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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The Expectations Channel of Climate Change: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866
저자: Alexander Dietrich, Gernot Müller(Tübingen大), Raphael Schoenle(Brandei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및 뉴케
인지언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ㅇ 기후변화 기대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큰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봄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GDP의 5%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확률의 중위
값은 12%로 역사적 기록#에 비해 매우 높았음
#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197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큰 규모의 자연재해도 GDP
대비 1% 미만의 비용을 초래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는 응답자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확률을 높게 평가
ㅇ 기후변화 기대의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뉴케인지언 모형에 재해
발생 확률*을 추가하여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모형 재해 발생 확률은 12%, 재해 규모는 GDP의 5%로 설정

-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기대는 자연이자율을 약 0.64%p, 인플레이
션은 0.29%p, 산출갭은 0.20%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기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
큼 중앙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분석방법론】 Consumer Survey,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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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oothless

Tiger with Claws? Financial Stability
Expectations, and Risk-Taking”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2021/05

Communication,

저자: Johannes Beutel, Norbert Metiu, Valentin Stockerl(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커뮤니케이션이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대두된 이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금융안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ㅇ 본고는 금융안정에 관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경제주체의 기대와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무작위정보실험(randomized-information experiment)을 통해 분석
- 무작위로 선정된 독일 대학생 중 일부에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보를
제공하고(treatment), 나머지 학생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control)
- 정보제공 전후로 향후 2년 내 독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투자
행태가 집단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 투자의 경우 고수익-고위험 투자와 저수익-저위험 투자를, 예금의 경우 고금리-고위험 예금과 저금
리-저위험 예금을 비교

ㅇ 분석 결과, 금융안정에 관한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기대
와 투자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보를 접한 집단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집단
에 비해 향후 2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이 변화
-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위험자산 투
자 비중 및 고위험 예금 비율을 큰 폭으로 축소
ㅇ 한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정보의 전달 방식과 전달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복잡한 언어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비해 간결한 표현으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더 커짐
- 경제·금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일수록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기대 변화가 큰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금융안정 위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앙은행의 유효한 거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 대상에 최적화된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
하게 전달할 필요
【분석방법론】 Randomized Information Experiment, Difference-in-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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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o Business-Friendly Reforms Boost GDP?”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879
저자: Karl Whelan(University College Dublin), Tamanna Adhikari(Al Alkhaway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업 친화적인 경영 환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업 친화도의 대용 지표로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

Reports)

보고서의 Distance to Frontier(이하 DTF) 점수를 활용

*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창업, 대출, 고용 등 다양한 경영 환경 요소에 관한 설문조사
를 통해 각국 기업 경영 환경의 기업 친화도를 측정

- VAR(Vector Autoregression)을 통해 DTF 점수와 1인당 GDP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
ㅇ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 결과, 예상과 다르게 DTF 점수에 대한 긍정적인 충
격은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DTF 충격이 일시적으로 1 표준편차(약 3%p)만큼 커질 때 GDP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최대 0.3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충격이 항구적인 경우 GDP가
0.55%p 하락
- 동 결과는 다른 추정 방법이나 다른 GDP 산출 방법, DTF 점수 대신 기업친화도
순위를 사용하였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로 국가들이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DTF 점수의 개선만을 위한 요식행위에만 치중하였을 가능성과 개혁의 긍정적 효과
가 나타나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제시
ㅇ 본 연구는 기업환경평가 등 국가 단위로 기업 경영 환경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개선이 실질적인 후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환경평가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후 기업 경영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
【분석방법론】 Vector Autoregression

- 3 -

거시경제
④ “The Impact of COVID on Potential Output”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1-09
저자: John Fernald, Huiyu Li(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코로나19가 미국의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 잠재GDP*와 장기 잠재GDP 성장률에 미
친 영향도 추정
* 잠재GDP는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완전히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의미

-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을 기반으로 각 생산요소와 생산성이 잠재
GDP 및 성장률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추정
ㅇ 분석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재GDP는 단기적으로 다소(modest) 낮아졌으며
2021년에는 약 1% 낮아지다가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
- 학교 및 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부모의 보육시간 확대, 건강 우려에 따른 조기
은퇴 확대 등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하락분은 0.65%p로 나타남
-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감소는 자본투입을 줄여 2021년 잠재GDP
를 0.1%p 낮추는 것으로 분석
-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중복투자로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잠재GDP가 0.2%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재택근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투자 확대는 기존 사무시설과 중복되는 투자이
므로 동일한 산출량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본이 증가하게 됨(생산성 저하)

ㅇ 향후 잠재GDP 회복 속도는 백신 보급 양상, 재정부양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
가 잠재GDP 회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당국자는 이에 유의할 필요
* 실업 경험이 인적자본을 감소시키고 평판을 훼손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로,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정도도 커짐

ㅇ 한편,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2026~31년간 잠
재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04~18년)과 동일한 수준인 1.55%로 예측
-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조와 기술혁신의 영향을 받는데 코로나19는 인구구조에 장기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술혁신과 직결되는 R&D 자본스톡도 빠른 투자 회복세
에 힘입어 2022년 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
【분석방법론】 Growth Account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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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Wages,

Minimum Wages, and Price Pass-Through:
McDonald’s Restaurants”
출처: NBER Discussion Paper Series No.28506

The

Case

of

저자: Orley C. Ashenfelter(Princeton大), Štěpán Jurajda(CERGE-EI)
【핵심내용】
ㅇ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어 미
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필요성이 제기
*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 수준이 상이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

ㅇ 본 연구는 미국 맥도널드의 개별 식당수준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임금, 상품가격, 노동절약적(labor-saving) 기술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미국 전역의 맥도널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 패
널모형을 적용
* 2016~20년 중 연간 14,000개 이상 맥도널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맥도널드 매장은 미국
전역에 분포하고 기술 및 근로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 노동생산성, 학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에 용이함

ㅇ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평균적으로 상승(최저임금 1달러 인상
시 약 0.7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던 매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분중 일부는 상품가격으로 전가된 것으
로 추정*
* 최저임금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맥도널드 근로자 임금과 빅맥 가격간 관계를 2단계 고정효과 패널모형
으로 추정

- 시간당 임금에 대한 빅맥가격 탄력성은 0.2로 추정되어, 최저임금 1달러 인상시 상품
가격은 평균적으로 0.14(=0.2*0.7)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약적 기술 도입 및 매장 개/폐업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노동절약적 기술 도입 정도를 나타내는 매장별 키오스크 도입과 최저임금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결과는 분석 기간을 2010~20년으로 확장하더라
도 동일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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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Labor and Product Market Reforms and External Imbalances: Evidence
from Advanced Economi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54
저자: Romain Duval, Davide Furceri(IMF), João Tovar Jalles(Lisb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70년 이후 현재까지 26개 선진국의 고용보호법(EPL: Employment Protection
*
**
Legislation)과 상품시장규제 (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관련 주요 개혁 이 경상수
지에 미친 중단기적 영향을 동태적으로 실증분석
*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등 상품시장규제의 대부분이 통신·전기·가스·철도운송·항공운송 등 비제조업 부문
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지난 40여 년간의 OECD Economic Survey 자료와 국별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규제 조치에
대한 서술적(narrativ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

- 국소투영기법(local projection method)으로 EPL과 PMR 관련 주요 개혁 조치에 대한
경상수지의 반응을 추정하고 경기상황이 주요 개혁에 대한 경상수지의 반응 민감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는 EPL 규제 완화 2년 후 평균 0.5%p 개선되었고
PMR 규제 완화 2년 후 평균 0.7%p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효과는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경상수지는 원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복귀
- EPL 규제 완화는 총저축 증가와 총투자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시킨 반면, PMR
규제 완화는 총투자를 총저축보다 더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킴
ㅇ 경기침체기에 EPL 규제 완화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확대되고 PMR 규제 완화의 경
상수지 악화 효과는 축소됨
- 규제 개혁이 경기침체기에 시행되면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 총저축 증가
폭이 확대되는 반면 투자 유인이 감소하여 총투자 감소 폭은 확대(또는 증가 폭이 축소)
ㅇ 동 분석 결과는 내생적 생산자 진입과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한 DSGE 모형의 예측과
도 일치
- 노동시장 마찰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EPL 규제가 완화되면 고용 창출보다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단기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지만, PMR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신생기업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에 총투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악화
ㅇ 본 연구 결과는 대내적인 노동 및 상품시장의 규제 개혁이 대외 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규제 개혁의 효과가 경기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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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A Reconsideration of the Failure of Uncovered Interest Parity for the U.S.
Dollar”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872
저자: Charles Engel, Ekaterina Kazakova, Mengqi Wang, Nan Xiang(Wisconsin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유위험 이자율 평형설의 성립* 여부를 단기, 중기
및 장기 시계별로 분석

* UIP는 회귀식                     의 계수(  )가 1일 때 성립하는데 Fama는 미국의 경우

 가 1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UIP Puzzle, 또는 Fama Puzzle)

- 영국, 프랑스 등 11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1976.6월~2020.9월을 인플레이션 목표제
시작 시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점, 저금리 도래 시점으로 구분하여 이동 회귀분
석(rolling regression)을 실시
ㅇ 분석 결과,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할 경우 UIP Puzzle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
려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의 경우 기간을 2000년대 이전으로 한정하면  가 1보다 작지만, 표본수 부족에
따른 편의(sample bias)를 제거할 경우 미국과 주요 선진국 간 UIP가 성립
- 중/장기의 경우 단기 채권을 차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수익률과 내외금리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기와 마찬가지로  값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저금리 기간에는  값이 시계와 상관없이 1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ㅇ 이처럼 회귀 계수가 불안정한 것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투자자의 통화정
책 변화에 대한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나거나, 투자자가 통화정책의 지속성을 과소평가
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함에 따라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각국 중앙은행의 상대
적인 통화정책 기조 변화 파악이 어려워졌을 가능성
ㅇ 내외금리차 대신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의 국가 간 차이를 초과 수익률에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 계수가 기간에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 시기에는 국가 간 금리차보다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외화예금의 초과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더욱 적합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
을 시사
【분석방법론】 Rolling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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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Researching a Hard Target: Analyzing North Korea with Official Economic

Data”
출처: North Korea Economic Forum Working Paper Series 2020-2
저자: Stephan Haggard(UC San Diego), Liuya Zhang(OSU)
【핵심내용】
ㅇ 본고는 무역상대국 및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되는 북한 관련 통계의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최근 통계를 통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추정
ㅇ 교역상대국의 무역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출입 자료를 추출한 거울 통계(mirror
statistics)를 이용하여 북한의 무역 및 경제구조를 분석
- 북한의 수출입은 2015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 일본과는 2006년 이후, 한국과는 개성공단 폐쇄(2016) 이후 교역이 중단되었고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제재 이후 기타국가와의 교역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중
국이 압도적인 무역 비중을 차지(2019년 95%)
-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임가공 분야*를 발굴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노동집약적인 단순제조업 위주로 발전
* 시계 등을 조립하는 산업에서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

- 한국과의 무역은 상업적 거래는 5.24조치 이후, 경제협력 프로젝트(금강산 관광, 개성공
단)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비상업적 거래는 햇볕정책 중단 이후 각각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경제 교류가 제한된 상황
ㅇ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 관련 자료, 농업 및 식량분야에 대한 평가 자료, 건강 및 영
양상태 조사 자료 등을 제공
- 대북지원 관련 정보로는 UN의 금융추적서비스(FTS)가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지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원이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세계식량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문제로 농작물 수확
량이 소비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
- UNICEF의 건강 및 영양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에 처해 있으
며, 33% 정도는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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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Global Pricing of Carbon-Transition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28510
저자: Patrick Bolton(Columbia大), Marcin Kacperczyk(Imperial College)
【핵심내용】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전환위험*(transition risk)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경제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기술변화, 정책변화 등의 위험을 의미

ㅇ 본고는 기업 수준의 대규모 미시자료(77개국 14,400개 기업)를 이용하여 탄소 프리미엄*
(carbon premium)을 추정하고 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
* 화석연료·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수익률을 의미하며, 탄소 프리
미엄은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도(exposure)를 반영

ㅇ 분석 결과, 북미, 유럽, 아시아 대륙의 전 부문에서 양(+)의 탄소 프리미엄이 광범하
게 존재(ubiquitous)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탄소 프리미엄은 개별 기업의 직접적인 탄소배출 규모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통해 관련된 다른 기업의 탄소배출 규모에도 간접적으로 의존
ㅇ 전환위험을 장·단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①장기 전환위험은 기후변화 정책이 강
한(tight climate policy) 국가일수록 높고, ②단기 전환위험은 경제발전수준이 낮고 화
석연료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 총 탄소배출량 규모에 의해 나타나는 탄소 프리미엄을 장기적 전환위험으로, 탄소배출량 증가율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탄소 프리미엄을 단기적 전환위험으로 식별

ㅇ 한편 2015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이후 탄소 프리미엄이 양(+)으로 전환되었으
며, 탄소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
- 동 결과는 파리 협정 이후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와 전환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가에 동 위험요인을 반영하였음을 의미
- 따라서 투자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기업의 전환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탄소 프리미엄은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을 상승시키므로
일종의 시장에 의한 과세기능*(decentralized taxation)을 수행
* 탄소 프리미엄이 시장 규율로서 작동하며, 정부당국이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할 때 직면하는 이해
집단의 저항이나 조정비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움

ㅇ 본고는 탄소 프리미엄 추정을 통해 기업 주가에 반영된 전환위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판단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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