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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ow Have Banks Responded to Declining Reserve Balances?”
출처: FRB of Kansas City, Economic Bulletin, August 21, 2019
저자: W. Blake Marsh, Rajdeep Sengupta(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o 2015년 이후 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축소 및 현금통화 수요 증대 등으로 미국의 시중
은행이 보유한 초과지준 규모가 점차 감소
- 2014년 2조 8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까지 1조 달러 이상 감소
o 본고에서는 2014~2019년 동안 진행된 초과지준 축소가 미국 대형은행들의 개별 지준
보유 현황에 미친 변화를 분석
미국 대형은행의 고유동성자산(HQLA) 보유 추이

주: GSE(Fannie Mae and Freddie Mac), GNMA(Ginnie Mae)

주: JPM(JP Morgan Chase), BAC(Bank of America), STT(State
Street), WFC(Wells Fargo), C(Citi), MS(Morgan Stanley),
GS(Goldman Sachs), BK(Bank of New York Mellon)

o 분석결과, 2015년 이후부터는 유동성 규제 *의 영향으로 미국 대형은행의 총자산 중
고유동성자산(이하 HQLA)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보유 중인 HQLA의 지준 비중은 개별 은행의 비즈니스 모
델 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고유동성자산(high-quality liquid assets)을 보유토록 강제(2015년 도입)

- 2014년 HQLA 중 지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특정 은행은 70%에 달하였으나
다른 은행은 20%에 그침
- 2019년의 경우에는 지준보유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특정 은행은 아직도 HQLA
중 30%를 지준으로 보유 중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초과지준에 대한 수요가 은행 별로 다르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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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Alternatives to Inflation Targeting in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s”
출처: Bank of Japan, IMES Discussion Paper No. 2019-E-13
저자: Carl E. Walsh(UC Santa Cruz)
【핵심내용】
o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물가 지속으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이하 IT)
에 대한 재평가(re-evaluation)가 이루어지면서 물가수준목표제(price-level targeting,
이하 PLT)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하 AIT)가 대안으로 대두
-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등장한 IT가 현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PLT
와 AIT에서는 중앙은행이 과거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도 계속 반응함에
따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IT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본고에서는 뉴케인지안 모형을 바탕으로 IT, PLT 및 AIT를 사회후생* 측면에서 비교
* 인플레이션 변동성, 산출갭 변동성 및 임금상승률 변동성의 가중합으로 측정한 사회후생손실 기준

- IT(PLT, AIT)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수준, 기간 평균* 인플레이션) 변동성
과 산출갭 변동성의 가중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
* 4, 8, 12, 16분기 평균을 사용

o 분석결과, 가격경직성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PLT의 성과가 가장 뛰어났으나 임금
경직성 및 생산성 충격도 도입하는 경우 PLT의 성과가 가장 나쁜 것으로 분석
- 임금경직성이 도입되었을 때는 생산성 충격이 임금상승률 변동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PLT의 경우 산출 변동성과 임금상승률 변동성이 IT와
AIT에 비해 큰 폭 증대
- 이 경우 16분기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AIT의 성과가 가장 좋았으나, IT
와의 차이는 크지 않음
- 한편 경제주체의 기대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목표수준에
안착(anchored)되어 있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IT의 성과가 가장 우수
o 본고의 분석결과는 IT를 AIT나 PLT 등의 대안과의 경쟁에서 탈락시키기는 아직 이르다
(too early)는 것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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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Housing

Wealth

Effects

and

Mortgage

Borrowing:

The

Effect

of

Subjective Unanticipated Changes in Home Values on Home Equity
Extraction in Denmar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26
저자: Henrik Yde Andersen(덴마크 중앙은행), Søren Leth-Petersen(Copenhagen大)
【핵심내용】
ㅇ 덴마크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예상치 못한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 보유자의 소비,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경로를 분석
* 2011~15년 기간 중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보유 주택의 주관적 예상가치, 가처분
소득, 주식·채권의 시장가치, 주택담보대출액, 대출이자율, LTV 비율 등으로 구성

- (자산효과 경로)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평생소득 변동을 고려해 소비·투자를 조정
- (담보가치 경로) 高 LTV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collateral)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추가적 차입이 가능할 경우 이를 통해 소비·투자를 조정
- (재대출 경로) 시장이자율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는 낮아진
이자율로 기존 대출을 변경하면서 소비·투자를 조정
ㅇ 추정결과, 주택가격 상승충격 발생 시 주택소유자는 소비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소폭 상승시키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은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소비 증가율이 3.7%,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자산효과 경로’에 의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노년층과 달리 청장년층의 경우 高 LTV 대출자가 低 LTV 대출자에 비해 소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담보가치 경로’는 청장년층에만
작동
- 시장이자율이 고정금리 대비 1%p 낮을 때 주택보유자의 재대출(refinancing)
확률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대출 경로’도 작동
ㅇ 한편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소비, 주택담보대출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유의미하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가격변동 효과는 비대칭적인 것
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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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Detecting Turning Points in Global Economic Activity”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310
저자: Ursel Baumann, Ramón Gómez Salvador(ECB), Franz Seitz(Technical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eiden)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경기변동의 3개 국면(저성장기, 침체기, 고성장기)을 상정한 비선형
모형을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경기의 전환점을 판단하고, 각 국면
으로부터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을 시산
- 미국 및 유로지역 등은 NBER, CEPR 등에서 해당 국가의 경기전환점을 공표
하는 반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전환점에 대한 공식판단 기관이 없어 글로벌
경기변동 분석에 한계
- 이에 본 연구는 마코프 국면전환 접근법과 다항 이산선택모형을 통해 글로벌 단
위의 경기전환점을 감지하고 1980~2017년 기간중 글로벌 경기변동 양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
ㅇ 분석 결과, 3개 국면을 상정한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이 2개 국면(저성장, 고성장)
만을 고려한 모형에 비해 글로벌 GDP 변화를 보다 우수하게 설명
- 90년대 중후반 및 08년 금융위기 침체국면을 식별했을 뿐만 아니라 2회의 침체
국면에 뒤따랐던 저성장 국면, 그 이후 이어진 고성장 국면으로의 전환을 잘 포착
- 90년대 침체국면 진입 이전 기간, 금융위기 종료시점인 2012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저성장국면으로 전환 확률이 높게 나타나 저성장과 관련된 동학을
성공적으로 식별
ㅇ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해 경기변동 양상을 비교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08년
금융위기 당시가 유일한 침체국면으로 식별된 반면, 개도국에서는 침체국면으로
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빈번했고 동 국면의 지속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선진국은 표본기간 중 대부분 고성장국면에 있었지만, 개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확장기를 제외하고는 저성장국면에 위치할 확률이 상대적
으로 높았음
ㅇ 다항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앞의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에 의해 도
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확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고 그 영향
력을 추정함으로써 경제학적 해석을 부가
- 산업생산지수와 같은 경제활동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대 서베이 자료,
유가 등이 전환확률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글로벌 경기변동 분석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arkov switching model, Multinomial logit model

- 4 -

미시제도
⑤ “Debt Service and Default: Calibrating Macroprudential Policy Using

Micro Data”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182
저자: Erlend Nier, Maral Shamloo(IMF), Radu Popa, Liviu Voinea(National Bank
of Romania)
【핵심내용】
o 2016~2017년 루마니아의 차입자 단위 은행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수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ebt-service–to-income ratio, 이하 DSTI) 규제 수준을 제시하고
루마니아의 DSTI 규제를 평가
*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신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비율

- 루마니아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차입자의 회복력 (resilience)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DSTI의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
- DSTI 구간별 더미변수를 도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DSTI가 증가해도 디폴트
(default)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 DSTI 구간을 적정 규제 수준으로 제시

o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의 경우 DSTI 적정 규제 수준이 50%인 것으
로 나타남
- DSTI 수준이 50% 미만일 때는 DSTI가 증가해도 디폴트 확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50% 이상인 경우 DSTI가 증가하면 디폴트 확률이 급격히 증가
- 이는 DSTI 규제를 50% 이하로 실시하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여 차입자의 DSTI가
증가하더라도 디폴트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o 한편 신용대출(consumer loan)의 경우 DSTI 적정 규제 수준이 30%로 주택담보대출
에 비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디폴트의 경우 주택을 잃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체감 불이익(perceived penalty)이 작기 때문에 디폴트 신청할 확률이 더 높은데 기인
o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결과,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DSTI 40% 규제 정책으로
디폴트 확률은 평균적으로 2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차입자의 디폴트
확률은 약 40% 감소
- 또한 40%의 DSTI 규제 수준은 이자율이 1.5%p 증가하고 소득이 5%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해도 DSTI가 50% 수준 이하로 유지되기에 충분한 규제 수준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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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and the Composition of Bank

Lendi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42
저자: Raphael Auer(BIS), Steven Ongena(Zurich大)
【핵심내용】
o 2012~2013년

스위스의

은행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 이하 CCyB) 규제*가 은행대출의 구성과 대출 금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신용팽창기
에 완충자본 규제수준을 높임으로 은행부문의 회복력을 높이고 과도한 신용 공급을 억제할 수 있음

- 2013년 2월 13일에 스위스는 위험가중평균 가계 주택담보대출(risk-weighted residential
mortgages)의 1%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CCyB 규제 도입을 발표하고 2013

년 9월 30일에 규제를 실시, 2014년 6월 30일에 CCyB 규제 비율을 2%로 인상
- CCyB 규제의 영향을 CCyB 규제 노출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대출량과 금리 등이
크게 변화하는지 여부로 평가
* 총 자산대비 위험가중 가계대출(relative residential risk-weighted assets)의 비중으로 계산

o 분석 결과, CCyB 규제의 도입으로 은행대출의 구성 및 대출 금리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CCyB 규제로 인해 가계 주택담보대출(residential mortgage loans)은 감소하고 기업
대출(commercial loans)이 증가하여, 은행의 총 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은행 대출의 구성이 변화
- CCyB 규제로 인해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와 신규 기업대출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됨
o 대출 및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대해 대출 증가
와 금리 인상이 크게 나타남
o 또한 CCyB 규제 자체보다는 CCyB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announcement)가 은행
의 대출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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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Much Ado about Nothing? The Shale Oil Revolution and the Global

Supply Curve”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309
저자: Claudia Foroni, Livio Stracca(ECB)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과점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셰일 석유(shale oil)의 등장이 세계 석유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1985~2018년 중 세계 석유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 두 기업이 전략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석유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
o 생산비용은 낮지만 생산조정 비용*(adjustments cost)이 높은 기업과 생산비용은 높지만
생산조정 비용이 낮은 기업으로 구성된 과점시장에서 전자가 가격설정을 주도한다고 가정
* 다음 기 생산량을 현재 생산량에 비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

- 셰일 석유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이후 세계 및 OPEC과 미국, 러시아 등 개별 국
가들의 석유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계량분석을 실시
o 이론 분석 결과, 생산비용이 높고 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의 공급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요가 증가할 때 조정비용이 낮을수록 공급을 늘림으로써 이윤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
- 생산 조정비용이 감소하면 공급 탄력성이 증가하나,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o 실증 분석 결과, 미국의 석유공급 탄력성은 2010년 이후 증가한 반면, 세계 석유공급은
2010년 전후 모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었던 것으로 추정
- 이는 셰일 석유의 생산조정 비용 감소가 2010년 이후 미국의 셰일 석유 공급을 증가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셰일 석유의 등장이 세계 석유공급의 탄력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tackelberg model, Structural VAR, IV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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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Dominant-Currency Pricing and the Global Output Spillovers from US
Dollar Appreciation”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308
저자: Georgios Georgiadis, Ben Schumann(ECB)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3국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설정
(dominant-currency pricing)*하는 경우 기축통화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수출가격을 수입국에 관계없이 미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격설정 방식

- 생산자 통화 가격설정 방식(producer-currency pricing)과 달리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국통화와 기축통화 간 환율이 환율의 지출전환(expenditure
switching) 경로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
- 기축통화 환율이 변동할 경우 기축통화국 이외의 제3국과의 무역이 기축통화 표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축통화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이 수출기업의 가격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o 1995~2018년 중 46개국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수출과 수입 간
미 달러화 가격설정 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순수출 증가폭이 작아지
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수출 또는 수입 대비 미 달러화 가격설정 방식을 적용하는 수출 또는 수입의 비율

-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대미 순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국가와의 교역
에서 미 달러화 표시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기인
- 동 실증분석 결과는 수출기업들의 기축통화 가격설정 행태에 따른 미 달러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부합
o 한편,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상정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로화가 달러화에 비해 국제교역에서 가격표시 통화로서 이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Three country New Keynesian DSGE,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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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rump Power: Maximum Pressure and China`s Sanctions Enforcement
against North Korea”
출처: The Pacific Review
저자: Inhan Kim(Colorado大)
ㅇ 중국은 2017년 초부터 북한의 무역활동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제한
-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까지는 대북제재를 거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
몇 년 간의 이러한 대북 정책기조는 흥미로운 분석주제임
ㅇ 본고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le-Agent Theory)을 이용해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
ㅇ 2016년까지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지 않았던 배경은 ‘주인’으로 간주한 미국과
‘대리인’으로 간주한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했다는 점과 미국의 제재요구 강도가
약했다는 점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지만 중국은 이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과
원만한 대북외교를 더 중요시함
-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단지 구두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집행할 책임을 요구함
ㅇ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또한 이 시기에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수렴
-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무장국가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중국도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됨
ㅇ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공산품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북한 수출은 1년 사이에 37.2%가 감소하고 무역수지적자는 20억 달러에 달하게 됨
ㅇ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언제든 대북제재를 중지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의 문제가 중국의 대북제재 철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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