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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over the Life Cycle”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2021-20
저자: R. Anton Braun(FRB of Atlanta), Daisuke Ikeda(Bank of Japan)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통화정책 충격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생애 주기
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 중첩세대 이질적 가계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OG HANK)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일본 자료로 살펴보면 청장년세대는 순자산이 작고 주택 및 내구재와 같은 비유동
자산을 차입을 통해 보유하는 반면, 고령세대는 큰 규모의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을 보유
ㅇ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는 통화정책 충격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가처분소득과 소비 반
응의 부호와 크기가 다르게 나타남
- 20~57세 청장년세대와 84세 이상 초고령세대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는 하락하고
58~81세 은퇴세대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는 상승
- 가처분소득 중 노동소득은 전 연령대에서 하락한 반면, 자산소득은 노동세대(68세 이
*
하)에서 하락하고 은퇴세대에서 상승
* 은퇴세대는 금리 상승시 유동자산 수익증가가 비유동자산 수익손실을 상쇄하여 자산소득이 증가한 데
반해, 청장년세대는 차입매수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소득이 감소

- 한계소비성향의 경우 평균 0.068 하락하는데, 청장년세대는 –0.062 ~ -0.14 범위에
서 하락하며 은퇴세대는 0.06 상승
ㅇ 긴축적 통화정책의 전세대에 대한 영향을 각 연령대별 영향에 인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소비, 순자산, 비유동자산 보유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와 순자산은 은퇴세대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청장년세대와 초고령세대에서 감소하
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비유동자산 보유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ㅇ 본고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연령대와 자산 구성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Overlapping Generation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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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Real Effects of Monetary Shocks: Evidence from Micro Pricing

Moments”
출처: FRB of Cleveland, Working Paper No. 21-17
저자: Gee Hee Hong(IMF), Matthew Klepacz(Federal Reserve Board), Ernesto Pasten
(Central Bank of Chile), Raphael Schoenle(Brandei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업 및 산업의 가격조정 방식과 화폐 비중립성의 관계를 실증적, 이론적으로
분석
- 1976.1월~2005.6월 중 미시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충격이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및 기업별 가격설정에 관한 통계적 모멘트(moments)*의 관계를 실증분석
* 가격 변경의 빈도(frequency), 첨도(kurtosis), 첨도/빈도 비율, 가격 변경의 평균적인 수준(size) 및
표준편차, 가격 유지 기간(duration)의 표준편차 등

- 또한, 메뉴비용을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설정에 따른 가격설정 모멘
트와 화폐 비중립성 간의 관계 변화를 분석
ㅇ 실증분석 결과, 가격설정 모멘트 중 가격변경 빈도만이 화폐 비중립성을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변경 빈도가 낮을수록 화폐 충격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이 작고 생산량 변화는
커지면서 화폐의 비중립성 정도가 높아짐
- 가격변경 빈도는 화폐 비중립성 정도를 약 30% 가량 설명하는 반면, 여타 모멘트(가
격변경의 첨도, 첨도/빈도 비율 등)는 제한적인 설명력만 갖는 것으로 분석
- 가격변경 첨도/빈도 비율의 경우 일부 회귀모형에서 화폐 비중립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형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도 모형의 가정에 관계없이 가격변경 빈도가 화폐 비중립성과 음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변경 빈도가 높을수록 통화충격에 따른 실질 생산 변화가 작은 것으로 분석
- 반면, 가격변경의 첨도 및 가격변경의 첨도/빈도 비율의 경우 모형 설정에 따라 화폐
비중립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다양한 가격설정 모멘트 중 가격변경 빈도가 화폐 비중립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음을 실증 및 이론모형을 통해 보였다는데 의의
【분석방법론】 FAVAR, D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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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Wealth

Inequality and COVID-19: Evidence from the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출처: Feds Notes, August 30, 2021
저자: Michael Batty, Ella Deeken, and Alice Henriques Volz(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부(wealth)의 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회복, 부양책 등이 서로 다른 집단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 부의 분배상태에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
ㅇ 미국의 분배금융계정(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이하 DFA)*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팬데믹 이후 부의 분배상태를 추정
* 미국 가계의 부의 분배상태를 1989년부터 추정한 데이터셋으로, 연준의 미국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s of United States)과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활용하여 추정

- 미국 금융계정을 활용하여 총 가계 부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결과, 가계의 총 부는
2020년 1분기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증가분의 약 80%는
자산 가격 재평가(revaluation)로부터 발생*
* 부의 순변화는 순매매(net transaction, 자산 및 부채로의 자금 유입·유출에 따른 순저축)의 변화와
자산 가격 자체의 변화(net revaluation)로 이루어짐

- 이후 위와 같은 변화분이 부의 소유 계층*별로 어떻게 할당되었는지 과거* DFA에
활용된 총량변수(aggregates)와 분배상태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분석
* 상위 1%, 다음 9%, 그 다음 40%, 하위 50%로 구분
** 2020년 이후 예금을 제외한 다른 자산/부채 항목으로의 순매매의 변동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계층별 자산 구성 비중은 이전의 조사에서 나타난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 중 주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여 주식보유 비중이 큰 상위 계층은 자산 가
격 재평가로 인한 부의 상승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
- 그러나 총 예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산 중 예금 비중이 높은 하위 50% 계층
의 부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체적인 부의 배분은 2019년 수
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계층별 자산 구성 비중(특히 총 예금액 상승분의 계층별 비중)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대안적 시나리오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인 부의 배분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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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Power of Central Bank Balance Sheets”
출처: Bank Of Japan, Discussion Paper No. 2021-E-10
저자: Athanasios Orphanides(MIT)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주요국 중앙은행(Fed, ECB 등)이 도입한 대차대조
표 확대(양적완화) 정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동 정책에 관한 향후 정책 과제에 대
해 논의
* 제로금리하한(ZLB)에 직면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채 등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ㅇ 양적완화 정책의 성공 요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교훈*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신속하게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상당 기간 자산매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ed는 양적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한 반면, ECB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경기부양 효과의 불확실성, 장기인플레이션 이탈 가능성 등)로 대차대조표를 2012년부터 축소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함에 따라 Fed는 2016년부터 GDP 대비 자산 규모를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한 반면, ECB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여 2015년부터 자
산 매입을 재개하였으며 코로나 대유행 직전까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유행 선언(’20.3.11일) 직후, 각국 중앙은행은 장기 국
채와 MBS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ECB ’20.3.12일, Fed ’20.3.15일)
② 각국 중앙은행은 매입 대상 자산의 범위(eligibility)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ECB와 Fed는 차례대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ECB ’20.3.18일, Fed ’20.3.23일)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추락한 채권(fallen angels)도 매입할
수 있다고 공언
- 이는 시장 참가자의 불안을 잠재움으로써 자기실현적 기대에 따른 악순환을 막았
으며, 그 결과 신용 스프레드와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음
③ 통화-재정 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적
극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원하였음
- 각국 중앙은행은 장기국채 매입을 확대하여 장기국채 금리(재정조달 비용)를 크게 낮
추었으며, 이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
ㅇ 향후 경제 위기 시 대차대조표 정책은 더욱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차대조표 정책이 분배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중립금리의 추세적 하락으로 정책금리의 운용범위와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평가

- 각국 중앙은행은 발권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고, 대
차대조표 정책 활용 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포함하는 정책체계(policy framework)
를 마련하여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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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Domestic

Lending and Pandemic: How Does Bank’s Exposure
Covid-19 Abroad Affect Their Lending in the United States”
출처: FRB, Working Papers 2021-56

to

저자: Judit Temesvary(FRB), Andrew Wei(FRB)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글로벌 은행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건전성
악화(또는 해외자산 위험 노출 증가)가 이들의 자국 내 대출공급 축소를 유발했는지를 분석
ㅇ 미국 내 상위 3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외자산 위험 노출 지표(은행이 보유한 국가별 해외
자산과 개별 국가별 코로나19 충격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를 미국내 기업대출 데이터와 결
합하여 패널 회귀분석에 활용
- 국가별 코로나19 충격은 코로나 정부대응 엄격성 지표*(Hale, 2021) 및 코로나 확진자
수(사망자수)를 사용하여 계산
* 이동통제, 직장폐쇄, 공공행사 취소, 집합금지 규모, 대중교통 금지 등과 관련된 지표에 기초

- 미국 내 기업대출 데이터(FR Y-14 form, CCAR(FRB 스트레스 테스트)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에서 제공하는 대출금액 및 대출건수를 활용하면 금융기관들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
응 방식(기존대출(intensive margin) 또는 신규대출(extensive margin) 조정)을 파악할 수 있음
ㅇ 실증분석 결과, 해외자산 위험 노출 확대는 자국 내에서의 대출공급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효과는 자산건전성이 낮은 은행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자산 위험 노출도가 1%p 상승하면, 대출공급 증가율은 6~7%p 하락하는 것으
로 추정
- 이러한 대출공급 증가율 하락 폭은 기본자본(Tier1) 비율 하위 10% 은행들의 경우
상위 10% 은행들의 2~4배에 달했으며, 특히 대출만기별로 살펴보면 장기(1년 이상)
대출의 경우 그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
- 다만, 해외자산 건전성 악화로 자국 내 대출공급이 축소되는 효과는 OECD 국가에
대한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때에 주로 발생
ㅇ 한편 미국의 글로벌 은행들은 해외자산의 위험 노출 확대 시 기존 고객의 신용한도
(credit lines)를 축소하기보다는 신규고객에 대한 대출(term loans) 축소로 대응하였으며,
기간 및 신용 스프레드도 확대
ㅇ 본고는 코로나19 등 글로벌 충격이 글로벌 금융기관을 통해 자국 내 충격으로 전이
되는 경로를 분석하여 금융당국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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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Opposing

Firm-Level Responses to the
Competition Versus Vertical Relationship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96

China

Shock:

Horizontal

저자: Philippe Aghion(College de France), Antonin Bergeaud(Banque de France),
Matthieu Lequien(Insee), Marc Melitz(Harvard大), Thomas Zuber(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충격을 수평적 요인과 수직적 요인으로 분해한 후, 동
충격이 기업의 고용, 매출, 혁신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1994년~2007년 중 프랑스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최종재 수입에서 발생한
충격을 수평적 충격으로, 중국산 중간재 수입에서 발생한 충격을 수직적 충격으로 식별
ㅇ 분석 결과, 중국산 수입에서 발생한 충격이 프랑스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수평적 충격의 경우 부정적인 반면 수직적 충격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수평적 충격은 프랑스 기업의 고용, 매출, 특허 출원 건수 등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충격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직적 충격은 프랑스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
일수록 긍정적 효과를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중국산 수입 충격으로 인해 최종재 및 중간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충격의 유형에 따라 프랑스 기업의 반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수평적 충격에 노출된 기업은 생산 품목을 자국의 비교우위가 큰 제품으로 교체
- 반면 수직적 충격에 노출된 기업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간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되
면서 자사 제품의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됨
- 특히 수직적 충격으로 인해 저렴한 중간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제조업의 경우 제조 활
동보다는 서비스 부문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무역시장 개방의 영향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중간재 생산기업에 차별
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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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Do Central Banks Rebalance Their Currency Shar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90
저자: Menzie D. Chinn(Wisconsin-Madison大), Hiro Ito(Portland 주립大), Robert N.
McCauley(Bost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여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율변동에 대응한 외환보유액 리밸런싱(통화구성 재조정)이 보편화되었다는 가설을 검증
- 외환보유액 규모에 있어 양극단에 있는 미국과 스위스에 대한 사례연구, IMF의 총량
데이터(aggregate data)를 활용한 시계열분석, 70개국의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분석을 수행
ㅇ 실증분석 결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리밸런싱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편적이
지는 않고, 외환보유액 규모와 리밸런싱 수준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사례연구) 외환보유액이 소규모인 미국은 환율변동에도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반면,
외환보유액이 대규모인 스위스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하여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외환보유액 중 달러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 (총량 데이터 분석)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보유한 신흥국은 환율변동에 대응하여
부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반면 선진국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데이터 분석) 패널분석 결과는 부분적인 리밸런싱을 시사하나, 국가별 외환
보유액 규모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완전한 리밸런싱을 시사
- 외환보유액 규모가 큰 국가들은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최신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여 리밸런싱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존재
- 非유로 국가, 무역 개방도가 낮은 국가, 원자재 수출국 등은 리밸런싱을 하지만, 유로
국가,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 非원자재 수출국 등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 외환보
유액 중 달러 비중이 환율변동에 따라 등락
- 국가별 경제 규모나 금융불안정성 수준 등은 리밸런싱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면 달러 비중도 증가하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개입
통화인 달러를 우선 매입한 후 시차를 두고 목표통화로 리밸런싱하기 때문으로 해석
ㅇ 본 연구는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들이 광범위한 리밸런싱을 통해 달러 가치와
미 국채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Case Studies, Time Series Analysis,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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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North Korea's Entrapment and Time Delay Tactics during Nuclear

Negotiations”
출처: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저자: Ian Fleming Zhou(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olitical Science Students),
Jo-Ansie van Wyk(University of South Africa)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시간 끌기 전략(time delay tactics)을 이용하여 어떻게 협
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지 분석
ㅇ Galin의 시간 끌기 전략 5단계*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북한이 5차 및 6차 협상에서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 ① 최대한 협상 지연, ② 최종 합의 도출 회피, ③ 주의 전환을 통한 협상 연장, ④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협상 과정을 지연, ⑤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양보를 이끌어냄

- 1단계와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이 핵 개발을 위한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된 방코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제재를 가하자 이를 빌미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5차 협상을
지연시킴
- 3단계와 관련하여 북한은 6차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금융제재 이후 동결됐던 대북
송금이 지연되는 것을 핑계로 협상테이블을 떠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주의를 전환시킴
- 4단계와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의 유지 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대북 협상력이 약화됨에 따라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5단계와 관련하여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같이 성격이 다른 문제들
을 협상에 끌어들임으로써 상대국을 지치게 만들었으며, 그럼에도 참가국들은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협상을 지속함
ㅇ 이처럼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북한은 반복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통
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핵실험을 지속함으로써
핵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중단을 피하고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양보하게 되면서 결국
협상이 초기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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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Do

Banks Price Environmental Transition Risks? Evidence from a
Quasi-Natural Experiment in a Chinese Province”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28
저자: Bihong Huang(IMF), Maria Teresa Punzi(Webster Vienna Private University), Yu Wu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 위험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e.g.
Carney, 2015),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규제 등을 도입
ㅇ 본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행위험*(transition risks)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
* 친환경 기술 도입이나 환경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은행의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s)을 의미

- 환경요인을 도입*한 DSGE 모형을 사용하여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과 은행부문에 미치
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중국의 ‘청정대기 액션플랜(Clean Air Action Plan, 2014.1월)’
시행 시 은행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 기업부문이 친환경 기업(green firms)과 비친환경 기업(non-green firms)으로 구성됨
** 2010~2016년 중국 장쑤성 지역의 6개 현(prefectures)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

ㅇ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배출량 제한(emission cap)은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키고
파산확률을 높여 금융안정을 저해함
- 오염배출량 제한 충격 발생시 비친환경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담보자산가치가 하락
하며,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부채부담과 파산확률이 상승*하는 금융
가속기 효과(financial accelerator effect)가 나타남
* 이때 은행의 디레버리징 과정을 통해 비친환경 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에게도 충격이 파급(spillover)

ㅇ 한편 실증분석 결과, 청정대기 액션플랜 시행으로 고배출기업(high-emission firms)에
대한 대출의 부실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출 스프레드도 확대(약 1.1%p)
* 정책 시행 전의 파산확률(1%)에 비해 80% 가량 증가(정책 시행으로 파산확률이 0.75~77%p 상승)

- 특히 정부개입 강도가 낮고 지배구조가 건실한 주식제 상업은행(joint-equity commercial
bank)은 이행 위험(transition risks)을 대출금리에 잘 반영하는 반면, 대형 국유은행
(state-owned commercial bank)은 동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임
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 은행부문은 가격산정(pricing)시 이행위험을 잘 반영하고, 금융당국은 기후위험에 대한 모
니터링을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내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분석방법론】 Environmental-DSG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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