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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Policy Tracker 

 

호주 국부펀드, 미-중 갈등에 우려 표시 (2023.03.07) 4P 

$164B 규모의 호주 국부펀드 회장은 미-중 갈등과 바이든 정부의 중국 기업 투자 

금지 조치에 따른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표함. 

피터 코스텔로 호주 국부펀드 회장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러시아 제제 이후 펀드가 러시아 투자를 포기했

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자산 또한 금지될 수 있다 전함 

 

사우디 국부펀드, 보잉과 대규모 항공기 계약 근접 (2023.03.12) 4P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새로 설립될 국영 항공사를 위한 다

량의 보잉 상업용 제트기 거래에 근접. 사우디 국부펀드는 항공사가 공식 출범하는 

일요일 늦게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오전에 

새로운 항공사인 리야드 에어(Riyadh Air)의 설립을 발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새 항공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 사이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

아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자 교통, 무역, 관광의 세계적 목적

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선언 

 

말레이시아 연기금, 2022년 순이익 발표 (2023.03.06) 6P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인 셀랑고르(Selangor)는 지난 해 총 투자 수익이 553

억 링깃(약 $12.5B 규모)으로 2021년의 689억 링깃보다 감소했음을 4일 성명에서 

밝힘. 총 투자자산은 2021년 1조100억 링깃에서 1조 링깃(약 $227B)으로 소폭 감소

했고,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원들의 배당률은 전년 6.1%에서 5.4%로 낮아

짐. 한편 연기금들은 올해 대체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연기금 시장의 7대 기

금들은 작년 -4.8%에서 -22.3%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 

 

뉴욕시 연기금들, 비효율에 잠식 당해 (2023.03.09)  7P 

뉴욕시의 은퇴한 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연기금은 시스템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비

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뉴욕시에는 교사, 비교직원,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 

5개의 퇴직금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사무실, 직원, 컴퓨터 시스템을 갖춤. 그리고 

그 중 두 개의 연기금 펀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 

 

은행에 더 적은 보조금을 주는 통화정책: 차등부리 시스템 (2023.03.13) 9P 

ECB는 일반 은행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 이는 납세자들이 

1조 유로 이상의 비용을 향후 10년간 지불하게 하게 만듦. 이러한 과도한 비용 및 

보조금 지급을 막는 차등부리 시스템을 제안. 이는 현재 ECB의 정책 기조를 유지

하면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및 이로 인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전쟁 후 글로벌 식량위기 지속 가능성(2023.02. 08) 14P 

주요 국제기구는 식량 안보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음. 전쟁 2년차에 접

어들며 식량 안보에 취약한 국가에 사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위기에 처함. 2월 기

준 여전히 인플레이션 레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IMF 및 여러 주요 국제

지구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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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집행기관 동향 

최근 업데이트 된 글로벌 집행기관들(국부펀드, 연기금,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국부펀드 (Sovereign Fund) 

 호주 국부펀드, 미-중 갈등에 우려 표시   

 사우디 국부펀드, 보잉과 대규모 항공기 계약 근접  

연기금 (Pension Fund) 

 말레이시아 연기금, 2022년 순이익 발표  

 뉴욕시 연기금들, 비효율에 잠식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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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부펀드, 미-중 갈등에 우려 표시 – 2023.03.07, Bloomberg 

164B 규모의 호주 국부펀드 회장은 7일 미-중 갈등과 바이든 정부의 중국 기업 투자 

금지 조치에 따른 십자포화 속 펀드가 휘말리는 것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표했다. 

피터 코스텔로 호주 국부펀드 회장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러시아 제제 이후 펀드가 러시아 투자를 포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자산 또한 금지될 수 있다 전했다.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디커플링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기업들이 

첨단 장비를 수출할 수 없는 여러 중국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라 

코스텔로는 호주 금융 리뷰 서밋에서 말했다. 

그는 "투자 금지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갑자기 

금지되는 많은 회사들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선 그 회사들에게서 탈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코스텔로의 발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항해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까다로운 

투자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부펀드의 CEO 라파엘 아른트는 블룸버그 

포럼을 통해 호주와 중국의 관계 개선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텔로는 7일 펀드가 신흥시장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을 "매우 신중하게" 

조사했음을 전했다. 

회장은 작년 이맘때의 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향한 투자를 0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드론이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토론회에 서 대답했다. 

< Australia’s Sovereign Wealth Fund Wary of China-US Fallout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3-07/australia-s-sovereign-wealth-fund-
wary-of-china-us-fallout 

 

사우디 국부펀드, 보잉과 대규모 항공기 계약 근접 – 2023.03.12, WSJ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새로 설립될 국영 항공사를 위한 다량의 

보잉 상업용 제트기 거래에 근접해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항공사가 공식 출범하는 일요일 늦게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오전에 새로운 항공사인 리야드 에어(Riyadh Air)의 

설립을 발표했다. 

Funds W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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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새 항공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 사이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자 교통, 무역, 

관광의 세계적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부다비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를 5년간 운영한 토니 더글라스가 리야드 항공의 

최고경영자로 임명됐다. 

보잉의 이번 항공기 주문은 $35B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계약의 관련인은 여러 

비행기가 포함된 이번 계약에 장거리 국제 비행에 자주 사용되는 와이드 바디 제트기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신규 항공기 거래는 후기 단계에서도 

결렬될 수 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수개월 동안 사우디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해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주문은 미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주문에는 100대 이상의 비행기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항공기 거래에는 확인된 주문과 추가 구매의 옵션이 혼합될 수 있다.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서 벗어나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더 넓은 계획의 

일환으로 두 번째 국적 항공사를 설립 계획을 밝혔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신규 국적 

항공사의 설립이 사우디가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고 다른 페르시아만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보잉의 거래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우디 정부 사이의 긴장 완화와 

협력 증가의 최근 징후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 백악관과 사우디 정부는 

관련 의견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보잉은 최근 몇 달에 이어 또 다른 상당 규모의 주문을 받는 

것이 된다. 

2월 인도의 에어 인디아는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에 총 470대의 제트기를 

주문했다. 이 협정의 발표에는 바이든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여했다. 

220대의 보잉 신형 항공기가 포함된 에어 인디아 거래는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상업용 

제트기 주문이었으며 관례적 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85B 규모로 평가되었다. 

< Saudi Wealth Fund Raises $5.5 Billion. From Green Bond Sale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07/saudi-wealth-fund-returns-to-debt-
market-with-three-part-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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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연기금, 2022년 순이익 발표 - 2023.03.06, P&I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인 셀랑고르(Selangor)는 지난 해 총 투자 수익이 553억 

링깃(약 $12.5B 규모)으로 2021년의 689억 링깃보다 감소했음을 4일 성명에서 

밝혔다. 

총 투자자산은 2021년 1조100억 링깃에서 1조 링깃(약 $227B)으로 소폭 

감소했고,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원들의 배당률은 전년 6.1%에서 5.4%로 

낮아졌다. 

한편 연기금들은 올해 대체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기금 시장의 7대 

기금들은 작년 -4.8%에서 -22.3%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은 수익률 하락의 원인으로 높은 시장 변동성과 주식 및 

고정수익 시장 전반에 걸쳐 발생한 평가 절하를 꼽았다. 

연기금은 "2022년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강화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채권 시장은 시장 지수가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률 상승의 영향이 

컸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충돌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은 원자재 가격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시장의 답보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펀드는 채권에 47%, 주식에 42%, 부동산 및 인프라에 7%, 머니마켓 

상품에 4%를 할당했다. 

주로 외국 상장 주식에 의해 주도 주식 수익률은 EPF 총 수익의 55%에 기여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9.3%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주식 

벤치마크가 한 해 동안 -2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호실적이다. 

"EPF의 포트폴리오가 해외 자산과 통화로 다각화됨에 따라 해외 소스의 수익과 은퇴 

펀드의 전체 수익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며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 현재, 외국인 투자는 EPF의 투자 자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 EPF의 총 

투자 수익의 45%를 기여하고 있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설명했다. 

게다가, EPF 회장은 일부 산업 부문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플랜테이션, 금융 서비스 및 소비자 필수품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 받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 걸친 EPF의 다각화 전략은 수익 기회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했다..  

< Malaysia's Employees Provident Fund manages positive return in 2022 >  
https://www.pionline.com/pension-funds/malaysias-employees-provident-fund-manages-
positive-return-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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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연기금, 비효율에 잠식 당해 - 2023.03.09, Bloomberg 

뉴욕시의 은퇴한 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연기금은 시스템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가 펀드 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와 수혜자 약 34만명에게 

복리후생을 집행하는 비용은 2018년 이후 약 $270M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뉴욕시 감사 위원회의 한 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연기금의 지출과 비효율성에 대해 

주장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뉴욕시에는 교사, 비교직원,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 5개의 퇴직금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사무실, 직원,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두 개의 연기금 

펀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다. 

뉴욕시 예산 관리인 버드 라슨은 1월23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뉴옥시는 직원들에게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만, 그들이 퇴직하자마자 그들에게 연금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선 다섯가지의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의 효율화를 

권고했다.  

2018년 뉴욕시의 독립 예산국(IBO)은 5개의 연금을 3개로 통합하면 첫 해에 2천만 

달러, 2년 후에는 4천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IBO는 

보고서에서 연기금이 비슷한 경찰과 소방관 기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근로자 기금에 포함되는 경비원들과 식당 직원들은 공무원 

연금이나 교원 연금으로 옮겨질 수 있다. 

지난달 뉴욕시 감사관의 브래드 랜더는 5년 만에 지출이 약 170% 증가한 학교의 

비교사 직원을 위한 연금 기금을 검토해 줄 것을 주 재정부에 요청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 퇴직금 제도의 3500만 달러 규모 예산은 회원 수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경찰 연금 예산을 초과한다.  

주법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관인 5개의 펀드는 1,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 연금은 앨라배마의 퇴직 시스템이 

소유하고 있는 맨해튼의 타워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 연간 860만 달러를 지출한다. 

경찰 기금은 캐스 길버트가 설계한 국가 랜드마크인 울워스 빌딩의 사무실을 670만 

달러에 임대한다. 

행정이 비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 관리 또한 연금의 주요 비용으로 

남아 있다. 투자 비용은 한 해 동안 15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 수수료는 연금 기여금과 

수익에서 공제된다. 

< New York City pension system plagued by inefficiencies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3-09/nyc-pension-fund-system-
inefficiencies-create-growing-costs?srn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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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국제 금융기관 연구 및 최신 이슈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국제 금융기관(FRB, ECB, BOE, BOJ, IMF, WB, BIS, 

CEPR, NBER 등)에 게재된 최근 연구물 혹은 글로벌 언론기관의 최신 기사 

중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몇몇 주제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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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R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CEPR에 있습니다. 

 

ECB는 향후 10년 동안 납세자로부터 민간 은행으로 1조 유로 이상의 돈이 이체되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시중 은행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칼럼은 보조금이 터
무니없다고 주장하며 은행 적립금의 일부에 대해 이자가 없는 최소 적립금 요건의 2단
계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현행 운영 절차를 유지하면서 
은행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ECB의 운영 절차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피할 것이다. 

 

- 이전 기고문(Grawwe와 Ji 2023)에서 우리는 ECB(및 다른 중앙은행)가 인플레

이션에 맞서 싸울 때 시중은행에 주는 막대한 보조금이 터무니없고 지속 불가능하

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조금은 납세자들로부터 중앙은행들에 의해 조직된 민간 

은행으로의 대규모 송금을 구성한다. 2023년 3월부터 유로 지역에서 연간 기준으

로 1290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ECB가 이러한 대규모 송금을 할 

필요 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최소 예비비 요건을 높임으로

써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ECB가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융위기 이전의 준비금 부족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우리는 이 제안이 꽤 거슬리고 은행들에 의해 저항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한 번에 사라질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의 

준비금 부족 체제에 존재했던 운용 절차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

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CB는 이제 다른 중앙은행과 함께 인플레이션과의 싸

움에서 시장 금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 준비금의 보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구성된 새로운 운영 절차(풍부한 준비 체제에서 발생)를 수용합니다. 이것은 또한 

중앙 은행가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운영 절차라는 '도

그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교리와 싸우는 

것은 어렵다. 

- 물론 중앙은행들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러한 대규모 은행 송금을 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리 인

상은 자산보다 부채로 더 빨리 전달돼 은행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중앙은행들

은 은행 준비금을 보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상업은행의 이 문제

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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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것이 중앙은행들의 동기라면, 그것은 확실히 현명하지 못하다. 은행들은 금

융 위기 이후 자본 비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금리 인상 동

안 이익 손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로부터 은

행으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것은 주로 은행 자체보다는 은행의 주주들을 보호하

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은행들의 목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현재 운영 절차를 유지하면서 은행에 대규모 송금을 해야 하

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라건대)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것은 2단계 시스템이다. 

- 차등부리 시스템는 은행 적립금의 일부에 이자가 없는 최소 적립금 요건을 부과하

는 것으로 구성된다. 최소 요건(초과 적립금)을 초과하는 은행 적립금은 현재와 

같이 보수를 받는다(차등부리 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제안은 휠란 2021과 뷰처 

2022 참조). 

- 우리의 제안이 시사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전의 기여에서 그림 

1을 복제한다. 이 수치는 (은행에 의한) 준비금 수요와 (중앙은행에 의한) 공급을 

나타낸다. 수요는 금융시장 금리(은행간 금리)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다. 공급은 중

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후자는 국채를 매입(매도)함으로써 공급을 증가(감소)시

킨다. 그림 1은 준비금 풍요의 체제를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과거에 많은 양의 국

채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준비금의 과잉 공급을 창출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적립금 

보수가 없으면 금리가 0%대에 머물러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시장금

리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 적립금인 rD(녹색 선으로 표시)에 대한 보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수율은 시장 이자율의 바닥 역할을 한다. 

- 우리는 이제 이 수치를 사용하여 2계층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제안의 의미를 분석

할 수 있다. 최소 예비력 요건의 부과는 수요 곡선의 수평 변위를 오른쪽으로 유도

한다. 최소 준비금 요구사항은 총 은행 준비금의 일부에만 적용됩니다(기존 은행 

준비금 전체가 필요한 준비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가정한 이전 기여와 대조적으

로). 우리는 이것을 그림 2에 보여준다. 이러한 수요 곡선의 부분 변위의 결과로, 

우리는 풍부한 비축 체제에 남아 있다. 그런 다음 중앙은행은 초과 준비금을 

rD(수평 녹색 선)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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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단계 시스템의 장점은 중앙 은행가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운영 절차를 변

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준비금의 금리를 통화 정

책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의 이익이 시중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유로 시스템의 은행 적립금은 

4조 3천억 유로에 달했다. ECB는 이 중 75%(€3.2조)를 보상받지 못한 최소 매

장량의 형태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보수를 받는 1.1조 유로의 초과 준비금이 

있을 것이다. 이자 이전에 대한 영향은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연도의 표 1에 

나와 있다. 우리는 은행 준비금 금리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3%(2023년 3월부터 적용될 이율)와 ECB가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2023년 후반

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율 3.5%. 표의 왼쪽 부분은 모든 은행 적립금이 보상

되는 현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 금리 시나리오에서 은행에 대한 이자 이전이 무엇

인지를 보여준다.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제안한 2계층 시스템의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에서 은행에 대한 이자 이전에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관찰한다. 3월부터 적용되는 3%의 금리로, 유로 시스템은 현재 시

스템에서 1290억 유로 대신 320억 유로만 송금하면 된다. 우리의 2단계 시스템

에서,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없는 자

산인 320억 유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보다 적겠지만, 확실히 덜 "과도한

" 것일 것이다. 중앙은행이 일반적인 이익, 특히 납세자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면, 

중앙은행이 운영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에 대한 막대한 보조

금을 줄이는 2단계 시스템은 동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CEP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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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CB가 은행 적립금에 -0.5%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면서 2강 체제를 사

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CB가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 은행가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CB는 2019년 은행들이 보유한 적립금의 일

부(최저 적립금의 6배)에 대해 이 금리를 면제받는 2단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은행 적립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했다(Boucinha et al. 

2022).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들의 총 비용은 2021년에 약 170억 유로에 

달했다. 이는 현재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2023년에 받게 될 1290억 유로의 보조

금과 비교된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오늘날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맞을 때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유사

한 2단계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차등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중기적으로 ECB의 운영 절차가 지속 불가

능해질 위험이 있다. 2023년 3월부터 ECB는 연간 기준으로 1290억 유로를 은행

에 송금할 예정이다(표 1 참조).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ECB는 예금 금리를 

아마도 3.5%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연간 송금액은 

1500억 유로로 급증할 것이며, 이는 EU의 연간 총 지출액(1680억 유로)과 거의 

맞먹는다. 이것은 ECB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납세자가 아닌 은행에 그렇게 

많은 자유 자금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데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이다. 

- ECB는 매달 150억 유로의 속도로 국채 보유량의 점진적인 감소를 발표했다. 이 

속도라면 유로 시스템이 대차대조표에서 국채 보유량을 없애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준비금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은행 준비금 공급을 줄이는 데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금리는 새로운 정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ECB가 인플레이션율을 2%로 안정화한다면 이것이 

3% 정도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 우리는 ECB가 앞으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은행에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알고 싶

다. 우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금리가 3%로 결정된다고 가정했고, 둘째, 유

로 시스템이 매달 150억 유로의 속도로 국채 재고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가정

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유로 시스템은 향후 10년 동안 은행에 누적적으로 1조 

유로 이상을 지불할 것이다(표 2 참조). 금리가 3%로 안정화된다는 우리의 가정

은 ECB가 인플레이션율을 목표 수준인 2%로 빠르게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ECB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

이 높고, 이에 따라 향후 은행으로의 이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 Monetary policies with fewer subsidies for banks: A two-tier system of minimum reserve 
requirements > 
By Paul De Grauwe, Yuemei Ji. 2023.03.13. 
https://cepr.org/voxeu/columns/monetary-policies-fewer-subsidies-banks-two-tier-system-

minimum-reserve-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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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IMF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세계화의 흐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 개방도는 증가하는 흐름에 있었

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이 쇠퇴하는 슬로우벌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

나기 시작했다. 세계화는 산업화 시대에서 1-2차 세계대전이 있던 전쟁의 시대를 거쳐 브레튼우

즈 시대에서 전후 회복과 무역 자유화로 세계화가 확장되며 자유화 시대로 구소련 지역까지 세계

화가 확장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이러한 흐름을 약화시켰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농산물 시장이 붕괴된 지 1년이 지난 2022년 초 

사상 최고치에서 후퇴한 뒤에도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밀과 다른 중요한 곡물 수출국 중 두 곳이 전쟁 2년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취약 국가들은 여전히 고조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10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취약하고 갈등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식품 가격이 지난 3월 

최고치보다 19% 하락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 금주의 차트가 보여주듯 2월 인플레이션 조정 물가는 최근 몇 년간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과 다시 일치하고 

있다. FAO 식품물가지수 구성을 보면 유제품, 시리얼과 함께 식물성 기름이 가격 

하락을 견인한 반면 설탕, 육류는 지난해 초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MF와 다른 세계적인 기관들은 최근 식량 안보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와 

기부자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과 시장 기능을 

촉진하며 해로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FAO, IMF, 세계은행, 세계식량계획, 세계무역기구(WTO) 정상들은 2월 8일 

성명에서 "장기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이 세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보다 일치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IMF의 새로운 식량 충격 창구는 지금까지 기니, 아이티, 말라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또한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9개국은 식량 위기의 영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안전망과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IMF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쟁 후 글로벌 식량위기 지속 가능성 



Fed Watcher  vol. 184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4 

 

 
자료: IMF,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Global Food Crisis May Persist, With Prices Still Elevated After Year of War > 
By Jeff Kearns. 2023.03.09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3/09/global-food-crisis-may-persist-with-prices-
still-elevated-after-year-of-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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