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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Effective Lower Bound Risk”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77
저자: Timothy S. Hills(New York大), Taisuke Nakata(FRB), Sebastian Schmidt(ECB)
【핵심내용】
o 본고에서는 정책금리가 향후 실효하한에 도달할 가능성*(possibility)만으로 통화정책 파
급효과가 제약될 수 있음을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분석·검증
* 본고에서는 이를 실효하한 리스크(effective lower bound risk, 이하 ELB 리스크)로 정의

-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이 실효하한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향후 실효하한 제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때문
o 미국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ELB 리스크는 동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물가상승률을 25b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1996.1분기~2019.2분기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물가안정목표는 2%로 설정

- 또한 이와 같은 ELB 리스크의 영향을 감안할 경우에는 최적 정책금리가 54bp 하락
하는 것으로 분석
o 한편 장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lower-for-longer)할 것임을 공표하는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의 하방
편의(deflationary bias)를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
o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침체기(Great Recession)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ELB 리스크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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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Global 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 Concepts, Estimates, and

Challenges”
출처: FED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19-076
저자: Michael T. Kiley(FRB)
【핵심내용】
o 지난 10년 간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균형 실질금리*도
당분간 낮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 균형 실질이자율은 ① 충격이 없을 때 실질금리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수준, ②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과 투
자를 일치시키는 실질금리 수준, ③ 장기적으로 잠재산출량(long-run potential output)을 달성시키도록
하는 실질금리 수준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균형상태에서는 개념상 차이가 거의 없음

o 본고에서는 13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1960~2019년 동안 각 나라의 균형 실질금리
를 추정하여 그 추이를 분석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미국, 영국

- 각 나라의 단기금리(3개월물), 장기금리(10년물), 실질 GDP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①은닉
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②기간 프리미엄 모형(term structure approach)
③거시경제 모형(simple macroeconomic model)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 실질금리를
각각 시산
- 각 나라별로 균형 실질금리를 추정하되, 글로벌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
o 분석결과, 방법론에 상관없이 13개의 선진국 모두 균형 실질금리가 추세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며, 글로벌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요인을 고려하면 균형 실질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
o 본고의 분석결과는 개별 국가의 균형 실질금리 결정요인에서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계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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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From Secular Stagnation to Robocalypse? Implications of Demographic

and Technological Chang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092
저자: Henrique S. Basso, Juan F. Jumeno(스페인 중앙은행)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감소와 로봇에 의한 산업 자동화가 동시에 진
행되는 상황에서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
ㅇ 이를 위해 모형 내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대체관계에 있는 생산부문을 설정하고,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을 때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로 노동공급이 하락하는 노
동시장을 가정
* 본 논문에서의 기술혁신은 R&D를 통한 신상품의 개발을 통한 상품의 다양성 증가를 의미

- 생산부문은 자본·인력을 투입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의 생산공정을 자
동화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함에 따라 기술혁신과 자동화는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
ㅇ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소비, 이자율, 노동소득
분배율, 임금상승률을 하락시키고, 생산공정이 자동화된 상품의 비율을 상승
- 노동공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신상품 개발을 진행할 연구개발자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균형 이자율이 하락
- 생산부문에서는 축소된 노동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생산공정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자동화된 상품생산 공정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
ㅇ 한편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년연장, 로봇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노동공급 감소에 따
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지배적이므로 거시경제 변수가 악화
- 기술혁신과 자동화를 보완관계로 재설정하여 로봇이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가
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소비 감소폭이 축소되지만, 장기
에는 자동화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거시경제 변수가 전반적으로 악화
ㅇ 본 연구는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인구구조와 자동화의 장단기적 효과를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모형 내 자동화 진전에 따른 신규직업 창출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분석방법론】Calibrated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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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What Drives International Technology Diffusion? A Gravity Approach”
출처: FRB of St,Louis, Working Paper Series No. 2019-031A
저자: Ana Maria Santacreu(FRB of St. Louis)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지적 재산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국제 기술확산을 설명하는 모형
을 통해 기술확산의 동인을 분석하고, 모형분석 결과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기술
이전시장의 왜곡요인을 제시
- 개도국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타국의 기술을 수용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주변 개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경우 자국 기업의 혁신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어 양국 간 성장에 도움
ㅇ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직접투자 (FDI)를 통한 기술이전 및 로열티 지급을 매개로 한
라이센스 거래에 집중하여 기술이전을 분석
- 일반균형모형에서 양국 간 기술이전을 설명하는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을 도출
한 후, 53개국의 양자 간 지적재산권 로열티 지급 자료(1995~2012년)를 반영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
- 구체적으로 로열티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하여 국가간 지리적 거리, 공통언어 여부,
기술수출국의 생산성과 R&D 지출, 기술수용국의 수익성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변수들의 기술확산에 대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
ㅇ 모형분석 결과와 실제 데이터 간에 발생한 격차는 모형을 통해 포착하기 어려운 기술
시장의 마찰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동 마찰요인은 ① 불완전한 지적재산권 제도, ② 기술수출국과의 생산 및 수출 인프라
격차, ③ 느슨한 규제, 과세제도로 인한 선진국의 소득이전(profit-shifting) 동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주로 기술수용국의 특성에서 비롯
- 리투아니아, 인도, 러시아, 터키, 중국 등은 펀더멘탈에 비해 기술수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불완전성, 저생산성 기술특화 등에 따
라 동 국가들의 수출국 기술수용이 용이하지 않은데 기인
- 한편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적정수준 대비 과도한 기술수출이, 스위스, 싱가
포르 등에서는 적정수준 대비 과도한 기술수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
의 기업 소득세가 낮아 선진국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된 데 기인
【분석방법론】Multi-country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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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Innovation Premium to Soft Skills in Low-skilled Occup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02
저자: Philippe Aghion(Harvard大), Antonin Bergeaud(프랑스
Blundell(UCL), Rachel Griffith(Manchester大)

중앙은행),

Richard

【핵심내용】
ㅇ 2004~2016년 영국의 고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 정도*가 저숙련(low-skilled)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업의 R&D 집약도(근로자수 대비 R&D 지출)로 측정

ㅇ 모형 및 회귀분석 결과, 혁신기업일수록 저숙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R&D 지출 정도가 높은 기업은 R&D 지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저숙련 직종
근로자의 임금이 6% 높음
ㅇ 위 결과는 혁신기업에서 소프트 스킬*(soft skill)을 보유한 일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이 높은데 기인
*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력 등의 능력을 의미

- 임금협상모형의 가정에 의하면, 고숙련 직종에서는 학력 등 관측가능한 특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지만, 저숙련 직종에서는 사전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소프트 스킬이
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 또한 혁신기업에서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저숙련 근로자가 고숙련 근로자와의 보완
성(complementarity)이 높고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 협상력이 높아짐
-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혁신기업일수록 저숙련 근로자는 기업의 다른 자산과의 보완
성이 높고, 혁신기업에서 저숙련 근로자가 받는 임금 프리미엄은 기업의 다른 자산
과의 보완성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ㅇ 또한, 혁신기업일수록 저숙련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교육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혁신기업일수록 소프트 스킬을 파악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분석방법론】Wage bargaining model,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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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Hours of Work Polarisation?”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324
저자: António Dias Da Silva(ECB), Athene Laws(Cambridge大), Filippos Petroulakis
(그리스 중앙은행)

【핵심내용】
ㅇ 1992~2016년 15개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직업의 기술수준* 및 임금수준별 근로
시간의 분극화(polarization) 현상을 분석
* Acemoglu and Autor(2011)의 분류를 따라 1) 저숙련도: 트럭운전사, 미용사 등 비일상적인 육체 업무
(non-routine manual tasks) 2) 중간 숙련도: 기계조작원 등 일상적인 업무(routine tasks) 3) 고숙련
도: 수학자, 경영자 등 비일상적인 인지적 업무(non-routine cognitive tasks)로 구분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숙련과 고숙련 직종, 저임금과 고임금 직종의 고용이 증
가하고 중간수준의 숙련도, 임금 직종의 고용이 감소하는 고용의 분극화가 나타나
는데, 이 현상이 근로시간도 나타나는지 확인
ㅇ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근로자당 근로시간이 감소한 가운데 저숙련·중간숙련 직종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고숙련 직종의 근로시간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기술 수준에
따른 고용시간의 분극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간숙련 직종인 일상적인 육체 업무(routine manual job)의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고숙련 직종인 비일상적인 인지적 분석업무(non-routine cognitive
analytical job)의 근로시간의 감소폭이 작은 것은 고용에서와 유사한 패턴
- 한편, 저숙련 직종인 비일상적인 육체 업무(non-routine manual physical job)의 근
로시간이 크게 감소해 저숙련 직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과는 대비됨
ㅇ 임금수준에 따른 근로시간 또한,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자당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하여 임금수준에 따른 고용시간의 분극화가 발생하지 않음
- 저임금 직종은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고임금 직종은 근로시간이 거의 감소
하지 않음
ㅇ 위 현상은 유럽에서는 다양한 나이, 성별, 교육수준에 대해서 모두 나타나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분석방법론】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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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International Bank Lend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출처: IMF, Working Paper No. 19/234
저자: Silvia Albrizio(스페인 중앙은행), Sangyup Choi(연세대), Davide Furceri(IMF)
Chansik Yoon(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세계 여타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은행의 해외 대출(cross-border lending)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
- 1990~2012년 중 미국 정책금리, 각 국 은행들의 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생적인
정책금리 변동을 식별한 후, 식별된 정책금리 변동을 통화정책의 대용변수로 사용하
여 미 통화정책이 은행의 해외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결과 미국의 외생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은 은행의 해외 대출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으며, 미국이 아닌 주요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정책도 여타 국가들에 대한 해외 대출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결과는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다른 결과를 도출했던 몇몇 기존연구들과
상이한데, 이는 정책금리 변동을 식별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
ㅇ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긴축적 통화정책이 해외 대출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 사이클(global
financial cycle)과는 독립적으로 해외 대출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
-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낮은 시기일 때 긴축적 통화정책이 해외 대출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통화정책의 유효
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나타냄
ㅇ 한편, 긴축적 통화정책의 해외 대출 감소 효과가 차입국가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차입국 리스크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리스크 지수 및 소득 수준을 대용 변수로 사용

- 이러한 결과는 차입국 리스크 회피를 위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이 해외 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배치됨
【분석방법론】Local proj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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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Saving and the Current Account:

Evidence and Theory for Developing Countri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04
저자: Evi Pappa(CEPR), Markus Brueckner(Australian大), Wojtek Paczos(Cardiff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신흥국에서 국내 저축 변화가 경상수지, 국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1960~2016년 중 사하라 이남 41개국을 대상으로 동 국가들의 강우량(rainfall)을 국내 저축
의 일시적, 외생적 변화를 식별하는 도구변수(in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하여 국내 저축이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분석대상 국가들은 GDP가 농업에 크게 의존도하므로 강우량이 GDP에 대한 일시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영구소득가설에 따라 국내 저축이 이 충격에 상당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

- 대외부채 조정 비용과 내생적 순경상이전(net current-transfer)이 존재하는 소국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저축을 변화시키는 충격의 지속성에 따라 동 저축 변화
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ㅇ 실증분석 결과, 국내 저축 증가가 무역수지를 증가시키지만 경상수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저축 증가가 순경상이전을 감소시키는 데 기인
- 한편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증가한 국내 저축의 절반
정도가 국내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고 남은 국내 저축 증가분이 무역수지를 증가시키
는데 사용되지만 순경상이전 감소로 인해 순대외자산이 증가하지는 않음을 시사
ㅇ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의 특성에 따라 국내 저축 증가가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시적 충격의 경우 실증 분석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
-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할 때, 국내 저축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지만, 경상이전에 해당하는 대외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유의하게 증가
하지 않음
- 생산성이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상수지와 국내 저축이 음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Fixed effects estimation,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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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Bring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 Unstable Foundations

of Kim Jong-un`s North Korean Regime”
출처: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No. 1-31
저자: Son Daekwon(Peking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18년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 배경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분석
-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이유로서 경제발전과 안보의 목적, 국제 제재
의 압박 등을 제시
ㅇ 저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이유가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충성도 높은 지배계층, 주체
사상, 중국의 후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
* 북한은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배계층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왔으며, 중국의 후원에 힘입어 지역안정과 필요자금을 확보해 왔음

- 현 정권 들어 주요 고위직 인사가 교체되며 기존 지배계층과의 유대가 약화됨
- 또한 시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북한 정권의 이념적 정통성이 약화 되는 결과를 초래
- 더불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의 온
건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후원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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