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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etail

CBDC and U.S. Monetary Polciy Implementation: a Stylized
Balance Sheet Analysis.”
출처: Fed, Finance and Economic Discussion Series(FEDS) 2022-032

저자: Matthew Malloy(Fed), Francis Martinez(Fed), Mary-Frances Styczynski(Fed)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일반거래용(retail) CBDC* 발행이 연준, 시중은행
(이하 은행), 가계의 대차대조표 및 통화정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본고에서 retail CBDC는 가계나 기업만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부채로 정의

-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존의 현금이나 예금과 1:1로 교환되는 retail CBDC를
가정하고, CBDC의 현금/예금 대체 여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분석
ㅇ 분석 결과, CBDC가 현금을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은행
예금 대체 시 지준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큰 폭 이동하면서 지준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금 대체 시, 대차대조표 상 가계와 연준의 현금이 CBDC로 대체되지만 시중은행
예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준 보유량과 지준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은행예금 대체 시, 은행의 지준보유량이 감소하여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며 연
준의 지준공급도 감소**하면서 지준금리가 상승
*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측면의 은행예금이 감소하는 만큼 자산측면의 지준 등도 감소하여 대차대
조표 규모가 축소
**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측면의 지준공급이 감소하는 만큼 retail CBDC가 발행, 공급되므로 연준
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변화하지 않음

- 은행들은 대차대조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 보유 확대 또는 예금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경쟁의 강도에 따라 단기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음
- 연준은 자산매입 정책 등을 활용하여 지준공급을 안정화하고 금리상승 압력을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차대조표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ㅇ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 달러 CBDC의 외국인 보유 허용 여부, 금융기관의
CBDC 대량 보유 여부 등에 따라 CBDC 발행이 은행 및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와 금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ㅇ 본고는 간단한 시나리오별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해 CBDC 발행이 경제주체의 대차대
조표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한 데 의의
【분석방법론】 Balance Sheet Analysis,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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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Fiscal Deficits and Inflation Risks: the Role of Fiscal and Monetary

Regime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1028
저자: Ryan Banerjee(BIS), Valerie Boctor(UC Berkeley), Aaron Mehrotra(BIS),
Fabrizio Zampolli(BIS)
【핵심내용】
ㅇ 2019~2021년 사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글로벌
GDP 대비 정부부채는 약 15%p 증가
- 본고는 21개 국가의 40년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 균형이 포함된 개방경제 필
립스커브를 추정한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정적자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재정적자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재정 및 통화정책 체제(regime)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임
ㅇ 재정정책을 “신중한(prudent)” 유형과 “낭비하는(profligate)” 유형, 통화정책을 독립성
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으로 구분
- [재정정책] 재정반응함수(        )에서 재정흑자( )가 GDP 대비 정부부채 비
율( )에 대해 증가(  )하면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이 만족하므로 재정정책이 지
속 가능하여 신중한 유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 낭비하는 유형에 해당
-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공공부문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재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성이 높은 유형이며 국가 및 연도별 중앙은행법(국채매입 규제 및 대출 규모, 기간, 대
상, 만기 등에 대한 규제) 개정 정도를 독립성 지표로 삼아 중위값 기준으로 유형 구분
ㅇ 전반적인 재정적자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4가지 재정-통화정
책 조합으로 구분하여 OLS 추정한 결과 통화우위(monetary dominance, 신중한 재정정책
-높은 통화정책 독립성) 체제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1%p 증가하면 향후 2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약 10b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반면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낭비하는 재정정책-낮은 통화정책 독립성) 체제에서는 같은
수치가 54bp 상승하여 통화우위보다 인플레이션 효과가 5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여타 조합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신중한 재정-낮은 독립성’ 조합(36bp)이 ‘낭비하는
재정-높은 독립성’ 조합(12bp)보다 높으며 통화우위와 재정우위 체제의 사이에 있음
ㅇ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5개 분위(5, 25, 50, 75, 95%)로 나누어 위와 동일한 OLS 모형을
분위별로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한 결과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높을수록 재정적
자가 미래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비선형성이 나타남
- 특히 이러한 비선형성은 통화우위보다 재정우위 체제에서 더 높았으며 예측치 95%
분위 기준 재정적자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재정우위 체제에서 94bp, 통화우위 체제
에서 30bp로 차이가 크고 인플레이션의 분산도 재정우위에서 더 높음
ㅇ 본고의 OLS 모형 예측치와 팬데믹 발발 후 2021~22년 실제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결과 최근 선진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우위보다 재정우위 체제에 더 부합
- 공공부채를 늘리는 재정기조나 최근 연준이 채택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등이 인
플레이션의 양(+)의 방향 이탈을 허용하여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증대했을 가능성
- 결론적으로 최근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자극은 2020년 이후 느슨한(laxer)
재정 및 통화정책, 즉 재정우위에 가까운 정책 채제를 배경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
음을 지적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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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③ “Can Fiscal Externalities Be Internalized?”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30213
저자: Erzo F.P. Luttmer (Dartmouth Colleg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재정정책(조세·복지체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fiscal externalities, 이하 재정외부
*
효과) 를 정부로부터 민간(스폰서)로 이전함으로써, 민간부문간 상호계약을 통해 내부화
하고 재정외부효과가 초래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언**
*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주체(사회)의 후생(편익·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비용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 이 경우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데, 이를 해결하고
자 유인체계 등을 도입하여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외부효과를 고려토록 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함
** 재정외부효과의 예를 들면 학교교육은 일정 나이까지 상당 부분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교육에 따른 편익(인적
자본축적에 대한 보상)은 일부만 세금으로 납부되어 재정 혜택을 입는 개인은 대체로 음(-)의 재정외부효과를 유발
하게 됨

- 이에 따르면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전통적인 ‘코즈의 정
리(1960)’를 재정외부효과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외부효과 문제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해결방안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적 해결책이 제시되며,
본고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관련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로 대표되는 후자의 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소개

ㅇ (설계) 정부와 두 타입의 민간부문(① 스폰서, ② 재정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
제를 가정하고, 스폰서(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가정을 부여
- (i) 개인(②)의 경제활동이 초래하는 재정외부효과는 모두 스폰서(①)에게 이전됨*
* 스폰서는 개인이 창출하는 세수를 받는 동시에, 개인에게 사용되는 모든 비용(현금·현물보조)을 지불해야 함

- (ii) 스폰서(①)는 개인(②)에 관한 정보(선호, 능력등)를 정부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별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가정(이는 재정외부효과를 스
폰서에게 이전하고 스폰서들간 시장경쟁을 유발하는 본고의 메커니즘이 조세·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 인적자본
축적·할당 등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가정임)

- (ii) 다수의 스폰서(①)가 경쟁관계에 있으며 서로 다른 역량(개인으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의사결
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능력등)을 지님. 가장 역량이 뛰어난 스폰서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됨
- 모형에서 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 (i) 조세·복지체제 및 사회정책 등을
결정, (ii) 스폰서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스폰서간의 경쟁에 있어 반독점 정책 등을 적용)
ㅇ (분석결과) 상기와 같은 재정외부효과의 이전은 경제주체(① 스폰서, ② 개인) 모두의 후생
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정책이 초래하는 외부효과 문제(비효율적 자원배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즉 상기 메커니즘은 재정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 민간부문(① 스폰서,
② 재정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개인)의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스폰서(①)가 개인(②)과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 코즈(1960)의 논리에 따라, 스폰서(①)는 개인(②)과의 상호계약*을 통해 그들의 총잉여
(total surplus)를 증가시키는 개인(②)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초과잉여를 상
호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짐
* 이러한 계약은 개인(②)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재정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하고, 양(+)의 외부효과를 증가시키
는 개인행동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짐

- 한편 스폰서간의 경쟁은 이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투자
를 강화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생성
【분석방법론】 Theore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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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④ “Output Losses in Europe During COVID-19: What Role for Polici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2/130
저자: Anil Ari, Jean-Marc B. Atsebi(IMF), Mar Domenech Palacios(Cambridge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럽 43개국(선진국 27개, 신흥국 16개)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나타난 선진
국 및 신흥국 간 성장률 차이*의 원인을 분석
* 유럽의 신흥국들은 실질 GDP가 평균 2.1% 감소한 반면 선진국은 6.7% 감소

ㅇ 2020년 GDP 성장률을 추세치(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 산업구조, 이동제한*,
재정 및 통화 정책, 펀더멘털** 등으로 분해한 결과 산업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xford 대학의 엄격성 지수와 de facto mobility(Google 이동성 지수를 종속변수, 엄격성 지수 및 국
가별 고정효과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잔차) 이용
**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금액), 지하경제 비중, 불평등(지니계수), 경상수지 및 보건 관련 요인(중
위연령, 1인당 병상 수, 흡연자 비중, 인구 밀도)

- 모든 국가에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동제한이었으며 신흥국이 선진국보
다 성장률 감소가 작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신흥국의 성장추세가 높은 데다 신흥국의
중위연령이 선진국보다 낮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았던 것에 기인
ㅇ 재정정책이 성장률(추세 및 산업구조의 기여도는 제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
규모 및 구성*, 국가 특성(불평등 및 지하경제 비중), IMF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신흥국의
재정승수를 선진국보다 크게 만드는 요인
* ATL(above-the-line) 조치, 유동성 조치, 기타 조치로 분류되며 ATL 조치는 재정승수를 통해 경제활
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지출 증가 및 세금감소 분을 의미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금 지원, 정책 권고 및 기술 지원 등이
포함

- 재정지출효과는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였고 ATL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나 재정 규모가 작고 ATL 조치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서 재정정책 효과가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신흥국의 경우 ATL 조치 69%, 기타 조치 27%, 유동성 조치 4%, 선진국의 경우 ATL 조치 50%, 기
타 조치 38%, 유동성 조치 12%로 구성

- 또한, 불평등이 높고 지하경제 비중이 크며 IMF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 국가의 재
정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신흥국에서 이런 요인의 중요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 역시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평균 지니계수(2016~2019)는 신흥국의 경우 32.2, 선진국의 경우 31.3이며,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2015~2017)는 신흥국의 경우 29.3%, 선진국의 경우 14.8%, 유럽에서는 2020년에 알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가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음

【분석방법론】 Decomposition Analysis, Panel Regression, Calibr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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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⑤ “Korean Development: Institutional and Idealogical Origins of the

Divergent Economic Outcomes in the DPRK and ROK”
출처: Honors Thesis
저자: John Bryon Mey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정책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남북간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제언
ㅇ 분석 결과, 성공적 발전의 전제조건이 시장의 자유화라는 기존 문헌(Acemoglu and
Robinson, 2012b)과 다소 다르게 남북한의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정권 시기에도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필리핀(마르코스 정권)과 인도네시아(수하르토 정권)도 중앙집권적 통치를 추구하
였으나 해당 시기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 해당
특성이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남한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정책을 통해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그 이후에는 정부 제한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경제권을 양도하는 등 시
장의 자유화를 보장했던 것이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주의 무역 정책과 엄격한 통화공급 규제를 통해 초기 산업 발
전을 달성했으며, 재벌 기업들의 활발한 국제 시장 참여가 추후 산업 발전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의 곤경에서 빠르게 회복하였으
나, 안정 이후에도 정부가 경제권을 시장에 양도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 발전에 제약
이 되었다고 분석
ㅇ 따라서, 북한의 명령경제(command economy)는 남한의 강한 규제를 받는 시장경제
(heavily regulated market)와 내재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경제 자유화와 시장시스템 제도
화가 지금의 경제 침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으로 전망
ㅇ 한편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자
유화 결정과 국제사회의 대북 포용 의지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과거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형태의 경제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남북한의 개발 격차는 서로 다른 체제 내에서 서로 다른 개발 계획과 목표를 바탕으
로 생성된 결과이므로 북한의 시장 자유화 및 국제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개
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음
- 더욱이 북한의 시장 개방은 남북 경제통합뿐 아니라, 북한의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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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Transition versus Physical Climate Risk Pricing in European Financial

Markets: a Text-Based Approach”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677/July 2022
저자: Giovanna
Amsterdam),

Bua(ECB),

Daniel

Kapp(ECB),

Federico

Ramella(Universiteit

van

Lavinia Rognone(Univ. of Manchest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통해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구분하여 식별하는 새로운 위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 프리미엄을
측정
- 로이터 통신 기사의 말뭉치로부터 물리적 리스크 지수*(Physical Risk Index, 이하 PRI)와
이행 리스크 지수**(Transition Risk Index, 이하 TRI)를 도출
* 해수면 상승, 폭염, 해빙, 홍수 등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관련 기사의 단어를 지수화
**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의 도입, 친환경 기술의 발전 등을 주제로 한 기사의 단어를 지수화

ㅇ 2005.1월~2021.10월중 유로 지역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PRI 및 TRI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5요소 자산가격결정모형(Fama and French, 2015)을 적용하여 물리적 리스크 베타
와 이행 리스크 베타를 추정*
* 물리적 리스크 베타와 이행 리스크 베타가 양(+)의 값을 보일 경우, 이는 투자자들이 기후위험에 대
해 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의미

- 각 기후위험 베타의 크기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분류한 후, 각 위험에 대한
LMH(low-minus-high)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알파)이 존재하는지 분석
* 음(-)의 물리적 리스크(이행 리스크) 베타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양(+)의 물리적 리스크(이행 리스크)
베타 포트폴리오를 매도할 경우의 수익률을 시산

ㅇ 분석 결과 파리협정(2015년) 이후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및 이행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LMH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은 파리협정 이전에는 –4.09%
에 그쳤으나, 파리협정 이후 6.14%로 증가
- 또한 이행 리스크에 대한 LMH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도 파리협정 이전 –3.01%
를 기록했으나, 파리협정 이후에는 7.05%로 증가
ㅇ 본고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측정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
【분석방법론】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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