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3호>

<2018.4.13>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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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 No.845
저자: Claudia M. Buch(Deutsche Bundesbank), Matthieu Bussiére(Banque de
France), Linda Goldberg(FRB of New York), Robert Hills(Bank of
England)
【핵심내용】
o 주요국(미국, 유로,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은행 대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에 관한 IBRN(International Banking Research Network)의 19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
- 2000~2015년 17개국 micro-banking 데이터 이용
o 주요 분석 결과
1)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은행 대출에 미친 내부적(inward) 파급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 외부적(outward) 파급효과는 주로 글로벌 은행들의 외국지점에
의한 국내대출 및 국가 간 대출 경로에 의해 발생
- 특히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은 모든 국가로 파급되나, 일부국가는 유로지역, 일본
및 영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함
2) 주요국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가 유의미한지 여부는 통화정책의 지표가 단기
금리와 대차대조표 규모의 조합인지 아니면 그림자 금리(shadow policy rate) 인지
에 따라, 그리고 통화정책이 전통적인지 비전통적인지에 따라 달라짐
- 전통적 통화정책 기간에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와 그림자 금리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만, 비전통적 정책 기간에는 그림자 금리의 사용이 대차대조표 규모
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
- QE와 같이 대차대조표 규모 변화만 통화정책 지표로 반영하는 경우 forward
guidance의 결과나 대차대조표 구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3) 국제적 파급효과로 국내은행 대출 반응 크기가 다른 이유는 은행들의 국가 간 자산
부채 포지션(cross-border asset and liability positions)이 다르기 때문
- 글로벌 은행은 국가 간 자산이전이나 대안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소수의 관할지역 혹은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은행은 그렇지 못함
o 이상의 메타분석 결과는 국가들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개별 국가별로 특
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들에 의해 보완될 때 더 의미가 있음
【분석방법론】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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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Central Banks Going Lo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2833
저자: Ricardo Reis(LSE)
【핵심내용】
o 역사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장기금리를 통화정책 목표 또는 수단으로 설정하고 이
를 위해 자산을 매입(going long)하는 정책을 종종 사용
- 미국 연준은 1942~1951년 중 2차대전 중 발생한 부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국
채를 대량으로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ceiling)을 2.5%로 설정
- 1959년 영국의 Radcliffe report에서는 통화정책의 목적이 다양한 만기의 금리 조정
을 통한 공공부채 관리에 있다고 제시
- 미국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자산매입을 통해 장기금리
의 하락을 유도하였으며 일본 중앙은행은 2016년 ‘수익률 곡선 조정(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발표하면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0%로 설정
o 본고는 장기금리를 통화정책의 목표 또는 수단으로 활용한 두 건의 역사적 사례*를
새케인지언 물가동학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1942~51년 중 미국의 장기금리 상한제와 1960년대 영국의 Radcliffe report에 따른 통화
정책 사례

- 1942~51년 중 미국의 장기금리 상한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실질금리 상
승압력이 높아지면서 폐지되었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실패하였음
- 1960년대 영국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나 총수요 변동에 관계없이 공공부채 관
리를 위한 장기금리 목표를 설정하고 운용되었으며 그 결과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
승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였음
o 장기금리를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의점은 다음과 같음
- 실질금리의 변화를 무시하고 장기 명목금리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은 중앙은행의 지
불능력을 취약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성을 높임
- 장기금리 상한 설정은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높이며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 균형
에 더 쉽게 수렴하게 함
- 장기금리에 대한 피드백 준칙(feedback rule)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곡선 변화
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됨
-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통화정책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
다 더 크게 상승하여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분석방법론】 새케인지언 물가동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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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③ “Some Simple Bitcoin Economics”
출처: CEPR, Working Paper No.12831
저자: Linda Schilling(Utrecht大), Harald Uhlig(Chicago大 and CEPR)
【핵심내용】
o 본고는 달러와 비트코인(민간발행 가상통화) 두 가지 거래수단이 존재하는 모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을 유도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 행태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경제주체는 Red와 Green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Red는 짝수기에 생산하고 홀수기에
소비하며, Green은 홀수기에 생산하고 짝수기에 소비하면서 매기 두 유형 간 거래
가 발생
- 중앙은행은 물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가정
o 분석결과 비트코인이 거래에 사용되기 위한 기본조건(fundamental condition)은 달
러화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조건은 Kareken-Wallace(1981)가 주장한 균형환율의 비결정성(exchange-rate
indeterminacy)# 명제가 달러와 비트코인 간 교환비율에도 성립되어야 함을 의미
#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균형환율은 특정 수준에
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명제

- 다만 두 기간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Garratt-Wallace(2017)와 달리 본고의 분석은
미래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주체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투기적 조건(speculative condition)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임
o 비트코인 가격 결정 행태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
① 비트코인 가격이 중앙은행 정책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중앙은행의 달러공급
은 경제의 생산량, 비트코인 발행량 및 가격의 함수로 결정됨
②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및 발행량과 독립적으로 달러를
공급하는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공급량, 비트코인 발행량 및 경제의 생산량의
함수로 결정됨
- 달러 또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게 실현될 가능성이
감소하고 경제 내 생산성이 확대될수록 비트코인의 미래 기대가격이 상승
o 본고는 법정 통화와 민간발행 가상통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제에서 달러 보유비용이
없고 확률적 충격이 경제 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민간발행
가상통화가 안정적으로 활용되거나 투기적으로 이용되는 조건을 이론적으로 도출했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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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Structural Reforms and Labor Reallocation: A Cross-Country Analysis”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64
저자: Khalid ElFayoumi(DIW Berlin), Anta Ndoye(IMF), Sanaa Nadeem(IMF),
Gregory Auclair(IMF)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 간 노동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 across sectors)가 어떤 부문의 구조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음
- 기술진보에 따라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노동이 생산성 높은 산업
부문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고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노동이 최적 수준으로 재배치되는 데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
(institutional frictions; 노동법규, 금융시장 발전, 지배구조, 규제환경 등) 등으로 시
간이 소요
- 44개 국가의 산업부문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문 간 노동의 재배치속도를 측정하고
어떤 부문의 구조개혁이 재배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분석
o 실증분석 결과 부문 간 노동재배치는 부문 간 최적 노동구성 상태와의 갭을 연평균 약
13.7%씩 줄여가는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국가는 평균 27.8%, 저소득국가는 5.4%씩 노동생산성 차이
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의 노동재배치 속도가 빠름
- 산업별로 보면 진입장벽이 크지 않은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산업(mining and utilities)
이 상대적으로 고숙련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과 무역·호텔업종 등에 비해 조정속
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보다 효율적 노동재배치에 도움 되는 구조개혁*으로는 금융시장 자유화, 관료제 개
혁, 엄격한 사법 및 규제 환경, 무역자유화, 교육의 질 향상, 노동시장 및 재화시장의 신
축성 제고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구조개혁 관련 지표와 노동 재분배 조정속도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반영하여 추정함으
로써 어떤 분야의 구조개혁이 노동재배치에 효과적인지 판별

- 금융과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민간 부문으로의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 재분배가 효
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도움이 됨
- 국가경영과 관련하여 재산권보호(ownership rights)와 관료제 비용(bureaucracy
costs)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노동생산성 격차가 축소
- 재화시장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높아지거나, 교육수준이 높아지거나, 또는 노동시장
과 상품시장의 신축성이 커질수록 노동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o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책당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부문 간 노동재배치 및 총요소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error corr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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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⑤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Innov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449
저자: Iain M.Cockburn(Boston大 and NBER), Scott Stern(MIT and NBER),
Rebecca Henderson(Harvard大 and NBER)
【핵심내용】
o 본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deep learning 분야가 “혁
신방법”의 변화(method of invention)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혁신
적인 기술발전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Atomwise라는 신생기업을 예를 들면서 대량의 데이터분석과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잠재적 신약에 대한 생체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
로 신약을 개발한다고 소개
o Atomwise 사례에 비추어 볼 때 Deep learning 기술은 응용범위가 좁았던 robot과
같은 기존 인공지능 기술과 달리 여러 분야에 보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ies)*의 성격이 있음
*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 GPT)이란 증기엔진, 전기전자기술, IT기술, 블
록체인기술과 같이 산업 생산 및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함

- 또한 기존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과정 변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성격이 강했던 반면
deep learning 기술은 “발명방법의 발명”(invention of a method of invention),
즉 혁신 프로세스의 변화이므로 잠재적 파급효과가 광범위
o 인공지능의 새로운 발전 분야, 즉 deep learning 기술의 범용 적용 가능성 및 파급
력을 살펴보기 위해 1990년 이후 2015년 까지 발표된 논문과 특허출원을 분석하였음
- 인공지능 분야를 robotics, symbolic systems, deep learning 등의 세 분야로 나
누어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learning 지향적 연구결과 및 특허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한편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정책을 펼 것을 권고
- learning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상업화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learning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방지하고, 공공 및
민간이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한편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분석방법론】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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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Credit Supply and Productivity Growth”
출처: BIS, Working Paper No.711
저자: Francesco Manaresi(Bank of Italy), Nicola Pierri(Stanford大)
【핵심내용】
o 이탈리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의 신용공급(credit supply) 증가율이 기업의
산출 및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1997~2013년의 기간 동안 76,5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기업 매칭 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성

o 분석결과 신용공급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기업의 산출 및 생산성 증가율은 어떤
측정치(measure)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0.05~0.12%p 및 0.02~0.13%p 상승하
는 것으로 추정
* 부가가치와 순수익 등을 기준으로 적용

o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의 신용마찰(credit friction)이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산출 및 생산성 증
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반대의 경우 신용공급이 산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⑦ “The Digital Privacy Paradox: Small Money, Small Costs, Small Talk”
출처: NBER, Working Paper 23488
저자: Susan Athey(Stanford大), Christian Catalini, Catherine Tucker(MIT)
【핵심내용】
o MIT 학부생(3,10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stated
preference)과 실제 행동(revealed preference)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 보통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되는 정보와 사용처를 알리고 서비
스 이용자가 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림과 선택(notice and choice)을 통해 이루어짐

o 실험결과 인식과 실제 행동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한다고 답변하는 경우에도 조그만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개인정보를 쉽게 공개하는 경향을 보임
- 메뉴표시 순서 변경 등 인터넷 탐색비용에 작은 변화가 있어도 서비스 이용자의 개
인정보보호 관련 선택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리더라도 채택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Fiel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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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Global Banking Network:
Regionalization Trend?”
출처: IMF, Working Paper WP/18/46

What

is

Behind

the

Increasing

저자: Eugenio Cerutti(IMF), Haonan Zhou(IMF)
【핵심내용】
o 2005Q1~2016Q2 기간중 BIS의 은행 국제 대출자료를 180여개국의 이용해 은행대출의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을 분석
o 지역화 정도는 동일지역에 위치한 은행의 직접적인 국경간 대출(direct cross-border
bank lending)과 자회사를 통한 지역 대출(foreign affliates’ bank lending)의 증가여
부로 측정
o 지역화 추세는 거리, 언어, 법 시스템 등의 전통적인 지리적, 문화적 요인(gravity
factors)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나며, 특히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의 신흥국과 비중심(non-core) 국가에서 뚜렷하였음
o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지역화 추세는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그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특히 신흥국과 비중심 국가의 은행시스템을 중심으로 심화되었음
o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제은행들은 한 지역내에서 규제의 강도가 더 높은 국가에 대한
대출을 늘렸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대출 축소는 주변부 대출의 증가를 유발하였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analysis, Two-step selection strategy

⑨ “Exchange Rate Appreciations and Corporate Risk Taking”
출처: BIS, Working Paper No. 710
저자: Sebnem Kalemli-Ozcan(Maryland大,NBER,CEPR), Xiaoxi Liu(Hong Kong
Chinese大), Ilhyock Shim(BIS)
【핵심내용】
o 2002~2015년중 10개 아시아 신흥국의 민간기업 및 공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절상
의 위험추구경로를 검증
o 기업의 FX부채의 추정치(proxy)는 해당기업의 총부채*(기업이 속한 국가의 총부채 대비
FX부채의 비중)으로, 기업의 위험추구는 레버리지로 측정
o 분석결과, 환율절상 이전에 보유한 외화부채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환율절상 이후에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교역재부문 보다 비교역재부문에서 이러한 위험추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위험추구경로가 교역재부문은 주로 장기부채를 통한 반면 비교역재부문은
장기 및 단기 두 경로 모두 작동하는데 기인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OLS,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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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⑩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nd Internal Versus External Technology

Transfer: Evidence from Chin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2809
저자: Kun Jiang(Nottingham大), Wolfgang Keller(Colorado大 and CEPR), Larry
Qiu(Hong Kong大) and William Ridley(Colorado大)
【핵심내용】
o 1998~2007년중 중국의 국제합작투자회사(International Joint Venture) 자료를 이용,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중국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 첫째, 해외투자자의 파트너로 선정되는 중국기업은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조
금을 받기 쉬운 경향을 보임
o 둘째, 합작투자회사와 중국의 파트너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기술이전이 일어남
o 셋째, 기술 파급효과는 부정적인 경쟁효과보다 더 커서 동일 산업내의 여타 중국기업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미국계 기업의 외부효과가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⑪ “Nuclear Nonproliferation: Six Lessons Not Yet Learned”
출처: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20, 2018
저자: Pierre Goldschmidt (前 Nonresident Senior Associate Nuclear Policy
Program, Carnegie Endowment)
【핵심내용】
o 2003년에는 핵확산 억제와 관련하여 4가지 중요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15년이 지
난 지금 이란과 북한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음
*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월 이란에 대한 사찰과정에서 숨겨진 우라늄농축시
설과 미신고 핵물질 발각,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2월 리비아의 핵폐기 선언

① 회원국의 의무 위반 발생시 IAEA는 UN안보리에 즉각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
- IAEA는 2003.9월 이란에 대해 핵시설 가동중단을 촉구하였으나 강제력이 없어(not
legally binding), 2006.12월에야 구속력을 가진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어 문제해
결의 적기를 놓친 바 있음
② 위반사항 발생시 IAEA에 강화된 검증권한을 부여하여 감시능력을 강화할 필요
- 수년 간 지속된 이란의 핵개발 은폐시도를 감안할 때 투명성 증진 필요
③ 협정위반 억제를 위해 안보리의 포괄적 결의안 채택 필요
- UN의 對이란 제재가 10년간 지속되었음에도 핵 활동억제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제
재안이 특정인물에 국한되는 등 실효성이 낮은데 기인
④ NPT 탈퇴시 안보리가 즉각 핵활동중단을 촉구하고 과감한 제재조치 부과 필요
- 북한 정권 붕괴시 난민유입 가능성 및 남한주도 통일국가의 등장을 우려한 중국의
지속적인 결의안 반대가 북의 핵개발에 기여하였다는 분석이 제기
⑤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NPT탈퇴국 발생을 억제할 필요
⑥ 핵연료재처리시설은 IAEA 감시체제하 복구불능한(irreversible)상태가 되어야함
- NPT탈퇴시 IAEA의 핵시설 감시권한이 즉시 상실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NPT에
서 탈퇴하더라도 IAEA의 감시권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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