한과의 고위급 및 반관반민 회담을 재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핵
협상이 진전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
- 고위급 회담이 정치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제약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관반민 회담을 병행하여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
-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경우 인도적 지원, 금융·기술 지원, 무역확대 및 민간투자 등을 보
장함으로써,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유인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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