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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Old Challenges, New Shocks”
출처: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2
저자: Aaron Mehrotra et al.(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다양한 실물·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해 세계 경제가 직
면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ㅇ (동향)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금융 취약성이 공존
- 2021년 말 코로나19 유행에도 경기는 회복세에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상품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며 물가 급등
-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이 단행되자 회사채 스프레드
가 확대되고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 취약성이 확대
ㅇ (전망)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확실성에 직
면할 것으로 예상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실업률이 낮고 구인율
이 높은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 임금-물가간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음
- 팬데믹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민간부문 부채 상환부담을
높이며, 향후 자산가격과 실질 GDP에 영향
- 신흥국의 경우 ①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고 ② 노동시장 회복속도가
느리며 ③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④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
어 있지 않아 더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⑤ 음식 및 에너지 가격 관련 보
조금 지급이나 세율 인하 등은 추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으로 더 불확실
성에 직면할 전망
ㅇ (시사점) 중앙은행은 일부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금융안정을 확보하면서 낮고 안
정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고, 중기적
으로 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필요
- 물가가 정책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강력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나
높아진 자산가격과 부채 규모 하에서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둔화가 심화될 우려도
고려해야 함
- 중앙은행 및 정부는 거시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필요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공급 부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 구조개혁 정책 등을 지속적으
로 실시할 필요
【분석방법론】 Illust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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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Collateral Requirements in Central Bank Lending”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987
저자: Chuan Du(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중앙은행은 위기 시 전통적으로 배저트 원칙(Bagehot‘s Rule)*에 따라 최종대부자 역할
을 수행했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시는 이전과 다른 행태를 보임
* 지불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대출을 공급하되 건전한 담보와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중앙은행이 신용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담보 인정 범위를 넓
히거나 담보에 적용되는 헤어컷*을 낮추었음
* 담보에 대한 요구 수준으로 100만 달러 대출에 105만 달러어치의 담보를 설정하면 헤어컷은 5%

- 미 연준은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마켓의 기업 금융지원제도를 20.3월부터 시행
ㅇ 본고는 Kiyotaki and Moore(1997)의 신용 사이클*과 Geanakaplos(1997)의 레버리지
사이클** 모형을 결합하여 담보부 신용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 모형을 제시하였
으며 동 모형은 기업의 계약 선택과 대출공급자(중앙은행)가 직면하는 신용위험이 내생
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경기하강 → 차입자 순자산 감소 → 차입능력 및 자본보유량 감소 → 미래 수입 및 순자산 감소 → 현재
자산가격 하락 및 순자산 감소)의 모형으로 담보에 대한 차입가능 금액이 외생적으로 주어짐
** 차입자의 담보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차입자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구매력을 제한

- 기업은 자본을 구입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모든 대출계약
은 한 단위의 자본을 담보로 제공해야 함
- 기업은 담보대출비율(loan-to-value, LTV)과 계약 금리에 따라 대출계약을 선택하며
높은 LTV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 현재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하는 대신 대출공급자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미래에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약속
- 차입제약으로 인해 경기하강국면에서 기업은 내생적으로 유동자산과 차입능력의 감
소를 겪게 되며 그 결과 기업이 사회 최적수준보다 과소한 자본을 보유하게 됨
ㅇ 모형에서 대출공급자인 중앙은행은 1) LTV가 낮은 대출에 대한 무위험 이자율을 인
하하는 방법, 2) LTV가 높은 위험한 대출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개입 가능
*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적절한 담보에 대한 헤어
컷을 낮추는 방식

- 전자는 중앙은행이 큰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경제에 큰 자극을 주
지만 중앙은행에 잠재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작용
- 경기하강이 심각한 경우 기업은 더 위험하고 규모가 큰 대출을 수요하게 되는데 본
고는 중앙은행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라고 분석
ㅇ 중앙은행 대출 정책에 있어 담보 요건(Collateral Requirement)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파급경로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금리정책과 함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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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The

Subjective Inflation Expectations of Households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7406

and

Firms:

저자: Michael Weber(Univ. of Chicago), Francesco D’ Acunto(Boston College), Yuriy
Gorodnichenko(Univ. of California, Berkeley), and Olivier Coibion(Univ. of Texas, Austin)
【핵심내용】
ㅇ 본고는 가계와 기업의 주관적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소비-저축결정, 임금·가격설정, 자금조달·투자결정 등)에 미
치는 영향과 이것의 통화정책적 함의에 관하여 논의
*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은 설문조사 방식이 보편적
이며, 대상은 크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계·기업)로 구분. 이중에서 본고는 가계와 기업의 기대에 초점을 맞춤

- 이를 통해 경제충격과 정책개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질적인 반응(이질적인 경제적 의
사결정)을 이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ㅇ (특징) 가계·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은 (i) 실제 인플레이션율 또는 전문가 예측보다 체
계적으로 더 높고(상향편의, upward bias), (ii) 응답분포의 분산도 전문가 예측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응답자간 높은 불일치)
ㅇ (결정요인)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상기와 같은 특징((i),(ii))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음
① 개인적 경험: 가계·기업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가격변화에 관한 신호를 고려하
고(가계가 자체 소비바스켓을 통해 관찰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과 높은 상관관계, D‘Acunto et
al(2021)), 가격하락(⟱)보다 가격상승(⟰)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
② 미디어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경험(①)과 달리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관련
언론보도나 중앙은행의 공식발표 등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중앙은행의
포워드가이던스 발표 이후에도 가계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Bachmann et
* **
al(2021))
* 이는 현재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일반가계와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하며, 그 원인으로는 포워드가이던스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통화정책의 복잡성, 정책발표 등
관련정보가 대중매체보다는 전문적인 매체에서 주로 다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외에도 ③ 응답자의 인지능력(IQ), ④ 인플레이션 관련 정보수집 유인의 차이 역시 가계·기업의 기대인플
레이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들(①,②,③,④)은 앞서 살펴
본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i) 일반적인 상향편의, (ii) 경제주체간 높은 불일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ㅇ (영향) 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은 가계의 경제적 선택(소비-저축결정, 임금협상, 노동공급 결정 등)
과 기업의 여러 의사결정(가격, 고용, 투자 및 차입결정 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가계 의사결정) 이론상으로(기간간 소비선택), 가계가 미래에 더 높은 물가상승을 예상할
때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재 시점의 소비를 늘리게 됨*
* Coibion 등(2021)은 무작위 대조실험에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갖도록 유도된 처치그룹이 통제그룹에 비해
비내구재 소비를 늘림을 보여줌

- (기업 의사결정) 기업의 가격설정, 고용, 투자 및 자금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역시 기
대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의존*
* Coibion 등(2018; 2019)은 그룹별로 무작위 할당된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관련 정보제공에 따른 기업 기대인
플레이션 변화가 기업의 고용 및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을 증명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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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Evidence

from Canada”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22-30
저자: Serdar Kabaca, Kerem Tuzcuoglu(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캐나다의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를 분석
- 2008.11월~2015.11월 기간* 중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을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충
격을 식별한 후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수행
* 정책금리(전통적 통화정책)는 제로금리하한(ZLB)에 제약되어 효과가 제한되었던 반면 자산 매입(비전통
적 통화정책)은 활발했던 시기

ㅇ 분석 결과, 미국의 양적완화 충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경제에도 확장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예상치 못한 미국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산 매입

- 미국의 양적완화 충격은 미국 GDP 및 CPI를 각각 0.2% 높였으며, 10년물 국채수익
률은 14bp 하락시킨 반면 S&P500 지수 및 상품가격지수는 약 2% 상승시킴
- 한편, 미국 양적완화 충격은 캐나다의 GDP 및 CPI를 각각 0.3%, 0.15% 높였고, 10
년물 국채수익률은 11bp 하락시킨 반면 주가지수는 2% 이상 상승
ㅇ 이러한 미국 양적완화의 캐나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국의 유동성이 캐나다로 유입되면
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파급경로는 포트폴리오균형* 및 위험경로**인 것으로 보임
*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금융기관이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나감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경로
** 양적완화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나타나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승하
는 경로

- (포트폴리오균형경로) 연준의 자산매입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장기채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장기채의 대체재로서 캐나다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하고 장기금리가 하락
- (위험경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미국 투자자들이 캐나다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에 따라 캐나다 금융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이 하락*하며, 주가 및 주택가격지수는 각각
2%, 0.1% 이상 상승
* 회사채스프레드(3개월 회사채 수익률-무위험금리), 회사채초과프리미엄(Leboeuf and Hyun(2018)), 캐
나다금융스트레스지수(Duprey(2020))가 각각 3bps, 8bps, 2bps 하락

【분석방법론】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S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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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⑤ “The Great Carbon Arbitrage”
출처: IMF Working Papers, WP/22/107
저자: Tobias Adrian(IMF), Patrick Bolton(Columbia Business School and Imperial College),
Alissa M. Kleinnijenhuis(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and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at Univ. of Oxfor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석탄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은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으로, 총편익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배출 저감량의 곱으로 시산
* 본고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탄소 1톤당 75달러로 설정(Vernon et al.(2021)과 IMF(2019)를 참고)

ㅇ 석탄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얻는 순편익은 77조8,900억
달러(77.89 trillion US dollars)로 측정*되며, 이는 2100년 세계 GDP 전망치의 약 1.2%
수준
* 녹색금융협의체(the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가 제시한 넷제로 2050(the
Net Zero 2050)의 탄소 중립 계획을 2024년부터 따른다고 전제

-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의 현재가치는 약 29조 달러로 추산
되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 시산한 재생에너지 투자필요금액과 대체로 부합
* McKinsey(2022), “The net-zero transition: what it would cost, what it could bring“,
Technical report

ㅇ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활용하여 석탄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에 따라 발생하
는 비용을 보상한다면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나,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인
순이익보다는 적은 규모이므로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를 활용한 정책적 접근
이 필요
* 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무비용 협상이 가능하다면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시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 최적 탄소세 부과를 통해 자원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아울러 녹색금융을 활용하여 석
탄 사용 감축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저탄소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분석방법론】 The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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