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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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in Monetary Policy and Banks'

Net Interest Margins: A

Comparison across Four Tightening Episodes”
출처: FRB, FEDS Notes April 19, 2019
저자: Jared Berry, Felicia Ionescu, Robert Kurtzman, Rebecca Zarutskie (FRB)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최근(2015.12월～2018.12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미국 상업은행의 순
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s)*에 미친 영향을 과거 3번의 금리 인상기**와 비교하여
분석
* (이자수입 – 이자비용) / 이자부 자산으로 정의
** 1994.2월~1995.2월, 1997.3월~2000.5월, 2004.6월~2006.6월

- 정책금리 인상 시 이자수입과 이자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순이자마진에 대한
영향은 사전적으로 그 방향이 확실하지 않음
o 분석결과, 과거 인상기에는 단기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금
리와 연동되어 있는 이자수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순이자마진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인상기에는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증가하면서 순이자마진이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로 인해 단기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유동자산 보유 비중이
늘면서 정책금리 인상 시 이자소득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
- 양적완화 등으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으로 인해 은행 간 자금조달 경쟁이 약화되면서
예금금리 인상은 지연
o 통화정책 파급에서 은행의 역할이 크다는 데 비추어 볼 때 최근 정책금리 인상이 순
이자마진에 미친 영향이 과거 인상기와 다르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겠음
- 다만 향후 정책금리가 더욱 상승하고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충분히 진행될 경우
에는 은행의 자금조달 경쟁이 확대되면서 순이자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에 유의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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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y, Credit, Monetary Policy, and the Business Cycle in the Euro

Area: What Has Changed since the Crisis?”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 No. 885
저자: Domenico Giannone (FRB of NY), Michele Lenza (ECB), Lucrezia Reichlin
(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유로지역 주요 경제‧금융 변수들의 경기동학
(cyclical dynamics)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
- 1992.1월 ~ 2018.2월 중 거시경제(산업생산, 물가, 실업률 등), 금융(단기금리, 장기
금리, 주가, 환율 등), 신용(단기대출, 장기대출) 변수 등 데이터를 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 간 정형화된 관계(stylized
facts)를 VAR모형을 통해 추정한 다음 동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생산, 물가, 실업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실제치를 따를 경우 금융, 신용
변수에 대한 가상경로(counterfactual path)를 도출하여 실제치와 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1992.1월～2008.9월로, 이후 기간은 2008.10월～2018.2월로 설정

ㅇ 위기 전‧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단기변수의 경기동학은 비슷하였으나 장기변수의
경기동학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위기 이전을 대상으로 유로지역 주요 변수들의 정형화된 관계를 도출한 결과 부정적
경제충격 시 산업생산 감소, 실업률 상승, 물가 하락, 단기·장기 대출 증가율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단기 및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변동의 특징이 그대로 재현
- 위기 이후에는 단기금리, 단기대출 등은 가상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장기
금리는 가상경로보다 크게 높았으며 장기대출은 그 증가율이 가상경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위기 이후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크게 약화되었을 가능
성을 암시

【분석방법론】 VAR, Counterfactu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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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ies That Bind: Estimating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for Small Open

Economies”
출처: FRB of Dallas, Globalization Institute Working Paper 359
저자: Valerie Grossman, Enrique Martinez-Garcia, Mark A. Wynne(FRB of
Dallas), Ren Zhang(Bowling Green State 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소규모 개방경제 DSGE모형을 설정하고 호주, 캐나다, 한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6개국의 실질 자연금리를 추정하였으며 소규모개방경제의 자연금리가 국내요
인뿐만 아니라 해외요인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을 위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Bayesian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으로 6개국의 자연금리를 추정
o 6개국의 자연금리를 추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7-2009년에는 모든 국가에서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6개 소규모 개방경제들도 주요 선진국들의 자연금리 하락추세(Holston et el.
2017, Del Negro et al. 2018)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조화되었을 가능성
o 소규모 개방경제의 기술충격, 선호충격, 해외생산충격이 자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
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생산충격은 자연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충격, 선호충격
과는 달리 충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
- 또한 6개국과 미국의 자연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0.61~0.86 사이의 높은
값을 보였음
- 분산분해 결과 해외 생산충격은 자연금리 변동의 60%에서 85%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자연금리의 주요 결정 요인임을 시사
o 최근 몇년간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명목금리 인하는 미국으로부터 파급된 자연금리
인하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로 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자연금리는 국내요인보다도 국제적인 파급효과에 의해 큰 영
향을 받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SGE 모형, Bayesian MCMC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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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Resolving the Missing Deflation Puzzl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690
저자: Jesper Linde(Sveriges Riksbank), Mathias Trabandt(Freie Universitat Berlin)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재화가격과 임금을 비선형적으로
설정하는 행태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missing deflation puzzle 현상을 설명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경제는 위기 이전 GDP 추세에 비해 10% 가량 크게 위축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인플레이션은 1.5% 정도 감소
하는데 그쳐 기존 필립스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출량-인플레이션 관계가 관찰
- New Keynesian Phillips 곡선에 기초한 DSGE 모형으로는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에서 안정적인 양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Hall, 2011) 위기
이전 기간 자료로 추정한 필립스 곡선으로는 2008-2010 기간중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Ball and Mazumder, 2011)
・ 그런데 missing deflation puzzle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은 모두 일종의 선형화된
New Keynesian Phillips Curve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ㅇ 본 논문에서 missing deflation puzzle을 풀기 위해 도입한 핵심 요소는 첫째, 모형에
기업의 가격 및 임금 설정행태에 실질 경직성(real rigidity)을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
해를 구하기 위해 균형식을 선형화하는 대신 비선형상태로 도출하는 것임
- 거시모형에서 전형적으로 해를 간편히 구하기 위해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선형
근사화(linear approximation)하여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선형근사해가 steady state를 벗어나도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적 충격이 커서 steady state 상태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는 선형화한 해가 부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비선형 모형의 해를 사용해야 함
ㅇ 본 논문에서 설정한 비선형적 모형은 생산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missing deflation 현상을 설명
- 그러나 모형을 선형화하여 인플레이션을 추정해보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나 디플레이션 퍼즐을 설명하지 못하여 선형화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
ㅇ 또한 본 논문의 비선형모형에 따르면 경기가 잠재수준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가격
및 임금이 오르지 않음으로써 2010년 이후 나타난 missing inflation puzzle을 설명
하였으며 전후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관찰되는 우편향분포(positive skewness)를 설명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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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Why is Productivity Correlated with Competi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748
저자: Matthew Backus(Columbia University)
【핵심내용】
o 1982~1992년 중 미국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산업 자료를 이용, 산업내 생산성
과 경쟁수준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분석
o 선행연구에는 높은 경쟁수준이 ①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개선(treatment effect)시킨다는
가설과 ② 저생산성 기업을 시장으로부터 퇴출(selection effect)시켜 산업내 평균 생산성
을 개선시킨다는 가설이 공존
o 3가지 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높은 경쟁수준이 주로 경영실태 개선, 사업 전문화,
투자 증가 등 직접적 경로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① OLS를 이용한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② 기업의 퇴출(exit) 결정 모형을 이용한 요인분해법
③ 도구변수를 이용한 그룹화 분위회귀분석(grouped IV quantile regression) 등

-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을 통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o 이는 시장의 경쟁수준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시장전체
보다는 각 기업 내부 요인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ecomposition, Behavioral model, Grouped IV quantile regression
⑥ “The Gender Pay Gap in the UK: Children and Experience in Work”
출처: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W18/02
저자: Monica Costa Dias, Robert Joyce, Francesca Parodi(IFS)
【핵심내용】
o 1991~2015년중 영국 가구패널조사자료(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와
USoc 자료(Understanding Society)를 활용하여 성별 간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해 분석
* 성별 간 임금격차 = 1 -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남성의 시간당 평균임금)

- 성별 간 임금격차는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축소(1993년 29% → 2016년 20%)
- 동기간 중 성별 간 교육수준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최근 들어 역전
-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간 및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노동공급은
출산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o 실증분석 결과 출산 후 나타나는 근무경력과 노동시간 격차가 성별 간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 요인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졸자의 경우 성별 간 출산 전 임금격차가 매우 작았으며, 출산 이후 임금격차의
2/3이 근무경력과 노동시간 차이로 설명됨
- 반면 대졸 미만의 경우 출산 이전부터 큰 폭의 임금격차가 나타났으며, 근무경력과
노동시간 차이가 출산 이후 임금격차의 1/3만을 설명
【분석방법론】 Control function approach, Counterfactu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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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Monetary Policy Spillovers, Capital Controls and Exchange Rate Flexibility,

and the Financial Channel of Exchange Rates”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267
저자: Georgios Georgiadis(ECB), Feng Zhu(BIS)
【핵심내용】
o 2002.1~2018.12월 중 47개국의 정책 금리, 미국 및 ECB(base-country) 정책 금리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트릴레마(trilemma)* 이론이 유효한지 분석
* 환율의 신축성, 자유로운 자본이동, 자율적인 통화정책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

- 각 국을 자본 통제 수준과 환율 신축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동 국가들의 정책 금리가
기준국의 금리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비교
o 분석 결과, 자본 통제 수준이나 환율 신축성이 높을수록 정책 금리가 기준국 금리 변화에
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본 통제 수준과 환율 신축성이 높을수록 자율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트릴레마 이론이 유효함을 시사
o 한편, 외환 노출(foreign currency exposure) 정도*가 변동환율제 국가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본 결과, 외환 노출 정도가 클수록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감소하며 기준국
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국제수지 계정에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FDI와 주식을 제외하고 채권과 은행 차입을 포함한 순대외채무

- 이러한 결과는 기준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자국 환율이 절하되고 자국통화로
표시된 대외부채가 증가하는 환율의 금융 경로(financial channel of exchange rate)가 존재하
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자국 중앙은행이 기준국의 통화정책을 일정 부분 추종하는데 기인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estimation
⑧ “Small Firms and Domestic Bank Dependence in Europe's Great Recess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3691
저자: Bent E. S(Houston大, CEPR), Mathias Hoffmann, Egor Maslov(Zurich大)
【핵심내용】
o 1997.1/4~2015.4/4 중 유럽 11개국의 자국 은행 대출 비율*,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제 은행 간 대출(cross-border interbank lending)의 감소가 국내
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민간 비금융 부문으로 공급된 신용 총량 대비 동 부문의 자국 은행으로부터 차입 비율
**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

o 분석 결과,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이나 자국 은행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제 은행 간
대출의 감소가 생산량을 더욱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국 은행이 국제 은행 간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가운데, 동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 제약이 악화되기 때문
o 또한, 국제 은행 간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은행의 자국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직접
대출은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글로벌 은행이 리스크 규제 가중치가 높은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비금융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은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
-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유럽에서 발생한 국제 은행 간 대출 중심의 은행 통합화(banking
intergration) 현상이 위기 이후 유럽의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estimatio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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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Future Scenarios: What to Expect from a Nuclear North Korea”
출처: Asia Policy
저자: Daniel R. Russel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ㅇ 북한은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며 핵보유국으로 묵인되기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한 대응력 확보 및 대북 경제제재 등
을 통해 북한을 국제질서 내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ㅇ 2017년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했으나, 이는 군사행위
중지에 대한 보상과 현상유지를 통해 핵보유국 묵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소해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했으나 핵개발 완료로 핵실험장
이 불필요하고 미사일 발사대는 운용중인 발사대 중 한 곳일 수 있음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이, 비핵화의 진전 없이 핵보유가 묵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
ㅇ 북한은 최근 북미협상이 부진할 경우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 핵실험 재개 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한국 또한 평화 분위기 속에서 준
비하던 경제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북한 측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임
ㅇ 최근 북한은 핵무기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
- 북한은 사이버 부대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상의 중요 정보
를 해킹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언
ㅇ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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