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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oes Publication of Interest Rate Paths Provide Guidance?”
출처: Norges Bank, Working Paper, No. 16/2019
저자: Gisle James Natvik, Dagfinn Rime(Norwegian Business School), Olav
Syrstad(Norges Ban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노르웨이 및 스웨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경로(Interest Rate
Projection) 공표가 민간의 금리 전망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0년 1월 ~ 2019년 3월 동안 양국의 금리선도계약(Forward Rate Agreements)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의 금리전망치(3개월물 기준)를 추정한 다음 실제 금리
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전망오차(forecast error)를 시산
-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경로 공표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방향 및 거시경제지표
발표가 민간의 금리 전망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켰는지 검증
* 노르웨이는 2005년 11월, 스웨덴은 2007년 2월부터 정책금리 전망경로를 공표하기 시작

ㅇ 분석결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경로 공표가 민간의 금리 전망오차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 발표 시 민간의 금리 전망오차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노르
웨이의 경우 정책금리 전망경로를 공표한 이후에도 민간의 금리 전망오차가 줄어든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정책금리 전망경로가 아니라 현 금리
목표 수준이 민간의 금리 전망오차 축소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거시경제지표 발표 시에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경로 공표가 민간의 금리 전망
오차 축소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
o 본고의 분석결과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정책금리
전망경로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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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Dollar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Financial Vulnerabilities

Meet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출처: FRB,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1258
저자: Samer Shousha(FRB)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1996 ~ 2018년 중 13개 신흥국(한국 포함)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 달러화
의 가치변동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분석결과 달러화가 평가절상(신흥국 환율상승)될 경우 신흥국의 실질GDP, 투자, 민간
신용이 감소하고 채권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통적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환율상승이 순수출 증가를 통해 경기 팽창 효과
를 가지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
o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형성 등으로 전통적 무역경로가 약화된
데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달러화 표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글로벌 금융에
서 달러화가 지배적(dominant) 위치를 차지한 데 기인
- 또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출조건(credit conditions)이
강화된다는 점도 영향을 줌
o 특히 달러화 표시 부채비중이 높거나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낮은 신흥국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환율상승 시 더 심각한 경기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달러화 표시 부채비중이 높으면 환율상승 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서 순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민간신용과 소비‧투자가 축소
- 통화정책 신뢰도가 낮아 인플레이션기대가 안착(anchor)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환율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므로 환율상승 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o 본고의 분석결과는 달러화의 가치변동이 전통적 무역경로보다는 금융경로를 통해
신흥국 경제로 파급됨을 시사
- 통화정책 운영 개선(better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과 거시건전성정책
도입 등을 통해 금융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ies)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
【분석방법론】 Pane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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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Impact of Interest Rate Policy on Individual Expectations and

Asset Bubbles in Experimental Markets”
출처: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 Control, Vol.107 Article, No. 103735
저자: Te Bao(Nanyang이공大), Jichuan Zong(Dongbei大)
【핵심내용】
ㅇ 실험*데이터를 이용해 (가상적)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정정책이 자산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
가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과의 정책목표 소통여부에 따른 가격 안정화 효과 차이를 분석
* 144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50기에 걸쳐 자산가격을
예측(forecast)하고 예측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현실의 자산시장을 재현

- 대조집단인 시장 B에는 중앙은행이 없으나, 실험집단(treatment group)인 시장 P와
PN에는 중앙은행이 존재하며 평상시에는 5%의 이자율정책을 운용하지만 자산가격
이 내재가치의 1.5(0.5)배를 상회(하회)하면 이자율을 +5(-2.5)%p 조정
- 정책목표의 소통효과 분석을 위해 시장 P 참가자에게는 자산가격에 따라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할 것임을 알린 반면, 시장 PN 참가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비고지
ㅇ 실험결과 중앙은행의 이자율조정 정책은 자산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이며, 정책목표에
대해 민간과 소통했는지 여부는 자산가격 안정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
- RAD(Relative Absolute Deviation)*의 경우, 시장 B에서는 262%에 달했지만 이자율정
책이 시행된 시장 P와 PN에서는 각각 74%, 85%로 나타나면서 가격 안정효과가 관측
* 가격이 내재가치로부터 얼마나 괴리됐는지(mispricing)를 측정하는 변수로, 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
의 절대값을 내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정의

- 시장 P와 PN 사이의 가격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자산가격
안정효과는 정책목표 소통여부가 아닌 이자율정책 시행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ㅇ 한편 실험집단내 高이자율 정책은 단기간만 실시되더라도 자산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에 이자율로 강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산투자를 지속하면 일시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
- 또한 실험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예측오차를 수정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점도 자산가격 안정화에 기여
【분석방법론】 Field Experiment, Learning-to-Forecas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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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⓸ “Population Aging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27
저자: Javier Cravino, Andrei A. Levchenko, Marco Rojas(Michigan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서비스지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중심으
로 경제구조 개혁(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
- 경제성장시 전 부문에 걸쳐 자원이 재배분되는 구조개혁이 동반되는데, 특히 선진국 경제
가 성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농업, 제조업 부문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경향
- 국가별 데이터(EU KLEM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UN)를 통한 비교분석에서 1인
당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서비스업 부문이 확대되는 현상이 인구고령화와 동행하는 것으
로 나타남
- 미국의 소비자지출 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를 통해 평균연령이 높아
지면서 서비스* 지출비중(주거서비스 제외)이 가계수준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확인
* 주요 수요자가 고령층인 보건, 공공, 가사 및 요양서비스 등

ㅇ 서비스업 부문 성장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기여도를 수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변화-할당
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 기법을 활용
- 총지출 중 서비스업 지출비중의 변동분을 ⓵특정 연령그룹 내(within)의 서비스 지출변화
를 반영하는 부분과 ⓶특정 연령그룹 간(between) 비중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구별
- 서비스 지출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8.5%p 상승하였으며 그 중 1/5 가량인 1.85%p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령그룹 간(between) 비중변동에 기인
ㅇ 정량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서비스업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변화에는 서비스의 (재
화에 대한) 상대가격, 인구고령화, 실질소득 변화 순으로 기여한 것으로 추정
* 가계의 간접효용함수를 통해 서비스업 지출비중을 표현하는 식을 도출한 다음 지출비중 변화의 기여
요인을 1인당 소득, 상대가격, 인구고령화, 소득불평등도로 분해하여 각각의 기여도를 시산

- 구체적으로, 상대가격 변화가 전체변화 중에서 약 2/3, 인구고령화는 1/5를 설명하
였으며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의 기여는 유의하지 못하였음
- 향후 서비스업 지출변화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기여도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점진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분석방법론】 Shift-share decomposition, Quantita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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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ME Financial Inclusion for Sustained Growth in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09
저자: Mishel Ghassibe(Oxford大), Maximiliano Appendino(IMF), Samir Elsadek
Mahmoudi(Georgia State大)
【핵심내용】
o 1990~2017년 중 중동과 중앙아시아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SME)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이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 및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o 국가별 분석 결과, 중소기업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접근성 등을 조사하는 World Bank Enterprise Survey를 이용해 IMF(2018)의
방법을 따라 총 은행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으로 측정

- 통화정책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명목금리 충격에
대한 생산량 갭의 충격반응이 유의했으며, 중소기업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물가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정책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생산량 갭에 대한 세
입(tax revenue)의 충격반응이 유의하게 나타남
o 기업별 분석 결과, 금융접근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 공식적인 대출 규모(formal loan outstanding)로 측정

- 또한, 신용평가대상의 확대 및 파산제도의 질적 개선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증가하
면 고용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
업에서 그 효과가 더 큼
o 국가별 분석 결과, 중소기업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이 적고 경제성장
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금융심도(financial depth; GDP대비 은행대출)가 낮은 국가일수록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의 증가가 고용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 금융발전 수준
이 낮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증진의 효과가 클 것임
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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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On Fintech and Financial Inclus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30
저자: Thomas Philippon(New York大)
【핵심내용】
o 금융기술(FinTech)의 발달이 금융효율성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미친 영향
을 경제모형을 통해 검토
o 전반적인 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의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Philippon(2015)의 연구에서는 금융중개 비용이 최근 1세기 동안 중개자산 금액의
200bp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차입자의
범위가 확대된 질적 변화를 반영한 경우 금융중개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ing)의 도입으로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서비스의 질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 모형에서 소비자는 자산관리를 받지 않는 것, 일반적인 자산관리사 혹은 로보어드
바이저에게 자산관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로보어드바
이저는 자산관리사에 비해 개발의 고정비용이 높지만 고객당 비용과 투자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가정
-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으로 빈곤층이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중산층은 자산관리사를 통한 자산관
리를 받게 되어 소득 계층간 금융서비스의 질에 불평등이 야기됨
o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발달로 개인 신용도 분석이 더 정교해지고 편견이 감소하면,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 시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감소할 수 있음
- 한편, 인종·성별에 근거한 대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소수자 보호제도
의 효력은 약화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Economic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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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U.S. Monetary Policy and International Risk Spillov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297
저자: Ṣebnem Kalemli-Özcan(Maryland大, CEPR, NBER)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1996~2018년 중 59개국의 금리, VIX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 통화정책
에 기인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risk perceptions)의 변화가 해외자본
유입, 대출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위험 인식 변화가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자국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후,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인식이 통화
정책의 단기 금리 영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
- 또한 위험 인식이 UIP(uncovered interest parity) 조건 이탈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신흥국 통화정책에 관한 함의에 대해 분석
o 분석 결과,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위험 인식 증가가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위험 인식이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그룹별로 상이
-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인식 변화가 자본유입을 감소시켜 대출 금리의 변동
을 야기함을 의미
- 또한, 신흥국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정책 금리가 단기 금리에 불완전하게 파급
(pass-through)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 인식을 통제할 경우 선진국과 유사
하게 정책 금리 변동이 단기 금리에 완전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금리의
단기 금리에 대한 불완전한 파급효과도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인식 변화에 기인함
을 시사
o 또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 인식 변화가 UIP 조건 이탈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신흥국 금리 또는 환율의 상승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환율 변동을 제한하고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경기 침체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estimation, Local projections with instrument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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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Fragmentation in Global Financial Markets: Good or Bad for Financial
Stability”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15
저자: Stijn Claessens(BIS)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화(fragmentation) 현상의 원인을 살펴본 후, 동 현상
과 금융안정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
-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화는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통합의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며 지역(jurisdictions) 간 금융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 차이 등을 통해 분절화 현상을 측정
-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이 과도하게 심화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o 글로벌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⓵ 자연적 장벽(natural barriers): 자국편향, 물리적 거리 등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
⓶ 시장 선택: 거래비용 차이 등으로 금융거래가 특정 지역 금융시장에 편중되는 등 내생적
인 투자자 선호에 따라 분절화 현상이 발생
⓷ 금융규제 정책: 자국 금융규제가 국제 기준과 불일치하거나, 금융규제 개혁에 다른 규제
차익 등으로 분절화 현상이 초래
⓸ 금융규제 정책 이외의 여타 정책: 세제 등 금융규제 이외의 정책 요인이 분절화 현상을
촉발
o 글로벌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 증권 등 금융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분절화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금융안정과
상충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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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⓽ “Fishing in North Korea, A History and A Geography”
출처: Fish, Fishing and Community in North Korea and Neighbours, pp 99-134
저자: Robert Winstanley-Chesters(Leed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식료품 공급에 필수적인 어업과 해양자원이 연관된 정치·산업 이슈를
분석함
ㅇ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은 풍부한 해양자원을 토대로 어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원동력
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관련분야 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어업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에 1980년대에 들어 대부분의 어업개발 목표를 포기하였고 1990년대 발생한 기근
으로 인해 어업정책을 소홀히 함
ㅇ 김정은 정권 들어 바다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어업 및 해양 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북한의 제도적 우선순위로 재부상
- 과거 실패 극복을 위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실시함
- 2015년 신년사에서 해양탐사부문을 더욱 개발하여 '황금의 바다'를 조성하자고 제안
- 또한 2016년 신년사에서는 전국의 양식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업부문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발전을 촉구함
ㅇ 북한의 어업육성 정책은 군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해양탐사·자원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함
- 저자는 군 참여가 어업에서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함
ㅇ 저자는 수산업 분야 개발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지배력 유지 및 정책 추진력 획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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