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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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될 예정입니다. 논문제목
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The Theory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613
저자: Roger. E. A. Farmer(UCLA), Pawel Zabczyk(BoE)
【핵심내용】
o 불완전 시장참여를 가정한 2기간 일반균형모형 하에서, 중앙은행의 위험자산 구성에
변화를 주는 ‘질적완화’(Qualitative Easing) 통화정책이 완전시장 하에서의 자원배분
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임
o 중앙은행 보유자산중 위험자산 및 비유동화자산의 비중을 변화시켜 금융시장의 안정
을 도모하는 ‘질적완화’ 통화정책은 자산의 균형가격 변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파레토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
【분석방법론】 중앙은행 및 정부(화폐 및 국채)를 포함한 2기간 일반균형모형

② “Measuring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International Trends and
Determinants”
출처: FRB, Working Paper Series No.2016-073
저자: Kathryn Holston(FRB), Thomas Laubach(FRB), John C. Williams(FRB)
【핵심내용】
o Laubach-Williams(2003) 모델에 기초한 Kalman Filtering 기법을 이용하여 미국,
캐나다, 유로 및 영국, 4개 경제의 자연 이자율(Natural Interest Rate)을 추정
o 최근 25년간 이들 4개 경제에서 경제성장률 추세치와 자연이자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
로 추정되었는데, 이같은 자연이자율 하락이 특정국가 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닌 범세
계적 공통적 현상(Global Factor)임을 확인
【분석방법론】 Laubach-Williams(2003) 모델 및 Kalman Filter 기법

③ “Mutual Fund Flows,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Stability”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6-071
저자: Ayelen Banegas(FRB), Gabriel Montes-Rojas(CONICET-Universidad), Lucas Siga(NYU)
【핵심내용】
o 통화정책이 美 뮤추얼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준이 금리인상 시그
널을 보낸 경우 채권가격 하락 예상으로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금
리인상을 경기개선 신호로 받아들여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발생
o 중앙은행은 부정적 경제충격 발생시,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 유
리(first-mover advantage)한 現 뮤추얼펀드 구조가 급작스런 자금인출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잠재적 금융안정위험 요인임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모형(200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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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④ “Credit Constraints and the International Propagation of US Financial
Shocks”
출처: ECB, Working Paper No.1954
저자: Norbert Metiu(Deutsche Bundesbank), Björn Hilberg(European Central Bank),
Michael Grill(European Central Bank)
【핵심내용】
o 미국 금융시장이 신용 경색국면(Tight Credit Episodes)일 경우 부정적 금융충격이
발생하면 동 충격이 미국은 물론 타국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나,
통상국면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보임
o 예를 들어, 신용 경색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미국 회사채 위험프리미엄 10bp 상승은
1년 경과 후 미국 및 글로벌 생산의 각각 0.6%p 감소를 초래하나, 통상국면에서는
미국 금융시장의 자생적 복원력 등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Threshold Vector Autoregression(TVAR)

⑤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in an Open Economy: New Data and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615
저자: Ambrogio Cesa-Bianchi(BoE), Gregory Thwaites(BoE), Alejandro Vicondoa(EUI)
【핵심내용】
o 영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초단기 식별법(high frequency identification procedure)
으로 식별하고, 동 충격이 거시·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local projections 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o 도구변수를 이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실업률을 증
대시키고, 교역량, 주가지수, 인플레이션 등을 감소시킴
【분석방법론】 1) local projections method(Jorda 2005)
2) SVAR with external instrument identification approach

⑥ “The Global Financial Cycle, Monetary Policies and Macroprudential
Regulations in Small, Open Economie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2016-38
저자: Gregory Bauer(Bank of Canada), Gurnain Paricha(Bank of Canada),
Rodrigo Sekkel(Bank of Canada), Yaz Terajima(Bank of Canada)
【핵심내용】
o 금융순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각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위험프리미엄에
영향을 받는데 동 위험프리미엄의 경기역행성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킴
o 긴축적 통화정책은 부채증가를 억제하여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이
같은 통화정책에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국개방경제는 자국 실정에 맞는
거시건전성정책을 강구할 필요
【분석방법론】 기존 문헌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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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great moderation in international
phenomenon?”
출처: ECB, Working Paper No.1952

capital

flows:

a

global

저자: Peter McQuade(European Commission), Martin Schmitz(ECB)
【핵심내용】
o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 유출입에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모두 감소하는 ‘大안정화
(great moderation)’현상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o 총자본 유입이 확대된 경제는 ⓵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대내외 불균형이 작고, ⓶1인
당 소득수준이 낮고 ⓷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⓸거시건전성 규제는 약한
특징을 가지는 반면, ❶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하고, ❷금융위기의 영향이 작거나
❸석유수출국인 경우에는 총자본 유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Time Series, Cross-Country Analysis

⑧ “The Complexity of Liquidity: The Extraordinary Case of Sovereign
Bond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2576
저자: Jacob Boudoukh(IDC), Jordan Brooks(AQR), Matthew Richardson(NYU),
Zhikai XU(AQR)
【핵심내용】
o 미국, 영국 등 10개 선진국의 국채를 17년(1998~2015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최근
발행된 채권일수록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나
o 신용 악화 및 안전자산 선호 등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오히려 신규발행채권의 스프레
드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o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유럽재정위기 기간중 나타난 국가간 채권 스프레드의 격차
(미국, 독일 vs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를 설명하는 데도 기여
【분석방법론】 Regression, Cross-Section Analysis

⑨ “Are All Trade Agreements Equal? : The Role of Distance in Shaping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on Trade Flows”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7809
저자: Rebecca Freeman(WB), Samuel Pienknagura(WB)
【핵심내용】
o 1965-2010년 기간중 185개 국가의 데이터를 중력모형을 이용, 지리적 거리가 양국간
수출입 및 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 경제통합협정(EIA)이 무역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간재의 교역은 거리에
비례하여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최종재는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지리적 거리가 먼 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해 소비재 생산을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
에게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중력모형, 고정효과 패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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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⑩ “Rebalancing in China-Progress and Prospects”
출처: IMF, Working Paper No.16/183
저자: Longmei Zhang(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중국경제의 재균형(rebalancing) 가능성을 분야별로 점검하여 중국경제의
성장 전망을 중기적 관점에서 평가
o (대외/대내 측면) 대외불균형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부문의 경우 신용 측
면에서는 불균형으로 인한 성장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반면 총수요 및 총공급 측
면에서는 우호적 요인이 확대되는 등 상반된 모습
-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기인하여 저축률이 하락할 전망이나,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율도 하락함에 따라 대외불균형은 더욱 개선될 전망
- 중장기적으로 결단력 있는 기업구조조정 및 국영기업(SOE) 개혁이 뒷받침될 경우
신용의존도(credit intensity)가 하락하면서 신용측면에서의 불균형도 완화될 가능성
o (소득/환경 측면) 소득불평등과 대기오염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 다만 앞으로는 서비스분야가 확대되면서 탄소배출량(carbon intensity)이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 및 가계소비가 제고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분석방법론】 baseline projection

⑪ “The Outlook for U.S Labor-Quality Growth”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2555
저자: Canyon Bosler(FRB of San Francisco), Mary C. Daly(FRB of San Francisco),
John G. Fernald(FRB of San Francisco), Bart Hobijn(Arizona State University)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Fisher(1922)의 Ideal index formula 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질적 성장(Labor-Quality Growth)을 중기 및 장기시계로 나누어 평가
o 중기적 시계에서는 노동의 질이 낮아지면서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률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o 장기시계에 있어서는 학력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노동의
질이 연간 0.1~0.25% 범위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했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분석방법론】 Aaronson外(2001)이 사용한 노동품질 성장 방법론을 따라 Fisher Ideal
index formula 사용

⑫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in Canada: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2016-40
저자: Dany Brouillette(BOC), Olena Kostyshyna(BOC), Natalia Kyui(BOC)
【핵심내용】
ｏ 본 논문은 미시데이터(가계기반 소득조사 등)를 이용하여 1994년 이후 캐나다 노동
시장의 명목임금 하방경직성에 대해 분석
ｏ 분석결과 대상기간 중(1994~2011년) 임금상승률이 0.2~0.4%범위에서 변동하는 가운
데, 하방경직적 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의 비중이 16%p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러한 증가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
ｏ 이와 같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과 높은 실업률
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
【분석방법론】 T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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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⑬ “The Impact of Macroprudential Housing Finance Tools in Canada:
2005-10”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2016-41
저자: Jason Allen, Timothy Grieder, Brian Peterson and Tom Roberts(Bank of Canada)
【핵심내용】
o 최근 캐나다의 거시 건전성 정책 변화가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채무상환비율(Debt-Service Ratio)을 규제하
는 정책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자산 제약 차입자(Wealth-constrained
Borrowers)가 소득 제약 차입자(Income-constrained Borrowers)보다 많은데 기인
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마이크로시뮬레이션모형(Microsimulation model)

⑭ “Hours Worked In Europe And The US: New Data, New Answer”
출처: IZA, Discussion Paper No.10179
저자: Alexander Bick(Arizona Sate大), Bettina Brüggemann(McMaster大), Nicola
Fuchs-Schündeln(Goethe大 Frankfurt and CEPR)
【핵심내용】
o 1983~2011년 기간중 미국과 유럽의 1인당 노동시간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유럽의 노동시간이 미국보다 19% 정도 적음
o 유럽과 미국의 1인당 노동시간의 차이는 연간근무 주일 수(weeks worked) 요인이
6~9%정도, 교육수준 차이가 6~9%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서베이 조사를 활용한 신규 data set 구축 및 노동시간 격차 요인 분해

동북아경제
⑮ “Order at Risk: Japan,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Paradox”
출처: Brookings Institution Asia, Working Group Paper Series No.5
저자: Jonathan D. Pollack
【핵심내용】
o 동북아 지역 국가간 활발한 경제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o 특히, 북핵사태로 인한 동북아 안보위기로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대 동맹국인 한・일 양국간에는 역사문제, 대북한 및 대중국 인식,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점 등에서 건너기 어려운 간극이 있음
o 따라서, 미국의 차기 정부는 두 동맹국간의 관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북핵 위협 및 중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 비판 상황을 활
용하여 소원해져 있는 한・일 양국 리더십간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유도하기 위해 노
력할 필요
【분석방법론】 동북아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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