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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Digitalization of Money”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941
저자: Markus K Brunnermeier, Harold James(Princeton大), Jean-Pierre Landau
(Sciences Po)

【핵심내용】
ㅇ 본고는 디지털화폐의 주요 문제와 경제적 함의를 논의
① 디지털화폐는 전통적 화폐 기능(가치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회계단위)을 분리하는 기술혁
신을 통해 특정 기능에 특화된 화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폐 간 경쟁 격
화를 초래
② 디지털화폐 발행자는 전통적 화폐 기능에 데이터 수집 및 SNS와 같은 새로운 기
능을 결합하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 경쟁
- 이러한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폐 간 호환성과 플랫폼 서비
스 간 상호운용 가능성이 요구
- 거시경제적 연결을 대체하는 디지털 연결의 확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디지털통화지역(Digital Currency Area, DCA)*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며, 선진국과 신
흥국 모두 디지털 달러화(digital dollarization)**에 취약해질 가능성
* 네트워크 내 특정 통화를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고유한 영역으로, 기
존 화폐와 다른 가치 척도를 이용하거나(예: Facebook의 Libra) 네트워크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
는 교환의 수단을 제공(예: Tencent, Ant Financial)한다는 특징을 지님
** 특정 국가 통화가 달러 등의 기축통화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통화로 대체되는 현상

③ 디지털화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결합은 현금 사용 감소, 은행이 아닌 플랫폼을 통한
지급결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시킬 가능성
ㅇ 민간발행 디지털화폐 문제, 데이터 소유권 규제, 통화정책 파급경로 약화 등의 문제
를 수반하는 디지털화폐의 등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공공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
-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중
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및 CBDC와 디지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 가능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
【분석방법론】 Nar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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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Fiscal Crosswinds in the European Monetary Un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40
저자: Lucrezia Reichlin(London Business School), Giovanni Ricco(Warwick大),
Mtthieu Tarbe(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고는 단일 통화당국과 복수 재정당국이 존재하는 유로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전통적,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유로지역 내 개별 국가 재정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시 및 금융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VAR 모형을 통해 분석
* ① 단기금리에 주로 영향을 주는 전통적 통화정책 충격, ②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 ③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flight to safety)되는 충격

- 1991.2/4~2019.4/4분기 중 유로지역 4개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거시경
제 데이터(GDP, 물가지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3개월 및 10년 국
채 금리 등)를 활용
ㅇ 분석 결과, 전통적,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재정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시
및 금융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 종류별로 상이
- 단기 정책금리를 10bp 인하하는 전통적 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GDP가 2년차에 0.1%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소폭
상승
- 장기금리를 20bp 하락시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의 경우 재정변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GDP와 인플레이션은 전통적 정책에 비해 더 크게 상승
- 독일 대비 여타 국가의 국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충격의 경우 개별 국가 재정정책
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식별되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
ㅇ 정부의 기간 간 예산 항등식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등
의 장기적 동학을 분석한 결과 역시 정책 충격의 종류에 따라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
-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전통적 통화정책 충격(1표준편차)의 경우 미약하지만 지속적
인 물가상승(5bp)을 유발하며, 이는 실질 금리 하락과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기인
- 반면, 장기금리를 하락시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1 표준편차)의 경우 전통적 통화
정책 충격에 비해 물가상승(9bp) 폭이 큰데, 이는 대부분 큰 폭의 실질금리 하락에 기
인하였으며 재정적자 확대 폭은 전통적 정책에 비해 작았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이 단일 통화당국(ECB)의 정책 외에도 개
별 국가의 재정정책, 부채의 만기구조, 수익률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
므로 통화 및 재정 정책조합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VAR Model, Sign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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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Productivity, Output, and Failure: A Comparison of Taiwanese and

Korean Manufacturers”
출처: The Economic Journal, 113
저자: Bee Yan Aw(Pennsylvania
Roberts(Pennsylvania State大)

State大),

Sukkyun

Chung(한양大),

Mark

J.

【핵심내용】
ㅇ 190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여러 신흥공업국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이 나타남에 따라,
강한 수출지향적 성향 및 높은 자본투자율 등 공통적인 성장 요인에 대한 이목이 집중
- 그러나 이 국가들의 산업구조 간의 뚜렷한 차이* 역시 목격됨에 따라,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 및 원인 역시 주목받기 시작
* 예를 들어, 대만의 제조업은 중소기업이 우세한 반면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재벌)이 우세

ㅇ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주요 7개 제조업의 미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입 및
퇴출, 생산성 및 생산량의 분포 등 산업구조의 체계적인 차이를 분석
- 한국이 대만보다 생산설비 건설 비용, 시장정보를 확보하는 비용 등 초기 진입비용이
높다는 근거가 존재(Pack, 1992; Levy and Kuo, 1991)함에 따라, 본 연구는 진입비용을
반영한 모형(Hopenhayn, 1992)*에 기반하여 모형의 예측을 실증적으로 확인
* 한 산업에 생산성이 이질적인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현재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미래의 생산성이 높
을 확률이 커지며, 진입비용이 커질수록 진입 및 퇴출을 결정짓는 생산성의 임계치가 높아짐

ㅇ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의 생산성, 생산량의 분포 및 진입·퇴출 양상에서 여러 구조적
인 차이가 관측됨
- 한국이 대만에 비해 기업 전환(진입·퇴출)율이 낮으며, 공장 간 생산성의 분산이 크고,
생산성이 낮은 공장의 비중이 높지만, 산업의 산출량에서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 차
지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이 대만에 비해 생존 기업과 퇴출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초기 생산성
에 향후 생산성이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는 기존 기업들의 평균적인 생산성 수준이 낮아져 신규 진입 기업과의 생
산성 격차가 거의 없지만, 대만에서는 기존 기업과 진입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의 차이를 이론모형을 통해 예측하고 미시 데이터
를 분석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음
- 진입비용을 포함한 여러 진입장벽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일 수 있으며, 진입장벽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산업구조적·정책적 배경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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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Carbon Tax to Meet the U.S. Paris

Agreement Target: The Role of Firm Creation and Technology Adop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795
저자: Alan Finkelstein Shapiro, Gilbert E. Metcalf(Tufts大)
【핵심내용】
ㅇ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현재 대비 65% 수준으로 저감할 것을 약속
- 이에 따라 주요 환경정책수단 중 하나인 탄소세(carbon tax)가 미국 거시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대(OECD, 2017; Metcalf and Stock, 2020)
ㅇ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반영한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바이든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미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탄소배출량에 따라 개별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경제 전체의 탄소배출량 증가
시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음(negative)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
* 탄소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5년 후에 바이든 행
정부의 목표를 달성

- 기업의 상품 생산기술 채택 의사결정* 및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의사결정을 반영
*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으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녹색 기술과 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기술 중 택일

ㅇ 예상과 달리 탄소세 도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부
거시변수는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시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0.05%p 증가하나, 산
출량, 소비, 임금은 각각 0.29%, 0.17%, 0.12%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행 기간(transition path)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
되어 부정적 영향은 장단기 모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이는 기존 기업의 기술채택 의사결정 변화(intensive margin) 및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의사결정 변화(extensive margin)*가 탄소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때문
* 탄소세는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신규 기업의 기대이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진입 후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탄소세로 인해 탄소저감시설 구축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 녹색 기술로 전환하는 기존 기업이 증가하고(intensive margin), 신규 진입하는 기업의
수는 감소하며, 이들 중 녹색 기술을 도입하는 비중은 증가(extensive margin)하여 경
제 전체의 음(-)의 외부성이 감소하고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
- 상기 두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산출량, 소비 등이 상당히 훼손*되고, 바이
든 행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큰 폭의 탄소세 인상이 수반됨
* 녹색 기술 도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기업은 탄소세를 회피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탄소저감시설을
구축하거나 생산량을 줄여 대응하기 때문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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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UI Generosity and Job Acceptance: Effects of the 2020 CARES Act”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1-13
저자: Nicolas Petrosky-Nadeau, Robert G. Valletta(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2020년)에 의거 미국에서 실업급여가 확대*되었는
데, 해당 정책으로 인해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유인이 약화되어 고용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2020.3.27일 통과된 실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실업자(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 포함)에게 기본 실
업급여(실직전 임금의 50% 정도, 한도는 주당 500달러) 이외에 추가 실업급여를 지급. 추가 지급액은
제도도입 초기 주당 600달러였다가, 2020.8월부터 주당 300달러로 축소 운영중

ㅇ 본고는 이론모형을 통해 실업급여 존재시 구직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개인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유보 실업급여* 수준(reservation benefit)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실직자가 취업제안을 거절하게 만드는 실업급여 수준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유보 실업급여 수준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 동태적 의사결정을 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뿐 아니라 취업시 예상
되는 고용기간, 새로운 취업을 제안받을 확률 등 노동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미국의 인구서베이(Current Population Survey) 미시 데이터로 유보 실업급여 및 실직확률
등을 시산한 결과, 실업급여 지급 이후 구직률 하락이 예상되는 근로자는 일부 학력,
업종에 한정될 가능성
- 학력 수준(고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별로는 대졸이상 학력의 근로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주요 10개 직업군 중 음식 서비스업(food service), 경비원(janitor)에서만 현
재 실업급여 수준이 유보 수준에 근접했음
ㅇ CPS 및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회귀모형 분석시, CARES
Act와 후속 법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변화가 실직자의 구직률(job-finding rate)에 미
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Ganong et al.(2020)을 이용

- CARES Act로 인한 구직률 하락분은 약 7.1%p(2020.5월 기준)였으며, 2021년 초반까
지 분석 기간을 확장하여 실업급여 추가지급액이 300달러임을 고려할 경우 구직률
을 약 3.5%p 하락시키는 것에 그침
- 이는 당분간 노동시장 침체(depressed labor market)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하더라도 구직(활동) 유인이 별로 약화되지 않음을 시사
ㅇ 본고는 미국의 CARES Act에 의거한 실업급여 확대가 고용회복 부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임을 시사
- 다만, 직업탐색에 소요되는 비효용과 실업 상태에서의 인적자본 감소 등은 분석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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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Inclusivity in Labor Market”
출처: IMF Working Paper 21-141
저자: Asmaa El-Ganainy(IMF), Ekkehard Ernst(ILO), Rossana Merola(ILO), Richard
Rogerson(Princeton大), Martin Schindler(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노동시장 포용성(inclusivity) 평가를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
로 정형화된 사실을 파악한 후 노동시장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 노동시장 접근성(고용기회 균등), 공정성(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연계), 노동자 보호 장치(고용안전망),
노동자 발언권

① 노동시장 접근성(비자발적 실업률 기준)은 상이한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의 영향으로 국
가별 편차가 크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남
② 공정성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성별 임금
격차도 상당한 데다 인종*에 따른 차별도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에서 취업 공고에 가상의 백인 이름으로 지원하는 경우 흑인 이름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응
답률이 50% 더 높게 나타났음(Bertrand, 2004)

- 자본편향적(capital-bised) 기술진보, 자동화, 세계화의 진전,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 등
으로 선진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70년대 이래 5%p 하락하였으며,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도 90년대 이래 하락 추세를 보임
③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장치(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는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부족한 실정
-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중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비율은 60%(2014년
기준)에 불과하며, 실업자의 1/3 미만(2013년 기준)이 실업급여를 수령
④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발언권(노동조합 가입률)은 개선되었으나, 이로부터 소외된 비정규
직 노동자*(informal worker)가 상당수 존재
* 노동시장 접근성은 보장되나, 공정성 및 노동자 보호제도, 노동조합 가입 등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

-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상당한 비율임(50%이상)
ㅇ 노동시장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정책조합과 제도정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안전망 확충, 차별 철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필요
* 경쟁시장보다 고용과 임금이 낮게 유지되는 노동수요독점(monopsony)의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최
저임금 인상은 분배와 효율성을 모두 개선 시킬 수 있음

ㅇ 다만, 노동시장 포용성 제고 정책은 각국의 제도적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효율성을
일부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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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ood Connections: Bank Specialization and the Tariff Elasticity of

Exports”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814
저자: Antoine Berthou(Banque de France),
Stephane Mesonnier(Banque de France)

Thierry

Mayer(Sciences Po),

Jean-

【핵심내용】
ㅇ 본고는 주거래은행이 특정 수입국에 특화*하여 정보상 우위에 있을 경우 수출기업이
해당국의 관세 하락에 더 크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분석
*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수입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특정 수입국에 특화된 은행으
로 지칭하며, 이 은행은 해당국의 경제정책, 기업 업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력에서 우위에 있음

ㅇ 독점적 경쟁 시장을 상정한 이론 모형에서는 은행이 특정 수입국에 특화되어 있을 경
우 동 은행의 고객 기업이 수입국 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해당 수입국 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해지는 것으로 분석
ㅇ 2011년 한국과 EU 간 FTA가 체결된 시점 전후(2007년~2015년) 한국에 특화된 프랑스
은행과 프랑스 수출업자 간 신용, 수출 자료, 관세 자료 등을 실증분석에 이용
ㅇ 분석 결과 한국 수출에 특화된 은행과 거래하는 프랑스 수출기업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 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화 은행 효과는 ① 새로운 수출기업 진입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교역 다양도(extensive
margin) 경로와 ② 기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교역 집중도(intensive margin) 경로
모두에서 나타남
- FTA 이후 한국에 특화된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 프랑스 수출기업이 한국 시장 진입에
성공할 확률이 상승하는 것은 생산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고 있던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경우 주거래 은행의 특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은행을 통한 정보수집의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면에서 열위에 있는 영세·중소 수출기
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특화된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무역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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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Foreign Debt”
출처: IMES Discussion Paper 2021-E-4

under

Dollar-denominated

저자: Hidehiko Matsumoto(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차입제약을 도입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달러 표시 외화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서든스톱*(sudden stop) 발생 시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
책의 최적 조합을 모색
* 예상하지 못한 자본유입 중단과 이에 뒤이은 대규모 자본유출을 의미

- 차입제약으로 인한 서든스톱이 급격한 환율 평가절하를 유발하여 자국 통화 표시 외
화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경제주체들이 환율 위험을 내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상황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차입하고, 위기상황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수입을 줄이지
않아 환율 절하폭이 비효율적으로 확대되므로 정책개입이 필요
ㅇ 모형분석 결과, 최적 통화정책은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및 차입제약의 구속
(binding)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통화정책이 유일한 정책수단인 경우, 차입제약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적 통화
정책 개입을 통해 실질환율의 과도한 절하폭을 축소하는 것이 최적정책
-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정상상황에는 물가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가, 차입제약에 구속되는 위기상황에는 실질환율 절하폭 축소
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개입이 최적
ㅇ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상상황에서 외화차입을 제한하여 서든스톱 발생 시 자본이동의
급격한 변동과 실질환율 절하를 완화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
- 위기 시 통화정책 개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정상상황에서 대규모 외화차입
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하지 않은 재량적 통화정책은 경제의 안
정성을 저해할 우려
ㅇ (후생 비교) 통화정책만 활용할 경우 물가안정목표제가 우월하나,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합할 경우 재량적 통화정책이 우월
ㅇ 본 연구는 위기상황에서 경제 안정화와 후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차입
을 억제하는 사전적 거시건전성정책과 실질환율 절하폭을 완화하는 사후적 통화정책
이 최적 정책조합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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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Charting a Path Forward: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Address a
Nuclear Armed North Korea”
출처: Seton Hall University
저자: Christian Fechter(Seton Hall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제법상의 핵확산 금지 근거 및 미국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ㅇ 국제법상에서 핵확산 금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해 회원국에게 의무가 부과되
고 UN 안보리의 제재시스템을 통해 집행됨
*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

-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1994년 미국과 핵 동결에 관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으나 2002년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후 2003년 핵확산금지조
약에서 탈퇴
- 북한의 1차 핵실험(2006) 이후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소극적 제재
참여 및 대북 교역 지속,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고통 전가 등으로 실효성은 불분명
ㅇ 본고는 미국의 기존 대북접근 방식과 대북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
- 오바마 정부는 ‘선 비핵화 후 대화’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유지했으나
오히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결과를 초래
-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 체결에는 실패하였
으나 협상기간 동안 핵실험이 유예되는 등 북한발 위협이 중단되는 성과도 있었음
ㅇ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
① 바이든 행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지
②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UN 제재 및 미국의 독
자 제재를 계속 유지
③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약화된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
④ 선 비핵화 후 협상을 추구하기보다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기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는 포용적·실용적 접근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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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Do Banks Fuel Climate Change?”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50
저자: Alessio Reghezza, Yener Altunbas(Bangor大), David
Costanza Rodriguez d’Acri, Martina Spaggiari(ECB)

Marques-Ibanez,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이 탄소 감축과 기후복원력*(climate-resilience)을 촉진하도록
융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금공급자로서 은행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
*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손실에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능력을 의미

ㅇ 본 연구는 파리협정 체결(’15.12.12일)과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선언(’17.6.1일)으로 인
해 유럽 은행들의 오염배출기업에 대한 대출 행태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 2014-2018년 유로지역 은행들의 대출 자료(loan-level data)와 기업의 탄소 배출량
자료(firm-level data)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중차분법 및 삼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두 사건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ㅇ 분석 결과, 파리협정과 트럼프의 탈퇴선언으로 인해 유럽 은행들은 오염배출기업*에
대한 대출공급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상위 50% 기업들(중위값인 209.3만 톤/년 기준)을 오염기업으로 정의

- 파리협정 이후 유럽 은행들은 오염배출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3%p 축소하였으며,
트럼프의 탈퇴선언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38%p 하락
- 특히 트럼프의 탈퇴선언에 대한 분석결과는 동 사건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정책기
조에 제동을 가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유발하면서 은행이 직면
하는 전환위험(transition risk)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
* 이와 더불어 유럽 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에 기존의 대출태도
를 유지할 경우 평판이 훼손될 가능성(reputation risk)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나아가 자본 적정성(capitalization), 수익성(profitability) 및 대출 건전성(loan quality) 등
은행의 특성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이 낮고 자본
적정성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오염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
* 자본 적정성, 수익성, 대출 건전성 지표로서 각각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산수익률(ROA), 부실대
출비중(NPL)을 사용하였으며, 각 지표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분류

- 이는 수익성이 낮거나 부실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기후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친환경 투자처 탐색)에 적극적임을 시사
ㅇ 본 연구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후정책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행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기후정책 수립·집행시 은행 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Triple-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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