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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Big Techs in Finance: on the New Nexus between Data Privacy and

Competit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70
저자: Frederic Boissay, Torsten Ehlers, Leonardo Gambacorta, Hyun Song Shin
(BIS)

【핵심내용】
ㅇ 빅테크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다면 플랫폼(MSP, Multi-Sided Platforms)으로서 가치를 창출
-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외부성 및 상호연계적인 활동(DNA: Data analytics, Network
externalities and interwoven Activities)의 자기 강화적인 순환고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
이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ㅇ 일부 빅테크는 지급, 자산관리, 보험,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하면서 금융업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보유
- 빅테크의 DNA 특성은 사용자 간 신뢰 형성, 신용평가 비용 절감, 맞춤형 서비스 제
공, 금융포용성 확대 등을 통해 금융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ㅇ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데이터의 독점 사용 및 가격 차별, 알고리즘 편향 및 시장 지배력 남용, 반경쟁 행위,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시장 지배력과 네트워크 외부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전환 비용을 높이고 잠재적 경쟁
자를 배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여 빅테크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할 유인이 존재
ㅇ 금융 분야에서 개인 데이터 사용은 데이터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 간 새로운 상충관계
를 제시하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안정과 경쟁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책 과제임
-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 확보, 개인 데이터의 공유 정도 차이 해소, 프라이버
시의 가치 설정 등이 새로운 정책적 도전과제
ㅇ 정책적 대안으로서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이터 보호법 활용,
경쟁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예: 오픈뱅킹)를 통한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 확대, 디지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공공 인프라 마련 등이 제시
- 또한 국내적으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개인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경쟁 및 정보보호 당국과의 협조가 요구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준칙 제정을 위한 국가 간 공조도 필요
【분석방법론】 Narr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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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What Does Digital Money Mean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73
저자: Erik Feyen(World Bank), Jon Frost(BIS), Harish Natarajan(World Bank), Tara
Rice(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신흥국(EMDEs)의 디지털 화폐(스테이블 코인 및 CBDC) 도입 논의를 현행 금융 시
스템 내 결함과 연관지어 검토하고, 도입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ㅇ 신흥국의 소매금융 시스템은 은행거래에 대한 낮은 접근성, 시장집중에 따른 높은 금
융서비스 비용, 국가 간 소액송금 거래의 비효율성(높은 수수료 및 긴 대기 시간) 등의 문
제에 직면
ㅇ 신흥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
- 디지털 화폐는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연결을 토대로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고 금융서비스 비용을 낮추며 국가 간 송금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ㅇ 그러나 디지털 화폐가 신흥국에서 안정적으로 도입,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적 문제가 사전적으로 해결될 필요
-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테러자금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
시, 감독이 필요하나 신흥국의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자원이 부족
- 디지털 화폐를 통한 국제거래는 외환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통화의 변동성 확
대, 통화정책의 자율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신흥국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제도 및 관련 법규의 정비 및 국가 간 공조가 필요
- 신흥국 발행 CBDC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기에 시중은행 예금 등이
CBDC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문제(digital run)가 발생할 가능성
ㅇ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경우, 신흥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
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핀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전자화폐(e-money), 디지털 ID, 오픈 뱅킹, 모바일 뱅킹 활용은 국내 금융거래의 접
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축소
- 국제거래에서는 핀테크를 활용한 소규모 지급결제 서비스의 통합, SWIFT GPI
(global payment initiative)의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간 거래의 투명성, 속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ㅇ 본고의 논의는 신흥국의 금융 포용 및 국가 간 송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화폐
도입에는 선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며, 오히려 기존의 핀테크 혁신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 2 -

거시경제
③ “A Temporary VAT Cut as Unconventional Fiscal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42
저자: Ruediger Bachmann(University of Notre Dame), Benjamin Born(CEPR), Olga
Goldfayn-Frank, Georgi Kocharkov(Deutsche Bundesbank), Ralph
Luetticke(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Michael Weber(Chicago大)
【핵심내용】
ㅇ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20.7~12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
세를 3%p 인하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6.3일 법안 발표, 6.29일 통과, 7.1일 시행)
-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조절하는 비전통적 재정정책(unconventional fiscal policy)은 이론
적으로 전통적 통화정책과 매우 유사한 경로를 통해 소비를 자극*
* 명목금리가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는 가계의 기
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실질금리를 낮추고, 가계의 미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기는 기간 간 대체를 유발

ㅇ 본 연구는 독일의 서베이 및 스캐너(scanner)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계의 소비지출을 진작시키는 인과적 영향을 실증분석
*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의 상세정보(거래 시점, 금액, 제품명 등)가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

- 한시적 부가가치세 3%p 인하 영향으로 동기간 소비재 가격이 크게(1% 이상) 하락했
다고 인식한 가계그룹과 그렇지 않은 가계그룹의 소비지출 행태를 비교
-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실질금리) 변화 여부만 다르므로,
두 그룹 간 소비지출 차이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의 소비 자극효과로 간주
ㅇ 분석 결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의 소비 자극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인식한 가계(분석대상 가계의 66%)의 내구재 소비지출
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36% 많았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역시 각각
11%, 2% 많았음
- 2020년 하반기 내구재 소비지출액 1,990억 유로 중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증대분은 210억 유로이며, 전체 소비지출액(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포함) 증대분은 3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반면, 소비지출 증대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하여 한
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총 세수감소분은 70억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ㅇ 한편,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는 정책구조가 간단명료하고 누진적(progressive)으로 작
동하여 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
-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의 소비 자극효과는 젊거나 가계의 순자산이 적은 가계일수록
크게 나타난 반면, 가계의 금융 이해력, 장기적 소비-저축 계획 보유 등과는 무관
ㅇ 동 분석 결과는 명목금리 실효하한 하에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은 재정정책
이 전통적 통화정책을 대신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atural Experiment Stud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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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Population Growth and Firm Dynamic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24
저자: Michael Peters(Yale大), Conor Walsh(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준내생적 성장모형(semi-endogenous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인구증가율
하락이 기업 동학(firm dynamics)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
- 본 연구는 기존의 성장모형을 보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기존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 등을 반영하여 인구증가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기업의 진입·퇴출, 기
업의 규모 등 산업조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술 혁신으로 기존의 제품이나 기업이 산업에서 퇴출되는 현상

ㅇ 모형 분석 결과, 인구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창조적 파괴 및 신규 기업의 진입이 줄
어들고 기업규모가 확대
- 모형의 장기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이 무한히 커지거나 0으로 수렴하지 않으려면 제
품의 종류는 인구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하므로 인구증가율의 하락은 제품
혁신의 감소로 이어짐
- 인구증가율 하락으로 인한 제품 혁신의 감소는 신규 기업 진입의 감소 및 기존 기업
의 생존 확률 증가로 이어져 평균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의 진입·퇴출이 감소
- 경쟁이 감소하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비효율적 배분이 증가하여
장기균형 성장률은 하락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존 확률이 높아진 기존 기업들의 가
치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전체적인 단기 후생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
ㅇ 모형을 1980년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하여 모수설정(calibration)한 후 분석한 결과, 인구
증가율의 하락이 실제 데이터의 기업 동학 변화를 적절히 설명하며 장기 경제성장의
둔화를 예측
- 모형에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실제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기업
진입률 및 퇴출률 감소, 평균 기업규모 확대가 나타남
- 인구증가율이 1.76%에서 0.24%(미국 노동통계국의 2050년 노동인구 상승률 예측치)로 낮아
지는 경우 장기 균형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향상되어 약 10여
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이 상승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1980년 2% -> 2070년 1.6%

ㅇ 본 연구는 정교한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최근의 추세적 인구증가율 하락이 산업조직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한 것에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Semi-endogenous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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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Fintech Lend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21
저자: Tobias Berg(Frankfurt大), Andreas Fuster(Swiss Fianace Institute), Manju Puri(Fuqu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핀테크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핀테크 대출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핀테크 동향 등을 분석
ㅇ 핀테크 대출은 대체로 전자기술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의미하며 ① 대출 수요자-공급
자간 거래비용 감소 ② 대출 심사(screening) 및 사후 관리(monitoring)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존 대출방식과 차별화
ㅇ (현황) 핀테크 대출은 아직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대출 증가
세가 상당히 빠르며, 동 증가세는 (1인당 GDP, 경쟁수준, 정부규제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
- 2020년 현재 미국의 핀테크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부 대출 잔액의 3.5% 수준에 불과
하나, 신규 대출 중 14%를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며(2016-20년중 연평균 증가율 43%),
특히 후불결제*시장(BNPL; Buy Now Pay Later)에서 빠른 성장세(연평균 100% 상회)
* 핀테크 기업이 상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소비자가 사후 결제하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방식

- 1인당 GDP가 클수록, 은행간 경쟁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규제가 느슨할수록 핀테
크 성장이 가속화되는 경향(Cornelli, 2021)
ㅇ (경제적 효과) 핀테크 대출은 자동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출로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대출접근성을 제고
- 자동화 등으로 급격한 대출수요 증가에도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대출 편의성 확대가 금융소비자의 과잉차입(overborrowing)을 초래
하는 부작용도 상존
- 대출심사의 자동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종, 연령 등에 대한 대출심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듦에 따라 취약계층(예: 이민자, 고령자)의 대출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금번 코로나19 기간동안 핀테크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
으나, 핀테크 대출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대출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재택근무 등으로 기존 은행의
창구 거래를 통한 신용공급 역량이 일부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처리 가
능한 핀테크 대출은 제약이 없었음
- 다만 이러한 신규 핀테크 대출은 저소득, 소수인종 집단에 집중된 바 있으며, 대출
6개월 후의 부도율이 전통적인 대출과 달리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ㅇ 본고는 핀테크 대출의 특징 및 경제적 효과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이번
코로나19에서의 특이성을 분석하여 관련 금융 당국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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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Monetary

Policy Spillover to Small Open Economies:
Transmission Different under Low Interest Rates?”
출처: Norges Bank, Working Paper No. 12/2021

Is

the

저자: Jin Cao, Ragnar Juelsrud, Karolis Liaudinskas(Norges Bank), Valeriya
Dinger(Osnabrück大), Tomás Gómez, Alejandro Jara(Banco Central de Chile),
Zuzana Gric(Masaryk University in Brno), Martin Hodula, Simona Malovaná
(University of Economics in Prague), Yaz Terajima(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핵심 국가들(미국·EU·영국 등)의 낮은 또는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2~2019년 중 캐나다, 칠레, 체코, 노르웨이 은행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EU, 영국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연구
ㅇ 실증분석 결과, 핵심 국가들의 정책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 인하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 간 은행 대출 경로) 핵심 국가들이 정책금리가 낮은 시기*에 금리를 추가로 인
하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므로 다국적 은행들은 핵심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
여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의 대출을 확대
* 정책금리가 전체 분포에서 하위 25%에 속하면 낮은 시기로, 그 외의 경우 높은 시기로 구분

- (포트폴리오 경로) 핵심 국가들이 정책금리가 높은 시기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차입
자들의 담보가치가 상승하고 신용도가 개선되므로 다국적 은행들은 핵심 국가에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대출을 축소
ㅇ 핵심 국가의 낮은 정책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거나 장기금리도
낮은 시기에는 핵심 국가의 정책금리 인하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의 은행 대출
증가 효과가 확대
ㅇ (대출유형별 분석) 핵심 국가의 정책금리가 낮은 시기에 캐나다, 칠레, 노르웨이에서는
높은 리스크로 인해 통화정책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을 통해 국가 간 은행 대출 경로가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국적 은행 분석) 노르웨이의 경우 핵심 국가에도 지점을 보유하여, 내부자본시장
(internal capital market)을 통해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자금을 이전하는 다국
적 은행의 대출 경로가 핵심 국가의 통화정책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
ㅇ 본 연구는 핵심 국가들의 정책금리 수준에 따라 국가 간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달라
질 수 있으며 국가 간 파급효과 분석 시 다국적 은행들의 대출 행태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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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International Reserves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832
저자: Agustin Samano(World 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축적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부도 모형
(Sovereign Defaul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해외 안전자산을 매입하여 외환보유액을 조절
할 수 있다고 가정
- 중앙은행 효용함수의 할인 인자(discount factor)를 정부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중앙
은행의 인내심이 정부보다 커서 보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모형화
ㅇ 분석 결과, 균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할인 인자의 차이로 인해 양 정책당국의 의
사 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할인 인자가 낮은 정부는 현재 소비를 선호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부채를
과잉 발행하는 반면, 할인 인자가 높은 중앙은행은 소비 평탄화하고 정부의 과잉 부
채를 상쇄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축적
- 정부 부채 발행을 늘릴 경우 부도 위험에 따른 국가신용 스프레드(sovereign spread)
상승으로 차입비용이 증가하므로 정부는 부채 발행 규모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
하지 못함
- 따라서 정부는 국가부도 위험으로 인해 과잉부채 발행이 일정 정도 제약되며, 중앙
은행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외화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ㅇ 1994년~2017년 멕시코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한 결과, 멕시코
평균 외화보유고의 75%를 본 모형을 통해 설명 가능
- 소득이 높고 국가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시기에 멕시코 정부는 차입을 늘린 반면, 중
앙은행은 외화보유고를 축적하였음
ㅇ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없는 모형 설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사회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고를 GDP의 6.5%만큼 축적할 경우 국가 순부채 포지션을 GDP의 3% 가량
줄일 수 있으며, 사회 후생도 0.1% 증가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재정 건전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환보유고 축적을 통해 사회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overeign Defa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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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Chinese Tourists’ Perception of the Tourism Image of North Korea

Based on Text Data from Tourism Websites”
출처: Sustainability, Vol. 13(21) 12205
저자: Rilong Li(Qingdao Binhai University), Huanjiong Wang, Hao Zhang(Institute of
Geographic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Research)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 관광에 대한 중국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북한 관광의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는 방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북한 관광객
의 90% 이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ㅇ 대표적인 중국 여행 웹사이트 7곳에 있는 1,115개의 북한 관광 후기(2000~2019)를 대
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6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김정은 집권 전후 기간
(2000~2013, 2014~2019)을 비교한 결과 북한 관광의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나타남
- 명승지나 역사적 체험에 관한 키워드가 대부분이고 오락(entertainment)과 관련된 키워
드는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관광 유형이 유람에만 한정되어 있어 단조롭다는 한계가
있음
- 중국인들의 북한 방문 동기 중 하나는 6·25전쟁 시절 선조들이 참전한 장소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이와 관련한 키워드(한국전쟁, 군인, 사회주의)가 근래에 감소한 것을 볼
때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
- 북한은 독특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키워드(아리랑 민요, 전통
의복)가 감소하고 음식 관련 키워드(해산물)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민족문
화를 관광상품에 연계시키는 부분이 미흡함
-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가장 많이 묘사하는 단어는 ‘미스터리’로 개방적인 다른 관
광지와 차별화되는 요소로 나타났는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방
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음
ㅇ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북한 관광청은 ①음식·쇼핑·오락과 같은 문화 및 엔터테인먼
트 산업을 발전시키고, ②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중국 관광기업들과 협력하여 민족
문화를 홍보하고, ③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비자 정책을 완화하고 관광 활동의 자유
를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분석방법론】 Text 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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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 “There is No Planet B”, but for Banks There are “Countries B to Z”:

Domestic Climate Policy and Cross-Border Bank Lendi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65
저자: Emanuela Benincasa, Gazi Kabas, Steven Ongena(Zurich大)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는 범세계적 차원의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응 강도(stringency)
는 국가마다 상이
- 따라서 기후정책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국가의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규제 강도가
낮은 여타 국가로 우회함으로써 동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Bartram et al., 2021)
ㅇ 본고는 기후 정책의 강도가 은행의 해외 대출(cross-border lending)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 기후정책의 강도와 은행의 해외 대출의 대리변수로서 각각 기후변화 대응지수*와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s) 자료를 사용하고, 차주 및 연도 고정효과, 경제·인구·
제도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
* 기후변화 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는 ① 온실가스 배출, ② 재생에너지
사용, ③ 에너지 사용, ④ 기후정책의 4가지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평가한
지수(0~100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후정책의 강도가 높음을 의미

ㅇ 실증분석 결과, 자국 내의 기후정책이 강화될 경우 은행들의 해외 대출이 증가*
* 2007~2017년간 미국의 기후정책 강화(CCPI 24점 상승)가 나타난 경우, 은행의 총 대출 중 해외 신디
케이트 대출 비중이 약 10% 증가

- 특히 자국의 기후정책이 외국(차입자의 소속국)에 비해 더욱 엄격할(stringent) 때에만
은행의 해외 대출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은행들이 해외 대출을 일종의 규제
차익거래 수단(regulatory arbitrage tool)으로 사용함을 의미
ㅇ 은행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은행 규모가 클수록, 부실대출(Non-Performing
Loan) 비율이 높고 자본 건전성이 낮을수록, 해외 대출 경험이 풍부한 은행일수록 해외
대출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ㅇ 한편 기후변화 대응지수의 4가지 세부지표 중 해외 대출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기후정책 요인인 것으로 분석
- 이는 은행들이 자국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감축량보다는 정부의 기후
정책(policy action)에 반응하여 해외 대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은행들의 해외 대출이 기후정책 규제의 회피 경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후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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