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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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 the Positives in Negative Interest Rates”
출처: FRB of St. Louis, The Regional Economist Forth Quarterly 2017
저자: Brian Reinbold(FRB), Yi Wen(FRB)
【핵심내용】
o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덴마크,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경기
진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
- 이는 명목금리 하한을 0%로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화폐이론과 대치되는 현상
o 전통적인 화폐이론에서 명목금리 하한을 0%로 가정하는 것은 화폐의 보관비용을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
- 개인과 기업의 화폐 보관비용이 은행의 보관비용보다 큰 경우 개인 및 기업은 마이
너스 금리에도 은행에 예금할 유인이 존재
- 이로 인하여 화폐의 보관비용이 존재하면 은행은 예금금리를 0%로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며, 중앙은행 역시 은행들로부터 받는 예금에 보관비용을 부과하여 정책금리를
0% 이하로 설정 가능
o 최근 연구(Feng and Yi, 2017)에 따르면 화폐의 보관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중앙은행
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총수요에 긍정적인 영향
- 일반적으로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이 총수요를 증가
시키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나, 화폐의 보관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
o 또한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한 국채의 단기수익률 하락은 투자자
들이 실물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경기 활성화에 도움
【분석방법론】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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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Disagreement about Future Inflation: Understanding the Benefits of

Inflation Targeting and Transparency”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24
저자: Steve Brito(IMF), Yan Carrière-Swallow(IMF), Bertrand Gruss(IMF)
【핵심내용】
o 1989.10월~2016.12월 중 44개국(선진국 22, 개발도상국 22)의 전문가 대상 서베이
자료(Consensus Economics사 작성)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예측에 대한 의견불일
치(disagreement) 정도*를 실증분석
*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불일치 정도가 낮을수록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착

o 분석 결과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1)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높
아질수록 증가하고 2) 경기 비순응적인 경향(countercyclical)을 보임(경기침체기에
의견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아짐)
o 이러한 의견불일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IT) 도입 여부와 중앙은행
투명성(transparency) 정도의 영향을 받음
- IT 도입과 중앙은행 투명성 증가의 효과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개도
국의 경우 IT 도입으로 인한 중앙은행 투명성 증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는 효
과를 얻음을 시사*
*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투명성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IT를 도입함에 따라 도입
효과가 미미

【분석방법론】 패널회귀분석
③ “Why Have Interest Rates Fallen Far Below the Return on Capital”
출처: FRB of Chicago, Working Paper No.2018-01
저자: Magali Marx(Banque de France), Benoît Mojon(Banque de France),
François R. Velde(FRB of Chicago)
【핵심내용】
o 중첩세대(OLG)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이후 관찰되고 있는 실질금리(risk-free
rates)의 지속적인 하락과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의 안정적인 움직임 간 괴
리 확대 현상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
- 기존 연구에서 주원인으로 제기되는 노동력 및 생산성 향상의 감소는 실질금리 하
락을 제한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실질금리 하락과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간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함
o 생산성의 변동 및 차입제약을 각각 통제할 경우, 차입제약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
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며, 생산성 변동의 증가는 자본수익률 및 리스크 프리미엄의
추세와 일치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을 나타냄
o 차입제약과 생산성 변동을 모두 고려할 경우, 1990년 이후 실질금리 하락 추세는 오
직 생산성 변동 증가(미국 0.06~0.14, 유로지역 0.06~0.11)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o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실질금리 하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증가 현상과 부합하지만, 디레버리징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문헌의 설명(Eggertsson
and Krugman 2012)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L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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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Lending Standards and Output Growth”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23
저자: Divya Kirti(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대출기준(lending standard)에 대한 식별을 통해 신용팽창(credit boom)이 경
기침체나 금융위기를 유발했는지(bad credit boom) 아닌지(good credit boom)를 분석
- 대출기준 측정지표로 채권 발행액에서 고수익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high-yield share
of bond issuance)을 사용했는데 이는 고수익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금융기
관은 신용이 낮은 차입자에게도 많은 신용을 공급하고 대출기준이 완화됨을 의미
o 1980~2016년중 38개국 채권발행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기준은 경기 호황기
에 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대출기준 완화로 유발되는 신용팽창(credit boom)은 이
후 3~4년간 성장 둔화를 초래
- 대출기준의 경기순응성은 금융기관들이 호황기에 성장률 둔화를 예상하기보다 경기호
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o 이러한 결과는 동 논문에서 사용한 대출기준(채권발행액에서 고수익채권이 차지하는 비
중)이 신용팽창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
- 또한 미래의 생산성 증대가 반영된 신용팽창(good credit boom)과 자산시장거품 등에
기인하는 신용팽창(bad credit boom)을 구분하는 데 도움
o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의 확대가 신용 팽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대출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용 팽창의 경우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실제
로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⑤ “Stock Market Returns and Consump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262
저자: Marco Di Maggio(Harvard大 and NBER), Amir Kermani (UC Berkeley and
NBER), Kaveh Majlesi(Lund大)
【핵심내용】
ㅇ 이 논문은 가계의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 변화가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
- 구체적으로 스웨덴 가계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대상으로 지난 년도 주식보유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결과,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자산이 하위 50% 가계의 경우에는 한계
소비성향이 13%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50% 가계는 5% 정도만 한계소비성향이 증가
ㅇ 배당소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본이득에 비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음
ㅇ 이 같은 결과는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계 최적화
행태와 부합
【분석방법론】 IV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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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⑥ “Labour Tax Reforms, Cross-country Coordination and the Monetary

Policy Stance in the Euro Area: A Structural Model-based Approach”
출처: ECB, Working Paper No.2127
저자: Pascal

Jacquinot(ECB),

Matija

Lozej(Central

Bank

of

Ireland),

Massimiliano Pisani(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유로지역(Euro Area)이 노동세율(labour tax rate)을 인하할 때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유로지역내 한 국가만 세율을 인하할 때와 유로지역이 공
조하여 인하할 경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음
- 또한 통화정책과의 policy mix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즉, Taylor rule에 따라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와 forward guidance와 함께 완화적(accommodative)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분석
* 모형에서 노동세율 인하로 세수가 명목 GDP의 1% 정도 감소하고 세율 인하 이후 2년간
통화당국은 정책금리를 형행대로 유지함을 천명하는 정책을 상정

ㅇ 분석결과, 한 국가가 노동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노동공급 증
가,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로지역이 함께 세율을 인하하면 동 지역의 생산 및 수요가 동반 증가하고 가계 구
매력 증가 및 수출 증대가 추가되면서 경기 확장효과가 더 확대
ㅇ 또한, 노동세율 인하와 함께 통화당국이 forward guidance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을 약속하는 경우, 경기회복 효과를 보다 빨리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명목금리가 일정기간 현 수준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한 실질이자율을 낮추어 추가적으로 소비 및 투자가
증대되는데 기인
【분석방법론】 EAGLE 모형(Multi-country DSGE model) with search & matching
and public employment

- 4 -

미시제도
⑦ “AI as the Next GPT: A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245
저자: Manuel Trajtenberg(Tel-Aviv大 and NBER)
【핵심내용】
o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차세대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부상
* 증기기관, 전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등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o 보통 범용기술이 등장하면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반면 분배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증대
되는데, 특히 AI는 앞선 범용기술과 달리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다는 점에 유의
o AI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
도적으로 나서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교육혁신, 개인서비스 직종의 전문화 등을 추진
- 인간을 대체하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AI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예: AI를 통해 의료진단 기술, 법률판례 분석 등이 향상되더라도 의사나 법조인이 AI로 대
체되지 않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⑧ “Structural Changes in Banking after the Crisis”
출처: BIS, CGFS Papers No.60
저자: Claudia Buch(Deutsche Bundesbank), B. Gerard Dages(FRB of New York)
【핵심내용】
o CGFS(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는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변화(evolution of banking sectors)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성장은 둔화*된 반면 기존 은행들의 집중도는 강화**
* 은행자산 연평균 성장률: 12%(03~07년)→4%(08년 이후)
** 퇴출은행 수 > 신규진입 은행 수

-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자금조달방식**, 주요 수익원*** 등 은행의 경영방식도 크게 변화
* 금융자산(trading assets) 보유 감소, 유동자산 및 안전자산 보유 증대
** 도매금융(wholesale funding) 대비 예수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증대
*** 증권거래(자산의 증권화 포함) 수익 대비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비중이 증가

- 다만 은행의 핵심기능인 신용창출이 구조적으로 축소(systemic retrenchment)되었다는 명
확한 증거는 없음
o 정책당국은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위험관리 능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또한 비은행부문(CCP, shadow banks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필요
【분석방법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데이터 분석, Stress-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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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Exchange Rates and the Working Capital Channel of Trade Fluctuations”
출처: BIS, Working Paper No.694
저자: Valentina Bruno(American大), Se-Jik Kim(서울대) Hyun Song Shin(BIS)
【핵심내용】
o 2000~2016년중 아시아 2,505개 비금융기업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달러환율의 변
동이 국제무역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의 필요성과 국제무역의 달러화 결제 우위로 인해 달러환
율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활동의 결정요인으로 부각
o 실증분석 결과, 달러화 강세시 아시아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로 인한 달러화 신용제약으
로 GVC*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
- 달러화 실질실효환율지표(USD Broad)가 상승하면 GVC* 활동의 증가율이 하락하였음
* GVC의 대리변수로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재고자산을 이용

o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의존도(External financial dependence)가 높을수록
달러화 강세에 따른 GVC 활동(매출채권 증가율)의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
【분석방법론】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⑩ “Are International Banks Different? Evidence on Bank Performance and

Strategy”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8286
저자: Ata Can Bertay(World Bank), Asli Demirgüç-Kunt(World Bank), Harry
Huizinga(Tilburg大 and CEPR)
【핵심내용】
o 2000~2015년중 113개국 데이터를 이용, 개도국과 선진국에 본부(headquarter)를 둔
글로벌은행간의 성과 및 전략의 차이를 분석
o 평균적으로 은행의 국제화는 지배구조의 실패, 대마불사(too-big-to-fail) 보조금에 따른
은행의 대형화 등의 요인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및 주가수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개도국 글로벌은행은 비교우위가 있는 경제발전도가 유사한 지역에 진출하여 상
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본국(개도국)의 신용공급 경기순응성을 완화시켜 지역
경제 침체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
o 반면, 선진국 글로벌은행의 개도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경기순응적인 대출로 인해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분석방법론】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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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⑪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alo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rridors”
출처: ESCAP, Working Paper No.172/2017
저자: Bala Ramasamy(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Matthew
Yeung(Open University of Hong Kong), Chorthip Utoktham(ESCAP), Yann
Duval(ESCAP)

【핵심내용】
ㅇ 일대일로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인프라 구
축·개선이 역내무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권역별로 살펴보았음
- 시장접근성, 국경관리정책의 효율성·투명성, 물류시설의 효율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등을 변수로 사용한 중력모델을 이용하여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ㅇ 분석결과, 권역별로 인프라 개선의 정책효과가 다르지만 국경관리정책 및 정보통신기
술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국경관리정책 및 IT기반시설 개선이 물류 등 하드 인프라 개선에 비해 두배 이상
의 무역활성화 효과를 보였음
②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간 균형 있는 개발전략을 추진할 필요
③ 정책 수혜가능성이 낮은 취약국가(미얀마, 몽골, 타지크스탄 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
④ 역내 협력이 미진한 중앙·남아시아국가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을 강화할 필요
⑤ 소프트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아태국가간 전자무역촉진을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Cross-border Paperless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 2016)을 토대로 구체적인 무역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필요
권역별·인프라종류별 정책효과 비교
소프트 인프라

하드
인프라

국경관리정책

정보통신기술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CMR)

-

3.303

1.709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NELB)

-

0.490

0.658

중국-중앙·서아시아 경제회랑 (CAWA)

-

-

0.231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P)

3.468

1.405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BCIM)

0.905

0.330

-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ICP)

2.454

1.024

-

구

분

주: 표시값은 해당 정책 개선시 무역증가효과의 배수

【분석방법】 Gra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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