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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Surprises and Their Transmission through Term Premia

and Expected Interest Rate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914
저자: Iryna Kaminska(Bank of England), Haroon Mumtaz, Roman Sustek(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통화정책 충격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 변화 요
인과 기간 프리미엄 변화 요인으로 구분하고 두 요인을 통해 통화정책의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
- 1996~2007년 중 미국 통화정책 공표 전후에 나타난 수익률 곡선의 고빈도(highfrequency) 변동을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 변화와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로 분해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
- 분해 결과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의 거시변수에 대한 동태적 영향도 분석
ㅇ 분석 결과, 통화정책 충격의 수익률 곡선에 대한 영향은 기간 프리미엄 변화뿐만 아니
라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 변화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음
- 이는 통화정책의 수익률 곡선에 대한 영향을 기간 프리미엄에 의해서만 설명한 기존
모형들과 달리 중장기 시계에서도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
ㅇ 한편, 미래 기대금리 및 기간 프리미엄 변동은 상이한 방식으로 통화정책 충격의 거시
변수에 대한 영향을 설명*
* 다양한 만기(3개월~10년물)에 걸쳐 나타나는 미래 기대금리 변동과 기간 프리미엄 변동의 주성분을 추
출하여 각 주성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단기금리 상승 충격으로 미래 기대금리가 상승하면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짐과 동시에 장기 모기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거래가 축소되고 주택가격이 하락
- 반면 동일한 충격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하락하면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만 장기 모기지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
ㅇ 본고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기간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만을 분석하고 있
으므로, 추가연구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
급효과도 분석할 필요
【분석방법론】 Affine Term Structure Model,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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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The Macro Effects of Climate Policy Uncertaint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1-06
저자: Stephie Fried(Arizona State大), Kevin Novan(UC Davis), William B. Peterman(FR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의 불확실성이 거시경제 및 탄소 배출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존의 탄소세 관련 연구는 대체로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추정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경제주체들이 미래 기후 정책 도입 불확실성의 리스크
를 고려한다고 가정하여 동 리스크의 영향을 분석
ㅇ 초기에는 탄소세가 없으나 이후 매 기 도입 가능성이 있는 다부문(화석 에너지 부문 및 친환
경 부문)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
- 분석 결과, 동 리스크로 화석 에너지 자본이 친환경 자본에 비해 상대적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유인이 증대
- 사적 최적(privately optimal) 결과가 균형과 달라짐에 따라 자본의 기대 한계생산이
하락하고 총 자본스톡이 줄어들면서 생산량 및 탄소 배출량이 감소
ㅇ 동 리스크의 영향을 수량화하기 위해 위험을 기피하는 가계와 일부 비가역적
(partially-irreversible)인 투자를 가정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
- 모수를 추정(calibration)하여 분석한 결과, 탄소세 도입* 리스크는 (리스크 및 정책이 없
을 때보다) 총 탄소 배출량을 8%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3.21$/톤의 탄소
세를 즉시 도입했을 때와 동등한 효과
* 본 연구에서 가정한 탄소세는 45$/톤이며 매 기 탄소세가 도입될 확률은 10%로 설정

- 다만, 3.21$/톤의 탄소세를 도입했을 경우에 비해 총 자본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
라 두 배 이상의 비환경적(non-environmental) 후생 비용이 발생
* 위험기피적인 가계가 확실한 탄소세보다 불확실한 정책 도입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ㅇ 본 연구는 탄소세 등 기후 관련 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할 시 정책 도입 불확실성
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더욱 정확한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을 시사
- 정책 도입의 가능성만으로도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도입 지연으로 발생
하는 환경비용은 기존 통념보다 작을 수 있음
- 그러나 불확실성이 상당한 수준의 비환경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이 두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 도입 시기를 결정할 필요
【분석방법론】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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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Is Lending Distance Really Changing? Distance Dynamics and Loan

Composition in Small Business Lending”
출처: Federal Reserve Board Working Papers 2021-011
저자: Robert M. Adams, Kenneth P. Brevoort, John C. Driscoll(FR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신용평점모형 활용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 중소기업들이 지역
금융기관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에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
- 금융기관과 기업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소기업 신용평가의 핵심 요소인 연성정보
*
(soft information) 의 취득 비용이 증가하므로 중소기업 대출이 지리적으로 제한될 가
능성이 높음
* 경영자 정보, 사업 정보 등 주로 현지 방문과 접촉을 통해 얻는 비재무 정보

- 담보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 대출(부동산 및 동산)의 경우에도 지리적 거리
가 멀어질수록 재고자산 감시 비용 등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유인이 약화됨
ㅇ 1996～2017년 중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평균 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기관 지점별로 제출하는 연간 대출 상황(SOD; Summary of deposits)과 행정구역별 대출 정보를
담은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데이터를 결합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기업 사이의 평균 거
리를 측정

- 이는 지역 금융기관이 먼 거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렸다기보다는, 소
액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전국은행(nationwide bank)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
승한 데 주로 기인
*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연성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지면서 대출거리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ㅇ 한편 중소기업의 거액대출은 소액대출과는 달리 여전히 지역 금융기관에 크게 의존
- 거액대출의 경우 금융기관-대출기업간 거리의 중위값은 4마일로 소액대출의 1,051마
일과 큰 차이를 보임
ㅇ 본고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정보기술 발전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지리적 제약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지역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보기술 발달로 지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기존 문헌들과 차이
【분석방법론】 Fixed-effec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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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Stay Competitive in the Digital Age: The Future of Banks”
출처: IMF Working Paper No.21-46
저자: Estelle Xue Liu(IM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은행산업의 디지털화 현상과 연혁을 정리하고, 실증분석
을 통해 국가별로 은행산업의 디지털화 진행 양상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을 살
펴봄
- 자료는 세계은행의 Global Findex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로지스
틱 모형을 사용
ㅇ 전통적으로 은행은 ATM(1940년대), 온라인 뱅킹(1980년대) 등 신기술을 금융에 선도적
으로 접목시켰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는 대체로 주도적 역할이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을 회복하고 강화된 규제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은행의 디지털화가 지연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 신규 경쟁자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은행산업에 진입*
* 핀테크 기업의 단독 혹은 협업 형태로의 은행산업 진입은 대체로 유효경쟁을 심화시키는 효과

ㅇ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높고, 신용시장(credit market) 관련 법적 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은행산업의 디지털화 정도도 높은 것으로 추정
- 한편, 비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은행산업 디지털화 정도가 높아
졌는데, 이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은행이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서
비스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그룹(고/중/저소득)을 나누었을 때, 모바일 기기 보급은 모든
그룹에서 디지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가 디지털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룹별로 상이
- 고소득 국가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률이 디지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미 구축한 지급결제 인프라로 인해 신규 기술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는 제도적 여건에 따라 은행산업의 디지털화가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제시
함으로써, 은행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Fractional Log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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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⑤ “Proximity and Horizontal Policies: The Backbone of Export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64
저자: Gonzalo Salinas(IMF)
【핵심내용】
ㅇ 수출 다변화(export diversification)는 경기 변동성 축소 및 장기 성장률 제고 효과가 커
신흥국들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임
- 국제가격 변동성이 심한 원자재에 수출 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신흥국의 경우 노동집
약적인 산업으로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또한 상품의 질(quality), 세련도(sophistication), 복잡성(complexity) 등이 높은 전략 품목
(superior products)을 많이 수출할수록 미래 경제성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ㅇ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약점을 보완하여 일국의 수
출 다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 기존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주로 사용된 무역지수는 국제 상품 시장의 외생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약점이 있으며, 독립변수는 무역이론에서 중요시되는 인건비
와 중력 방정식(gravity equation) 관련 변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음
-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산업별 수출액을 활용하고 인건비 및 중
력 방정식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국가별로 패널 회귀 분석을 실시
ㅇ 분석 결과 국가의 통치체제(governance), 교육성취도, 인프라, 무역개방도 등이 수출 다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렴도, 고등교육 정도, 항만 및 전기 시설의 구축 여부 등이 수출 다변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수출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대규모의 국제 시장에 인접해있거나 수입관세 인하 등의 무역개방 정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하는 국가일수록 수출 다변화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변화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특정 전략 수출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수직적 정책(vertical policies)
과 함께 교육성취도 제고 및 인프라 구축과 같은 수평적 정책(horizontal policies)을 병
행하여야 장기적으로 수출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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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he Covid-19 Vaccine Production Club: Will Value Chains Temper

Nationalism?”
출처: World Bank Working Paper No. 9565
저자: Simon J. Evenett(St. Gallen大), Bernard Hoekman(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Nadia Rocha, Michele Ruta(World 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일부 백신 생산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및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백신 생산과 관련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존재가 백신
민족주의*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 백신이 국제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선점되는 현상으로 백신 생산
국이 명시적으로 수출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출하와 출고검사 지연 등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외국 백신 생산기업에 백신을 사전예약 주문한 국가는 자국의 백신 또는 백신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존재로 정부의 백신 관련 보호무역
주의 정책 실행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
- 주요 감독기관 보고서, EU의 세관 데이터, UNCOMTRADE의 연간 글로벌 무역
데이터, Orbis가 공시한 제약회사의 기업수준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ㅇ 분석 결과, 백신 생산이 백신클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백신클럽 국가가 주요 백
신 원료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
국, 러시아, 스위스, 영국, 미국을 지칭

- 백신 생산국은 승인된 백신의 60%를 사전예약 주문하였으며 주요 백신 원료의 83%
를 다른 백신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미국과 EU가 전체 백신 원료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
- 백신 공급망 내 다른 국가에게 보복이 가능한 백신클럽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
들은 백신에 대한 과도한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한 백신 민족주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ㅇ 본 연구는 백신 생산이 소수의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백신 민족
주의 리스크 축소 효과는 제한적이며, 글로벌 차원의 공공·민간부문 간 협력을 통해
백신 생산능력 확대와 국가 간 공평 분배를 도모해야 함을 시사
- 본고는 백신 민족주의 완화 방안으로 수출제한 방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백신 생산능력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 공공·민간부문 간 협력을 통한 백신
거래소 설립 등을 권고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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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북아경제
⑦ “Explaining US-DPRK Relations:

Trump's Foreign Policy, Ideological
Divisions, and Diverging Interests”
출처: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저자: Dong-ho Han(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특징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 및 판문점 회동에서
나타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분석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미 관계는 이전과 다르게 국제적인 공조보다 두 정
상의 개인적 친분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 측의 제안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던
패턴을 감안할 때 북한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국가안보전략 보고서(2017)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국익에 근거
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내외 전반에서 미국 정신의 부활을 강조
- 이념이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는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에 기반하여 미국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
- 다자주의(multilateralism)나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으로 다자간 외교적 접근보다 양자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 재편을 시도
-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외교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강조하거나 양도불가능권리위원회
*
(commission of unalienable rights)를 설립하는 등 건국이념에 기반한 미국의 이상을
전세계로 전파하고자 함
* 중국과 북한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

ㅇ 싱가포르 공동성명서(2018)를 통해 미국은 안보 보장, 북한은 비핵화 이행을 약속하며
지역적 긴장이 완화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합된
정치적 이벤트에 가까우며 근본적인 의견 차이는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싱가포르 공동성명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 재평가 및 동북
아 안보 정세의 전략적 이용을, 북한의 경우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선
택이었음
- 북미 간의 이념적 차이가 양립 불가능한 데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려는 미
국과 비핵화 초기 단계에 대한 보상을 협상 목적으로 하는 북한 사이의 간극이 해
소되지 않음
-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 및 상대국의 이해관계와 정책 우선
순위를 고려한 양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때 완전한 비
핵화 달성과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이 가능

- 7 -

기후변화
⑧ “Climate Policy, Financial Frictions, and Transition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28525
저자: Stefano Carattini, Garth Heutel, and Givi Melkadze(Georgia State大)
【핵심내용】
ㅇ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climate policy)
이 시행될 경우, 경제가 저탄소경제로 전환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 대비 2℃ 이하로 유지
** Mark Carney(2015)는 이를 가리켜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라 언급

ㅇ 본고는 탄소배출의 외부성(pollution externalities)과 금융마찰 요인이 존재하는 DSGE 모형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히고, 바람
직한 기후변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을 모색
- 경제 내 생산부문은 친환경부문(green sector)과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탄소집약부문
(brown sector)으로 구성되며, 신용공급이 금융중개기관(은행)의 순자산 규모에 의존하
는 금융마찰요인이 도입된 경제 모형을 설정(Gertler&Karadi, 2011)
- 이때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탄소세(carbon tax)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친환경 자산, 탄소집약적 자산)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정책으로 모형화
ㅇ 시뮬레이션 결과, 대대적인 탄소세가 부과(policy shock)될 경우 은행의 신용공급 위축과
함께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 가능
- 탄소세는 은행이 보유한 탄소집약적 자산의 가치 하락과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탄소집약부문과 친환경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감소와 경기침체를 유발(transition risk)
-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되면 은행의 자산구성을 친환경 자산 중심으로 변화시켜
은행이 직면하는 전환위험이 축소
ㅇ 경기변동의 관점에서도, 탄소세와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도입될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반면, 부정적 생산성 충격(총요소생산성의 1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충격)이 발생할 때 탄소세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탄소가 최적 수준보다 과다 배출되면서 탄소배출의 외부성에 의한 후생손실이 나타남

- 동 결과는 탄소세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각 정책들이 서로 다
른 시장실패 요인(외부성과 금융마찰)을 치유하여 효율적 배분에 기여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nvironmental DSGE Model with Financial F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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