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7호>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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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New Tool in the Financial Inclusion

Toolkit?”
출처: BIS, FSI Insights No.41
저자: Raphael Auer(BIS), Holti Banka(Worldbank), Nana Yaa Boakye-Adjie(BIS), Ah
med Faragallah(Worldbank), Jon Frost(BIS), Harish Natarajan(World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9개국* 중앙은행과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CBDC 발행이 포용적 금융
**
(financial inclusion)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분석
* 캐나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 취약 가구 및 기업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

- 포용적 금융의 장애 요소로 지리적, 제도적, 경제구조적 요인과 금융 이해력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존재
ㅇ 인터뷰에 참여한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이 포용적 금융 달성의 장애 요소를 모두 해
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CBDC 디자인을 통해 포용적 금융 증진이 가능하다고 응답
① CBDC 도입이 민간부문 소매금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될 경우 지급시스템의
이중 레이어 구조* 혁신을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 등을 포용 가능
*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디지털 화폐 발행 및 상환), 금융기관과 국민(경제활동에 활용)으로 레이어를 구분하
고 적절한 관리·감독 하에 은행 및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참여 허용

② CBDC가 저비용의 지급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기능, 오프라인 사용기능 등을 제공하
는 방식으로 디자인될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
③ CBDC에 대한 교육과 접근성 확대, 국가 ID 시스템(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과의
연계,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력 확대 등을 통해 금융 포용성 확대 가능
④ 신용카드, 모바일 머니 등 타 결제수단과의 상호 이용가능성 확대, 국가 간 CBDC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도 금융 포용성을 확대
ㅇ CBDC 활용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 정도, 결제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개인과 금융기관, 기업이 CBDC 생태계에 참여할 유인을 갖도록 신뢰 구축, 취약계
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 간 상충관계 고려 필요
- 중앙은행법에 CBDC 발행 및 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신규 자산으로서의 CBDC 관련법 개정 또는 강화 필요
ㅇ 본고는 CBDC 도입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 되는 것이 중
요하며 민간의 참여 확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Interview Analysis

거시경제
② “The Near-Term Forward Yield Spread as a Leading Indicator: A Less

Distorted Mirror”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FEDS) 2018-055
저자: Eric C. Engstrom, Steven A. Sharpe(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지표로 미 국채 장단기스프레드*보다 시계가 짧은
선도금리 스프레드(near-term forward spread)**가 더 유용함을 제시
* 보통 10년물과 1~2년물 수익률의 차이로 측정
** 기준시점 1년 6개월 이후의 3개월 내재 선도금리와 기준시점 3개월물 미 국채 수익률의 차이로 정의

-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음수인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1년 6개월 내에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여 통화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함을 나타
낸다고 분석
ㅇ 프로빗 모형을 통해 경기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을 추정*하여 선도금리 스프레드와 장
단기금리차 및 서베이(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SPF)의 예측력을 비교
* 표본기간(1972:Q1~2018:Q4) 중 경기침체 및 실효금리하한(2009:Q1~2015:Q4) 시기의 관측치는 제외

-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한 단위(표준편차)만큼 감소하면 1년 안에 경기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4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선도금리 스프레드 모형은 과거 실제로 경기침체가 일어난 경우 경기침체 확
률을 64%로 예측한 반면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10%로 예측하여
경기침체 식별 능력이 뛰어남
- 장단기금리차(2년·10년물 차이) 모형은 장단기스프레드가 한 단위 감소하면 경기침체
확률이 36%p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며 선도금리 스프레드에 비해 경기침체 식
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짐(경기침체 일어난 경우와 일어나지 않은 경우 각각 50%, 15%로 예측)
- 선도금리 스프레드와 서베이를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두 변수가 모두
유의했으며 각각 경기침체 확률을 38%, 29%로 예측했고 식별 능력이 가장 뛰어났
고(경기침체 일어난 경우와 일어나지 않은 경우 각각 72%, 8%로 예측) 이는 선도금리 스프레드
에 서베이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
ㅇ 향후 1년간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력 또한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장단기스프레드
및 서베이 결과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1%p 증가하면 향후 1년동안 GDP 성장률이 0.69%p 상승하는
데 다만 스프레드가 음수인 경우 GDP 성장률은 2.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단기금리차는 그 자체로 GDP 성장률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금리차가 음
수인 경우 GDP 성장률이 –2.6%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베이 결과는 유의
하게 GDP 성장률을 설명하기는 하나 조정된   가 0.25에 불과(스프레드는 0.39)
ㅇ 다만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미국에는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통
화정책 완화 기대가 반드시 실제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분석방법론】 Probit Model, OLS Regressions with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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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Supply or Demand? Policy Makers’ Confusion in the Presence of

Hysteresi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7232
저자: Antonio Fatás(INSEAD), Sanjay R. Singh(California Univ.)
【핵심내용】
ㅇ 경제충격 발생시 중앙은행은 그것이 ‘수요충격’인지 ‘영구적인 공급충격’인지를 식별해
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 중앙은행은 충격유형을 식별, 잠재생산 및 GDP갭(잠재생산과 실제 산출량 간의 격차)을 추정하고, 동 GDP
갭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함

ㅇ 본고는 중앙은행이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례에 관하여 살펴
봄으로써, 경제의 충격유형을 잘못 식별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
* 특정변수가 외부충격의 영향을 받아 변동한 후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원래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 본
고에서는 경기순환적인 산출량 변동이 잠재생산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동 현상은 경
기침체기 장기 성장동인(투자, R&D 등)의 일시적 중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Cerra et al., 2022)

ㅇ (모형) 표준적인 뉴케인지안 모델(가격경직성 가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
- (i) 실제 경제모형에는 이력현상(잠재생산이 GDP갭의 영향을 받음)이 존재하지만, 중앙은행
은 이러한 이력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
- (ii) 경제충격 유형의 식별은 산출량 변화의 지속기간을 관찰하여 추론. 즉, ‘지속적’인
산출량의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를 ‘영구적인 공급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식별에서의 이러한 가정은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는데, 대개 잠재생산은 산출량의 장기전망과 같은 개념으로 사
용되며 정책당국은 경제성장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때마다 잠재생산 추정치를 재검토하는 경향이 있음

- (iii)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 GDP갭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
ㅇ 동 상황에서 경제에 ‘부정적 수요충격이 상당기간 이어지는 경우’ 중앙은행은 최적이
아닌(suboptimal) 정책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잠재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① (ii)의 가정에 의해 중앙은행은 수요충격을 영구적인 공급충격으로 잘못 식별하고,
이에 따라 실제 경기변동을 유발한 수요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 수요충격을 공급충격으로 판단한 중앙은행은 부정적 수요충격에 의한 산출량의 변화를 잠재생산의 변화로
반영함으로써 GDP갭은 실제보다 작게 전망됨.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실제로는 수요충격에 의해 확대된
GDP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적정책이 아닌 정책(suboptimal)임

② ①의 산출량 변화, 즉 GDP갭은 (i)의 가정에 따른 이력현상을 통해 생산을 영구적으
로 낮추고, 중앙은행은 낮은 산출량 수준이 실제 지속되는 것을 관찰하게 됨
③ 이에 따라 ①의 중앙은행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는 정당화되고, 이러한 전망, 정
책(①) 및 이력현상(②) 간의 상호작용은 자기 영속적(self-perpetuating)이 될 수 있음
-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사후적으로 초기 정책설계단계에서 전망했던 것과 유사한 잠
재생산 수준의 하락을 실제 관찰하게 되고, 본래의 충격이 영구적 공급충격이었다는
잘못된 전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대응이 정당했다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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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Measuring Openness”
출처: CEPR, DP17230
저자: Jean Imbs(NYU Abu Dhabi), Laurent Pauwels(The University of Sydney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고는 대외충격에 대한 노출(개방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기존 방식**
과 비교하여 이점을 분석
*   =  국가의 총산출액(=중간투입+GDP) 중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된 부분의 산출액, 43개국에 대해
세계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계산
** 주로 수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이 주로 사용
 =  국가의 수출액/총부가가치(GDP)

국가의 국가에 대한 수출액국가의 국가에 대한 수출액
=

국가의 총산출  수출액국가의 총산출  수출액



≠

    =  국가의 최종 수요에 포함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 금액/총수출액
    =  국가의 최종 수요에 포함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 금액/총부가가치(GDP)

ㅇ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는
다른 방식들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의 경우 분모가 총산출이 아닌 총수출액이어서 동 지수는 경제의 개방성
보다는 수출의 부가가치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
ㅇ 한편,  는 대외충격에 따른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가장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국가/다부문 국제무역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개방성을 계산한 결과,  만 노동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는 노동생산성( ), 성장(∆), 국가 간 경기순환 동조성
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개방성에서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음
ㅇ 이러한 결과는 ,   는 대외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한정적으로 보여주
는 반면  는 대외충격이 중간투입, 국내소비 등 전체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 기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수출 위주로 개방성을 산출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이 대외충격에 따른 경제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
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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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⑤ “The Impact of Carbon Pricing in a Multi-Region Production Network

Model and an Application to Climate Scenarios”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07/2022
저자: Ivan Frankovic(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생산 네트워크 모형(production network model)을 활용하여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가 경제의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본고는 탄소 가격제를 화석연료 사용과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로 모형화

- 본고는 세계 경제를 7개의 구역(region; 독일, 여타 유로, 여타 유럽, 미국, 여타 선진국, 중국,
그 외 국가)과 56개의 부문(sector)으로 세분화
ㅇ (거시경제 영향) 탄소세를 ① 독일만 도입한 경우(unilateral)와 ② 여타 국가들도 함께
동 탄소세를 도입한 경우(multilateral)의 국내총생산(GDP)및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변화를 비교
- 독일의 경우 탄소세 도입에 따른 GDP 및 GVA 하락폭이 자국만 탄소세를 도입한
경우(GDP –0.45%, GVA –1.98%)와 여타 국가들이 함께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경우
(GDP –0.48%, GVA –2.00%)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탄소세가 여타 국가로 확산될 경우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로 인해 독일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외수요가 감소함에
기인
- 한편,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GDP 및 GVA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중국: GDP –2.09%, GVA –7.83%, EU: GDP –0.45%,
GVA –2.18%, 미국: GDP –0.64%, GVA –2.75%)

ㅇ (부문별 영향) 독일만 탄소세를 도입한 경우를 가정하여 독일, EU, 미국 및 세계 경
제의 부문별 GV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독일의 경우 화석연료 처리, 농업, 채광 및 채석 부문의 GVA가 여타 부문에 비해
큰 폭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EU 및 미국의 경우에도 화석연료 처리, 농업, 채광 및 채석 부문의 총부가가치가
여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탄소세 도입국 확대시 발생하는 국제적 파급효과*(international spillover)를 분석
한 결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탄소 가격제 확장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GVA 감소 비율로 측정

- 독일만 탄소세를 도입한 경우 대비, 독일 제조업 GVA는 EU지역 탄소세 도입시 추
가적으로 8%p, 모든 국가가 탄소세 도입시 추가적으로 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각 국 제조업 생산이 긴밀하게 연
관된 데에 기인함
ㅇ 본고는 탄소 가격제 도입 국가 확대가 거시경제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네트워크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임을 보임
【분석방법론】 Production Network Model,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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