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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공공부채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공공부채의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재정수지, 정치적 특성 등 각국의 개별적
인 특성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국가에 공통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지역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①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지역적 경기변동
예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사이클 등)

( :

②

공공부채 건전성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정책공조, 다양한 국제기
구의 활동(EU , UN 등)
*

*

③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연간 재정적자(3% 이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60% 이내)을 관리

공공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구조 변화

예 글로벌화의 진전, 세계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립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 등)
( :

⇒

본 연구는 세계 각국 공공부채의 움직임에서 글로벌하게 공통된
요인과 지역적으로 공통된 요인을 처음으로 추정하여 공공부채의
국제적 동조성을 확인하고 그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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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
의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로부터 세계 115개국의 1980
2015년중 공공부채 /GDP 비율을 확보하여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 IMF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세계를 9개 지역 으로 구분하고 베이지안
동태요인모형(Bayesian 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 공공부채
의 흐름에서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추정

□

*

*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로존, 非유로존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북미, 남미, 중앙아메리카

추정한 글로벌 요인, 지역적 요인을 이용하여 다른 경제변수들과 함께
공공부채에 관한 패널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글로벌 요인,
지역적 요인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

□

(

~

분석 결과)
세계 각국 공공부채/GDP 비율의 움직임으로부터 뚜렷한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발견
ㅇ 동태요인모형 분산분해 결과 글로벌 요인은 세계 부채비율 변동성의 약
30%를, 지역적 요인은 1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글로벌 요인은 개별 국가의 공공부채비율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ㅇ 지역적 요인의 중요성은 재정위기를 겪은 유로존과 남미 지역에서
높았으며, 개별적 요인 은 일본, 미국 등 국가에서 가장 영향이 컸음



*

*





추정한 글로벌 요인,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글로벌 요인이 각국 공공부채 비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과거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으며(80~00년중 34% → 01~15년중 24%) 그 대신 지역적
요인(10% → 14%)과 개별적 요인(49% → 55%)의 설명력이 상승
공공부채비율 글로벌 요인의 결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기, 이자율,
정부 재정활동의 글로벌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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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공공부채 수준의 결정에서 각국의 개별적 요인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전세계적, 지역적으로 공통되는 흐름도 뚜렷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책입안시 대외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
(

참고>

<

*

논문 내용중 한국에 관한 부분

*

본 연구는 공공부채에 있어 세계 공통흐름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개별국 공공부채 증감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여기서는 추정된
글로벌, 지역적 요인이 한국 공공부채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간략히 소개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전세계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
들과 공통적인 흐름을 갖고 있음
ㅇ 한국 공공부채 비율 변동중 상당 부분을 본고에서 추정한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 요인(아시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으로 올수록 글로벌 요인의 설명력이 감소하는 반면 지역적
요인의 설명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별국가 요인의 비중도 확대

□

1980 ~ 2000년
2001 ~ 2015년

글로벌 요인
0.29
0.14

지역적 요인
0.38
0.47

개별적 요인
0.23
0.30

한국 공공부채/GDP 비율

한국 공공부채 비율 분산분해

글로벌 요인

지역적 요인(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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