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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Financial Reforms and Innovation: a Micro-Macro Perspective”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44
저자: Spyridon Boikos(Macedonia大), Ioannis Bournakis(Middlesex大), Christopoulos
Dimitris(Athens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Peter McAdam(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금융개혁이 R&D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 R&D 투자자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되는데 자금조달이 원활한 경우 R&D 투자
증대로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ㅇ 금융개혁은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미시적 개혁(micro reform)과 지준율 인하, 신용
제약(credit control restrictions) 완화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시적 개혁(macro
reform)으로 구분
- 거시적 개혁은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R&D 투자에 영향
ㅇ 이론적 분석 결과 미시적 개혁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거시적 개혁은
신용공급 확대가 기업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도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
- 미시적 개혁으로 은행 간 경쟁이 확대되면 대출금리 하락으로 R&D 투자 자금조달 비
용이 감소함에 따라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을 제고
- 거시적 개혁으로 전반적인 신용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기업부도율이 상승하게 되면
R&D 투자가 오히려 축소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지급준비금
역설, Reserves Paradox)

ㅇ 1981년~2005년 중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미시적 개혁은 R&D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거시적 개혁의 경우 대부분(mostly)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신용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금융개혁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 1 -

금융통화
② “Leakages from Macroprudential Regulations: The Case of Household-

Specific Tools and Corporate Credit”
출처: IMF, Working Paper 21/113
저자: Aproorv Bhargava, Lucyna Górnicka, Peichu Xie(IMF)
【핵심내용】
ㅇ 거시건전성 정책은 대상 부문/주체에 대한 직접효과 이외에 전이효과(spillover) 또는
풍선효과(leakage)를 통해 대상 이외 부문/주체에 간접 영향을 미침
ㅇ 본고는 가계부문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기업부문의 신용배분 위험에 미치는 간
접효과를 분석
* LTI, LTV, DSTI(Debt Service to Income) 등을 규제하는 정책

- 29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개별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취약성 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신용배분(corporate credit allocation) 위험도**를 도출
* 개별기업의 금융취약성을 ① 유동성 관련 지표(총부채/총자산 비율) ② 부채과잉 지표(총부채/영업이
익) ③ 이자보상배율(이자지출/영업이익)로 측정
** 금융취약성이 높은 기업(상위 20%)의 평균 지수와 낮은 기업(하위 20%) 평균 지수의 격차로 측정하
며, 동 격차가 클수록 기업 차입의 전반적 위험도가 높음을 의미

ㅇ 2002.1/4~2018.4/4분기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신용 팽창기 가계부문의 거시건전
성 규제 강화는 기업 신용배분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GDP 비율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만큼 커지는 신용팽창기에 가계부문 거시건
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부문 신용배분 위험도가 표준편차의 10%만큼 상승
- 동 상승폭은 금융위기 직전 신용팽창기(2005~2008)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considerable)
수준임*
* 금융위기 직전 신용팽창기 동안 신용/GDP 비율은 2.5 표준편차만큼, 기업 신용배분 위험도는 0.8 표
준편차만큼 확대되었음

ㅇ 가계부문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은행의 기업 대출 태도(lending standards)에 미치
는 풍선효과는 기업 규모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
- 가계부문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완화시키지만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특정 부문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여타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풍선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특히 신용 팽창 속도가 빠를수록 풍선효과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와 기업
부문의 금융취약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작은
신용 팽창 국면 초기에 부문별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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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Rise in Inequality after Pandemics: Can Fiscal Support Play a

Mitigating Role?”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20
저자: Davide Furceri, Prakash Loungani, Jonathan D. Ostry(IMF), Pietro Pizzuto
(Palermo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염병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힘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 소득 수준에 따라 감염 확률, 종사 직종의 재택근무 가능 여부, 실직 및 소득 감소
정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
을 가능성이 있음
ㅇ 본 연구는 과거 전염병의 대유행이 불평등의 심화를 유발하였는지 살펴보고, 재정정
책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
- 먼저 21세기에 유행한 전염병(SARS, H1N1, MERS, Ebola, Zika 등)이 소득 분배에 미친
동태적인 영향을 국소 투영법(local projection)을 통해 분석
- 다음으로 ①재분배 상태*, ②재정적자 규모, ③의료비 지출 규모 등의 세 가지 기준
을 통해 재정정책이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
* 조세 및 이전소득 발생 전・후로 나누어 측정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
로 추정

ㅇ 분석 결과, 전염병의 대유행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모두 전염병 대유행 3년 후 약 0.3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위의 세 가지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정정책의 강도를 측정하여도, 재정적 지원의
강도가 낮은(하위 50%) 경우의 지니계수 상승 폭이 높은(상위 50%) 경우에 비해 약 3
배에 달했음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
- 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지원이 시행되어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채무 지속가능성
(debt sustainability)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디지털, 친환경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면 향후 재
정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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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Five Facts about the Distributional Income Effects of Monetary Policy”
출처: Sveriges Riksbank Working Paper No. 403
저자: Niklas Amberg, Thomas Jansson, Mathias Klein, Anna Rogantini
Picco(Riksbank)
【핵심내용】
ㅇ 지난 수십 년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이 소
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Mersch, 2014; Bernanke, 2015; Draghi, 2016)
ㅇ 본 연구는 스웨덴 국민 640만 명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리 중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경로를 분석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repo금리 하락 충격(-25bp)이 향후 2년간 총소득과 각 소득항
목(근로 및 자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수준에 따라 11분위로* 나누어 분석
* 소득 하위 0~90%까지는 10%씩 1~9분위, 상위 1~10%는 10분위, 상위 1%는 11분위에 해당

ㅇ 금리 인하의 총소득 증대 효과를 소득 분위에 따라 나눠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득층에 비해 높은 U자 형태를 보임
-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은 2.3%, 고소득층(11분위)의 소득은 3.1% 증가한 반면, 중소
득층(4~7분위)의 소득 증가폭은 0.6%에 불과
-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0.315 → 0.316),
이는 지니계수가 통화정책의 소득재분배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의미
ㅇ 소득 분위별 소득 증대 요인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고소
득층일수록 자본소득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증대분 2.3% 중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기여도는 각각
2.0%p, 0.2%p인 반면, 고소득층(3.1%)은 각각 0.6%p, 2.6%p로 나타남
ㅇ 이는 소득항목별 구성비율이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소득
구성 경로, income composition channel), 금리 인하에 따른 근로 및 자본소득 반응이 분
위에 따라 다를 가능성 역시 존재(소득 이질성 경로, earnings heterogeneity channel)*
* 예를 들어, 총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중은 저소득층 5%, 고소득층 18%로 소득 구성 경로의 설명과 부
합하지만,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 48%, 고소득층 76%로 소득 구성 경로만으로는 설명이 불가

ㅇ 두 경로의 영향을 분해하여 살펴보면, 근로소득에서는 소득 이질성 경로가 우세하고
자본소득에서는 소득 구성 경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중·고소득층보다 낮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금리
인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소득층에서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높음
- 금리 인하의 자본소득 증대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의 자본소득 비중이 더 높음에 따라 자본소득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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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Surviving the Fintech Disrup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8668
저자: Wei Jiang(Columbia大), Yuehua Tang(Florida大), Rachel (Jiqiu) Xiao, Vincent
Yao(Georgia State大)
【핵심내용】
ㅇ 핀테크 혁신은 초기에는 기존 금융 서비스 개선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
어 인공지능 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러한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대
* 핀테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과 접목되면서 금융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산업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본고는 먼저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산한 미국 772개 직종의 핀테크 노출도
*
(fintech exposure)와 온라인 구인 데이터 를 활용하여 핀테크 혁신이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분석
* 미국의 Burning Glass Technology社에서 제공한 온라인 구인 데이터(1억 6천만여개의 일자리에 대
한 구인 데이터)를 직종별 패널로 정리했으며, Modestino et al.(201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전체 대
비 비중을 시산

- 패널회귀 모형으로 핀테크 노출도가 구인 활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으며, 핀테크
충격에 대한 기업들의 고용 전략과 경영지표 변화도 분석
ㅇ 핀테크 노출도 지표* 시산 결과, 중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종과 중위 수준의
교육(고졸 및 대졸)을 받은 종사자들에서 노출도가 높았음(2007년 기준)
* 미국 특허청의 핀테크 특허 신청 서류의 제목 및 초록(abstract)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미국의 O*NET
에서 제시한 직종별 직무 기술서간 유사도를 바탕으로 시산

ㅇ 온라인 구인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모형 분석 결과, 핀테크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핀테
*
크 노출도 상위 25%)에서 구인건수 비중에 부정적 영향 이 발생
* 핀테크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은 구인건수 비중이 2007~18년간 중 5% 정도 하락

- 다만 지역사회에 정보기술 부문 학위자 등 관련된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경우 핀테
크 충격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
- 특히 핀테크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요구한 구인
비중이 높아졌고 경력·학력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핀테크 충격에 대
해 보다 높은 근로 역량을 요구하는 업스킬링(upskilling)으로 대응했음을 시사
ㅇ 핀테크 충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 기업 유형(특허 신청기업, 인수기업, 기타로 구분)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음
- 특허 신청기업은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매출, R&D 지출도 증가
ㅇ 본고는 핀테크 혁신을 지표화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업의 대
응 전략에 따라 핀테크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extual Analysi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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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Why Working From Home Will Stic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8731
저자: Jose Maria Barrero(Instituto Tecnologico Autonomo de Mexico), Nicholas Bloom
(Stanford大), Steven J. Davis(Chicago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확대된 재택근무의 양상을 살펴본 다음 대유
행 종료 후 재택근무 비중을 전망하고 동 전망치에 근거하여 경제적 영향을 추산
- 실증분석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노동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수 차례 시행된 서베이 자료를 이용
ㅇ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는
데, 주로 고소득·고학력 노동자의 재택근무 비중이 크게 상승
- 분석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중(전체 노동시간 대비)은 48.6%에 달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근로자는 56%임
- 재택근무 비중은 노동자의 학력* 및 소득수준**과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연령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졸 학력 미만 노동자의 재택근무 비중(10%)은 석사 학위자(50%)에 비해 낮은 수준
**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근로자 재택근무 수행 비중은 연소득 2~5만 달러 노동자의 2배 수준

- 노동자들은 주 2~3일 재택근무가 상당한 통근시간(일평균 54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의
5%에 달하는 효용을 제공한다고 답변
ㅇ 대유행 기간 중 재택근무 관련 기술 발전, 투자 증가,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대유행
이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 비중이 이전 수준(5%)으로 회귀하지 않고 약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신규 특허 중 재택근무 관련 특허(영상회의, 원격근무 관련 기술)의 비중은 2020년 1∼9월
중 2배 이상 상승
- 재택근무의 본격화에 따라 IT장비 구입, 원격통신 소프트웨어 교육 등 근로자의 인
적·물적자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GDP의 0.7%에 달하는 수준으로 추산
-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재택근무를 적용한 사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크게 감소하고, 생산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폭 해소
-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는 상당 기간 잔존할 것으로 보임
ㅇ 대유행 종료 후 자발적 재택근무가 적정 활용(re-optimized working arrangements, 5%(대
*
유행 이전)→20%(대유행 종료 후))되면 최대 5% 수준의 생산성 향상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재택근무로 인한 통근시간 감소분 등을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노동생산성은 최대 5.0%가량 상승

- 다만, 재택근무의 혜택이 고소득·고학력 계층에게 집중되는 문제와 도심 통근자 감
소에 따른 도심경제 악화는 고민해야 할 문제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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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Local

Currency Bond Markets, Foreign Investor Participation, and
Capital Flow Volatility in Emerging Asia”
출처: ADBI Working Paper Series No.1252
저자: John Beirne, Nuobu Renzhi(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Ulrich Volz(SOAS大)

【핵심내용】
ㅇ 아시아 신흥시장국에서 지역통화 채권시장(Local Currency Bond Market, 이하 LCBM)이 활
성화되면 통화 및 만기 불일치 문제가 개선되고 외국자본 의존도가 낮아지는 순기능
이 있으나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ㅇ 본고는 아시아 10개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LCBM 발전과 외국인 투자자의 LCBM 참
여도가 이들 국가의 자본이동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1999.1월~2020.5월 신흥시장국의 거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LCBM 참여도에 따라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
- 또한, LCBM의 수익률 및 자본조달 규모, 외국인 투자자의 LCBM 참여도, VIX 등이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
ㅇ 분석 결과,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이 LCBM 수익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
지 않으나 LCBM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 및 외국인 투자자의 LCBM 참여도에는 상당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LCBM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가 클수록 자본이동 변동성은 축소되는 반면, 외국인 투
자자의 LCBM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본이동 변동성은 확대됨
- GDP 대비 LCBM 자본조달 규모가 1%p만큼 증가하면 자본이동 변동성은 0.3%p 감
소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LCBM 참여율이 1%p만큼 상승하면 자본이동 변동성은
0.6%p 상승
ㅇ 또한 LCBM이 미성숙 단계에 있는 신흥국에서 자본이동 변동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CBM의 성숙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위기 취약성이 높은 반면, LCBM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LCBM 참여
도가 자본이동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LCBM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여야 함을 시사
- 내국인 LCBM 투자자를 육성하여 국내 금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
자자의 환위험 헤지를 유도하여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축소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Structural Pane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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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Macroeconomic Impact of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Some

Cross-country Empirical Finding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26
저자: Zhongxia Jin, Haobin Wang, Yue Zhao(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26개국 자료를 이용한 VAR 분석과 중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외환시장 개
입의 유효성과 잠재적 부작용을 분석
- 1990~2019년 중 26개국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 빈도에 따라 개입국(interveners)과 비개입국(floaters)으로 구분하고, 거시경제변수
의 충격반응함수를 축약형 VAR을 통해 유형별로 비교 분석
- 1990~2018년 중 중국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VAR을 이용하여 분석
ㅇ 분석 결과, 외환시장 개입이 명목환율의 단기 변동성 완화에는 유효하지만, 실질환율
안정화에는 효과가 없으며, 국내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입국에서 실질환율은 국내물가 변동을 통해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명목환율 안
정화의 대가로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
- 대외 금융충격에 따른 주가와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살펴보면 비개입국보다 개입국
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의 충격 흡수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대외 금융충격이 국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
- 실질금리 변동폭의 경우에도 개입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
해 대외충격이 국내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됨을 의미
- 대외충격에 따른 물가 및 자산가격의 추가 조정 등 간접적인 비용 외에도 외환시장
개입은 대외불균형 누증, 외환보유액 감소, 대외투자수익률 하락, 외환 파생상품시장
발전 저해,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목표 간 상충 등의 직접적인 비용도 수반
ㅇ 중국 사례연구 결과는 개입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대외충격
에 대응한 외환시장 개입이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 대외불균형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
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율변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외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간의 상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V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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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Be the First Investor to Eat Crabs in North Korea: Tips f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출처: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저자: Xuechan Ma(Leiden大), Anran Zhang(Erasmu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과 외국 간의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향후 북한과 투자협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
ㅇ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경제특구 설치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UN의 대북제재, 북한의 법·제도와 관련한 투자 리스
크가 존재
- UN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은 수차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독점금
지,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
- 이 외에 개성공단 폐쇄 및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법률적
으로 독립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부재 등도 문제
ㅇ 그동안 북한이 체결한 24개 양자투자협정 중 13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과 협
정 체결 시 권고사항 네 가지를 제시
① 양자투자협정이 적용되는 ‘영토 범위’ 조항과 관련하여 서해와 같이 남북 간 분쟁
이 있는 지역의 경계를 국내법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할 것
② ‘수용 및 보상’ 조항과 관련하여 남북 간 충돌이 보상금 지급 회피 명분으로 사용
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
③ ‘실질적 보호’ 조항에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공정·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모두 포함토록 하고,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을 통해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투자의 어느 단계에서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적용받는지 명시
④ ‘분쟁 해결’ 조항과 관련하여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의무 설정, 국내구제절차
완료의 원칙* 포함,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및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의 규칙 개정 시 자동 적용 등을 권고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이전
에 그 국민이 피해를 입은 국가의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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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Limits to Private Climate Change Mitigation”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12
저자: Dalya Elmalt, Deniz Igan, Divya Kirti(IMF)
【핵심내용】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ing)
의 일환으로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
*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lility)을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부각

ㅇ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기업(20개국, 52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 증가율과 ESG 점수*(ESG Scores)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 민간 데이터 제공업체인 Refinitiv에서 제공하는 ESG Score를 사용

-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ESG 점수와 탄소배출 증가율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ESG 점수 개선이 기후변화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
* IPCC(2018)가 제시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측정하며, ESG 점수 개선으로 인해 동 기간이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

ㅇ 실증분석 결과, ESG 점수와 탄소배출 증가율 사이 음(-)의 관계가 존재하나(ESG 점수가
*
1 표준편차만큼 증가시 탄소배출량 1.1%p 하락)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기업수준의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계수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음

- 특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기업일수록 ESG 점수와 탄소배출 증가율 사이의 관계가
미약하여, 대형 기업은 실질적인 감축노력 없이 혁신계획 수립 과시 등을 통해
ESG 점수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window-dressing)도 있음
- 또한 ESG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 감소는 ESG 구성요소 중 환경 요인
(Environmental Pillar)보다는 지배구조 요인(Governance Pillar)과 관련성이 높음
ㅇ 나아가 ESG 점수 개선시 기후변화 억제효과를 시산한 결과, 탄소예산 소진기간이
소폭 연장되는데 그침(ESG 점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최대 3.3년 연장)
- 따라서 기업들의 ESG 지표 개선이 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ㅇ 본고의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억제 효과를 평가할 때 기업들의 ESG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정책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및
적절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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