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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entral Bank Policy and the Concentration of Risk: Empirical Estimat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221
저자: Nuno Coimbra(Banque de France), Daisoon Kim(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Hélène Rey(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자산규모 상위 5% 금융기관의 위험선호 투자 행태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인이었
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감안한 위험선호 분석이 중요
ㅇ 본고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기관별로 이질적인 위험선호도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리스크 지표를 구축하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변화가 동 위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금융기관별 위험선호가 베타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최우추정법(MLE)을 통해 위험
선호 분포의 모수를 추정(1993~2018년 중 연간 Compustat Fundamentals 자료 활용)
- 추정된 위험선호 모수 값의 자산가중 평균으로 시스템 리스크 지표 구성
ㅇ 분석 결과, 위험선호 추정치가 금융위기 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위기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산규모 상위 5% 금융기관의 위험선호
행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
- 자산규모 상위 5% 금융기관이 시스템 리스크 변화의 79%를 설명
-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시까지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융규제가 완화
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하였으며 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시스템 리스크가 하락
ㅇ 또한 위험선호도 상승은 금융기관의 초과수익률과 동시에 부도확률이나 부실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기관의 여건이 악화되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에는 위험선호 상승이 오
히려 초과수익 하락을 초래
ㅇ 한편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 모의실
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은 경기부양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trade-off)에 직
면하는 것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 수단(effective tools)으
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방법론】 MLE, Logistic Regression, 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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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Broadening Narrow Money: Monetary Policy with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출처: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저자: Jack Meaning(Bank of England), Ben Dyson(BIS), James Barker, Emily Clayton
(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①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universally accessible), ②이자가 지급되며(interest
bearing), ③여타 중앙은행 통화 및 상업은행 예금과 전환이 가능한(freely convertible)
CBDC의 도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① CBDC에 접근이 가능한 경제주체의 범위를 은행으로만 한정할지, 또는 개인과 비
금융기관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통화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CBDC가 디지털 현금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않지만 은행 예금과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행/비은행)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음
③ CBDC가 여타 중앙은행 통화 및 은행 예금과 1:1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ㅇ 보편적 접근성을 갖고, 이자가 지급되며, 예금과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한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필요는 없겠지만 통화정책 파
급경로가 소폭 영향받을 가능성
- 지준시장 참가 기관이 확대되면서 지준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CBDC를 포함하는
지준에 대한 수요가 불안정해질 가능성
- CBDC 금리는 실효하한 제약 완화, 은행과 비은행 기관에 대한 금리 차별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대차대조표 경로와 은행 대출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CBDC 도입으로 비은행 기관과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
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도 있으나 은행 대출 경로는 약화될 가능성
ㅇ 한편 CBDC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 run), 중앙은행의 정부부
채 보유 비율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통화정책, 금융안정 및 중앙은
행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CBDC 도입의 효용을 검토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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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No Country Is an Isl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limate Change”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815
저자: Massimo Ferrari(ECB), Maria Sole Pagliari(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탄소배출의 외부성을 반영한 개방경제 DSGE모형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정책조합(policy mix)의 필요성을 역설
*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저감할 필요(IMF, 2019)

- 2개 산업을 상정하여 비친환경(brown) 산업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축적되지만 상품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며, 친환경(green) 산업은 그 반대인 것으로 가정
* 탄소배출의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mission externality)을 가정하여 지구 전체의 탄소배출량
(stock)이 증가하면 두 국가 내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

- 2개국(미국, 유럽)을 상정하여 국가 간 상품 및 자본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
ㅇ 지난 20년간 1인당 GDP 성장률과 1인당 탄소배출 증가율 간의 관계는 미국과 유럽
모두 역U자 형태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를 환경 쿠즈
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라고 부름
- 탄소배출량이 적을 때는 탄소가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탄소 총량이
많아짐에 따라 심각한 기후변화 충격이 발생하며 GDP 성장률을 낮추게 됨
ㅇ 미국과 유럽을 상정한 모형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GDP가 각각 1.2% 및 0.4% 감소
- 이는 동기간 미국과 유로에서 시행된 기후변화정책이 상이하고, 탄소배출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 정도가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
ㅇ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
책(탄소세)과 통화정책(탄소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
- 탄소세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탄소배출량을 목표 수준으로 낮출 수
는 있으나, 친환경 산업 내 자본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전환 과정에서 GDP와 소비가
감소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이때, 물가상승률보다 GDP 성장률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면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중앙은행은 친환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역량
을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
ㅇ 또한,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공
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
- 각국이 비협조적으로 탄소세를 결정하는 전략적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사
회적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적정 수준보다 낮은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어 저감 목
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Open-economy DSGE Model with Climate Change 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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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Revisiting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Inequality, and Labor Share”
출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2021-1319
저자: Lee Ohanian(UCLA), Musa Orak(FRB), Shihan Shen(UCLA)
【핵심내용】
ㅇ 자본-숙련노동의 상대적 보완성(capital-skill complementarity)*으로 인해 숙련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skill premium)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정형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짐
* 자본과 비숙련노동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향이 높으나 자본과 숙련노동 사이에는 상대적인 보완관계가
나타나는 현상

- 이 중 대표적인 연구는 Krusell et al.(2000)으로, 노동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본과
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다름을 이론·실증적으로 보임
ㅇ 본 연구는 Krusell et al.(2000)의 방법론을 일부 보완하고 자료의 시계열을 확장하여
자본-숙련노동 보완성이 최근에도 존재하는지 검증
- 1963~1992년의 미국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나타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본-노동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므로, 자료의 시계열을 2019년까지 확장
- 기존 연구와 같이 자본-비숙련노동 간 대체성 및 자본-숙련노동 간 보완성이 반영된
생산함수를 가정한 이론모형의 모수를 설정(calibration)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본
과 숙련‧비숙련노동의 관계를 추정
ㅇ 분석 결과, 최근까지 시계열을 확장하여도 자본-숙련노동의 보완성이 존재하며 미국
노동자 간 임금 불평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대체탄력성은 기존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동 모형을 통해 예측한 숙
련노동 임금 프리미엄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습
- 또한, 분석의 강건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다르게 정의*하여도 분석
결과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감가상각을 반영한 총소득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 비농업부문 총소득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활용

ㅇ 본 연구는 자본-숙련노동의 상대적 보완성이 최근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 것에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imulated Pseudo 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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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is Time is not so Different: Income Dynamics During the COVID-19

Recession”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871
저자: Brian D. Bell(LSE), Nicholas Bloom, Jack Blundell(Stanford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충격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악화되자,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본고에서는 영국의 장기적인 소득불평등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불평등의 전개 양상과 과거 데이터에 기초한 소득불평등 예측치를 비교
- 영국 국가 통계청의 연간 근로시간 및 소득 조사(ASHE) 데이터를 통해 1975~2020년
중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제시
- 또한 패널 모형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근로자 특성별 소득변화와 실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소득변화를 비교
ㅇ 1975년 이후 영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남성의 경우 소득
상/하위 격차* 모두 확대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하위격차는 축소
* 상위격차는 상위 10%의 소득과 중위소득간 격차로, 하위격차는 중위소득과 하위 10%의 소득간 격차로 정의

ㅇ 소득 변동성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 경기침체기에 하위 10%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하위
격차의 변동성이 증가했는데, 전체 기간중 코로나19 위기 시(2020년)에 하위격차가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휴직(furlough) 제도*에 크게 의존하면서 임금이 삭
감된 데 주로 기인
* 영국 정부는 2020.3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유지 조건으로 휴직, 휴가를 보낼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최대 2,500 파운드)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ㅇ 패널 모형 분석 결과, GDP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임금(시간당)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각각 0.381, 0.155)으로 추정됨
- 한편 경기침체기를 별도로 고려한 모형에서는 임금 탄력성이 매우 낮아졌는데(0.73→
0.05), 이는 영국에서 침체기에 제도적 이유 등으로 임금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가능
성을 시사
ㅇ 위 모형을 바탕으로 예측한 그룹별 소득 변화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그룹별
소득 변화*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의 데이터(1975~2020년)로 추정한 탄력성에 2020.3월 기준 경제 성장률(YOY, -7.4%)을 대입해서
그룹별 소득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2020.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그룹별 소득 변화와 비교

- 저연령, 저숙련, 노조 미가입 등의 특성을 보유하거나, 보다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예측치와 실제치 둘 다 큰 폭으로 감소
ㅇ 본 논문은 최근 발생한 경기침체가 이전 경기침체와 원인은 다르지만, 근로자별 소득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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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Is Digital Financial Inclusion Unlocking Growth?”
출처: IMF Working Paper 21-167
저자: Purva Khera, Stephanie Ng, Sumiko Ogawa, Ratna Sahay(IMF)
【핵심내용】
ㅇ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금융포용 확대(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
성 향상)에 대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금융포용이 확대될 경우, 저소득계층은 차입을 통한 소비평활화가 용이해지며 소기
업은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짐
ㅇ 본고에서는 2011~2018년 중 52개 개도국(중국, 브라질, 터키 등) 자료를 이용하여 디지털
금융포용(digital financial inclusion) 확대*의 경제적 효과 및 주요 동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핀테크 이외의 전통적 방식으로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전통적인 금융포용
(traditional financial inclusion)과 대비

- 이를 위해 Khera(2021)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디지털 금융포용 지수*를 시산
* 해당 지수의 산식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자 비율, 인터넷 접근 가능자 비율 등이 포함

ㅇ 실증분석 결과, 디지털 금융포용 지수 상위 25% 국가들은 하위 25% 국가들보다 실
질 소득 증가율이 2.2%p 높은 것으로 추정
ㅇ 한편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infrastructure), 금융 및 디지털 문해력
(financial and digital literacy), 금융기관의 질적수준(quality of institutions) 등이 디지털 금
융포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
- 금융 인프라(모바일폰,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을수록 디지털 금융포용
수준이 유의미하게 상승
- 금융 문해력(financial literacy) 및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높을수록 핀테크 기
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디지털 금융포용이 제고
* 디지털 플랫폼 등을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

-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을수록 디지털 금융포용 수준이 상승
ㅇ 정책당국은 디지털 금융포용 확대를 추진하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령층이
소외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핀테크 기
업 간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
【분석방법론】 Random Effec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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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Banks and Systemic Debt Cris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892
저자: Juan M.Morelli(FRB), Pablo Ottonello(Michigan大), Diego J.Perez(NYU)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은행의 대출 행태가 신흥국의 부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은행
의 순자산과 신흥시장국 채권가격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
-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시기 글로벌 은행의 주가 데이터와 신흥시장국 채권 보유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손실 규모가 큰 글로벌 은행일수록 보유 신흥국 채
권의 가격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은행의 순자산 감소폭이 평균 대비 1 표준편차만큼 확
대될 때 해당 은행이 보유한 신흥국 채권의 가격 하락폭은 평균 대비 50% 증가
ㅇ 위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은행의 대출 행태가 일부 국가
에서 서든 스톱을 유발하는 등 신흥시장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흥시장국 차입비용 상승분의 2/3와 소비감소분의 1/3이 글
로벌 은행의 순자산 감소에 기인
-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신흥시장국 차입비용 변동분의 40% 가량이 글로벌 은행
순자산의 변동에 의해 설명
ㅇ 또한, 글로벌 은행의 신흥시장국 채권 익스포저 상황과 국가별 부채 수준의 차이에
따라 충격의 파급 방향 및 증폭 정도가 달라짐
- 글로벌 은행의 신흥국 채권 익스포저 비중이 현재 수준(10%)일 경우 글로벌 은행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충격을 신흥시장국으로 전파하는 역할에 그침
- 신흥국 채권 보유 비중이 1980년대 수준(약 30%)으로 상승할 경우 신흥시장국 충격이
다시 글로벌 경제로 파급되는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 충격이 증폭
- 한편, 국가별 부채 수준의 격차가 커질 경우 부채가 편중된 신흥시장국의 부도 가능
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피드백 효과가 더욱 강화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기시 글로벌 은행에 대한 금융지원은 선진경제뿐만 아니라 신
흥시장 경제의 금융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 부실 글로벌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은 신흥시장국의 차입비용 증가폭을 50% 정
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음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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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Fiscal Regimes and the Exchange Rate”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50
저자: Enrique Alberola, Carlos Cantú, Paolo Cavallino(BIS), Nikola Mirkov(SNB)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통화·재정정책이 환율과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국채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 전통 경제이론에 따르면 긴축적 통화정책 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환율절상을 유발하지만, 신흥국의 경
우 반대 사례도 관찰됨

- (실증분석) 브라질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재정정책의 지속가능
성에 의문을 가졌던 두 시기(2002.3~10월과 2012.1월~2015.12월)에 통화·재정정책 충격과
실질환율 변동의 공분산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분석
- (이론모형)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고 리카도·非리카도 재정정책* 간 확률적
전환이 발생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재정정책에 대한 환율의 반
응이 정부의 국채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
* 리카도 재정정책은 정부가 미래에 현재 채무와 동일한 가치의 조세를 걷겠다는 확약을 통해 완전한
국채 지급을 보증하는 재정정책을 의미하며, 非리카도 재정정책은 정부의 완전한 국채 지급보증 없이
중앙은행을 활용한 국채 화폐화(monetization) 또는 정부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을 동반한 재정정책을
의미

ㅇ 실증분석 결과, 브라질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평상시에는 실질환율 절상으로 이어진 반면
재정 펀더멘탈이 악화된 두 시기에는 실질환율 절하로 이어졌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평상시에는 실질환율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두 시기에는 실질환율 절하로 이어짐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상 또는 정부지출 증가는 리카도 재정정책 하에서
환율절상을 유발하는 반면 非리카도 재정정책 하에서는 환율절하를 초래하며, 동 결
과는 중앙은행이 디폴트 방지를 위해 재정적자를 화폐화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남
- 정부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존재하면 국채 스프레드만으로 국외 투자자가 부담해
야 하는 리스크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어 추가 수익이 필요한데 이는 환율변동을 통
해서만 창출될 수 있으므로 환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
- 따라서 非리카도 재정정책 하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
부채와 디폴트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환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를 유발하여 자국 통
화가치가 절하
ㅇ 본 연구는 非리카도 재정정책 하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와 테일러 준칙이 최적 통화정
책이 아닐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환율의 반응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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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Across the North Korean Border in China, an Economic Winter That

Never Ends”
출처: Foreign Policy(2012.6.11일)
저자: Tang Yuan(Foreign Policy)
【핵심내용】
ㅇ 본 기사는 북·중 접경지대에서 대북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여
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모습을 보여줌
- 2020년 1월 북한의 국경 봉쇄로 2020년중 북·중 교역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급
감하였으며 압록강에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대북 무역이 거의 중단
- 특히 북·중 교역의 2/3 이상을 담당하는 단둥은 대북 교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신압록강 대교(2010년) 등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었으나 북한 내 정정불안으로 인한
관계 악화(2013년), 핵실험에 대한 제재(2017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교역이 크게 감소
- 대북 무역은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산업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민간기업인데 이들은 현재 실업 수당이나 다른 임시직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ㅇ 북한 역시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측 모두 교역 재개가 시급한 상황
으로 북한의 국경 개방 조짐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완전히 개방될지는 알
수 없음
-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마스크, 체온계 등 비상 물품 반입을 위해 국경이 잠시 개
방되었으며, 올해 연초부터 4월까지 비료, 농산품, 식량 등 농번기에 필요한 물품을
위한 무역이 일시적으로 증가
- 현재 북한은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생필품이 부족한 상태이며
올해 4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경
제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북한당국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의주 세관이 운영을 재개
하고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측 연결도로가 완성 단계에 이르는 등 국경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언제 국경이 개방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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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The Pricing of Carbon Risk in Syndicated Loans: Which Risks Are

Priced and Why?”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46
저자: Torsten Ehlers, Frank Packer(BIS), Kathrin de Greiff(Zurich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 이후 대출금리에 탄소 위험*(carbon risk)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기업의 탄소집약도 자료와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요인을 지칭(Bolton & Kacperczyk, 2021)
** 다수의 은행이 연합체(syndicate)를 구성하여 자금을 융자해주는 형태의 중장기 대출을 의미

ㅇ 분석 결과, 파리협정 이후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에 더 높은 대출금리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탄소 프리미엄(carbon premium)이 존재
- 특히 동 프리미엄은 일부 산업(화석연료·석탄산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이 탄소 위험을 본격적으로 내부화(internalize)하기 시작하였음
을 의미
ㅇ 그러나 가격(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탄소 프리미엄은 매우 작고(평균 4~5bp 수준), 가격산정
*
(pricing)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 범위 도 제한적인 것(scope 1)으로 분석
* 온실가스 프로토콜(2017)에 의하면 기업의 탄소배출 범위는 ①직접적인 탄소배출(scope 1), ②생산과
정이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접적 배출(scope 2), ③가치사슬을 통해 나타나는 기
타 간접적 배출(scope 3)로 구분

- 이처럼 간접적인 배출(scope 2, 3)로 인한 탄소 위험이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배출 기업들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서 탄소 집약적인
생산활동을 아웃소싱하는 행태(green-washing)를 보일 가능성
ㅇ 한편 녹색 은행*(green bank)일지라도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해 높은 탄소 프리미엄을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 탄소 집약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낮은 은행(하위 25%)과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 등 친환경 협약에 가입한 은행들을 녹색 은행으로 간주

- 녹색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조절하기보다는 대출 대상기업 선정시 탄소 위험에 대한
노출도(exposure)가 낮은 기업들을 선별(screening out)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탄소배출로 인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내부
화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적절한 유인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이때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를 감안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민간이 의사결정시 탄
소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호(signal)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가령, 자산매입 및 신용공급시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하여 자산의 담보 적격성과 할인율(haircut)을 조정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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