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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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nishing an "Elastic Currency": The Founding of the Fed and the

Liquidity of the U.S. Banking System”
출처: FRB of St. Louis, Review First Quarter 2018, 100(1), pp.17-44
저자: Mark Carlson(FRB), David C. Wheelock(FRB of St. Louis)
【핵심내용】
o 미국에서

빈발하는

금융위기를

차단하고자

설립한

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 1914)이 금융제도(banking system)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앙은행 설립찬성론자는 중앙은행 설립 이전 발생한 금융위기가 비탄력적 통화공급
(inelastic currency)과 유동성 배분 및 자금 결제의 상호 연계성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지적
- 1894~1927년* 은행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은행 설립효과를 분석
* 중앙은행 설립 및 동 은행의 정착기로 간주한 1914~1921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o 중앙은행 설립 이후 은행권에 대한 계절적* 유동성 의존도 축소와 관할지역내 상업은
행의 유동성 수요에 대한 중앙은행(regional Reserve Banks)의 유동성공급 효과가
뚜렷
* 산업화 이전의 미국은 농업국가로서 자금수요가 수확기와 파종기 등 계절적으로 뚜렷하게
변동하는 반면 현대화된 중앙은행 부재로 자금수급 불일치가 금융공황으로 이어지는 사례
가 빈번

- 또한 중앙은행 설립으로 상업은행의 예비적 여유자금 보유는 축소되고(less liquid)
자금조달원으로서 예금에 대한 의존도는 확대
o 그러나 대공황기에 금융공황(banking panics)이 재발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당시
까지는 아직 전국단위의 위기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시사
- 중앙은행 설립과 대공황기의 금융공황 발생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확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문헌 및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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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emporary Price Changes, Inflation Regimes and the Propagation of

Monetary Shock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638
저자: Fernando Alvarez(Chicago大), Francesco Lippi(Sassari大, EIEF and CEPR)
【핵심내용】
o 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모형(menu cost model)을 확장하여 가
격 경직성에 가변성이 있는 경제에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점검
- 실제 거래에서 정상가격(reference prices)은 장기간 변동이 없더라도(즉 경직적이
더라도) 특정 시간대 또는 요일에 ‘반짝세일’ 등 일시적 가격조정(temporary price
changes)*이 흔히 있다는 점에 착안
* 물가통계 원자료(BLS) 가격변동의 70% 정도는 일시적 조정

o 일시적 가격조정을 고려하지 않는 가격경직성모형은 현실 경제의 빈번한 가격조정과
간헐적인 정상가격 조정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 또한 일시적인 가격조정에 의한 제한적 신축성을 거시구조모형에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통화정책 파급효과 정도의 계량에 유의한 영향을 초래
o 기업은 상·하한 일정한 범위(price plan; (s, S))내에서 소요비용 없이 가격을 조정(즉
일시적인 가격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모형화
- 동 가격범위 자체를 조정(가격수준의 항구적인 변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고정비용
(fixed menu cost)이 소요
o 일시적 가격조정을 고려하는 새로운 거시구조모형(新모형)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기존
가격경직성모형(舊모형)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 新모형에서 정상가격 조정과 일시적 가격조정의 합산회수가 舊모형에서의 가격조정
회수와 동일할 때 舊모형보다 新모형에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 新·舊모형 각각의 정상가격 조정회수가 동일할 경우 舊모형보다 新모형에서 통화정
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
- 분석결과는 정책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가격(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조정 또는 항구
적인 가격수준의 조정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메뉴비용 거시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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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③ “Financial Heterogeneity and the Investment Channel of Monetary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221
저자: Pablo Ottonello(Michigan大), Thomas Winberry(Chicago大 and NBER)
【핵심내용】
o 부채와 신용도 등 재정상태가 기업별로 상이할 때 투자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점검하고자 기업별 파산 가능성(확률; default risks)의 이질성을
고려한 거시구조모형을 구축
- 부채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여타 기업보다 통화정책에 수동적으로(less
responsive) 대응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모형구축에 반영
o 파산위험이 큰 기업일수록 외부자금을 차입하는데 높은 한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
가피하며 통화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
- 통화정책에 따른 투자변동은 결국 저위험 기업으로부터 발생*
* 금융가속기이론에 따라 양적완화와 같은 확장정책이 신용제약에 직면한 기업(financially
constrained firms)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정책당국자(예: Bernanke, 2010)를 비롯
한 일반적인 견해(conventional wisdom)와는 배치되는 분석

- 결국 투자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파산위험의 기업간 분포에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
o 분석결과는 파산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금리에 의한 투자자금 조달비용
변화효과, 즉 직접효과를 통한 파급경로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이 경우에도 통화정책의 간접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 기업의 유동성과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영향을 통한 총수요 변동
** 모형에서 구현되는 투자경로에는 직·간접효과 이외에도 조정비용(adjustment cost) 효과
가 있으나 통화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

【분석방법론】 이질적 경제주체 새케인지언 모형(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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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Changing Business Dynamism and Productivity: Shocks and Respon-

sivenes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236
저자: Ryan Decker(FRB), John Haltiwanger(Maryland大 and NBER), Ron
Jarmin(U.S. Census Bureau), Javier Miranda(U.S. Census Bureau)
【핵심내용】
o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TFP)이

둔화된

데에는

미국의

기업간

노동

재배분(job

reallocation)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o 본고는 다음과 같은 두 관점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미국의 기업간 노동 재배분(job
reallocation) 둔화 원인을 분석
① 첫째, 과거에 비해 기업 생산성 충격(productivity shocks) 분포의 분산이 줄어들
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재분배가 감소한 것일 수 있음
② 둘째, 기업 생산성 충격 분포의 분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생산성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노동조정 민감도가 감소하면서 노동 재배분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음
o 분석결과, 노동 재배분 둔화는 생산성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노동을 조정하는 정
도가 감소한 데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첫째, 표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 산업 내(within-industry) 기업의 생
산성 분포의 분산은 증가하였음
② 둘째, 동일 산업 내 기업의 노동 생산성 분포의 분산도 증가
③ 셋째, 양(+)의 생산성 충격과 투자 및 고용 확대를 통한 기업의 외적 성장과의 상관
관계가 약화되었으며, 특히 첨단산업의 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남
④ 마지막으로, 동일 산업 내(within-industry) 노동 재분배 둔화는 산업 생산성 둔화
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o 본고는 생산성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노동조정 민감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노동조정
비용 증가 등 노동시장의 마찰요인 증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역외 생산증
가, 정부의 각종 규제 등을 제시
【분석방법론】 TFP 측정,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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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⑤ “A Trendy Approach to UK Inflation Dynamic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652
저자: Kristin Forbes(MIT-Sloan School of Management and CEPR), Lewis
Kirkham(Bank of England), Konstantinos Theodoridis(Cardiff University)
【핵심내용】
ㅇ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요소인 장기 추세와 동 추세로부터 이탈한 단기 순환변
동으로 분해해 볼 수 있음
ㅇ 본 논문은 환율, 국제상품가격, 노동시장의 slack 변수, 인플레이션 기대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 추세와 단기 순환변동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
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
ㅇ 분석결과,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장기 추세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는 환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단기 순환변동 요인은 국제상품가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 한편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slack 변수나 인플레이션
기대 등은 인플레이션 동학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국제상품가격과 환
율에 비해 영향력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인플레이션 동학이 영국 이외의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인플레이션이
국제상품가격 충격에 의해서는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환율 충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로 반응함을 의미하므로 통화정책 대응 시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rendy approach, ARSV model, UCSV model, ARUC model
⑥ “Global Factors and Trend Inflat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688
저자: Güneş Kamber(BIS), Benjamin Wong(Reserve Bank of New Zea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개방경제에서 외부요인(global factors)이 인플레이션 장기추세(inflation
trend) 및 인플레이션 갭(inflation ga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장기추세에서 이탈한 경우를 인플레이션 갭으로 정의

ㅇ 분석결과, 에너지, 원자재 등 상품 가격 변동으로 인한 외부충격이 인플레이션 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반면, 장기 물가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확립된 5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
이, 스웨덴)과 다양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아시아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물가안정
목표제 국가에서 글로벌 요인이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은 것
으로 나타남
ㅇ 이는 개방경제에서 외부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장기적 물가
변동은 주로 통화정책 등 국내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
-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경우 외부충격이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분석방법론】 Factor-Augmented Vector Auto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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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⑦ “AI and Jobs: The Role of Demand”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235
저자: James Bessen(Boston大)
【핵심내용】
o 본고는 수요 탄력성에 따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고용에 미치
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모형을 제시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의한 일자리의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한 실정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기술발전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전 기간
에는 급격한 기술발전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본고에서는 섬유, 철강, 자동차 산업의 고용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수요의 소득효과 및 가격
효과를 모두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동 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10~20년 간 인공지능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추정된 1인당 수요(per capita demand)와 인구규모, 수입침투성(import penetration),
노동 생산성 및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노동수요를 분석한 결과,
- 수요가 탄력적인 산업(섬유, 철강,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급속한 기술 발달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와 함께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인 산업(농업)의 경
우 노동생산성 상승이 더디고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
*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여 제품의 질이 개선되고 자동화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수요
수준이 상승하여 생산 단위당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더라도 고용이 증가

- 기술 발전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산업에 한하여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장기
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산업을 비탄력적인 산업으로 변화시키므로 결국 고용이 감
소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Simple model of demand
⑧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Wor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196
저자: Daron Acemoglu(MIT, CIFAR and NBER), Pascual Restrepo(Boston大)
【핵심내용】
o 본고는 자동화와 인공지능(AI) 활용이 노동수요, 임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과업기반 프레임워크(task-based framework)을 활용하여 복수의 과업에서 나오는 산
출량을 통합하여 전체 산출량이 정해지는 모형에서, 기업이 자동화된 과업과 그렇지
않은 과업 사이에서 자본(자동화 기계)과 노동투입을 선택하고 노동과 자본시장이 청
산(clear)되는 균형을 분석
- 기계와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로 인한 자동화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 불러오는 전위
효과(displacement effect)를 분석
o 분석 결과,
- 자동화는 기계와 인공지능 등의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전위효과를 통해 노동 수
요와 임금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
- 동시에,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자동화
(non-automated) 과업에 대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대항효과(countervailing
effect)로 연결되기도 함
- 하지만 전위효과에 비해 대항효과의 크기가 작아, 결과적으로 임금보다 노동자 1인당
산출(output per worker)이 더 높게 증가하고,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듦
【분석방법론】 Task-based framework, Static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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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Can

Macroprudential Measures Make Cross-border Lending
Resilient? Lessons from the Taper Tantrum”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7-123

more

저자: Előd Takáts(BIS), Judit Temesvary(FRB)
【핵심내용】
o 2000Q1~2013Q1 기간중 BIS의 은행대출통계와 IBRN(International Banking Research Ne
twork)의 거시건전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taper-tantrum 이전의 거시건전성정책조치
(macroprudential measures)가 taper-tantrum 기간중 대출 안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
o Taper-tantrum 이전 실시한 차입국(borrowers’ host country)의 거시건전성정책대응
은 tantrum 기간중 국가간 대출 증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o 차입국의 거시건전성규제는 은행 및 비은행대출 모두에 충격완화 효과를 보였으며, 특
히 전체 비은행대출 및 선진국 차입자의 대출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침
o 그러나, 은행대출시스템 규제는 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차입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결과는 정책당국이 거시건전성 국가간 대출을 통한 국제적 충격전이의 완화수단
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ology
⑩ “Quality of Public Governance and the Capital Structure of Nations and

Firm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184
저자: Shang-Jin Wei(Columbia大), Jing Zhou(Columbia大)
【핵심내용】
o 1998~2015년 123개 국가와 기업 데이터를 이용, 공공기관의 질이 기업의 자본 및 국가
의 대외채무 구성에 주는 영향에 대한 모형 성립과 실증 분석한 결과
o 공공기관의 질(public governance quality)*이 높을수록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조달비율
(Equity Share)이 높아지고 발행채권의 만기가 길어짐
* World Bank에서 국가의 부정부패 청렴도, 정부 효율성, 정치적 안정, 규제력, 법규, 발언권,
책임 등을 평가하여 측정한 지수를 이용

o 공공기관의 질이 높고, 기업의 생산성(자금유동성, 매출성장률, 이익성장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주식과 장기채권발행 비율은 상승함
o 공공기관의 질이 향상되면 국가의 총 외채 중 FDI와 자본 투자비율이 상승하고, 국채중
장기부채비율이 상승함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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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⑪ “Developing U.S.-ROK-ASEAN Cooperation”
출처: Council of Foreign Relations(CFR), January 2018
저자: Binh Thai Lai(Deputy consul-general of Vietnam in Houston)
【핵심내용】
ㅇ 미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 지역과의 관계 재설정에 노력하고 있음
- 2020년까지 해군의 약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
- 아태지역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협력을 병행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는 한편 아태지역에서의 무역·투자활동을 강화
ㅇ 미국, 한국 및 ASEAN국가간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강화는 남중국해, 한반도
등 역내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전략의 추진이 필요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역내 분쟁가능성 완화
- 메콩강개발계획(Lower MeKong Initiative, LMI) 등 역내개발사업에 한국, 일본, 호
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 ASEAN국가들의 인터넷망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분석방법론】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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