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0호>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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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nk of England and Central Bank Credit Rationing during the

Crisis of 1847: Frosted Glass or Raised Eyebrow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794
저자: Mike Anson, David Bholat, Miao Kang, Kilian Rieder, Ryland Thomas
(Bank of England)
【핵심내용】
o 19세기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들은 지금의 상식과는 반대로 대출을
오히려 제한*(quantitative credit restrictions)하였음
* 당시 영란은행이 대출실행 시 담보물의 질을 중요시 했다는 설(frosted glass)과 대출신청자의 신원을
중요시했다는 설(raised eyebrow)이 대립

o 본고에서는 1847년 영국의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이 실행한 대출심사와 결과에
대한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영란은행의 대출정책에 영향을 끼친 주요 요소를 분석
- 분석에 쓰인 미시데이터는 대출신청자(Rothschild & Sons 등 어음할인업자)가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자료 뿐 아니라 탈락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자
료도 포함
o 당시 영란은행의 대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3가지 가설을 상정 가능
① 순수 신용할당(pure credit rationing): 대출신청자가 서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
더라도 확률적으로 어떤 신청자는 통과하지만 어떤 신청자는 탈락하는 경우
② 공급자의 차별적 신용할당(discriminatory rationing): 대출신청자나 담보물의 특
성에 따라 영란은행이 대출에 차별을 두는 경우
③ 수요요인에 의한 규칙 기반 신용할당(rule-based credit restrictions): 영란은행
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대출신청자들이
동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경우
o 분석결과, ①번 및 ③번 가설보다는 ②번 가설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신청자의 특성(type)이나 신원(identity)이 대출심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대출신청자의 신원을 통제한 이후에는 담보물(collateral)의 특성 또한 대출심
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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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Role of U.S. Monetary Policy in Global Banking Crise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39
저자: Bora Durdu, Alex Martin, Ilknur Zer(FRB)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의 은행위기(banking crisis)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1870 ~ 2010년 중 69개국*의 거시경제, 금융, 무역 변수 등을 포함하고
있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 IMF 분류기준에 따라 24개 선진국(한국 포함)과 45개 신흥국으로 구성

- 미국 경제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를 계량화하기 위해 대상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연계도(linkage) 지표*를 이용
* 직접적 연계도 지표로는 양자 간 무역집중도 및 GDP대비 달러표시 부채 비율을, 간접적 연계도
지표로는 전반적인 무역 및 자본 개방도 등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지표를 사용

o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일 때 미국과의 직접적인 연계도가 높은 국가일
수록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은행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때 자본유출의 속도가 빠르거나 규모가 크면 은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승
- 선진국에 비해 미국과의 직접적 연계도가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은행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o 반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일 때 간접적 연계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은행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ambiguous)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 연계도가 높은 신흥국에서 유출된 자본이 미국 뿐 아니라 경제통합 정도 등
간접적 연계도가 높은 국가들로도 유입되는 데 기인
o 본고의 분석결과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대상국가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ogit-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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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onetary Policy, Housing Rents, and Inflation Dynamics”
출처: FRB,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1248
저자: Daniel A. Dias(FRB), Joae B. Duarte(Nova 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통화정책이 주택임대료(housing rent)에 미치는 영향을 1981년~2017년간
미국 자료를 대상으로 Structural VAR(SVAR) 모형으로 분석하였음
ㅇ 분석결과, 통화긴축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달리 임대료는 상승
- 주택의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의 공급은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긴축정책으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구입비용을 높여 매매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임차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
-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통화긴축은 매매가격과 자택소유비율(home ownership
rate)을 하락시키는 반면 전세공실률(rental vacancies)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이 주택 소유 또는 혹은 임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을 시사
ㅇ 한편, 통화정책의 임대료에 대한 영향은 인플레이션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
- 주거비용을 제외한 물가지표를 이용해 통화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적인 물가지표(CPI, PCE 등)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통화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물가지표가 더 작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임대료가 일반
재화의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
ㅇ 따라서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기존의 통념보다 훨씬 더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
- 그 결과 정책 당국은 미세한 통화정책 충격으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나,
산출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물가변동을 감내해야하므로 물가안정과
산출안정 사이의 trade-off가 더 크게 존재할 수 있음 시사
ㅇ 또한 주거비용을 제외한 물가지표를 이용할 경우 price puzzle*을 다소 줄일 수 있음
* 'price puzzle' 이란 긴축통화충격 이후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위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현상이 다소 해결됨을 볼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대부분 주택매매가격, 주택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기존연구(Iacoviello,
2005)와 달리 주택임대료를 분석하여 ‘price puzzle’을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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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Rethinking Fiscal Policy in Oil-Exporting Countri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08
저자: Tokhir Mirzoev, Ling Zhu(IMF)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데이터를 이용해 항상소득가설(PIH)에 기반한
석유 수출국들의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
* 'PIH에 기반한 정책' 이란 예상되는 미래의 부(Wealth)의 흐름을 고려해 전 세대의 소비수준을 일정하
게 유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함

- 외부 충격이 없는 경제라면 PIH 정책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소비의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이상적이지만(Friedman, 1957),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일정
하게 부를 유지할 수 없음
- 이 경우 PIH 정책에 기반해 소비평탄화를 추구한다면 단순히 위험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소비 두 목표를 충족할 수 없음
ㅇ 분석에 이용된 모형은 지하자원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를 가정했으며, 대표적인 석유수출국인 UAE의 데이터를 이용했음
- 자원(oil)의 가격이 확률적(stochastic)이라는 가정을 이용해 불확실성을 첨가하였고
이 경우 PIH 재정정책 시행 시, 국부(Wealth)는 Non-stationary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동학을 고려하는 모형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지만, 세대 간 형평과 장기
적인 지속가능성을 연구할 경우 매우 중요한 사안
ㅇ 1980년~2017년의 자료를 이용해 유가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출과 국부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래 세대에 소비패턴이 불안정해짐
- 뿐만 아니라, 미래로 갈수록 국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후생이 악화
됨을 알 수 있음
ㅇ 불확실성 하에서는 예비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통해 세대 간 최적의 소비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음
- 본 모형에서는 경제에 석유가 고갈되는 시점, 즉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시점까지는
예비저축을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을 실시했고 정부의 목적함수에 국부의 불안전성
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함
- 위의 방식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소비와 국부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해소됨
ㅇ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제가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소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PIH
정책보다 예비저축과 미래 국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더욱 신중한 정책이 수립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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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Peer Effects in Product Adop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43
저자: Michael Bailey(Facebook), Drew M. Johnston, Theresa Kuchler, Johannes
Stroebel(NYU), Arlene Wong(Princeton大)
【핵심내용】
o 2016.5월중 18~65세 미국인의 페이스북(Facebook) 사용내역 및 이에 연동된 휴대전화
기종 관련 빅데이터(표본수 3.35억)를 이용하여 최신 휴대전화 시장 내 동료효과(peer
effects)에 대해 분석

o 도구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페이스북 지인(friend)의 최근 휴대전화 구입은 동일
브랜드(아이폰, 갤럭시 등) 및 동일기종 휴대전화에 대한 개인의 구매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페이스북 사용자의 게시글에 나타난 휴대전화 분실·도난 사건 및 휴대전화 약정기간 종료 여부를 신
규 휴대전화 구입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

- 이러한 동료효과는 고가의 브랜드보다 덜 유명한 저가 브랜드에서 더 크게 나타
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위 유지(keeping up)를 위한 휴대전화 구매보다는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에 의한 구매가 동료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시사
- 아울러 지인의 경쟁 브랜드 휴대전화 구입은 개인의 타 브랜드 휴대전화 수요를 감소
시키지만, 전체 휴대전화 수요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인이 구매한 휴대전화와 다른 운영체제를 탑재한 휴대전화에 대한 개인의
수요 저하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경쟁사에게 뺏길 경우 동료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사로의 수요이탈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
o 아울러 동료효과는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들 간에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개인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형성됨
- 이는 가격 변화로 인한 개인 수요량의 변동이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들 간 동료효과
를 통해 파급 · 증폭됨에 따라 전체 수요량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임
o 결론적으로 동료효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확대 경로를 통해 기업의 마진율을 축소
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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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Reassessing Trade Barriers with Global Value Chain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19-19
저자: Yuko Imura(BoC)
【핵심내용】
o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다국적 생산(multinational production)이
존재하는 2국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무역 제한(trade-restricting) 정책*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최종재에 대한 관세 부과,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 해외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정책

- 재화 시장의 불완전 경쟁과 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존재하고 기업들이 진입 비용을
고려하여 수출, 다국적 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
- 수출 시장과 다국적 생산의 진입 비용은 초기 고정 비용과 이후 시간에 따라 발생하
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국적 기업의 생산은 오직 소비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설정
o 분석 결과, 장기적으로는 3가지 무역 제한 정책 모두 양국의 생산 및 소비를 감소시키
는 가운데, 최종재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 정책은 관세를 부담하는 국가의 생산과 소비
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시키고 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정책은 정책 실행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더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장 접근 제한 정책이 외국의 수출 기업을 정책 실행 국가로부터 이탈하게 하
고 소비되는 상품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
- 또한, 중간재에 대한 관세 정책이 양국 전체 생산량을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모형에서 중간재에 대한 대체탄력성이 최종재에 대한 대체탄력
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다는 사실에 기인
o 단기적으로는 최종재에 대한 관세 정책과 시장 접근 제한 정책은 정책 실행국의 생산
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중간재에 대한 관세 정책은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최종재 관세 정책 및 시장 접근 제한 정책은 자국 제품으로의 지출
전환(expenditure switching)을 통해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중간재 관세 정책
은 즉각적으로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데 기인
o 한편, 다국적 기업의 존재가 동 정책들의 장기적 후생 손실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무역 제한 정책으로 수입이 감
소하는 상황에서 외국 수출 기업을 대체하여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
- 특히, 최종재에 대한 관세 정책과 시장 접근 제한 정책의 경우에 다국적 기업의 후생
손실 상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동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지출 전
환 효과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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