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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A Model of Credit, Money, Interest, and Prices”
출처: NBER Working Paper 28540
저자: Saki Bigio(UCLA), Yuliy Sannikov(Stanfo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부문을 포괄하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에 따라 달라짐을 보임
* 통화정책 수단은 정책금리 조절과 지급준비금(이하 지준) 관리로 설정하고 임금 경직성이 존재하는 불완전
시장경제 가정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신용스프레드(예대금리차)가 존재하는
Corridor System에서는 통화정책의 금리경로와 신용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가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가 사라지는 Floor System에서는
신용경로 효과가 없어지고 금리경로만 작동
- 유동성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균형예금금리가 0이 되는 유동성 함정 단계에
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한계에 도달
ㅇ 본고에서 통화정책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서도 효과를 가짐
- 단기적으로는 명목 경직성 가정으로 정상적인 금리경로가 작동하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 변화를 통해 신용경로가 작동하면서 장기실질금리가 영향을
받음
- 금리경로의 효과는 신용경로를 통해 강화되며, 신용스프레드가 크고 대차대조표
규모가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는 커짐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최적 통화정책이 호황기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여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을 예방하고 침체기 또는 위기시에는 동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여 미시경제적 신용경색을 예방하는 것임을 시사
- 호황(침체)기에 지준공급 축소(확대)를 통해 신용스프레드가 확대(축소)되는 경우 개별
경제주체 간 위험을 분산하는 미시적 보험효과는 약화(강화)되나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을 예방하는 거시적 보험효과는 커짐(작아짐)
【분석방법론】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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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Pass-Through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출처: Bank of Canada, Working Paper 2021-10
저자: Janet Jiang, Yu Zhu(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금융중개기관(은행) 역할을 감안하는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다양한 형태의 CBDC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①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고 ② 가
계가 직접 보유하며 ③ 보유 시 이자(이자율은 발행당국이 설정) 수취가 가능하고 ④ 예금과 완전 대
체관계를 갖는 형태의 CBDC를 가정

-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 금리(이하 지준금리) 및 CBDC 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
- 은행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과 지급준비금으로 운영
-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예금시장에서 은행이 일정 수준의 독점력을 보유하는 경우
와 완전경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짐
ㅇ 예금시장에서 은행이 일정 수준의 독점력을 보유하는 경우 CBDC 도입은 지준금리가
예금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CBDC가 예금과 완전 대체 관계를 가짐에 따라 통화당국이 설정한 CBDC 금리가
예금금리의 하한으로 작용하면서 지준금리가 예금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
- 다만, CBDC 금리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준금리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등
지준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예금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CBDC가 도입되면 지준금리가 은행의 대출금리 및 규모
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나 예금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
- 완전경쟁 예금시장에서 은행의 예금금리는 CBDC 금리에 고정되기 때문에 지준금
리가 예금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출금리에만 영향을 미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CBDC 도입 시 CBDC 금리를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
- CBDC 금리와 지준금리는 서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정책조합을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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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Information and Wealth Heterogeneity in the Macro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5934
저자: Tobias Broer, Alexandre Kohlhas, Kurt Mitman, Kathrin Schlafmann
(Stockholm大)

【핵심내용】
ㅇ 1년 후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가계별, 보유자산별로 살펴보면, 보유자산이 증
가함에 따라 전망치의 정확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보임*
* 뉴욕 연준 소비자동향조사(SCE)의 일반인 실업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유자산 분위별로 나누어 살
펴보면, 예측오차(전망치 중위값과 실현치의 격차)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나타냄

ㅇ 본 연구는 가계의 보유자산에 따라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다른 현상을 가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설명하고, 동 의사결정의 정책효과를 재산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가계는 보유자산, 취업 여부 등에서 이질적이고 향후 호황(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
* 반면, 경기상황에 따라 임금 및 보유자산의 수익률, 실업자(취업자)의 취업(실직) 가능성 등이 변하므
로 가계별 보유자산, 취업 여부 등에 따라 경기 전망 관련 정보획득의 편익은 다른 것으로 가정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보유자산 증가에 따라 저축과 관련한 경기 전망 정보획득 유인
이 U자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가계의 전망치 정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보유자산이 적은 가계는 경기 전망 정보를 획득하여 경기상황에 따른 실직 가능성
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저축을 할 유인*이 존재
* 부정확한 경기 전망으로 불황에 대비하여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미래의 소비가 줄어들고 호황
시 과다하게 저축하면 현재의 소비를 필요 이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costly saving mistakes)

- 보유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동 유인이 점차 감소하면서 전망 정확도가 하락하나 동
시에 정보를 획득하여 적정 저축 규모를 정하는 다른 유인*이 강화되면서 전망 정
확도가 상승으로 반전
* 변화하는 보유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축 규모를 조절하여 얻는 편익은 보유자산과
비례하여 증가하나, 정보획득의 비용은 일정하므로 정보획득 유인이 점차 강화

ㅇ 한편, 재산세는 가계의 정보획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기변동을 확대하고, 자산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저축을 통해 얻는 정보획득 유인을 낮추어 정보를
획득하지 않는 가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저축(자본)의 경기순행성 강화*로 이어
져 경기변동이 확대
* 호황에는 저축(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자본의 한계생산)이 낮아지게 되는데, 경기 관련 정보를 획
득하지 않은 가계는 수익률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저축하게 됨(불황에도 동일한 논리가 작동)

- 또한, 경기변동 확대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재산세 부과로 자산 불평
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능가하여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
* 경기변동 확대와 함께 저축 수익률 변동 역시 확대되면서, 보유자산이 많은 가계가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증식

【분석방법론】 Incomplete Markets Model with Heterogeneous Information

- 3 -

거시경제
④ “Networking the Yield Curve: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532
저자: Tatjana Dalhaus(Bank of Canada), Julia Schaumburg(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atevik Sekhposyan(Texas A&M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Great Recession) 이후 대규모 자산매입, 포워드 가이던스 등의 비전
통적 통화정책이 시행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 통화정책(단기금리 조절)과 달리 중,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수익률곡선(yield curve) 상의 다양한 만기(maturity)의 금리가 상호작용하는 구
조를 파악해야 정책효과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
ㅇ 본 연구는 네트워크 모형을 활용, 특정 만기의 금리 충격이 다른 만기의 금리로 파급되는
구조를 분석
- 네트워크 구조를 추정한 결과, 금리 네트워크 구조는 비대칭적*이며 인접한 만기의
금리 간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예를 들어, 6개월 만기 금리 충격이 1년 만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그 반대 방향의 영향의
크기가 서로 다름

- 또한, 금리 충격의 파급 정도를 결정하는 네트워크 강도(network intensity)는 시간에
따라 변하며,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동 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 간 상호작용과 효과를 분석
- 분석 결과, 단기금리 보다는 중, 장기금리 충격이 다른 만기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1년 시행된 Operation Twist*를 모방하여 실험한 결과,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가 단기금리 상승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단기금리 역시 하락
* 장기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단기 채권을 매도하여 장기 금리를 낮추며 단기 금리는 높이는 정책으
로, 본 연구에서는 3개월물 금리에 +1bp의 충격, 10년물 금리에 –5bp의 충격을 주는 것으로 가정

- 또한, 정책 파급 양상과 정책의 최종 효과는 초기 충격의 크기와 네트워크 강도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화
ㅇ 본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를 도입하여 통화정책이 수익률곡선을 통해 다양한 만기의
금리로 파급되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인 데 의의가 있음
- 특히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음을 신중
히 고려하여 정책 조합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etwork Model, Dynamic Spatial La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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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Uneven Growth : Automation’s Impact on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8440
저자: Benjamin Moll(LSE), Lukasz Rachel(Bank of England), Pascual Restrepo(Boston大)
【핵심내용】
ㅇ 미국에서는 지난 40년간 자동화의 혜택이 숙련 노동자와 자본가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
ㅇ 이에 본고는 자본수익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하여 기술발전이 소득 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자동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본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의 수익률은 투자의 위험 및 노동의 자
동화 비율에 의해 결정
*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작업은 자동화가 어렵지만, 일정 난이도 이하의 작업은 자본을 투입해 자동
화 가능하다고 가정

ㅇ 한편 자동화의 확대로 생산이 증가하나,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 자동화 비율의 상승으로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본 축적이
늘어나면서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자동화로 대체되는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임금은 하락
- 모형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내 자동화비율이 높아지면서 생산은
11% 증가하고 자본수익률은 6.5%에서 7.2%로 높아진 반면 평균 임금은 1% 하락
ㅇ 본고는 자동화의 과실이 자본의 소유자 및 고급 노동기술을 소유한 노동자에게 돌아
가는 경향이 있음을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여 밝혔다는 의의를 지님
- 모형 내에서 자동화가 진전되면 자본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한편 임금은 정체되기 때
문에 노동소득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계층 소득이 정체
【분석방법론】 Balanced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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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Why Did Bank Stocks Crash During COVID-19?”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8559
저자: Viral Acharya, Robert Engle III(NYU), Sascha Steffen(Frankfurt School of
Finance & Management)

【핵심내용】
ㅇ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심화된 작년 3월 초부터 기업들의 신용한도대출(line of credit)
에 기초한 자금인출 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
- 3주간 기업들이 3,000억 달러를 인출하는 등 유동성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는 점에서 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은행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ㅇ 본고는 은행들의 개별 대출 수준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은행 주가
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횡단면 및 패널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신용수요를 포함한 유동성 리스크 지표*가
은행별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
* 「 (미사용 신용한도대출 + 도매금융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자산」 으로 시산

ㅇ 횡단면 분석 결과, 유동성 리스크 지표는 은행 주가의 초과수익률(1개월 국채수익률 대비
은행별 주가 수익률, 일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변수 누락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가(거시경제 여건 반영) 등을 통제
하더라도 기본 분석 결과는 변함이 없음
ㅇ 기간별로는, 유동성 리스크 지표는 3월부터 은행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 신용수요 증가시 동 지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
- 리스크 지표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잠재적 인출수요를 반영한 ‘미사용
신용한도대출’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
- 신용수요 급증시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 주가에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ㅇ 특히, 자금인출 수요의 급증을 겪은 은행들은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는 경향을 보임
ㅇ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사례를 통해, 현시점에서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뿐 아니라
기업의 잠재적인 자금인출(유동성) 수요도 파악하는 것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OLS,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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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Managing the Impact of Resource Booms on the Real
Exchange Rate: The Role of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73

Effective

저자: Johannes Herderschee, Ran Li, Abdoulaye Ouedraogo(World Bank), Luisa
Zanforlin(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부문이 발전하면 금융정책 유효성 제고 등의 경로를 통해 “자원의 저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서 만성적 빈곤이 발생하고 장기 성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으로, 고가의
원자재 수출에 따른 실질실효환율 절상이 국내물가를 왜곡하고 비자원부문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려
자본과 노동력이 자원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부문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관련 선행연구들은 제도적 요인과 지대추구 행위의 역할, 재정정책의 영향 등에
주목하였으며, 통화정책의 역할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
- 본고는 선행연구와 달리 금융부문의 발전과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이 자원의 저주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지 분석
- 실질실효환율의 절상률을 자원의 저주 대용 지표로 활용하며, Wealth of Nations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자원발견* 데이터, 2019 FinStats 데이터베이스의 금융발전 지
표**를 이용
* 총자원량이 GDP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를 주요 자원발견으로 정의
** 인구 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 인구 백만 명당 은행계좌 수, 공공부문 신용 대비 민간부문 신용 등

ㅇ 분석 결과, 자원발견은 실질실효환율 절상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부
문 발전은 자원발견의 실질실효환율 절상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이 자원발견에 따른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동 효과는 자원이 풍부할수록 확대
- 금융부문 발전과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 간 직접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아 두 요인이 별개의 경로를 통해 자원발견에 따른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정
ㅇ 본 연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자원의 저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환율정책, 금융발전 등을 통해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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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북아경제
⑧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TKR on the Logistics Industry”
출처: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저자: Sun-ju Kim(경기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한반도 종단철도(Trans-Korea Railway, TKR) 건설이 물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분석하고 남한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TKR 투자 방안을 제시
- 남한이 TKR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필요
ㅇ TKR 건설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
를 가정한 후 2031~2040년 중 물류 수요(운임 기준) 및 생산·부가가치·수입·고용유발효
과를 추정*
* 관세청의 물류 데이터(2005~2019년) 및 2018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해 추정

- 긍정적 남북관계 하에서 한반도 종단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경우 물류 수
요는 11.4조원, 생산유발효과는 24.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1조원, 수입유발효
과는 3.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70,930명으로 추정됨
- 남북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철도망 연결이 중단되면서 물류 수요는 26.9억원, 생산유
발효과는 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9억원, 수입유발효과는 8억원, 고용유발효과
는 17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ㅇ 여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시나리오별 투자비용과 회수기간을 계산한 결과, 남한
이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투자 방법으로 제시됨
- 남한이 모든 비용을 투자하여 단선, 복선, 전기복선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시나리오
1,2,3) 예상비용은 22.7~39.9조원이며, 회수기간은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6~11
년, 부정적인 경우 635~901년으로 나타남
- 남한이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여 북한이 단선, 복선, 전기복선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시나리오 4,5,6) 예상비용은 2.6~4.5조원이며, 회수기간은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약 1년, 부정적인 경우 66~92년으로 나타남
ㅇ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① 러시아 및 중국의 참여 방안 모색, ② 남북철도 운영에 관
한 국제협약 도출, ③ 국제협약 불이행시 구체적인 책임 방안과 제재 마련 등을 시사
점으로 제시
【분석방법론】 Exponential Smoothing, Input-Output Analysis,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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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Managerial and Financial Barriers to the Net-Zero Transi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886
저자: Ralph De Haas(EBRD), Ralf Martin, Mirabelle Muûls(Imperial College), Helena
Schweiger(EBRD)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carbon-neutral)을 위한 노력이 강화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녹색투자(green investment)의 필요성이 증대
* 이산화탄소(CO2)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net-zero emission)을 의미

- 이때 각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나 경영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녹색투자의 규모나
의지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유럽 22개 신흥국의 기업 수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제약과 녹색경영
방식* (Green management practices)이 기업의 녹색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친환경적 전략목표 설정 여부, 경영자의 책무로서 친환경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여부 등

- EBRD-EIB-WB의 기업 서베이(Enterprise Surveys) 자료로부터 신용제약과 녹색경영
방식에 대한 도구변수를 만들어 동 요인들이 녹색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ㅇ 추정 결과, 신용제약 강도가 높고 친환경 경영수준이 낮을수록 기업의 녹색투자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
-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용제약은 기계장치 업그레이드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기업의 친환경 경영수준이 높을수록 재활용, 수질관리, 공해
조절 관련 투자가 촉진됨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강화된 신용제약은 기업들의 탄소배출 절감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 이중차분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강하게 나타난 지역일수록
기업들의 탄소배출 절감폭이 작았으며*, 동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
* 신용제약이 없는 경우에 비해 해당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약 15%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금융위기는 탈탄소화(decarbonisation)를 늦출 수 있으며, 신용제약이 장기적으
로 탄소 감축을 제약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ㅇ 동 분석결과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제약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녹색경영
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Instrument Variable Estimation,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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