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3호>

<2019.4.12>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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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tary Policy,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출처: Bank of Spain, Working Paper No. 1911
저자: James Cloyne (UC Davis), Clodomiro Ferreira (Bank of Spain), Maren
Froemel, Paolo Surico (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지난 30년(1986~2016)에 걸친 미국과 영국의 상장기업 미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자본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이를 위해 먼저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기업 대차대조표 상 차변
(asset side)인 자본재투자(capital expenditure)와 대변(liability side)인 자본, 부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
o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자본재투자 변동규모는 신생기업(younger firms)이
성숙기업*(older companies)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을 존속기간에 따라 15년 미만의 신생기업과 15년 이상의 성숙기업으로 구분

- 특히, 신생기업 중에서도 배당금을 지급(전년도 기준)하지 않는 기업의 자본재투자
변동규모가 총(모든기업) 변동규모의 75%를 차지
- 성숙기업은 배당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자본재투자 변동이 거의
없었음
o 통화정책 충격이 자본재투자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중 대변항목인 부채와 자본의 변동도 분석
- 신생/무배당기업의 경우 자산가격 변동에 취약한 담보대출에 의존함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시 차입금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성숙기업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충격시에도 차입금 규모 변동이 거의 없었음
- 한편,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수익(earning)의 변화가 차입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기업의 차입여건과 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이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중 대차대조표 경로의 중요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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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Gains from Wage Flexibility and the Zero Lower Bound”
출처: Sveriges Riksbank, Working Paper Series No. 367
저자: Roberto Billi (Riksbank), Jordi Gali (CREI)
【핵심내용】
o 주류경제학에서는 보통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 고용과 산출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
므로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
- Keynes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에서 임금에 비해 수요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임금의 신축성보다는 총수요관리가 고용 등 경제 안정에 더 중요하다고
지적
o Gali(2013)에 따르면 임금신축성이 고용과 산출의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
는 통화정책 준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
- 임금신축성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에 약하게 대응하는 통화
정책 준칙을 따를 경우 임금신축성 확대가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
o 본고에서는 Gali(2013)를 확장하여 제로금리하한(이하 ZLB) 제약이 고려되었을 때 임금
신축성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Gali(2013)의 결론이 그
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에 수요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정도에 상관
없이 임금신축성이 높아질수록 사회후생이 감소
- 다만 공급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신축성이 높아질 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
- 한편 ZLB 제약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경제에 발생한 충격의 종류나 물가상승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정도와는 상관없이 ZLB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신축성
증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됨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볼 때 임금신축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보다 그 중요성이 낮을 수 있으며, 특히 ZLB를 감안할 때에는 동 중요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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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Low Inflation Bends the Phillips Curve”
출처: PIIE, Working Paper No. 19-6
저자: Joseph E. Gagnon, Christopher G. Collins(PIIE)
【핵심내용】
o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2009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인플레이션이 소폭 감
소하는 소위 'missing deflation' 현상을 경험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간의 관계가 약화된 현상에 대해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평탄
화 되었다는 가설과 곡선 자체가 비선형화 되었다는 가설이 대두
o 비선형화 가설은 필립스곡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일정한 선형관
계를 보이다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영역에 들어서면 필립스곡선이 완만해진다고
보는 견해
- 비선형성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명목
임금경직성 때문에 임금과 재화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
o 필립스곡선의 비선형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공급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한 결과, 음(-)의 수요충격이 발생하면 실업률이 상승하지만 임금
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임금변화간의 관계
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또한 다양한 기대인플레이션 값(10%,5%,3%,1%,0%)을 상정하여 필립스곡선을 도출하
였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 10% 인 경우, 완전한 선형의 형태였으나 기대가 낮아질수
록 실업률이 높은 영역에서 필립스곡선이 급격히 휘어지는 형태를 나타냈음
- 기대인플레이션의 감소로 기업들은 더욱더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직면하게 되므로
낮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곡선이 평평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함
o 실증분석을 위해, 195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갭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식을 설정
- 평탄화 가설과 비선형화 가설에 따른 각각의 계량식을 비교한 결과, 두 식 모두 과거
데이터를 잘 설명함
- 하지만 예측에 있어서 두 가설의 식은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는데 평탄화 가설에 따
른 식은 향후 5년간 소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비선형화 가설에 따른 식은 점진적
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측함
o 비선형화 가설에 따른 필립스곡선이 Phillips(1958)가 주장한 최초의 형태인 것을 감안
하면, 현재 필립스곡선은 여전히 유용하며 초기형태로 회귀중인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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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What Do Sectoral Dynamics Tell Us About the Origins of Business

Cycles?”
출처: FRB of Richmond, WP 19-09
저자: Christian Matthes, Felipe Schwartzm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경기변동 요인 가운데 수요 측 요인 및 공급 측 충격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계량모형을 제시하고,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경기변동 요인을 분석하였음
- 수요측면에서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은 통화정책, 정부소비, 가계수요*,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등의 충격이며, 공급측면의 요인은 기술진보 및 원자
재가격 충격으로 설정
* 가계의 신용, 자산 및 기대 충격을 포괄

- 구체적으로 Hierarchical VAR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동 모형은 전체수준에서의 충
격(aggregate shock)과 부문별 충격 효과뿐만 아니라 두 충격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식별 가능
ㅇ 1961~2017년 중 미국의 전산업 및 산업부문별 데이터를 Hi-VAR 모형에 대입하여 미국
경제의 경기변동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는데 미국의 경기변동은 공급요인보다 수요요인
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GDP 변동을 분산분해 해보면 수요 충격(기업금융 충격을 제외)의 기여
(36.1%)가 공급 충격의 기여(25.2%)보다 43% 정도 더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 수요 충격 중에서는 가계수요에 대한 충격의 영향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뒤로는 통화정책 충격, 정부소비 충격 순이었음
- 또한, 기업 자금조달 충격의 GDP 변동에 대한 기여는 공급 충격의 약 82% 정도인
20.8%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본 연구는 미국의 경기변동이 기술혁신 등 공급 측 변동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던
구조모형 연구와 달리 수요 변동에 더 기인한다는 견해를 제시

【분석방법론】 계층 VAR(Hierarchica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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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Bad Jobs and Low Infl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628
저자: Renato Faccini(University of London), Leonardo Melosi(FRB of Chicago)
【핵심내용】
o 대침체기(Great Recession) 이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된 이유에 대해 분석
o 동태일반균형 모형에 경력 사다리(job ladder) 구조*를 도입한 분석 결과
* 근로자-기업 간 매칭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나쁜 일자리(bad jobs) 및 생산성이 높은 좋은 일자리
(good jobs)가 존재하며 근로자는 나쁜 일자리로부터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등 경력개발이 가능

-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생산성이 높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경우, 기업간 ‘직원 빼오기’
(poaching)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직은 생산성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임금 상승으
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
- 한편 대침체기 이후 이직률이 하락하고 미국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이 저하되면서 저
생산성 일자리로부터 고생산성 일자리로의 근로자 이동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미국의 실업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이션은 동 기간중 추세치를 계속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불완전한 경력 사다리 구조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추세치로부터 1%p 하락시
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저조한 것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⑥ “Risk Manage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698
저자: Adriano A. Rampini, S. Viswanathan(Duke大), Guillaume Vuillemey(HEC Paris)
【핵심내용】
o 1995~2013년중 미국내 약 300개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ies, BHC)의
이자율 및 외환 파생상품 관련 패널자료를 이용,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성향에 대해
분석
o 분석 결과, 자기자본(순자산) 규모가 큰 금융기관일수록, 자기자본 규모가 큰 시기일수록
파생상품 운용을 통한 위험 헤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2009년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손실로 순자산에 음(-)의 충격을 받은 금융기관
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험노출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헤지 규모를 크게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아울러 부동산 관련 위험노출 규모 변수를 추가한 삼중차분법(triple differences) 분석
결과, 순자산 충격 이후 금융기관이 축소하는 헤지 규모는 부동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
출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크게 나타남
o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의 재무적 제약이 동 기관의 자금조달과 위험 헤지를 제약한다는
이론을 뒷받침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Triple 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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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overed Interest Parity Arbitrag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637
저자: Dagfinn Rime(BI Norwegian大), Andreas Schrimpf(BIS, CEPR)
Olav Syrstad(Norges Bank)
【핵심내용】
o 2013.1~2017.6월 중 미국 자금시장 금리*, 스왑 레이트(swap rate)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CIP(covered interest rate parity)가 성립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
* CP, CD, OIS(overnight indexed swap), 은행 간 금리 등 다양한 자금시장 금리 지표를 사용

o 분석 결과, 금리 종류별로 CIP가 성립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간 금리의 경우, 금융 위기 이후 은행 간 자금 시장 거래 규모가 축소되어 은행
간 금리를 자금시장 금리의 지표로서 CIP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추정
- CP, CD 금리의 경우, 도매 자금 시장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들과 신용 등급이
낮은 은행들이 직면하는 금리가 다른 가운데, 이러한 조달 금리의 차이가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들의 차익 거래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분석
- OIS 금리의 경우, CIP로부터의 이탈은 통화 간 유동성 프리미엄의 차이를 나타낼 뿐,
무위험 이윤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o CP, CD 금리의 경우, 외환 스왑 딜러(FX swap dealer)가 포지션 불균형(inventory imbalance)
을 조정하기 위한 스왑 레이트를 설정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동 스왑 레이트 설정을 통하여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들은 차익 거래를 위해 스왑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은행들은 스왑 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
으로 달러를 조달
- 다만 CIP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Basic statistics analysis, Panel data regression
⑧ “Distance(s) and the Volatility of International Trad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630
저자: Arnaud Mehl, Martin Schmitz(ECB), Cédric Tille(CEPR)
【핵심내용】
o 186개국의 국가 간 거리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국 간 거리가 국가 간 실물 및 금융
거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가 간 거리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도메인 링크 데이터와 언어 유사성
지수 데이터를 통해 측정된 가상적(virtual) 거리와 언어적 거리를 사용
o 분석 결과, 국가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무역 및 금융 거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시 일부 수출 기업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남은 기업들의
마크업률(mark-up rate)이 상승하여 무역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간 거리로부터
비롯된 무역 비용이 클 때 무역 감소폭이 커지기 때문임
o 한편, 가상적, 언어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물리적 거리로부터 기인하는 변동성 증가폭이
더 커지며, 물리적 거리도 가상적, 언어적 거리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물리적, 가상적 및 언어적 거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Fixed effec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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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Network Analysis of Scientific Collaboration in North Korea”
출처: Science Editing, 2019 Vol.6 (1) pp.25-34
저자: 최현욱, 최예진, 김순 (이화여대)
【핵심내용】
ㅇ 서지계량학(Bibliometrics)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북한 학자는 주로 자연과학 및 공학을
주제로 학술논문을 게재하며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원에 소속된 학자의 활동이 활발
-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 학자들의 연구주제는 자연과학(물리학, 수학, 화학) 및 기술
(재료학, 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중국, 독일 및 호주 학자와 협업
ㅇ 1976-2018년의 기간 동안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Web of Science)에 수록된 북한
학자가 참여한 638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56명의 저자와 55개의 주제어(keyword)를
추출해 저자 및 주제어 사이의 관계분석(network analysis)을 수행
- 북한 학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에 소속된 학자가 많으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학자의 소속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원이 다수
- 해외 학자는 소수의 중국내 연구기관(우한대, 상하이 지아오통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가 많으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해외 학자의 소속은 보다 다양
- 네트워크의 중심 주제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밀도함수이론,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등
으로 과학·기술 용어가 다수였으며, 주로 물리학, 화학, 수학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
ㅇ 북한의 게재 논문은 1976-2003년의 기간 동안 연간 5편을 하회하는 등 부진하였고,
2004-2014년의 기간 동안은 연간 20편 내외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최근 크게 성장하여
연간 100편을 상회
- 2018년 4월 베이징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 기술력을 통해 북한 경제 성장을
진작하려는 의사를 피력
- 앞으로 북한 학자들이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부와 활발히 공동연구를 하거나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가능성이 높음
【분석방법론】 Bibliometric Analysis,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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