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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  and the Global Economy”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19-18
저자: Reuven Glick(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지난 수 십 년간 안전자산의 수요·공급 변화가 자연이자율(R*) 하락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선행연구에서는 고령화 진전, 생산성 정체, 경제성장률 감소, 불평등 확대 등을
자연이자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글
로벌 수요의 증가에 초점
o 미국 GDP대비 해외투자자 보유 안전자산 규모는 1980년대 약 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50%대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안전자산 수요 증가는 자연
이자율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안전자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위기 이후에는
정기예금, MMF, CP 등 민간 제공 안전자산의 보유 비중은 감소한 반면 미 국채,
지방채 등 정부 제공 안전자산의 보유 비중이 확대
- 기대주식수익률과 국채금리 간 차이인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뒷받침
o 아울러 금융위기 이전부터 준정부기관 및 민간에 의해 공급이 크게 증가한 ABS, MBS
등 준안전자산(quasi-safe asset)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전하지 못한 자산
으로 인식됨에 따라 그만큼 안전자산 공급이 감소한 것도 자연이자율 하락에 기여
o 이와 같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가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양적완화 등을 통해 안전자산의 공급을 줄이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의도만큼 증가하지 않는 등 통화정책의 포트폴리오 경로 작동이 어려
워질 우려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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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across Space and Time”
출처: FRB of Richmond Economic Brief No. 19-08
저자: Laura Liu(Indiana大), Christian Matthes, Jessie Romero(FRB of Richmond),
Katerina Petrova(Pompeu Fabra大)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1971~2013년 동안 미국, 영국,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 거시‧금융
변수 간 유사성과 연계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다음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 각 지역의 실업률, 단기금리, 장기금리(국채 10년물),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상승률,
주가상승률 등 분기별 자료를 TVP-VAR(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regressions)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유로지역 변수는 가중평균법을 활용하여 도출

- 각 지역의 통화정책기조는 모형을 통해 도출한 중립금리에서 실질단기금리(단기금
리-인플레이션)를 차감한 실질금리 갭을 활용
o 분석결과, 거시‧금융 변수에 따라 각 지역 간 유사성 정도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추세를 보면 인플레이션 및 단기금리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업률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
o 세 지역의 거시‧금융 변수 간 연계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에는 국제상품가격 상승률이, 1980년대에는 단기 및
장기 금리가 거시‧금융 변수들의 변동을 상당 부분 설명
-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인 1990년대에는 금융변수와 거시변수의 연계성이
거의 없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는 금융변수로부터 거시
변수로의 전이효과(contagion effects)가 커졌음
o 각 지역의 통화정책기조는 서로 상관관계가 상당히 커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화정책 충격은 1980～90년대에는 거시‧금융 변수에 상당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그 영향의 크기와 지속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TVP-VAR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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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ecreasing Wage Returns to Human Capital: Analysis of Wage and Job

Experience Using Micro Data of Workers”
출처: Bank of Japan, Working Paper No. 19-E-12
저자: Taro Kimura, Yoshiyuki Kurachi, Tomohiro Sugo(Bank of Japan)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일본 노동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보상(return)
감소 양상을 추정하고, 정년연장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
* 2004-2017년 중 임금, 노동시장 참가기간, 근속연수, 교육수준, 성별, 이직 여부, 노조가입 여부 등
으로 구성 (일본 가계패널조사 및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 동 분석에서는 노동자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일반 인적자본
과 현재 소속된 기업내 근무를 통해 축적되는 기업 특정적 인적자본으로 구분
- 아울러 정년연장시 기업이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수준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은퇴연령 상승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
ㅇ 분석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은 추세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인적자본 1단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2004~2009년 중 2.5%에서 2010~2015년
중 1.5%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별로 살펴보면, 동기간에 대해 기업 특정적 인적자본(1.8%→1.1%)에 대한
보상이 일반 인적자본(0.7%→0.4%)에 비해 크게 하락하며 인적자본 보상 감소를
주도
ㅇ 한편 동 추정식에 노동자의 은퇴연령이 반영되도록 수정하여 추정한 결과, 은퇴연령
상승이 임금상승률 하락에 미치는 효과가 시기별로 유의하지 않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이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최근 근속연수 등으로 측정되는 인적자본 개념이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
변화가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분석방법론】 Two-Stage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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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Endogenous Technology Adoption and R&D as Sources of Business

Cycle Persistence”
출처: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019, 11(3)
저자: Diego Anzoategui(Rutgers大), Diego Comin(Dartmouth大),
저자: Mark Gertler(New York大), Joseba Martinez(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설정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둔화 원인을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둔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생산성 둔화가 위
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므로 위기가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가설(bad luck hypothesis)과 ②생산성 둔화가 위기에 대한 내생적 반응의 결
과라는 가설(endogenous response hypothesis)이 대립
- 후자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 중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투자*가 축소될수록 생산성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론임
* 동 투자는 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 ② 개발된 신기술을 생산공정에 도입하여 확산시키는 지출
로 구분되는데, 두 지출 모두 금융위기 당시 감소하며 경기순행적 움직임을 보였음

- 생산성의 내생적 변동 메커니즘은 경기변동과 성장을 연계시켰던 Comin and
Gertler(2006)에 기반을 두었으며, 외생적 총요소생산성(TFP) 충격을 추가로 도
입함으로써 bad luck hypothesis도 검증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
ㅇ 분석 결과, 금융위기 당시와 이후의 생산성 둔화는 위기 당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감소했던 데 주로 기인
- 특히 금융위기 당시 기술채택률*의 급격한 감소가 위기 당시와 그 후 시기의 생산성
둔화를 주로 설명하며, 그 기저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 충격
(liquidity demand shock)이 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특정시점에 발명된 신기술 중에서 실제로 생산과정에 채택되어 활용되는 기술의 비율로 정의

- 생산성 둔화의 또 다른 경로인 R&D 효율성 하락은 2000년대 초 경기침체시
발생한 R&D 생산성 하락 충격이 지속되어온 것으로 식별
- 외생적 총요소생산성 변동은 생산성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속도 둔화가 공급측 요인, 즉 기술
채택률과 R&D효율성 저하에 따른 생산성 둔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시사
- 종전에는 명목이자율의 제로하한으로 인한 통화정책 제약, 국가채무상한 논쟁
으로 인한 재정정책 제약,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감소 등 수요측 요인이 경
기회복을 지연시킨 핵심요인으로 지목
【분석방법론】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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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nd of the American Dream? Inequality and Segregation in US

Citi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43
저자: Alessandra Fogli(FRB of Minneapolis), Veronica Guerrieri(Chicago大)
【핵심내용】
o 1980~2010년중 미국 인구총조사의 가계소득(US Census tract data on family income)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 간의 관계
에 대해 분석
-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어 왔으며, 이와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화 현상이 심화
-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화 간 뚜렷한 시계열 및 횡단면 상관관계가 나타남
* 시, 군, 구 등의 법적구분과는 달리 대도시와 주변 권역을 중심으로 구획

- 기존문헌에서는 아동의 거주지에 따른 성장환경이 미래 생애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파급효과(local spillover)가 존재함을 보임
- 동 논문에서는 거주지 선택 및 지역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인적자본 축적모형을 이용
하여 거주지 분화 현상이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 등
충격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증폭시켰는지 분석
o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일반균형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화현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술진보 등 충격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축적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을 통한 소득
증가(returns to education)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더 나은 공립학교 수준, 동료
효과(peer effect),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 기술진보에 따라 숙련 프리미엄 (skill premium)이 증가할 경우 교육수준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고소득 부모가 평균 인적자본 수준이
더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거주지 분화가 심화
- 거주지 분화에 따른 지역적 파급효과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1980~2010년중 소득불평등 악화의 28%가 거주지 분화에서 기인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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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What Do Deviations from Covered Interest Parity and Higher FX Hedging

Costs Mean for Asia?”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69
저자: Gee Hee Hong, Anne Oeking, Kenneth H. Kang, Changyong Rhee(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스왑시장의 CIP(covered interest parity)
조건 이탈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2008~2018년 중 세계 25개국의 이종통화
베이시스(cross-currency basis)*, 금리, 순해외자산 포지션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CIP 조건 이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달러 무위험 금리에서 자국통화 무위험 금리×스왑 레이트(swap rate)를 차감한 값으로서 CIP 조건
으로부터 이탈한 크기를 측정하며 스왑시장을 통한 달러 자금 조달의 추가적인 비용을 나타냄

o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금융규제 정책 변화, 아시아 국가들의 환헤지(FX Hedging) 수요,
스왑시장 달러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달러화 스왑시장에서 CIP 조건 이탈이 발생
⓵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 금융위기 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가 증대되고 은행 간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스왑시장에서 달러자금 수요가 확대되어 이
종통화 베이시스가 증가
⓶ 금융규제 정책 변화 : 레버리지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스왑시장
에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거래에 참여하지 못함
⓷ 아시아 국가들의 환헤지 수요 : 수출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자산의 수익률 등 CIP 이탈을 초래하는 아시아 국가의 환헤지 수요가 존재
⓸ 스왑시장 달러 공급 축소 : 스왑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운용기관들이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국제금융시장 변
동성이 확대되면 스왑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축소
o 분석 결과, 이종통화 베이시스가 증가할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순해외자산 포지션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순해외자산 포지션이 음(-)인 경우 이종통화 베이시스가 증가할수록 금리 스프레드가
증가하나, 동 포지션이 양(+)인 경우에는 금리 스프레드가 오히려 감소
- 이는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고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될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포지션이 양(+)인 국가로 자본이 유입되는 반면, 포지션이 음(-)인 국가는
스왑시장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자본 조달이 어려운데 기인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method,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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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Shock Transmission through Cross-Border Bank Lending: Credit and
Real Effects”
출처: FRB, Working Paper No. 2019-052
저자: Galina Hale(FRB of San Francisco), Tümer Kapan(IMF), Camelia Minoiu(FRB)

【핵심내용】
o 1997~2012년 중 타국과의 은행 간 대출(cross-border interbank loans)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위기 상황에 있는 타국 은행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가 자국 은행 및

자국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o 분석 결과, 금융위기 국가의 은행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가 존재할 경우 대출은행의 수익
성, 대출 규모, 거래 기업의 투자율 등이 감소하고 여신금리가 상승
- 동 결과는 금융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위험 증가로 은행
수익성이 하락하면 은행이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데 기인
- 대부분의 은행 간 대출이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s)*로서 개별 은행의
위기가 대출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지적인
충격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은 양호
*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

- 대출 규모 감소폭과 여신 금리 상승폭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입자가
비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
- 중소기업은 대체 신용공급 경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기업의 투자율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크게 감소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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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A More Realistic and Restraine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출처: 38 NORTH, August 12, 2019
저자: Daniel R. Depetris(The National Interest)
ㅇ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에게 최우선순위의 국가안보문제라 할 수 있음
ㅇ 미국은 과거 20년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충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펼침
- 반면 ‘관계개선, 제재완화, 한반도 정세안정’은 후순위의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이러한
대북정책의 효과는 큰 진전을 낳지 못함
ㅇ 부시정권은 회유와 위협(a carrot-and-stick approach) 정책을 펼쳤고, 오바마정권은
2012년 ‘Leap Day Deal‘이 무산된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계
ㅇ 본고는 보다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경제적인 양보와 안보협약이 필요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완전히 해결되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
ㅇ 점진적인 외교 프로세스를 통해 상호간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
- 북한에 대한 평화로운 관계 제안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 미국
의 명백한 안보 목표로서 다루어져야함
ㅇ 과거의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찾아나갈 필요성이 존재
- 전통적인 제재정책보다는 현실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유인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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