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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유동성의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및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은 유동성에 대한 결제 및 청산 등의 과정에서 소요
되는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은행이 제공해오던 요구불예금에 대한
수요 위축, 그리고 은행의 예금 조달 비용 및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모형 분석 결과,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되더라도 은행 요구불 예금의 이자가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상대적 이자율만이 상승한다
면, 결제 및 청산비용 감소가 가져오는 효과와 서로 상쇄되면서 디지털 통화 도입 이전에
비해 은행 포트폴리오 및 안정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라 은행 요구불 예금의 상대적인 이자가 도입 이전보다 상승한다면,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하고 위험은 증가하며, 대출비중의 축소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간 대체관계가 강하다면
은행이 요구불 예금과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비중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은행이
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요구불 예금에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높아지는 결과
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은행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시 은행
유동성 확보 및 안정성 유지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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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의 발행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기존 암호
화 화폐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경직된 공급구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가용범위가 늘어나고 현금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유동성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요구불 예금 수취 및 이를 활용한 대출이
결합된 은행의 사업모형에 큰 영향을 주게 됨
– 기존 은행이 제공해오던 요구불예금 예치에 대한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은행은 그로 인하여 예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대출 이자율 및 은행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Freixas and Ma (2014)의 글로벌 게임 기반 뱅크런(bank run) 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
자율의 상대적 크기, 결제 및 청산비용 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도입과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
– 이러한 접근 방법은 Diamond and Dybvig (1983) 등의 전통적인 모형에서 뱅크런
이 복수의 베이즈-내시 균형(Bayes-Nash Equilibrium, BNE) 중 하나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다양한 종류의 은행 위험을 확률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분석 결과 만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의 요구불 예금 이자보다는
저축 혹은 도매 예금에 제공되는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결제 및 청산비용 감소가 가져오
는 효과와 서로 상쇄되면서 디지털 통화 도입 이전에 비해 은행 포트폴리오 및 안정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됨
• 반면,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라 은행 요구불 예금의 상대적인 이자가 이전보다 상승한
다면,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하고 위험은 증가하며, 대출비중의 축소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됨
•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통화의 도입이 모든 종류의 예금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예금 종류별로 상대적인 조달 비용(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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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생
•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간 대체관계가 강하다면 은행이 자산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나타날 수 있음
– 디지털 통화가 현금(cash) 수요보다는 요구불 예금 수요를 대체하게 될 경우 은
행이 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요구불 예금에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 이는 결과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시 은행의 수신 비용 상승 문제 및 그로 인한 은행 위험 가능성
증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경우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중
앙은행의 역할 강화,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에 비례한 요구불 예금 예치 의무화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은행이 지급준비금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춰주고 은행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토큰(이더리움 등) 혹은 계좌(비트코인 등) 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구
현 방식을 결정할 때에도 두 방식이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요에 대한 대체 효과가
다르고,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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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 화폐 혹은 디지털 통화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암호화 화폐는
통화의 발행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 현재까지
등장한 암호화 화폐는 초기 참가자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직된 통화 혹
은 자산 공급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가격 불안정성을 높이고, 확장적
통화 운용에 제약이 되어 본격적인 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현재까지 등장한 암호화 화폐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가용범위가 늘어나고 현금 발행 및 유
통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통화신용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디지털 통
화의 발행이 온라인 계좌를 전제로 할 경우 유동성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요구불
예금 수취 및 이를 활용한 대출이 결합된 은행의 사업모형에 큰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방식은 크게 토큰(token) 방식과 계좌(account) 방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Mersch, 2017). 토큰 방식은 현행의 현금 혹은 상품권과 유사한 원리로 전자적
증표에 가치정보를 결합시키며, 이를 소유한 이용자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반면, 계좌 방
식은 요구불 예금 혹은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각 개인은 디지털 통화와 연계된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에서 디지털 통화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며. 디지털 통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직접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Financial Institutions Access (Model FI),
개인의 직접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Economy-wide Access (Model EW),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Financial Institutions Plus CBDC-Backed Narrow Bank Access (Model
FI+)로 구분할 수 있다 (Kumhof and Noone, 2018).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경제
주체 전반의 직접적인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구현 방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유동성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선 중앙은행 디지털 통
화를 이용해서 거래하게 된다면 유동성에 대한 사후적 결제 및 청산(clearing and settlement)
1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 이름을 딴 ‘e크로나(Krona)’ 발행 여부를 포함한 연구를 공식 진행중이며,
미국에서는 주로 거시정책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페드코인(Fedcoin)’을 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Harvey, 2017) 한국은행 또한 해당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2018년 초 디지털통화 전담조직을 출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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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며, 이는 다시 은행의 포트폴리오 — 지급
준비금 보유와 대출 비중 — 선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 수신 및 지급
결제를 처리하는 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liquidity) 확보가 필요한데 만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구현 단계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로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economywide access)한 방식을 택한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요구불계좌를
중앙은행에 갖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기존 은행이
제공해오던 요구불예금 예치에 대한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은행들이
이전과 동일한 여신 규모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줄어든 요구불 예금 수요를 만회하기 위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요구불 예금 대비 저축
성 및 도매 예금의 상대적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요구불 예금 이자율 자체가 이전보다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유동성의 특성 및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및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한다. 글로벌 게임(global game, e.g. Morris and Shin, 2001)에 기초한 뱅크런 모형(e.g.
Carlsson and Van Damme, 1993; Freixas and Ma, 2014; Rochet and Vives, 2004)을 토대로
하여 수신 이자율과 결제 및 청산 비용 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라 은행의 선택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른 은행의 예금
조달비용(지급 이자)의 상승을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하나는
요구불 예금의 이자가 디지털 통화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저축(savings)
혹은 도매(wholesale) 예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요구불
예금의 이자가 도입 이전보다 상승하면서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요구불 예금 대비 상대적 총
이자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전자의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감소, 대출 비중 축소, 그리고
은행 위험성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디지털 통화 도입의 또다른 효과인 결제 및 청산비용 감소
로 인한 수익성, 대출 비중 및 은행 위험성 증가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존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통화 도입의 효과가 후자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수익성은 감소하고 은행위험은 증가하며,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출비중 축소가 보다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제 및 청산 비용의
감소 효과와 결합하여 보면 이 경우 은행 위험 증가 가능성 만큼은 확실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디지털 통화의 도입이 적어도 은행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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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끝으로, 은행의 기존 요구불 예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간 대체관계가 강하다면 은행이
자산 포트폴리오, 즉 요구불 예금과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비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약
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출 비중을 늘릴
수 없으며, 결국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은행이 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현을 위해
서는 요구불 예금에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 즉, 은행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디지털 통화의 도입이 모든 종류의 예금에 동일하게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니며, 요구불 예금의 상대적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통화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의 안정성 확보 및 적정한 신용
공급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예금 조달 및 지급준비금(reserve) 확보 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디지털 통화의 구현에 있어서
토큰(token)방식과 계좌(account)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디지털 통화와 현금, 요구불 예
금, 저축성/도매 예금 등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Bryant (1980) 및 Diamond and Dybvig (1983) 이래 금융기관(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연
구들(e.g. Diamond and Rajan, 2000)은 주로 뱅크런(bank run) 발생으로 인한 전체 권역의
시스템 위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모형들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을 통한 뱅크런 가능성 (e.g. Freixas and Ma, 2014; Rochet and Vives,
2004)과 결제 및 청산(clearing and settlements) 등 통화신용체계 내의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2 이와는 반대로 통화신용 시스템 내에서의 유동성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로는
Kahn and Roberds (1998, 2009), Parlour, Rajan, and Walden (2017) 등이 있으나, 이들은
금융 안정이나 은행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신규 도입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아직 각국의 중앙은행 및 규제기
관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언(e.g. BIS, 2018; Bordo and Levin, 2017; Raskin and Yermack,
2016) 위주였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이 은행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후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은행 포트폴리오 선택 및 은행 위험 발생
모형을 수립한다. 3장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른 유동성 수요 및 비용 변화
2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Kahou and Lehar (2017)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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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논문을 맺는다.

2

Model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게임(global game, e.g. Morris and Shin, 2001)을 적용한 뱅크런 모
형(e.g. Carlsson and Van Damme, 1993; Freixas and Ma, 2014; Rochet and Vives, 2004)
을 기본으로 수신 및 대출 이자율, 결제 및 청산 비용 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른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현금
보다는 절대 다수의 비대면 거래 혹은 지불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요구불 예금과 대체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은 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의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

2.1

Settings

복수의 은행(개별 은행은 i로 표시)이 존재하며, 각 은행은 수신 시장, 특히 도매 혹은 저축성
예금 시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반면, 여신시장에서는 각각 별개의 시장에서 독점적으
로 신용을 제공(local monopoly)한다고 가정한다. 각 은행 i는 예금자로부터 예금보험이 되는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 fi 와 그렇지 않은 도매 예금(wholesale deposit) di 의 비중으로
예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fi + di = 1이 된다. 도매 예금의 경우는 요구불 예금에 비하여
추가적인 수익률 r > 0이 제공되어야 한다. 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함에 따라, 만기시 도매
예금에 대한 총 수익율(gross return)은 R = 1 + r로 주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이는
요구불 예금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라는 것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총 이자율(Rc = 1 + rc )에
대해 정규화(normalize)한 값이라는 의미다. 본 논문에서 다른 이자율 및 해당 총 수익율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의 대문자 및 소문자 표현(notation)과 정규화를 적용한다.
만일 만기 이전인 t = 1에 도매 예금을 인출할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조기 인출
에 따른 원금 손실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Rochet and Vives
(2004)와 같이 CD 등 도매 예금의 만기 연장(rollover)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적합하다. 반면 요구불 예금은 t = 1에서 순 유출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요구불 예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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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출금이 일어나지만 평균적인 잔고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은행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총 수익율 Ri = 1 + ri 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독점적
은행은 사전적으로 생산자의 이익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R1 < R2 를 만족하게 된다고 가
정한다. 각 은행이 일으키는 대출중 무위험 대출, 즉 상환이 항상 이루어지는 대출의 비중은
αi (α1 > α2 )라고 한다. 또한, 위험 대출 중 대출 손실이 일어날 확률 γ는 U [0, 1]의 균일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3 이제, 은행 i가 총대출 이자율(gross loan rate) Ri (Ri > 1)로 사업자에게
대출할 경우 단위 대출에 대해 생성되는 현금 흐름 θ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θi = θ(Ri , αi ) = αi Ri + (1 − αi )[0 · γ + Ri · (1 − γ)] = Ri − (1 − αi )Ri γ

(1)

여기서 α1 R1 > α2 R2 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위험대출의 손실 확률 γ의 값이 증가할수록
시장 1의 현금 흐름이 시장 2보다 높게 나타나고 γ가 작아질수록 그 반대가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Ri 를 비롯하여 R, Rc 등 이자율은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 외생변수로 취급
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자율이 경쟁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은행의 활동은 Diamond and Dybvig (1983) 이래 기존의 대다수 관련연구에서 채택한 방
식과 유사하게 t = 0에서 t = 2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t = 0
은행 i는 예금으로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fi , di )를 구성한다. 즉, 총 이자율 Ri 로 di 의 비율만큼
대출을 제공한다. 이 때, fi (및 di )의 크기(비중)는 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도매 예금의 비중과
연계된다고 가정한다.
(2) t = 1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자는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감수하고 조기 인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인출 선택 비중은 각 은행별로 Li (0 < Li < 1)로 나타난다. Diamond-Dybvig 계열 모형과
달리 비보호 예금자의 조기 유동화 선택은 유동성에 대한 실수요가 아닌 t = 2에서의 은행
3

이는 Freixas and Ma (2014) 등 global game 모형을 채택한 다수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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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개별 예금자 n은 은행의 현금 흐름에
대해 받는 신호 sin = θi + in 의 값에 기반하여 조기 인출 결정을 내리며, Li 의 값은 전체 예금자
중 조기 인출 결정을 내리는 예금자의 비율로 정해진다.
이 때, 만일 조기 인출 수요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만큼 은행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t = 2에서의 건전성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동성 부족 (illiquidity)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사전(t = 0)에 예금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즉, fi )하거나 자
금시장에서 타 기관으로부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성을 빌려와서 유동성 수요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할인율 rb (Rb = 1 + rb > R, R2 > Rb )가 적용된다. 즉, 사전에 확보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조기 인출 발생시 필요한 유동성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용은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 조달 비용보다 더 크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모든 이
자율은 경쟁과 더불어 규제 및 정책금리 목표 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금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 가정한다.
끝으로, 만일 유동성 수요가 양이며 조기인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해줄 수 없을 경우
t = 1에서도 은행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3) t = 2
t = 2에서는 최종적으로 생산활동이 끝나고 대출금 및 예금의 반환, 그리고 결제 및 청산이
이루어 진다. 만일 t = 1에서 은행간 대출을 받았다면(zi > 0) 해당 overnight loan에 대해
zi (1 + rb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 Parlour, Rajan, and Walden (2017)의 설정을 따라 은행간 결
제(settlement) 과정에서 양(+)의 순 유동성 유출 발생시 단위당 수수료 τ 를 지출한다.4 반면,
순 유동성 outflow가 0보다 작다고 해도 은행에게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제시스템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그 크기는 τ max{0, di − dj } ≡ τ (di − dj )+ 와 같이 나타난다고 한다.
각 은행의 비보호 예금자들도 은행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원금 외에도 조기 인출을
하지 않은 r(1 − Li )di 만큼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은행 실패가 일어났다면 비보호 예금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이다.
4

여기서 τ 는 은행간 결제 과정에서 양의 유동성 순유출 발생시 지출되는 단위당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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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isks of Banks

은행의 건전성(solvency)은 단위 대출에서 생성되는 현금 흐름이 단위 예금 포트폴리오 및
그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이자의 합보다 크다면 유지된다. 즉, 다음 식
θi = Ri − (1 − αi )Ri γ ≥ 1 + rdi

(2)

을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부등식 (2)로부터 건전성이 유지되는 임계(critical) 대출 손실 확률의
크기 γ̂은 다음 식
γ̂ = (Ri − (1 + rdi ))/((1 − αi )Ri )

(3)

와 같이 정해진다. γ̂는 대출 비중 di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γ가 U [0, 1]을 따
르는 것을 고려한다면, 은행 건전성이 유지될 확률은 Pr(γ < γ̂) = γ̂가 된다. 따라서, 은행 i의
건전성위험 확률 ρSR
i 는 다음 식
ρSR
≡ 1 − γ̂ = (1 + rdi − αi Ri )/((1 − αi )Ri )
i

(4)

과 같이 나타나며 대출 di 에 대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은행은 건전성 위험 외에도 유동성(liquidity) 위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iamond and Dybvig (1983)와 달리 조기인출은 t = 1에서 일부 예금자의 유동성
수요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행 실패 가능성으로 인한 예금자의 조기 인출(run) 시도
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간주한다. 이는 실질적인 유동성 수요의 상당 부분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 부등식
θi /Rb > di
가 성립한다면 은행은 t = 1에서 유동성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며,
(1 − Li )di R + 1 − di ≤ θi − Li Rb di
가 만족된다면 은행은 t = 2에 살아남게 된다. 순수하게 유동성 문제만을 분석해보기 위해 당분
간 t = 1에서 건전성 문제로 인한 은행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는 무위험대출만
상환되는 최악의 경우에서 각 은행의 현금흐름 θi = αi Ri 이 다음 부등식 αi Ri > di (1 + rb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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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t = 2에 은행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조기 인출 비율 Li 의 범위는
Li ≤

θi − (1 + rdi )
= L∗i
(Rb − R)di

(5)

와 같이 결정된다. 명백하게 현금흐름이 높을수록 L∗i , 즉 은행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임계조기
인출 비중도 올라가게 된다.
예금자 n은 t = 1에서 독립적인 신호 sin = θi + in 를 받으며, in 은 분산이 크지 않은 연속확
률분포 G를 따르는 i.i.d. 오차라고 가정한다. 예금자 n의 조기 인출 결정은 sin 의 값과 더불어
다른 예금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것인가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 예금자 n은 조기 인출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신호 sin 에 따라 스위칭 전략을 쓴다고 하자. 즉, 균형에서 sin 과 한계치
(threshold)가 되는 신호 s∗ 의 크기를 비교하여 자신의 신호가 한계치 보다 낮다면 조기 인출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제 제시된 조기 인출 게임의 균형을 찾아보자. 이 경우는 조기인출을 선택하는 예금자의
비율에 대한 사전적 믿음(prior)이 고정될 수 없으며 전체 예금자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ommon knowledge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
서는 Carlsson and Van Damme (1993), Morris and Shin (2001) 등에서 제시된 형태의 global
game 접근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만일 Laplacian property가 적용된다고 하면 s∗ 보다 높은 신
호를 받는, 즉, 조기 인출을 선택하지 않는 예금자의 비중 Mi 는 U [0, 1]을 따르게 된다.5 이 때,
식 (5)로 부터 은행이 t = 2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기인출 비중이 L∗i 보다 낮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조기 인출자 비중이 이를 넘어 t = 2에 은행 실패가 일어날 확률은 Pr(1 − Mi > L∗i )
이므로, 은행의 생존확률은 이제
1 − Pr(1 − Mi > L∗i ) = 1 − Pr(Mi < 1 − L∗i ) = 1 − (1 − L∗i ) = L∗i
과 같이 유도된다.
예금자가 조기 인출과 대기 간 무차별하다고 판단할 경우 Pr(survival t = 1|sin = s∗ ) · di =
Pr(survival t = 2|sin = s∗ )di (Rc )(R)를 만족할 것이다. 이 때, Pr(survival t = 1|sin = s∗ ) = 1,
Laplacian property가 적용된다면 sin 의 값이 드러나더라도 다른 예금자들에 비교해 어떠한 위치(rank)에
있는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즉, Mi 의 확률분포에 대한 update가 일어날 수 없다. Laplacian property
의 유도 및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를 참조하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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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urvival t = 2|sin = s∗ ) = L̄∗i 이므로 다음 식
di = L i ≤

θi − (1 + rdi )
di R
(Rb − R)di

을 만족한다. 따라서 은행 i가 건전성 문제를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범위는 위의 식으로부터
1 + rdi < θi < 1 + (r + Rb /R − 1) di = 1 + µdi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µ는 다음 식 (6)
µ = r + Rb /R − 1 > r

(6)

과 같이 정의된다.
θi ∼ U [αRi , Ri ] 이므로, 은행 i가 건전성 문제를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험을
겪게 될 가능성은 이제
ρIR
i ≡ (µ − r)di /((1 − αi )Ri )

(7)

와 같이 나타나게 되며, 은행 i의 전체 신용 위험 확률 ρCR
i 은 건전성 위험과 유동성 위험 확률,
즉 식 (4)과 (7)을 더하여
ρCR
=
i

1 + µdi − αi Ri
(1 − αi )Ri

(8)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Leverage Choice

앞서 살펴본 건전성(solvency) 및 유동성(liquidity) 위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거시건
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다. 그러나, 유한 책임을 지는 개별 은행의 주주들
혹은 대리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은행 포트폴리오 결정 단계에서 은행 실패 발생시 주주 이
익이 0이 된다는 부분만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 중립성을 가정한다면 은행의 목적 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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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대 이익
Eγ [πi ] = Eγ [θi di − (1 + rdi ) − τ (di − dj )+ ]
= Eγ [(Ri − (1 − αi )Ri γ)di ] − (1 + rdi ) − τ (di − dj )+
s.t. di < 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마지막 항 τ (di − dj )+ 은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의미하며 di − dj 가 양이 아닐 경우 0이 된다.
이제 은행의 문제는 이를 극대화하는 대출의 규모(또는 비중) di (di < 1)를 정하는 것이
된다. 유동성 위험을 추가로 고려한 임계 손실 수준은
γ̂iµ = (Ri − (1 + µdi ))/((1 − αi )Ri )

(9)

와 같이 나타나며, 은행은 손실 수준이 γ̂iµ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된다. 이 때, γ̂iµ
의 1계 미분값은 다음 부등식
−µ
∂γ̂iµ
=
<0
∂di
(1 − αi )Ri
을 만족하며, 은행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손실 확률은 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기대 이익은 이제
Z
E[πi ] =

γ̂iµ

[(Ri − (1 − αi )Ri γ)di ]dγ − (1 + rdi ) − τ (di − dj )+

0

=(Ri γ̂iµ − (1 − αi )(γ̂iµ )2 /2)di − (1 + rdi ) − τ (di − dj )+

(10)

와 같이 나타난다. 이제 1계 조건 ∂E[πi ]/∂di = 0을 구하면
Ri γ̂iµ − (1 − αi )(γ̂iµ )2 /2 + Ri (γ̂iµ )0 di − (1 − αi )(γ̂iµ )0 γ̂iµ di − r − τ bin(di − dj )+ = 0


−µdi
(Ri − (1 + µdi ))
Ri − (1 + µdi )
−µdi
=
+
Ri − (1 − αi )
− (1 − αi )
− r − τ+
1 − αi
(1 − αi )Ri
2(1 − αi )Ri
(1 − αi )Ri
3(Ri − (1 + µdi ))2 2(Ri − (1 + µdi )) + 1 − Ri
Ri − 1
=−
+
+
(Ri − (1 + µdi )) − r − τ +
2
2(1 − αi )Ri
(1 − αi )
(1 − αi )R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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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x > 0인 경우 bin(x) = 1, 나머지 경우는 0이다. 편의상 τ bin(di −dj )+
를 τ + 로 표기한다. Z = Ri − (1 + µdi )라고 한다면 위의 식은 이제
−

3Z 2
+ (2Ri2 + Ri − 1)Z + Ri2 (1 − Ri ) − Ri2 (r − τ + )(1 − αi ) = 0
2

즉, 위의 식은 Z에 관한 이차식 형태(quadratic form)로 표현된다. 극대화에 대한 1계 조건이며
Z와 di 의 부호가 반대임을 감안하여 Z에 대한 두개의 실수 해 중 작은 해를 구하면
Z = Ri −1−µd =

(2Ri2 + Ri − 1) −

p

(2Ri2 + Ri − 1)2 + 6(Ri2 (Ri − 1) + Ri2 (r − τ + )(1 − αi ))
3

와 같다. 이제 은행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출 규모 di 는
p
(2Ri2 + Ri − 1)2 + 6(Ri2 (Ri − 1) + Ri2 (r − τ + )(1 − αi ))
−2Ri2 + 2Ri − 2
µdi =
+
, and
3
3
p
(2Ri2 + Ri − 1)2 + 6(Ri2 (Ri − 1) + Ri2 (r − τ + )(1 − αi ))
−2Ri2 + 2Ri − 2
di =
+
(11)
3µ
3µ
과 같이 유도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di 는 생산 활동과 은행 위험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의 증가 혹은 감소 자체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의 등장은 예금 조달 비용 및 결제 청산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은행이 그동안 이자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오던 수단인 요구불 예금
중 일부가 디지털화폐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동일한 수준의 대출 규모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예금 이자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첫번째는 요구불 예금에 양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대신 저축성 예금 혹은 도매 예금에 대한 추가 이율 r을 줄이는 것이다. 이제 요구불 예금 이자
율 rc > 0이라고 하자. 앞서 정의대로 총 이자율은 요구불 예금 총 이자율에 대하여 정규화, 즉
Rc 로 나눈 값이다. 이 경우 총 대출 이자율 Ri 는 디지털 통화 도입 이전보다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축성 혹은 예금의 총 이자율은 각 정의에 따라 요구불 예금 대비 추가적으로 적
용되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만기시 은행 실패가 없다면 단위 예금에 대해 Rc R = (1+rc )(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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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돌려받는다. 두번째는 Rc = 1을 유지하며 따라서 상대적인 대출 수익률은 유지되는 대신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에 대한 상대적 추가 이자율 r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경우다. 이를 r̄(> r)
이라고 정의하자. 식 (10)으로부터 두 경우 모두 은행의 기대 이익이 감소하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끝으로, 결제 청산 과정의 경우는 디지털 통화가 확산될 경우 실물 화폐 취급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τ 의 값이 감소하게 된다.

3.1

Comparative Statics

식 (8)과 식 (11)에서 다음과 같은 비교정태 분석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Proposition 1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시 무위험 대출 αi 의 비중이 적당히 크고 개별
은행의 총 대출 이자율 Ri 가 과도하게 크지 않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및 대출의 비중 di 는
1. 저축성 예금에 대한 이자율 r이 증가할 경우 은행 위험 확률 ρCR
i
낮아진다.
2.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 rc 가 증가할 경우 상대적 이자 수익률(Ri /Rc )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은행 위험 확률 ρCR
i 는 커지며, 이 때 대출의 비중 di 는 Ri 가 클 경우 증가,
Ri 가 작을 경우는 감소한다.
및 대출의 비중 di 는
3. 결제 청산 수수료 (τ ) 값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 위험 확률 ρCR
i
높아진다.
Proof. See Appendix.
Proposition 1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 위험 확률 및 대출의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일, 은행이 요구불 예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요구불 예금 이
자율의 상승 없이 추가 이자율 r의 상승만으로 필요한 예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은행 위험 확률 및 대출 비중 모두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결제 청산 비용 τ 값의 감소에 의한
효과와 서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출 비중 및 은행 위험 측면에서 기존의 통화금융
시스템 대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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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디지털 통화와 기존의 요구불 예금간 대체관계가 강력하며, 은행이 요구불 예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자율 rc 를 인상하게 될 경우 은행의 상대적 대출 수익률인 Ri 가 감소하게
되며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그리고 신용 공여 등 은행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 위험 확률은 결제 청산 수수료 τ 가 감소하는
경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시장마다 다르며 이는 Proposition 1의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Corollary 1 이자율 rc 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은행의 수익성 πi 의 감소, 위험성
ρCR
i 의 증가, 그리고 대출 비중 di 축소는 총 대출 이자율 Ri 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저위험,
저수익 시장(시장 1)에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2

Depositor’s Preference and Bank’s Portfolio

여태까지는 은행이 이자만 지급하면 예금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금자의 선호 및 선택 범위에 따라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예금자가 요구불 예금과 도매 예금 중 선택할 경우에는 도매 예금 이자율 r
이 둘 사이의 한계 대체율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요구불 예금과 도매 예금의 비중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r은 경쟁 및 규제 환경에 의해 영향받게 되는 외생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이는 은행이 자유롭게 예금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가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다른 요인 - 일례로 요구불 예금을 통한 지급 서비스 제공, 월 수수료 부과 등 - 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예금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통화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예금자 n의 효용은 다음 식
ui (fn ) + (1 + r)dn
과 같이 나타난다고 하자. 여기서 fn 은 n의 요구불 예금 비중, dn 은 도매 예금 비중을 의미
하며, fn + dn = 1이 된다. 위의 효용함수는 도매 예금의 경우는 수익 자체에 대해서, 요구불
예금의 경우는 그에 수반되는 소액결제 등 소매금융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서 효용이 정해짐을
의미한다. 주어진 효용함수로부터 1계 조건은 u0 (fn ) − (1 + r) = 0 (u0 > 0)이 되며, 개별
은행은 이자율이 아닌 수수료 크기나 부가서비스의 내용 등과 같은 요구불 예금의 효용 u을
설계하여 fn 의 크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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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자유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요구불 예금과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가 도입되고, 그에 대한 효용 uCB (fn )이 fn 의 일부 구간에서라도 높게 나타난다면, 예금자는
요구불 예금 대신에 모두 디지털 통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효용함수로 나타낸다면
max{uCB (fn ), ui (fn )} + Rdn
와 같다. 이제 uCB (fn ) > ui (fn )만 성립할 경우 은행은 해당 요구불 예금 비중(fi = fn )을
설정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fi , di ) (fi + di = 1)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효용 자체는 보유한 유동성의 비중과 무관하다고 하자. 즉, fn ∈
(0, 1)에서 uCB (fn ) = ū이다. 충분히 작은 양의 fn 에 대하여 u(fn ) < ū, 적당히 큰 1 미만의 fn
에 대하여 u(fn ) > ū를 만족한다면 u0 > 0 이므로 이제 u(f¯) = ū을 만족하는 유일한 f¯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정리를 도출할 수 있다.
Proposition 2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예금자 효용이 단일한 상수 ū로
나타나며, 요구불 예금과 완전 대체 관계일 경우, 은행은 fi > f¯ (u(f¯) = ū)인 포트폴리오만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결정되는 fi 가 f¯보다 크다면, 디지털 통화가 도입
되더라도 그에 따라 변화한 r값에 맞춰 해당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6 이는
예금자 선택 측면에서 본다면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도입이
대출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우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의
이자율을 늘어나기 보다는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선택을 위해 요구불 예금의 이자율이 늘어나
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게되는 r 및 rc 의 값의 변화에 따라 은행 건전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3.3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이 저축 혹은 도매 예금과
요구불 예금 중 어디에 의존하는가, 즉 어떤 쪽의 이자율을 올리는가에 따라 은행의 포트폴
리오 선택 및 위험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경우 모두 은행의
6

다시 한번 은행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사회적 최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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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은 악화되지만,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은행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안정성은 향상되는 반면, 요구불 예금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주어진 정규 조건
하에서는 은행 안정성이 떨어지며, 게다가 상대적인 대출 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 비중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전자의 결과는 결제 청산 비용의 감소에 따른 대출 비중 확대 및 안정성 감소 효과와 서로
상쇄되어 현재 대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결과는 예금자가 갖게 되는
디지털 통화와 요구불 예금 간 완전한 대체관계와 맞물려 은행의 포트폴리오에 선택 범위에
대한 제약, 은행 위험의 증가 및 대출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일, 실제로 디지털 통화와 은행의 요구불 예금 간 대체관계가 강하여 요구불 예금이 구축
(crowd out)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감독당국이 은행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은행이 dn 만큼 대출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fn 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화 도입 이전에 택했을 요구불예금의 비중만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해당 은행이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정책에서 타당하게 구현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유동성 및 예금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및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시모형의 수립 및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요구불 예금의 이자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요구불 예금의 이자가 이전보다 상승하면서 저축 혹은 도매 예금에 대한 요구불
예금 대비 상대적 총 이자율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전자의 경우
은행의 수익성, 대출 비중, 위험성은 기존 대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후자
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수익성은 감소하고 은행위험은 증가하며,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대출 비중 축소가 보다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은행의 기존 요구불 예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간 대체관계가 강하다면 은행이 자산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즉 요구불 예금과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비중을 선택하는데,
18

제약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국 디지털 통화의 도입에 따라 요구불 예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위험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경우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로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요구불 예금 예치
의무화, 대출 비중에 맞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관리권한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은행이
지급준비금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토큰(이더리움 등) 혹은 계좌(비트코인 등) 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구현 방식을 결정할
때 두 방식이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요에 대한 대체 효과가 다르며, 그에 따라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리지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형에서 전제한 몇 가지 가정들에 의존하는 지점
이 한계로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대출 시장은 독점인 반면 저축성 혹은 도매
예금 시장은 경쟁시장이며, 또한 이자율은 사실상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가정에서 도출된다.
또한, 요구불 예금은 지준율 확보에, 도매 혹은 저축성 예금은 대출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 가정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끝으로, 요구불 예금으로 부터 은행이 얻는 이익은 0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이 대출 비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과 비교하여 과도한 차이는 아닐것으로 기대하지만,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만큼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모형 내에서 보완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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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roof for Proposition 1
식 (11)를 다시 쓰면
p
(2Ri2 + Ri − 1)2 + 6(Ri2 (1 − Ri ) − Ri2 (r − τ + )(1 − αi ))
−2Ri2 + 2Ri − 2
µdi =
+
, and
3
3
p
(2Ri2 + Ri − 1)2 + 6(Ri2 (1 − Ri ) − Ri2 (r − τ + )(1 − αi ))
−2Ri2 + 2Ri − 2
+
di =
3µ
3µ
과 같다.
1. µ = r + Rb /r − 1, ρCR
=
i

1+µdi −αi Ri
(1−αi )Ri

이므로 ∂µdi /∂r < 0 이며, 따라서 ∂ρCR
i /∂r < 0

이다. 가정에 따라 R2 > Rb > R를 만족하므로, ∂µ/∂r = 1 − (1 + rb )/(1 + r)2 > 0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di /∂r < 0이 된다.
2
2. ∂ρCR
i /∂Ri = (Ri µ∂di /∂Ri − 1 − µdi )/((1 − αi )Ri ) 이다. µ∂di /∂Ri 는

1/3 −4Ri + 2 +

8Ri3 − 3Ri2 + 3Ri − 1 − Ri (r − τ + )(1 − αi )
Ri

!

p
(2Ri + 1 − 1/Ri )2 + 6((1 − Ri ) − (r − τ + )(1 − αi ))

이며, 만일 αi 가 충분히 크고, Ri 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면7 위의 식에서 유도한 µ∂di /∂Ri
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µ∂di
8Ri3 − 3Ri2 + 3Ri − 1 + 6(Ri − 1) + (6 − Ri )(r − τ + )(1 − αi )
<1/3 −4Ri + 2 +
∂Ri
2Ri2 + Ri − 1


−7Ri2 + 7Ri + 6(Ri − 1) + (6 − Ri )(r − τ + )(1 − αi )
=1/3 2 +
2Ri2 + Ri − 1
∂di /∂Ri 는 Ri 가 작을 경우 양의 값을, Ri 가 클 경우 음의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ρCR
i /∂Ri < 0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상대 이자수익률이 감소하면 은행 위험
위험 확률이 증가한다.
3. 식 (11)에서 결제 청산에 요구되는 단위당 비용 τ 가 증가함에에 따라 ρCR
및 di 가 감소함
i
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 의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은 τ 값을 낮추게 됨에 따라
은행 위험 및 대출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정확히는 2(2Ri + 1 − 1/Ri )2 > 8Ri3 − 3Ri2 + 3Ri − 1 − Ri (r − τ + )(1 − αi ) 및 (r − τ + )(1 − αi ) < 0.4를
만족해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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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Laplacian Property
예금자 n의 신호가 sin = s∗ 일 경우, n은 Mi 비중의 예금자들이 sin 보다 높은 신호를 받는다고
믿는다. 즉, 예금자 j의 신호가 sij > s∗ 일 확률 Pr(sij > s∗ |sin = s∗ )은
Mi = Pr(θi + in > s∗ |sin = s∗ )
= Pr(j > s∗ − θi |sin = s∗ )
= 1 − G(s∗ − θi )
예금자 n이 받은 신호가 sin = s∗ 라 하더라도 θi 가 어떤 값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즉, θi
는 확률변수기 때문에 Mi 는 여전히 확률변수가 된다. 이제 Mi 의 확률분포를 구해보자. 상수
M̂ ∈ [0, 1]에 대해서 Mi < M̂ 일 확률은
Pr(Mi < M̂ |sin = s∗ ) = Pr(1 − G(s∗ − θi ) < M̂ |sin = s∗ )
= Pr(1 − G(s∗ − θi ) < M̂ |sin = s∗ )
= Pr(θi < s∗ − G−1 (1 − M̂ )|sin = s∗ )
= Pr(s∗ − ij < s∗ − G−1 (1 − M̂ )|sin = s∗ )
= Pr(ij > G−1 (1 − M̂ )|sin = s∗ )
= 1 − G(G−1 (1 − M̂ ))
= M̂
따라서, Mi 는 U (0, 1)을 따르게 된다 (i.e. Laplacia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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