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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Falling Rates and Rising Supersta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68
저자: Thomas Kroen, Ernest Liu, Atif R. Mian(Princeton大), Amir Sufi(Chicago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기업의 주식가치, 차입비용, 부채규모, 자본투자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험적 증거들을 분석
- 1962~2019년 미국 CRSP-Compustat 자료 및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고빈도데이터
를 이용하였으며 기업을 산업 내 선도기업(industry leader)*과 추종기업(industry
follower)으로 분류하여 분석
* 산업 내 주식시장 가치 상위 5%에 속하는 기업

ㅇ 금리(Federal Funds Rate) 하락이 기업의 주식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2%에서 10bp 하락할 경우 선도기업의 시장가치는 추종기업에 비해 0.53%p
더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더 커짐
- 이는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차입 스프레드의 존재로 금리 하락 시
선도기업의 상대적 차입능력이 더 크게 상승하고 예상 미래 현금 흐름도 유리하게
변화하는 데 기인
ㅇ 금리 하락이 기업의 차입비용, 부채규모, 자본투자 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도 유사
하게 나타남
- 금리가 2%에서 10bp 하락시 선도기업의 차입비용은 추종기업에 비해 14bp 더 하락
하였고 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 동 차이는 24bp로 확대
- 금리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10bp 하락할 경우 선도기업의 부채규모는 추종기업
에 비해 5.2% 더 크게 상승
- 금리가 낮아질수록 선도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자본투자 및 현금인수(cash acquisiton)
에 나서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
ㅇ 본고는 방대한 기업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금리 하락이 기업의 주식시장 가치, 차입비용
및 부채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제시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 1 -

금융통화
② “Indebted Demand”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68
저자: Atif Mian(Princeton大), Ludwig Straub(Harvard大), Amir Sufi(Chicago大, Booth Sc
hool of Busines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득불평등 확대, 금융규제 완화, 자연이자율 하락, 가계 및 정부부채 확대 등
의 추세적 변화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부채누증에 따른 수요위축(Indebted Demand)’ 이
론을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Indebted Demand 이론은 부채규모 확대로 차입자(채무자)에서 저축자(채권자)로 소득
이전(원리금 상환)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차입자의 소비규모가 줄어들면서 총수요가 위축된다는 이론
ㅇ 동 이론은 1980년대 이래 지속된 주요국의 소득불평등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가 어떻
게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
- 소득불평등 확대로 인한 고소득층의 저축 증가는 금리 하락과 저소득층의 부채규모
확대*를 초래하고 낮아진 금리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면서 부채누증에 의한 수요
위축(Indebted Demand)이 발생
* 1982~2007년 중 미국 자료 분석 결과 자산분포 기준 상위 1% 계층의 저축자금 공급이 하위 90%
가계부채 증가의 30%를 설명

- 금융규제 완화는 차입자의 부채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저축자
로의 자원재분배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하락
ㅇ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도 단기적으로는 부채에 기반한 붐(debt-financed boom)
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확대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조세증가, 지출삭
감,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요위축과 자연이자율 하락을 초래
ㅇ 반복적인 완화적 거시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거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경우 자연이자율이 실효하한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부채에 기반한 유
동성 함정(debt-driven liquidity trap) 또는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질 수 있음
- 이 경우 부채에 기반한 수요진작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
고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및 구조개선 정책, 재분배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활용할 필요
ㅇ 본고에서 제시하는 Indebted Demand 이론은 국가경제도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
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총수요에 대한 예산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채 확대
를 통한 수요 증가는 미래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
【분석방법론】 Two-Agent Perpetual You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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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Predictable Financial Cris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396
저자: Robin Greenwood, Samuel G. Hanson(Harvard Business School), Andrei
Shleifer(Harvard大), and Jakob Ahm Sørensen(Copenhage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자산가격 급등을 동반한 신용 팽창 이후 금융위기가 나타났음
을 보이고, 이에 착안한 조기경보지표(early warning indicator)를 활용하여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임
- 1950~2016년에 걸친 42개국의 국가-연도 데이터에서 신용증가율(기업 및 가계) 상위
20%와 자산가격(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 상위 33%에 해당하는 국가-연도를 자산가
격 급등과 신용 팽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으로 정의(전체 국가-연도 중 6%에 해당)
ㅇ 역사적으로 자산가격 급등을 동반한 신용 팽창 이후에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
- 주가 급등을 동반한 기업 신용 팽창 이후 3년 안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45%,
주택가격 급등을 동반한 가계 신용 팽창 이후 3년 안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37%에 달함
- 반면, (자산가격 급등이나 신용 팽창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동 확률이 7%에 불과
- 이는 금융위기가 자산가격 급등과 신용 팽창의 부산물(byproducts)로서 발생하며, 따
라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견해와 부합하는 결과
ㅇ 이에 착안하여 고안한 기업신용 및 가계신용 팽창 지표인 기업(가계) 레드 존(business
*
& household red zone) 을 활용하여 금융위기 예측을 시도
* 주가 급등을 동반한 기업 신용 팽창 발생시 기업 레드 존은 1의 값을 가지며, 주택가격 급등을 동반한
가계 신용 팽창이 발생시 가계 레드 존은 1의 값을 가짐

- 패널회귀분석 결과, 기업 레드 존 진입시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확률은 34%p 증가
하며, 가계 레드존 진입시 동 확률은 29%p 증가
- 기업 레드 존과 가계 레드 존의 상관계수는 0.16으로 낮아 상호 독립적으로 금융위
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두 지표 모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함*
* 일례로,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2002~2006년부터 가계신용은 레드 존에 진입하였으나 기업신용
은 레드 존에 진입하지 않음

- 한편, 글로벌 레드 존(레드 존에 진입한 국가 비중)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 금융위기 예측
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당시 독일의 기업, 가계신용 모두 레드 존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여타 상당수 국가가 레드 존
에 진입하였으며, 이를 반영시 2007년 독일이 3년 안에 금융위기를 겪을 확률이 37%로 급증하며 실
제로 독일은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경험

ㅇ 비용-편익 분석 결과, 레드 존을 참고하여 사전에 신용팽창을 억제하는(lean against
the wind) 거시건전성정책(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 LTV 규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거짓 양성(레드 존에 진입하였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음)과 거짓 음성(레드 존에 진
입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가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와 상
관이 큰 변수(신용 스프레드 등)를 추가 반영하여 예측력을 개선해나갈 필요
【분석방법론】 Linear Forecasting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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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Revisiting the Beveridge Curve: Why Has It Shifted so Dramaticall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Brief 21-36
저자: Thomas A. Lubik(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업률과 구인비율(job openings rate)*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의 달라진 변화 양상을 분석
* 구인 중인 일자리 수/(총 고용 수 + 구인 중인 일자리 수)로 정의

- 2020년 이전의 베버리지 곡선은 경기 수축기에는 구인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였다가, 경기 회복기에 반대 양상을 보이는 반시계방향의 순환을 보임
- 그러나 2020년 4월 실업률이 14.8%까지 치솟은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베
버리지 곡선은 바깥쪽으로 큰 폭 이동
- 2020년 10월 이후에는 실업률의 감소 속도보다 구인비율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
베버리지 곡선의 기울기가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매우 가팔라짐

ㅇ 이러한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는 노동시장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암시
- 대유행 초기 베버리지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은 주어진 실업률에 대해 더 높은
구인비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구직자와 고용주 간 매칭 효율성(match
efficiency)이 저하되었음을 의미
- 특히 10월 이후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진 것은 실업률이 구인비율의 상승에 이전보다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여,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더욱 경쟁적으로 구인활동을 해야 하게 되었음을 암시
ㅇ 본 연구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
【분석방법론】 Search-and-match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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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ffects of COVID-19 Vaccines on Economic Activity”
출처: IMF, Working Paper 21-248
저자: Pragyan Deb, Davide Furceri, Daniel Jimenez, Siddharth
Jonathan D. Ostry, Nour Tawk(IMF)

Kothari,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20~21년중 46개국의 고빈도(일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 경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일간 이산화질소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 식당 및 오락시설 방문
등을 반영하는 구글 이동성 지수 등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

ㅇ (분석 방법) 예상치 못한 백신접종*(surprises in vaccinations)을 설명변수로, 정부의 방
역조치**(containment measures)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시행
* Airfinity社에서 국가별 백신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예측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예측치와 실제 접종
률 간의 차이로서 측정. 실제 백신접종률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코로나19 진행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백신접종은 이러한 내생성 문
제에서 자유로움
** 방역조치에서 백신접종은 제외

- 정책 효과가 이연되어 나타나는 경우, 백신접종 후 면역 형성까지 일정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설명변수에 시차를 두어 추정하였음
ㅇ (분석 결과) 백신접종의 증가는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러한 효과는 국가별 백신접종자가 늘어날수록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이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백신접종자가 전체인구의 10%만큼 증가시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년동기 중위값의
30%만큼 증가, 이동성 지수는 5%p 만큼 상승하였으며, 동 효과는 방역조치 강도*
를 최고 수준(1, 전면적인 지역봉쇄; full lockdown)에서 중간(0.5)정도로 완화한 것과 비슷
* 교육기관 및 직장 폐쇄 여부, 대중교통 이용 제한, 집합제한, 이동 제한 조치 등의 국가별 방역지침의
엄격성을 0~1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

- 1차접종 및 2차접종 모두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 전체적인 백신접종률이
높을 때 더욱 확대*
*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과는 기존의 백신 접종자수, 방역 조치 등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남(경제적
효과의 비선형성)

- 다만 코로나19 전파의 초기국면(신규 확진자수가 많은 시점)에서는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
과가 약화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주변 국가의 신규 확진자수가 1 표준편차 만큼 증가할 경우 무역 상대국의 경
제활동은 10%만큼 감소(전년동기 이산화질소 배출량 0.1 표준편차 감소)하며, 이러한 부정적
악영향은 약 3주(weeks)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
ㅇ 본고는 각 국가별 특징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각국 방역당국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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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rade Wars Currency War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51
저자: Stephane Auray(CREST), Michael B Devereux(Columbia大), Aurelien Eyquem
(Lyon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무역정책과 통화정책이 비협조적(non-cooperative)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모형을 통하여 분석
- 2국가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통해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의 관계를 분석하며, 가
계는 기업에 노동을 공급하고 독점적 경쟁 기업은 생산자 통화 가격설정(Producer
Currency Pricing) 방식에 의해 이윤을 극대화
- 모형에서의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은 내생적으로 운영되는데, 각국의 정책 담당자는
재량 하 인플레이션과 관세율을 결정한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내쉬 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관세율은 독점적 가격 책정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왜곡과 교역 조건의 변화로 얻는 전략적인 이득 간 상충관계(trade-off)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 보조금을 통해 마크업을 제거할 경우 인플레이션 편의(bias)를 없애 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은 0이 되지만 관세율은 상승하며, 마크업이 양수일 경우 관세율은 하락
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
- 단 양국이 인플레이션을 설정하기 전 관세를 공언(commitment)할 수 있다면,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도 고려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통화정책이 국가 간 협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쉬 균형에서에 비해 인플레이
션과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통화 당국은 관세로 인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유인이 존재하
며,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해외의 독점력이 커진 것으로 인지하여 관
세를 인상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
ㅇ 한편 고정환율제를 상정하였을 경우 관세율은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더 낮아지며, 명목금리의 제로 하한이 존재할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서 관세율이 더 낮게 설정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며, 정책 설정 방
식의 차이가 무역 장벽, 후생 등 전반적인 경제 요건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New Keynesia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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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Real Consequences of Macroprudential FX Regulations”
출처: FRB of New York, Working Paper No. 989
저자: Hyeyoon Jung(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한국의 사례를 활용해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에 대한
규제가 외환파생상품 공급과 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외환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한국의 경우 2010.6월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일부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이 규제 상한을 초과하였으므로 규제 도입 전후의 변화를
자연실험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은행수준 분석 결과, 제약에 직면한(constrained) 은행*은 여타 은행과 비교하여 규제
도입 전후로 포지션을 더 큰 폭으로 축소하였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두 집단 간의
포지션 격차는 감소
* 규제 도입 이전 자기자본 대비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이 규제 상한을 초과하였던 은행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규제요건을 충족하고자
은행은 포지션을 축소하려는 유인
ㅇ 은행과 기업 간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규제요건 충족을 위해 제약에 직면한 은행들
이 수출기업을 상대로 환 헷지를 위한 외환파생상품 공급을 여타 은행에 비해 큰 폭
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남
- 규제 도입 이후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외환파생상품 공급은 제약에 직면한 은행에서
47% 더 축소
ㅇ 분석 결과, 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은행 교체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제약에 직
면한 은행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에는 여타 수출기업과 비교하여 규제 도입 이후
40~45%의 헷지 감소 효과 발생
- 은행에 대한 규제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수출액 대비 외환파생상품 헷지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의 수출액은 17.1% 감소하나 여타 기업의 수출액은
5.7% 증가하며, 이는 수익성 격차를 유발
ㅇ 본 연구는 외환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수입기업보다 수출기업에 더 큰 부정적 효과
를 유발함으로써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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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Great Divergence on the Korean Peninsula(1910–2020)”
출처: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 2021;1–24
저자: 김두얼(명지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에 대한 배경을 식민지 시기(1910~1945), 대역전 시기
(1945~1997), 역전 이후 시기(1998~현재)로 나눠서 분석
ㅇ (식민지 시기) 1920년대 후반까지 남쪽과 북쪽 지역의 생활 수준은 비슷했으나 1930
년대의 산업화를 계기로 북쪽 지역은 제조업, 남쪽 지역은 농업에 특화되면서 북쪽의
1인당 GDP가 남쪽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 격차가 처음 나타나게 됨
- 일본 정부가 중요산업통제법(1931)을 도입한 후 일본 기업들이 통제를 피해 한국에
공장을 세웠으며, 만주 침략(1931) 및 중일전쟁 발발(1937)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반
도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면서 북쪽 지역에 공장들이 집중됨
ㅇ (대역전 시기) 분단 이후 남북은 각각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
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경제적 성과의 차이로 이어져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역전한 이후 격차는 계속 커짐
-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
하였으며,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냄
- 북한 정부는 각 지역의 자급자족을 위해 나라를 10~20만명의 인구로 이뤄진 162개
의 군으로 재조직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을 포기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천리마 운동도 실패하면서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 침체 및 대기근을 초래함
ㅇ (역전 이후 시기) 북한이 향후 수십 년 안에 경제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나
1990년경 북한과 비슷한 조건이었던 베트남, 캄보디아가 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
룬 것을 볼 때 북한도 자급자족 정책에서 벗어난다면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개혁 및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하였으나 향후 추세는 저출산, 지역간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달림
- 북한은 농업부문의 민간 생산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조성, 물가
안정을 위한 화폐 개혁 등을 추진하였으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대신
생존전략으로 핵개발을 선택하면서 경제 제재를 받아 한국과 더욱 격차가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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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A Micro-founded Climate Stress Test on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Italian Households and Firms”
출처: Bank of Italy, Occasional Paper No. 639
저자: Ivan Faiella, Luciano Lavecchia, Valentina Michelangeli, Alessandro
Mistretta(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Climate Stress Test)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ㅇ 본고는 이탈리아 가계 및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후정책(탄소세 도입) 충격이
가계와 기업 부문의 금융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가계와 기업의 미시자료에 근거하여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탄소세 도입이 가계·기업의 부실위험** 및 위험부채(debt at risk)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 이를 통해 가계·기업의 이질적인 반응을 고려하고 친환경 경제로 이행 시 취약요인(transition
vulnerability factors)을 식별 가능(Vermeulen et al, 2019)
**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소득대비 대출할부금이 30% 초과인 가계를 취약가계,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가 음(-)이거나 이자비용/EBITDA가 50%
초과하는 기업을 취약기업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비중으로 부실위험을 판단

ㅇ 시뮬레이션* 결과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실위험 및 위험대출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not sizeable), 경제주체의 특성별로 금융취약성이 상이
* 일회적인 탄소세가 부과되는 4가지 시나리오(CO2톤당 €50, €100, €200, €800의 탄소세)를 상정

- (가계) 가계부문에서는 극단적으로 높은 탄소세(€800/CO2톤)가 도입되더라도 탄소세
가 없는 경우에 비해 취약가계 비중과 위험부채 비중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며,
유럽 재정위기(sovereign debt crisis) 수준을 하회*
* 재정위기 당시 취약가계 비중은 2.8%, 위험부채 비중은 19.4%였으며, 톤당 €800의 탄소세 도입 시
취약가계 비중과 위험부채 비중은 각각 1.8%, 12.2% 수준

- 다만 가구주 연령이 낮은(16~39세) 가구일수록 탄소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
- (기업) 기업부문도 취약기업 비중이나 위험부채 비중 증가폭이 재정위기 수준을 하
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제조업,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소규모 영세기업이 탄소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기후정책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보완하고 가계·기업에 대한 이질적인 영향을 분석
했다는 점이 의의
- 다만 부문 간 파급효과(spillover)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 효과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Climate Stress Test,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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