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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21년 수록
자료 중 금융통화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금융통화
① “A Model of Credit, Money, Interest, and Pric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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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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출처: BIS, FSI Briefs No. 12
저자: Juan Carlos Crisanto, Johannes Ehrentraud, Marcos Fabian(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개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 대형 IT 기업인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Alibaba(Ant Group), Baidu(Du Xiaoman),
JDcom(JD Digits), Tencent, NTT Docomo, Rakuten, Mercado Libre 등

- 빅테크 기업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대규모 사용자, 빅데이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거나 제휴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
ㅇ 현재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
또는 금융 및 비금융 활동 일반에 적용되는 법과 규제를 적용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제고되나 금융안정, 개인
정보, 보안 관련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 심사 및 모니터링 기능 약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위험추구, 빅테크 기업 관련 리스크의 금융기관 전
이, 빅테크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집중 및 의존 등

ㅇ 향후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① 빅테크 기업의 사업
모형에 대한 이해 ② 빅테크 기업 고유의 위험 유형과 파급경로에 대한 평가 ③ 기업
별 규제와 업무별 규제의 적절한 조화 ④ 빅테크 기업 및 생태계 전체에 대한 맞춤형
정책 도입 ⑤ 규제 당국 간/국가 간 감독 공조 강화 등을 제안
- 규제 당국은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상호연계 하에 운영하는 사업구조 상 다
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위험 간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
- 빅테크 기업의 효율적인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경쟁정책, 데이터 보호
등을 결합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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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he Digitalization of Money”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941
저자: Markus K Brunnermeier, Harold James(Princeton大), Jean-Pierre Landau
(Sciences Po)

【핵심내용】
ㅇ 본고는 디지털화폐의 주요 문제와 경제적 함의를 논의
① 디지털화폐는 전통적 화폐 기능(가치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회계단위)을 분리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특정 기능에 특화된 화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폐 간 경쟁
격화를 초래
② 디지털화폐 발행자는 전통적 화폐 기능에 데이터 수집 및 SNS와 같은 새로운 기
능을 결합하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 경쟁
- 이러한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폐 간 호환성과 플랫폼 서비
스 간 상호운용 가능성이 요구
- 거시경제적 연결을 대체하는 디지털 연결의 확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디지털통화지역(Digital Currency Area, DCA)*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며, 선진국과 신
흥국 모두 디지털 달러화(digital dollarization)**에 취약해질 가능성
* 네트워크 내 특정 통화를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고유한 영역으로, 기
존 화폐와 다른 가치 척도를 이용하거나(예: Facebook의 Libra) 네트워크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
는 교환의 수단을 제공(예: Tencent, Ant Financial)한다는 특징을 지님
** 특정 국가 통화가 달러 등의 기축통화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통화로 대체되는 현상

③ 디지털화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결합은 현금 사용 감소, 은행이 아닌 플랫폼을 통
한 지급결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시킬 가
능성
ㅇ 민간발행 디지털화폐 문제, 데이터 소유권 규제, 통화정책 파급경로 약화 등의 문제
를 수반하는 디지털화폐의 등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공공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
-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중
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및 CBDC와 디지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 가능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
【분석방법론】 Nar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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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ncome Inequality, Mortgage Debt and House Prices”
출처: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 921
저자: Sevim Kösem(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득 불평등 확대가 주택시장 및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 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저금리 환경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
- 미국 자료를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며 1980년
대 이후 실질금리의 하락이 원인으로 작용
ㅇ 이론적으로 차입자 위험 구성 경로(borrower risk composition channel)를 고려하는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불평등 확대가 주택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감소, 주택담보대출
의 부도위험 상승을 초래함을 보임
- 대출자는 차입자의 예상 부도확률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및 한도를 설정
하는데, 소득 불평등 확대로 저소득 차입자가 많아지면서 대출시장 부도확률이 높
아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한도 및 주택가격이 하락
- 반면 저금리 장기화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주택투자
수요를 늘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
ㅇ 실증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율이 낮았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높았음
* 1992~2015년 중 미국 주별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 2003~2015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지
니계수를 이용

- 지니계수 1%p 상승 시 주택가격은 2.25%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p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은 1.4%p 감소
- 또한, 장기 실질금리 1%p 하락 시 주택가격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탄력성이 절반
으로 하락하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배 확대
ㅇ 본고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거시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주택
및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이론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패널 자
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Panel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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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Crossroad in Monetary Histor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71

Historical

Perspective:

Another

저자: Michael D. Bordo(Rutgers大)
【핵심내용】
ㅇ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 탄생 등 최근 일어나
고 있는 화폐·금융의 혁신은 화폐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대전환기*와 유사
* 1) 18~19세기 상품화폐(금화 및 은화)에서 태환가능 수탁화폐 및 태환불가능 명목화폐로의 전환, 2)
19~20세기 상업은행 발행 증권에서 중앙은행 독점발행 화폐로의 전환, 3) 17세기 이후 지속된 중앙
은행의 진화와 통화정책 수단로서의 화폐

ㅇ 화폐발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화폐·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변화는
불가피한 일이며, CBDC 도입은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
- 공공재로서 디지털화폐의 발행(outside money)은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증앙은행이
담당해야 하며 금융시스템 내에서 유통(inside money)은 금융중개기관이 담당하되 금
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개입,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CBDC 도입은 화폐발행 및 운영비용 감소, 도난 및 분실 위험 감소, 금융포용성
(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 장점이 있으며, 민간발행 디지털화폐에 비해서도 신용위
험 및 해킹위험 등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음(BIS, 2020; IMF, 2020)
- 중앙은행이 CBDC 금리를 정책도구로 사용하고 현금 보유가 감소하면 통화정책의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제약이 완화되면서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달성하
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Bordo and Levin, 2017; Goodfriend, 2016)
-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CBDC 금리의 활용은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
단 활용의 필요성을 낮추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국가 간에 호환가능한 CBDC의 도입은 국가 간 거래 비용을 낮추고 결제시스템의 효
율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BIS, 2020)
- 다만 국가 간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이 CBDC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 국
내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국가 간에 호환가능한 CBDC의 도입은 또한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 현상을
유발하여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통화 주권을 저해하고 통화정책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ㅇ 화폐 및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대전환기에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의 효율적
발행 및 유통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호환가능성
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국제 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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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he Welfare Cost of Inflation”
출처: FRB of Minneapolis, Working Papers No. 783
저자: Luca Benati(University of Bern), Juan Pablo Nicolini(FRB of Minneapol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후생 비용(Welfare Cost)을
측정하고 비교
* 1960~2019년 중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의 통화량 및 금리자료를 활용

- 인플레이션의 후생비용은 실질화폐수요를 명옥금리의 함수로 설정하여 추정하고 동
수요곡선의 하부 면적*으로 계산
* 동 면적은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승하면서 실질화폐수요가 감소하는 데 따른 GDP 감소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세 가지 형태의 화폐수요함수*를 토대로 명목금리 하한**이 제로인 경우와 마이너스
인 경우의 인플레이션 후생 비용을 비교
* 실질화폐수요함수의 형태로 ① Log-log ② Semi-log ③ Selden-Latané 함수를 각각 고려
** 최근 일부 유로지역 국가에서 명목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상당 기간 유지된 점을 고려하여 제로
하한과 마이너스 하한을 비교

ㅇ 분석 결과, 대상 국가, 화폐수요함수의 형태 및 명목금리 하한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후생 비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명목금리 하한이 제로(0)인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의 인플레이션 후생 비용
은 GDP의 0.2~0.6%, 유로지역, 스위스, 스웨덴의 경우 0.5~1.4%로 추정*
* 정상상태의 명목금리를 5%로 가정

- 명목금리 하한이 마이너스(-2.4% 가정)로 설정되는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후생 비용
이 0.3~1.5%로 상승하고 유로지역, 스위스, 스웨덴의 경우 1.5~2.8%로 상승
- 인플레이션 후생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 폭
으로 상승
ㅇ 본고는 명목금리가 높았던 1970~80년대뿐만 아니라 금리 수준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데이터를 포함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자료
를 포함하여 인플레이션의 후생 비용을 추정하였다는 데 의의
- 본고의 분석결과는 명목금리 하한이 제로인 경우보다는 마이너스인 경우 인플레이션
의 후생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명목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후생 비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시사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OLS, VECM,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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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Macroprudential Policy during COVID-19: The Role of Policy Spa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07
저자: Katharina Bergant(IMF), Kristin Forbes(MIT)
【핵심내용】
ㅇ 본고는 거시건전성정책 여력(policy space) 확보 여부가 동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발생 초기(2020.6월)까지 글로벌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
- 또한 여타 거시정책(통화·재정·외환·자본통제 정책 등)의 여력 확보가 거시건전성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반대의 경우도 분석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방식을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지수*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펼쳐 온 것으로 나타남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LTV, FX 관리정책 등을 종합하여 지수화

- 글로벌 거시건전성정책은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점차 강화되어 오면서 정책 여력을 확보
-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 거시건전성정책 여력을 많이 확보한 국가일수록 팬데믹
기간 중 금융시장 충격이나 실물경기 하방 위험이 작았던 것으로 분석
ㅇ 국가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코로나19 이전 긴축적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유지한 국가가 팬데믹 초기 동 정책을 유의미하게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거시건전성정책 여력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팬데믹 초기 동 정
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확률이 30.3% 상승
- 반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축,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은 거시건전
성정책의 완화적 운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여타 거시정책 여력 확보가 거시건전성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시건
전성정책 여력 확보가 여타 거시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여타 거시정책의 경우에도 해당 거시정책 여력 확보가 동 정책의 효과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 충격에 대해 거시건전성정책을 완화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격 발생 이전 기간에 정책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또한 다양한 거시정책 수단과 정책 여력의 상호작용이 보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
록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도 강조
【분석방법론】 Probit, OL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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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Indebted Demand”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68
저자: Atif Mian(Princeton大), Ludwig Straub(Harvard大), Amir Sufi(Chicago大, Booth Sc
hool of Busines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득불평등 확대, 금융규제 완화, 자연이자율 하락, 가계 및 정부부채 확대
등의 추세적 변화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부채누증에 따른 수요위축(Indebted Demand)’
이론을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Indebted Demand 이론은 부채규모 확대로 차입자(채무자)에서 저축자(채권자)로 소
득이전(원리금 상환)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차입자의 소비규모가 줄어들면서 총수요가 위축된다는 이론
ㅇ 동 이론은 1980년대 이래 지속된 주요국의 소득불평등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가 어떻
게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
- 소득불평등 확대로 인한 고소득층의 저축 증가는 금리 하락과 저소득층의 부채규모
확대*를 초래하고 낮아진 금리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면서 부채누증에 의한 수요
위축(Indebted Demand)이 발생
* 1982~2007년 중 미국 자료 분석 결과 자산분포 기준 상위 1% 계층의 저축자금 공급이 하위 90%
가계부채 증가의 30%를 설명

- 금융규제 완화는 차입자의 부채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저축자
로의 자원재분배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하락
ㅇ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도 단기적으로는 부채에 기반한 붐(debt-financed boom)
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확대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조세증가, 지출삭
감,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요위축과 자연이자율 하락을 초래
ㅇ 반복적인 완화적 거시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거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경우 자연이자율이 실효하한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부채에 기반한
유동성 함정(debt-driven liquidity trap) 또는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질 수 있음
- 이 경우 부채에 기반한 수요진작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
고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및 구조개선 정책, 재분배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활용할 필요
ㅇ 본고에서 제시하는 Indebted Demand 이론은 국가경제도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총수요에 대한 예산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채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는 미래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
【분석방법론】 Two-Agent Perpetual You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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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Labour Markets and Inflation in the Wake of the Pandemic”
출처: BIS, BIS Bulletin No. 47
저자: Frederic Boissay, Emanuel Kohlscheen, Richhild Moessner, Daniel Rees
(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노동시장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
화가 임금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간의 감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실업률 상승, 일시 해고 증가 및 근로계약
단기화 등에 기인하며, 신흥국의 경우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 등에 기인
-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과거 위기 후 회복 형태와 다른데 이는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기업 파산은 거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된
경기 침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2019.4/4~2021.2/4
분기 중 연평균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느리게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소폭 하락
- 업종별로는 IT 및 여가 관련 산업에서 수요회복에 따라 평균보다 빠른 임금 상승세
를 보였으나 대면 중심의 건설, 운송, 제조업 분야 임금은 노동수요 감소로 상대적으
로 느리게 상승
ㅇ 올해 들어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 높은
구인율(job vacancy rate)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공급
이 필요한 업종에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
ㅇ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 및 실업급여 증가는 근로자들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s)
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일부 산업
의 국내 복귀(re-shoring)는 근로자들의 임금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장기화될 경우 장기 인플레
이션 기대 상승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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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Losing Traction? the Re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When Interest

Rates are Low”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83
저자: Rashad Ahmed(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laudio Borio(BIS), Piti Disyatat
(Bank of Thailand), Boris Hofmann(BIS)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적극적
인 완화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추세가 금융위기 이전 추세로 복귀
하지 못하면서 초저금리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ㅇ 본고는 1985~2020년 중 18개 선진국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러한 효과가 신용(고부채/저부채)
및 경기국면(호황/불황)에 의해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분석
* 3개월물 단기금리 기준 임계치를 2.25%로 설정하고 저금리 국면과 고금리 국면으로 구분

- 저금리 지속기간의 장기화가 통화정책의 비선형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
ㅇ 정책금리가 1%p 하락하는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금리
수준, 신용 및 경기국면별로 분석한 결과 , 저금리/고부채/불황국면에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고금리/저부채/호황국면에서의 효과보다 2~3배 낮게 나타남
- 신용 및 경기국면의 영향을 통제하고 금리수준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저금리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로 균형실질금리 추가, 장기채권수익률을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 금리 임계치 변화, 경기지표 변화 등의 강건성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ㅇ 저금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더욱 약화되어
1%p 금리인하의 효과가 12분기 이후부터는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
- 저금리 장기화 시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현상도 저부채/경기호황 국면보다
고부채/경기침체 국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금리 국면에서 약화되며 이러한 현상이 고부채/경기침체 국
면, 저금리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심화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데 의
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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