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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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ptimal Inflation Target and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328
저자: Philippe Andrade(Banque de France), Jordi Galí(CREI and NBER), Hervé
Le Bihan(Banque de France), Julien Matheron(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o 최근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이 지속적으로 하
락해왔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 증가율이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을 제시
o 평균 인플레이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상상태 실질금리의 하락은 명목금리가 제로금
리 하한(Zero Lower Bound; ZLB)의 제약을 더 자주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방안을 제시
o 그러나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은 ZLB 제약에서 벗어나는 경우 얻게 되는 편익과
정상상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후생비용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o 본고는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이용하여 ① 정상상태 실질금리의 하락이 어느 정
도의 최적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을 유발하는가? ② 정상상태 실질금리 하락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함
- 미국과 유로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모형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금융
위기 이전 미국의 최적 인플레이션 목표는 2%, 유로지역은 1.5%로 추정(위기 이전
모형의 모수 불확실성이 없다고 가정하여 ZLB에 도달할 확률은 미국 6%, 유로지역
10% 정도로 매우 낮게 가정)
- 모형의 모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최적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향 조정되어 미국의
경우 2.4%, 유로지역은 2.2%로 추정
o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연이자율과 최적 인플레이션이 역(-)의 관계를 갖지만 반드시
일대일 대응관계는 아니며, 금융위기 전 자연이자율 부근에서 두 변수 간 관계의 기
울기는 –0.9에 가까운 수준임을 시사
o 한편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조정이 ZLB 제약에 대응한 유일한 정책은 아니며 금융위
기 이후 제시된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또는 재정정책의 적절한 활용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Full-blown Bayesia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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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Finance and Business Cycles: The Credit-Driven Household Demand Channel”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322
저자: Atif R. Mian(Princeton大), Amir Sufi(Chicago大)
【핵심내용】
o 본 논문에서는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용공급에 의해 주도되는 가
계수요 경로(the credit-driven household demand channel)’를 이용하여 설명
o ‘신용공급에 의해 주도되는 가계수요 경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님
1) 신용공급의 팽창과 수축은 가계부채에 큰 영향
2) 신용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가계수요
를 확대
3) 생산성 향상이 없는 가계수요의 확대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한 가계수요의
수축은 경기침체를 유발
o 이 경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이론과 상이
- 금융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 등 기존 이론에서는 신용공급이 투자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반면, 이 경로에서는 신용공급 팽창(수축)에 의한 가
계부채 증가(감소)가 소비 경로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또한 기존 이론에서는 금융위기 등에 의한 신용공급의 수축을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
한 반면, 이 경로에서는 신용공급의 수축을 신용공급의 확장 후에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내생적 과정 중의 하나로 취급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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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③ “Seven Fallacies Concerning Milton Friedman's ‘The Role of Monetary

Policy’”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8-013
저자: Edward Nelson(FRB)
【핵심내용】
o 본고는 M. Friedman(1968)의 “The Role of Monetary Policy”에 관한 논의 중 잘
못 해석되고 있는 7가지 오류에 대해 분석
① “The Role of Monetary Policy“ 논문에서 처음으로 자연실업률 가설(Natural
Rate Hypothesis)을 발표했다는 해석은 오류
- 1968년 이전 Friedman의 분석 체계에도 자연실업률 가설 내용이 존재(Gordon,
1976; McCallum, 1989)
② Friedman-Phelps 필립스곡선은 Samuelson and Solow(1960)의 분석에서 이미
제시되었다는 주장은 오류
- Samuelson and Solow(1960) 분석에서는 수직의 장기 필립스곡선이 제시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자연실업률 가설이 적용된 1968년 분석 방법과 상이(Fischer, 1987)
③ Friedman의 필립스곡선은 명목가격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
한다는 주장도 오류
- 1968년 논문에서 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고 단기적으로는 완전 신축적이지 않
은 분석 체계가 활용되었음
④ 대공황 시기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Monetary History*에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에 기인
* Friedman

and

Schwartz(1963),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⑤ Friedman(1968)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업률과 실질이자율을 20년간 자연율 수준
(natural rate)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도 오류
- Friedman(1968)은 인플레이션을 예기치 않게 높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
로 2~5년간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도 발생하면서 수십년 간의 조
정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플레이션 균형에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
⑥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 ZLB)의 제약이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존재한다
는 사실은 자연실업률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한다는 주장도 오류
- ZLB 문제가 대두되면서 통화정책 분석체계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이
와 같은 사실이 장기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음
⑦ 통화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단기간에만 시장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Friedman
(1968)의 주장은 합리적 기대이론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주장도 오류
- 통화정책이 명목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중앙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미
세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변화 간에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움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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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Role of Technology in Mortgage Lending”
출처: FRB, Staff Report No.836
저자: Andreas Fuster(FRB of New York), Matthew Plosser(FRB of New York),
Philipp Schnabl(NYU, NBER and CEPR), James Vickery(FRB of New York)
【핵심내용】
o 본고는 美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 대출(시장점
유율 2010년 2% → 2016년 8%)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 분야의 기술혁신이 부동산
금융거래에 미친 영향을 분석
*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새로운 IT기술(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융합을 통한 기술기반 금융서비스(계약심사 자동화, 온라인DB 활용 정보수집 등)

o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핀테크대출의 이
용도는 인구밀집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가격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핀테크대출이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한계차주와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한 계층에게만 활용될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o 핀테크대출의 업무처리속도(processing time)*는 전통방식 대출시에 비해 약
20%(7.9일) 빨라졌으며 차환대출의 경우에 속도가 더욱 개선되었는데, 이것이 차입자
선별기준 완화(lax screening)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
* 대출신청후 대출지급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요영업일

- 또한 핀테크대출의 연체율(default)은 전통방식에서보다 25~35%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또한 저위험 차주 선호(cream-skimming)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o 핀테크대출은 수요충격에 신용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출여력제약
(capacity constraint)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o 이는 기술혁신이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대출 자료를 활용한 패널 분석, 선형확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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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⑤ “Deflation Expectations”
출처: BIS, Working Paper No.699
저자: Ryan Banerjee(BIS), Aaron Mehrotra(BIS)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43개국의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 데이터(Consensus Economics)를 이용하
여 디플레이션 기간 중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을 분석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디플레이션 기간을 명시하여 중점적
으로 분석하지 않았음
o 분석 결과 디플레이션 기간 중 기대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비해 덜 안착된 것
으로 나타남(less well anchored)*
* 기대가 잘 안착된다는 것은 기대가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여러 전망치 간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

-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은 하방으로 이동(downward shifts)할 뿐만 아
니라 인플레이션 실적치에 더 의존하여 기대를 형성(backward-looking)
o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 전망 분포 간에는 U자 모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전망분포가 확대되는 것처럼(Mankiw et al., 2004) 디플레이
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망분포의 확산 정도(forecast disagreement)가 높아진 데 기인
- 구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전망 분포는 왼쪽 꼬리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며(오른쪽 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분포도 확대시킴
실제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 전망분포

【분석방법론】 Panel data regression, Panel vector auto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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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⑥ “Price Level Targeting with Evolving Credibi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739
저자: Seppo Honkapohja(Aalto大), Kaushik Mitra(Birmingham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물가수준 목표
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Evans, 2012; Williams, 2017; Bernanke, 2017)
- 주요국에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하회하고 기존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로
금리 하한에 의해 제약 받는 상황에서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도전받는 양상
- 물가수준목표제는 1920~30년대 스웨덴에서 일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음
ㅇ 본 논문은 비선형 뉴케인지언(Nonlinear New Keynesian) 모형을 토대로 불완전 정보
하에서 학습(learning)을 통한 경제주체의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여 물가수준목표제와 물
가안정목표제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유효성을 비교
- 즉 제로금리 하한 제약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벗어난 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비
교 분석
ㅇ 분석결과, 물가수준목표제 도입의 성공여부는 목표 물가수준 경로에 대한 공개 여부와 목
표수준 달성 여부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credibility)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정책당국이 목표 물가수준 경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물가수준목표제는 침체된 경제
상황을 정상상태로 수렴시키는 데 있어 안정성과 강건성 측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 목표 물가수준 경로를 공개할 경우 물가수준목표제가 물가안정목표제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물가 전망시 공개된 목표수준 정보를 이용하는지 여
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
- 요약하면, 물가수준목표제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 물가수준 경로 공개와 중앙
은행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onlinear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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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⑦ “Do

Higher Corporate Taxes Reduce Wages? Micro Evidence from
Germany”
출처: AER, Vol.108 No.2 February 2018

저자: Clemens Fuest(Munich大), Andreas Peichl(Munich大), Sebastian Siegloch
(Mannheim大)
【핵심내용】
o 독일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조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자에 전가되
는 조세부담 정도를 분석
* 독일은 소규모 지방정부가 법인세율을 결정하는데, 패널자료는 지난 20년(1999∼2008년) 간 축
적된 10,000개 지방정부의 6,800회에 걸친 법인세율 조정 기록, 15,000개 개별기업 관련 자료
(고용인원, 소속산업, 산업별·기업별 노조와의 협상 여부 등 임금협상 형태, 복수지방 영업 여부,
외국인소유 여부 등) 및 160만명에 달하는 피고용인 자료(임금, 나이, 성별, 직업 등)로 구성

o 분석결과 법인세율이 1% 증가하는 경우 임금이 0.39% 하락하고 그 결과 법인세 부
담의 51%가 노동자에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
- 개별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산별보다는 기업별 노조와 임금을 협상하는
경우, 복수지방보다는 단일지방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소유의
경우 임금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피고용인 특성별로는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비숙련노동자, 육체노동자의 경우 임금하
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Nonparametric event study, Difference-in-differences
⑧ “The Importance of Psychology in Economic Activity: Evidence from

Terrorist Attack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331
저자: Kenneth R. Ahern(Southern California大)
【핵심내용】
o 본고는 유럽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러가 개인 심리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와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이후 개인이 느끼는
신뢰(trust),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창의성·자유의 중요성(importance
of creativity and freedom)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 내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European Social Survey, 2002~2011년)를 이용

- 직접적으로 테러 피해를 입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간접적으로 테러 피
해를 입을 경우 통념과는 다르게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분석*
* Eurostat의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91개 지역(1995∼2008)을 대상으로 분석
하되, 유럽 내 테러(직접적 피해)와 유럽 외 테러(간접적 피해) 사건을 구분하여 분석

o 본고에서는 테러가 심리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따로 분석하였지만, 테러
로 인한 심리 변화가 정확히 어떠한 경로를 거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 파악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심리적 요소가 경제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필요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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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US Monetary Policy and International Bond Market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2018-014
저자: Simon Gilchrist(NYU and NBER), Vivian Yue(Emory大, FRB and NBER),
Egon Zakrajsek(FRB)
【핵심내용】
o 1992.1~2014.5월중 78개국의 고빈도 국채수익률을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이 선진국
과 개도국의 국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 미국의 전통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은 해외국채(역내통화표시)의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쳐
해당국의 수익률곡선을 가파르게(steepening) 하고, 비전통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은 해
외국채의 장기 금리에 더 영향을 미쳐 수익률곡선을 평탄하게(flattening) 하였음
o 한편 전통적 확장정책과 비전통적 확장정책 모두 해외장기국채 수익률에는 비슷한 정도
로 전가되었음
o 또한 환율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각국의 달러표시 국채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미국
의 전통적인 확장정책은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speculative-grade)인 국가의 국채 신
용스프레드를 축소시킨 반면, 비전통적 확장정책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OLS
⑩ “Household Credit, Global Financial Cycle,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Credit Register Evidence from an Emerging Country”
출처: IMF, Working Papers WP/18/13
저자: Mircea Epure(IMF), Irina Mihai(IMF), Camelia Minoiu(IMF), José-Luis
Peydró(IMF)
【핵심내용】
o 2004~2012년중 루마니아의 분기별 은행대출자료(Credit Register)를 이용하여 소규모개
방경제의 거시건전성정책이 지역은행의 신용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상황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o 강력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가계신용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역내통화표시대출보다 외화표
시대출을 더 크게 감소시킴
o 강력한 거시건전성정책이 외화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차입자의 소득대비 대출상환금
비율(debt-service-to-income ratio)이 높고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
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효과는 국제적으로 위험추구성향이 높고 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일수록
커지는데, 이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국제 금융사이클의 파급효과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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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⑪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출처: 美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ce)
저자: Jim Mattis (美 국방부)
【핵심내용】
ㅇ 미국 국방성의 임무는 전쟁 억지에 충분한 수준의 군사역량 확보이며 이는 외교적
협상 진행에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가 됨
ㅇ 최근 미국이 직면한 상황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약화되고 중국·러시아의 세력 확
장으로 안보측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임
-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러시
아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침공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
- 북한, 이란 등도 핵무기개발 및 국제테러리즘 지원을 통한 위협을 지속
ㅇ 미국 국방전략의 무게중심이 종래의 국제테러리즘 대응으로부터 중국·러시아와의 전
략적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전력 강화를 통한 준비태세 확충,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국방업무 수행방식(business practices) 개선 등이 필요
① 국방전력 강화: 원자력, 사이버 공격, 미사일 방어 등 분야에서 군사역량을 현대
화하고 군대운영방식 등 소프트측면의 개선·강화
② 동맹국과의 연대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국가 확대, NATO국가의
군사지출 확대 유도, 중동우방국과의 연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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