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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① “Peer-to-peer P2P Payment Servic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Page One Economics
저자: Andrea J. Caceres-Santamaria(FRB of St.Lou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모바일 P2P(peer-to-peer) 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서
비스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
* 스마트폰 등(mobile device)의 App을 통해 은행 계좌나 카드를 연결하여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는 서
비스로, 계좌이체 위주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상품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차이가 있음

ㅇ eMarketer에 따르면 미국의 모바일 P2P 결제서비스 사용자는 2017년 6,440만명에서
2019년 9,6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18세 이상 휴대폰 사용자의 40.4%를 차지
- 특히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자)의 62%가 P2P 결제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남
- 2019년 현재 미국에는 P2P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App  이 20개 이상 존재하며,
총 결제액은 1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Paypal, Venmo, ClearXchange(Zelle) 등이 해당되며, 최초의 App인 Paypal은 전세계 사용자 수
가 2.5억명을 상회

ㅇ P2P 결제서비스는 신속한 거래 및 송금으로 거래비용을 낮추어 경제 활동을 촉진하
고 효율성을 증진시킴
- 이전에는 거액의 금융거래 시 ①수수료와 같은 금전비용뿐 아니라 ②수표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비용이 발생
- 그러나 P2P 결제서비스는 무료로 은행 계좌와 연결되고 전자기기를 활용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
ㅇ 단, P2P 결제 서비스 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
- 사용자가 금융사기나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할 경우 P2P 결제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ㅇ P2P 결제서비스는 속도, 편리함,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안전성만 제고된다면 현
재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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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Highs and Lows of Productivity Growth”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20-21
저자: Andrew Foerster(FRB of San Francisco), Christian Matthes(Indiana大), Lily M.
Seitelman(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1947~2019년 사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의 변화패턴을 체제전환모형
(Regime-switching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움직임을 예측
- TFP는 증가율이 높은 고생산성 상태와 증가율이 낮은 저생산성 상태 사이를 오가는
데, 한 번 특정 상태로 진입하면 동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특징  이 있음
* Fernald(2014)에 따르면 TFP 증가율은 고생산성 상태(1947~1973년, 1996~2004년)에서는 연평균
2.0%, 저생산성 상태(1974~1995년, 2005~2019년)에서는 연평균 0.6%이며 각 상태는 평균적으로 60분
기(15년)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모형에 따르면 고생산성 시기는 1950~60년대 및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저생
산성 시기는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남

-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18년경 이후부터 저생산성 상태에 머물 확률이 점차 낮아져
2019년 4분기에는 동 확률이 75%까지 떨어짐
ㅇ 저자들은 이러한 최근의 TFP 흐름을 바탕으로 저생산성 확률 60% 가정  하에 2025년
의 TFP 증가율 기대치를 약 1.1% 수준으로 추정
* TFP 증가율을 저생산성 상태에서는 0.6%, 고생산성 상태에서는 2.0%로 가정

- 단, 이러한 추정치는 2018년 이후 TFP 개선추세가 향후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분석방법론】 Regime-Switch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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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pidemics in the Neoclassical and New-Keynesian Model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903
저자: Martin Eichenbaum, Sérgio Rebelo(Northwestern大), Mathias

Trabandt(Freie

Universitat Berlin)

【핵심내용】
ㅇ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에는 생산, 소비, 투자, 노동시간 사이에 공행성(comovement)이
나타나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침체를 분석하는 상당수의 경제모형이 이러
한 공행성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침체시 거시경제변수의 공행성을 생성할 수 있는 모형을 식별하
고자 신고전학파 모형, (완전신축적 가격 하에서의) 독점적경쟁 모형, (경직적 가격 하에서의)
뉴케인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후 100주 간의 거시경제 변수를 전망
ㅇ 분석 결과, 신고전학파 모형은 GDP, 소비, 노동시간이 각각 5%, 9%, 7% 감소하지만,
투자는 침체 전의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공행성을 보이지 못함
-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susceptible)은 소비와 노동시간, 투자를 모두 줄이고자 하지
만 감염의 위험이 없는 사람(infected & recovered)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남은 소득을 저축하고 투자하고자 하여 총투자는 소폭 증가하는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
ㅇ 독점적경쟁 모형은 GDP, 소비, 노동시간, 투자가 각각 7%, 9%, 10%, 7%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하여 공행성을 보임
- 독점적경쟁 모형에서는 신고전학파 모형에 비해 실질임금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이
미 병에 걸렸거나 치유된 사람들의 노동공급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저축이 감소
하면서 투자가 감소
ㅇ 뉴케인지안 모형은 GDP, 소비, 노동시간, 투자가 각각 8%, 9%, 12%, 12%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하여 공행성을 보임
- 뉴케인지안 모형에서는 가격의 경직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완전신축가격을 가정한) 독점
적경쟁 모형에 비해 침체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그 방향성은 서로 같음
ㅇ 추후 연구에서는 금융마찰, 제로금리 하한 등의 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하
에서의 정책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oclassical Model,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New-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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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Kill Zon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46
저자: Sai Krishna Kamepalli, Raghuram Rajan, Luigi Zingales(Chicago大)
【핵심내용】
ㅇ 2006~2018년 Facebook, Google의 기업(기업가치 $5억 이상) 인수·합병 data, Pitch의
벤처캐피탈 금융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수·합병에 따른 혁신 효과를 분석
- 새로운 플랫폼 기업(startup)이 기존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반드시 스타트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거나 신규 기업의 진입을 자극하지는 않음을 보임
ㅇ 분석 결과, 플랫폼 산업에서는 스타트업이 인수됨에 따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인수되는 경우, 해당 스타트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
자금액이 40% 줄어들고 이후 3년간 투자건수가 20% 감소
- 반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스타트업이 인수되는 경우, 해당 스타트기업에 대한 벤
처캐피탈 투자금액이 40% 증가하고 이후 3년간 투자건수도 소폭 증가
ㅇ 이러한 차이는 플랫폼 산업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기인
- 신규 플랫폼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외부성이 증대되어 다
른 고객을 끌어들이며, 그 결과 기업 가치를 높여 인수합병 기회를 높임
- 기업이 인수되면 신규 플랫폼이 모기업 플랫폼에 합병되므로 기존 사용자들은 사용하
던 플랫폼을 바꾸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직면
- 스타트업 플랫폼이 Facebook과 같은 대기업 플랫폼에 합병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얼리어답터들은 전환비용을 부담하면서 남들보
다 먼저 신규 플랫폼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감소
- 따라서 대기업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스타트업 플랫폼을 사용하는 얼리어
답터가 감소하여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투자와 혁신이 감소
- 결과적으로 신규 기업의 투자 가치가 줄어드는 “kill zone”이 만들어짐
ㅇ 이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고전적 경제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나타냄
- 고전적 경제학에서는 신규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인수된다면 다른 신규사업자들이 투
자를 늘릴 유인을 제공
- 위 논의에서 그러한 유인 제공은 신규 기업이 혁신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때만
성립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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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eclining Business Dynamism Among Our Best Opportunities: The Role

of the Burden of Knowledg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787
저자: Thomas Astebro(HEC Paris), Serguey Braguinsky, Yuheng Ding(Maryland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1997년 이래로 미국 과학/공학 박사들의 창업이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식의 무게(Burden of Knowledge)'가 늘어난 것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
* 지난 20년 간 과학/공학 박사들 중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자 비율은 각각 34%(1997) -> 24%(2003) ->
21%(2017), 11%(1997) -> 14%(2001) -> 8%(201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별, 인종, 지역과 무관하게 미
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 즉, 학문이 발전하고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창업가로서 필요한 업무 경험, R&D 역량,
투자 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창업이 감소하게 됨
ㅇ 미국의 1995~2017년 설문조사 데이터(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를 활용하여 기존
회사 취업자와 창업가를 비교한 결과, 창업가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남
- 창업가의 창업 전 업무경력 기간은 1997∼2017년 기간 중 14% 증가했으나 실질임금
은 1997년 $72,616에서 2017년 $57,517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업무경력 기간이
짧을수록 실질임금은 더 크게 감소
- 스타트업의 2017년 전체 업무량은 1997년보다 15% 증가했으며 특히 R&D 업무량은
50% 이상 크게 늘어났지만 기존 회사의 전체 업무량은 동기간 동안 12% 증가에 머물
렀으며 R&D 업무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ㅇ 한편, 기존 기업은 스타트업에 비해 직원 간 업무량 조절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기업이 재정적 여유가 있어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한데 주로 기인
- 기존 기업은 재정적 여유가 있으므로 직원을 더 채용하여 분업을 통해 개인의 업무범
위를 줄이거나 보고체계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직체계 변화가 가능
- 반면에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크고 금융 제약이 심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부족
ㅇ 저자는 관리능력 및 R&D 역량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스타트업
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세 경감, 규제 완화 등
과 더불어 ‘지식의 무게’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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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Digitization and Pre-purchase Information : The Causal and Welfare

Impacts of Reviews and Crowd Rating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776
저자: Imke C. Reimers(Northeastern大), Joel Waldfogel(Minnesota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2018년 미국, 영국, 캐나다의 Amazon 사이트 내 도서 10,000여 권에 대한
일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 비평과 일반인 평점이 도서 판매량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전문가 비평은 New York Times의 비평 여부로 판단*
* New York Times는 2018년 한 해 동안 1,114권의 서적을 비평한 반면, 그 외 5개 주요신문사는 동
기간 57~149권을 비평함

- Amazon에서 제공하는 일반인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대중이 평가한 평점을 도서 구매
여부와 평가의 최신 순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
ㅇ 패널분석 결과, 전문가 비평과 일반인 평점 모두 도서 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평 게재 후 5일간 해당 도서의 일일 판매량은 78% 증가하고, 연간 판매량
은 4.6% 증가함
- 일반인 평점에 대한 일일 판매량의 탄력성은 0.78로 추정되었고, 평점 한 단위 상승
시 연간 판매량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자가 더 많을수록(일반인 평
점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양자 모두 더 커짐
ㅇ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simulating) 결과, 디지털화에 따라 모든 분야의 책을 다루는
일반인 평점이 전문가 비평보다 사회 후생을 약 3배 더 많이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전문가 비평과 일반인 평점이 없었을 경우(反사실적)의 사회 후생을 구하여 비교

-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일반인 평점(+$41.25m)이 전문가 비평(+$2.88m) 보다 약 15배 큰
것으로 파악됨
- 시장 매출액 증가분 역시 일반인 평점(+$52.47m)이 전문가 비평(+$28.12m)보다 약 2배
더 큰 것으로 추정
ㅇ 일반인 평점은 전문가 비평을 대체하기보다는, 전문가 비평이 다루지 않는 도서까지 구
매 전 정보(pre-purchase information)를 제공하며 전문가 비평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임
- 2004~2018년 주간 서적별 판매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인 평점 시스템이 성
장함에도 전문가 비평이 판매량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일반인 평점이 도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전문가 비평 게재 후에 더 커짐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Counterfactual Simulation using Structural Model

- 6 -

⑦ “Zombie Credit and (Dis-)Inflation : Evidence from Europ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58
저자: Viral V. Acharya(New York大), Tim Eisert(Erasmus大), Matteo Crosignani(Michigan大),
Christian Eufinger(IESE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대규모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 집행 시 의도치 않게 좀비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공
급으로 유로 내 저물가 현상을 유발했음을 보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
- 좀비기업은 ①이자부담능력(이자보상비율, EBIT/이자비용)이 낮고 부채비율은 높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②낮은 이자율로 신용을 조달한 기업으로 정의
- 2012년부터 진행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유로 내 좀비기업 비중은 평균
4.5%(2012년)에서 6.7%(2016년)로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3%대에서 0%대로 하락
ㅇ 이는 좀비기업 신용 경로(zombie credit channel)로 설명할 수 있음
- 독점적 경쟁시장을 상정한 모형에서 대규모 양적완화는 좀비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
어 그들의 생존을 돕고, 이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과열되어 상품 가격은 하락
- 이와 더불어 기존 기업의 부도, 신규 기업의 진입, 기업의 마크업률, 생산성이 감소하
고, 산업 내 과열된 경쟁으로 해당 산업의 임금과 재료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이를 확인하고자 2012~2016년 중 유로 12개 국가, 65개 산업별 116만여 개 기업 데
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 진행
ㅇ 분석 결과, 좀비기업 비율이 높은 상위 10% 국가-산업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위
10%에 비해 0.23%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제조업은 분석 기간 중 좀비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38.5%p), 해당
산업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장 큰 하락폭(0.81%p)을 보임
- 만약 좀비기업의 비율이 2012년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유로 전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현재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0.45%p 더 높을 것으로 분석
- 다른 변수들도 모형의 예측과 부합한 방향성을 보였으며, 고정효과(국가·산업·연도)에 따
라 모형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남
ㅇ 특정 산업의 좀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건전한 기업의 마크업률과 매출성장률이 낮아
지고 임금 및 재료비가 상승하는데, 이는 좀비기업의 생존이 산업 내 경쟁을 과열시키
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기인
ㅇ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본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금융 마찰이 원인이므
로, ① 실물 경제에 자금이 전달되는 경로를 미시적으로(micro-level) 모니터링하고, ②
타겟형 금융부문 자본확충(targeted financial sector recapitalization)을 지원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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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What Explains the COVID-19 Stock Marke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784
저자: Josue Cox, Sydney C. Ludvigson(New York大), Daniel L. Greenwald(MIT)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급등락*을 보인 미국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실물 및
금융경제의 영향보다는 투자자의 심리 변화로 더 크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 S&P500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2.19~3.23일)에 -33.7% 급락했으나, 연준의 연이은 통화정책 발표
와 함께 단기간에(3.24~4.17일) 29%를 회복하는 V자 반등을 보임

- 급락 원인에 대해서는 자산가격 결정모형(Greenwald et al. (2019))을 이용하여 실물, 금
융, 심리 등의 변수가 주가지수 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파악
-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다양한 통화정책이 정책 결정발표 전후 30분간 주가
지수 변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파악
ㅇ 먼저, 대유행 초기의 주가지수 급락은 실물 및 금융변수 외에 시장참가자의 투자 심리
위축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실물변수로 설명되는 지수 하락은 전체 하락률 33.7%의 약 1/4 정도로 크지 않았는
데, 이는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물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으로 예측되었기 때문
* 당시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는 –9.7%였지만 3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10.2%로 매우 높았으며, 경기
침제 직후 기업 당기순이익이 빠르게 회복한 역사적 경험도 실물경제의 낙관적 전망에 일조

- 금융변수의 경우, 금리하락(미 국채 3개월물 금리 2월 1.53% -> 3월 0.29%)으로 인해 주가지
수를 약 3.6%(전체 하락분 대비 10%) 상승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 위의 두 요인에 의한 주가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락분 85%는 투자자의 위험
회피성향 증대와 그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급락 이후 단기간 내에 주가지수가 회복된 것은 미 연준이 금융시장 전반에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 금리 인하나 국채매입 등의 정책발표 직후에는 S&P500이 총 17.4% 하락하였지만,
긴급대출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는 동 지수가 총 8.3% 상승
* 기업어음매입기구(CPFF), MMF유동성지원기구(MMLF) 등 총 $2.3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 3~7월 중 긴급대출프로그램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약 $1,000억 정도로 계획액의 4.3%
에 불과하여, 실제 공급된 유동성 규모보다는 유동성 공급계획을 통해 투영된 정책당
국의 의지가 투자자의 심리개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Asset Pricing Model, Event Study(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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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The Market Risk Premium for Unsecured Consumer Credit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29
저자: Matthias Fleckenstein(Delaware大), Francis A. Longstaff(UCLA)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시장이 평가하는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된 배경을 분석
-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결재금액, 이자 및 수수료 수익 등)을 기초로
만든 신용카드 ABS*의 가격에 가계의 신용리스크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
*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증권을 의미

ㅇ 추정 결과,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2000~2010년 사이 1%에서 5%로 완만한 상승
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20년에는 13% 수준을 기록
- 그러나, 가계의 실질적인 신용리스크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8~2010년간 5%에서
10%로 높아졌으나,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여 2020년에는 3% 수준을 유지
ㅇ 저자는 2010년 이후 가계의 실제 신용리스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확대된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의 영향을 지목
* Dodd-Frank Act, FAS 166/167 등은 2010년 1월부터 신용카드 ABS를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자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위험
도에 따라 더 많은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

- 위험자산인 신용카드 ABS를 보유하면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
에 따른 추가 자본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융기관은 충분한 수익률(즉, 프리미엄)이 보장되
어야만 신용카드 ABS를 매입
ㅇ 2000~2019년간 월별 가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는 저자들의 이
러한 해석을 뒷받침
- 시장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하면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2.66%p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분기 마지막 월의 신용리스크 프
리미엄은 다른 월에 비해 33bp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 논문은 금융기관 자기자본 강화 조치가 의도치 않게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켜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금융기
관의 위험추구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
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
* 2000~2020년 중 가계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2019년 가계의 카드 사용금리는 2000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21.75%를 기록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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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FinTech Adoption and Household Risk-Taking"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063
저자: Claire Yurong Hong, Xiaomeng Lu, Jun Pan(Shanghai Jiao Tong大)
【핵심내용】
ㅇ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 상당수가 위
험자산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직접 위험자산을 물색하는데 수반되
는 시간, 비용, 노력이 매우 크기 때문(Campbell(2006))
ㅇ 본 논문은 2017.1~2019.3월간 알리페이(Alipay)* 사용자 5만 명의 소비, 투자 패널 데이
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핀테크 활용도가 위험자산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단기금융상품, 채권,
주식, 금 등 각종 상품별 펀드를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사거나 팔 수 있는 투자 서비스를 제공

-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시간, 비용, 노력을 크게 절감
시켜 개인의 위험자산 투자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
- 핀테크 활용도는 개인별 월간 소비지출액에서 알리페이 결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
로 파악했으며, 단기금융상품 이외의 투자 펀드를 모두 위험자산으로 간주*
* 분석 기간 중 상품별 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주식(0.63%, 4.96%), 채권(0.30%,
0.39%) 등 위험한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분석 결과, 위험선호도가 같더라도 핀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더 적극적으
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가 개인의 위험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
- 핀테크 활용도가 10%p 증가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p 증가하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리스크)는 0.04%p 증가*
* 사용자 전체에서 평균 위험자산 비중,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각각 45%, 1.77%임

- 이러한 영향은 은행 지점이 적은 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는 전통
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개인이 손쉽게 위험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것으로 나타남
ㅇ 핀테크 서비스는 단순하게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위험선호도
수준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분석됨*
* Merton(1971)에 따르면 소비의 변동성(위험선호도와 비례)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 간의 상관계수
가 1과 같을 때,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달성할 수 있음

- 핀테크 활용도가 높은 그룹은 소비 변동성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성 간 상관계수
가 0.91로 1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핀테크 활용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상관계수가
0.58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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