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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acroeconomic Reversal Rate in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620
저자: Jan Willem van den End(De Nederlandsche Bank), Paul Konietschke(ECB),
Anna Samarina(De Nederlandsche Bank), Irina M. Stanga(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99.2/4~2019.1/4분기 중 유로지역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이 투
자, 소비, 저축 및 산출갭 등에 미치는 효과가 금리 수준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달라
지는지 여부를 분석
- 금리 수준에 따라 정상금리 체제(normal rate regime)와 저금리 체제(low rate regime)로
구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자본재 투자, 소비, 저축, 생산갭 등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비선형 효과 분석 모형인 평활전이함수(smooth
transition Functio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표본 금리 분포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금리 체제로 간주

- 선행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완화적 통화정
책은 기간 간 대체효과가 지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부정적인 소득효과 및 부의 효
과를 통한 경기침체로 귀결될 가능성
ㅇ 분석 결과,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은 정상금리 체제에서는 투자, 소비, 산출갭을 높이고
저축을 줄이지만 저금리 체제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줌
- 정상금리 체제에서 1 표준편차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으로 유로지역 자본재 투자는
4분기 후 최대 2%, 소비는 최대 0.2%, 생산갭은 최대 0.5% 상승하고, 저축은 최대
1.5% 감소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반면, 저금리 체제에서는 동일한 충격에 대해 자본재 투자가 최대 2%, 소비가 최대
0.2%, 생산갭이 최대 0.3% 감소하고, 저축은 최대 4% 상승하여 경기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거시 데이터, 통화정책 충격 식별방법, 전이함수 모수값 및 상태변수
등을 변경하여 강건성 검증을 실시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비선형 효과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
- 특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금리 수준을 의미하는 거시경제적 역금리(reversal rate)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mooth Transition Local Projectio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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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Inflation Narrativ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758
저자: Peter Andre(University of Bonn), Ingar Haaland(University of Bergen), Christopher
Roth(University of Cologne), Johannes Wohlfart(University of Copenhagen)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급상승*의 원인에 대해 일반인, 기업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
* 미국 인플레이션은 2021.1월 1.4%에서 10월 6.2%로 급등하여 1990.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2021.10월 6.2% 인플레이션 발표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11월 18일~11월 21일에 시행

ㅇ [조사결과 1] 전문가는 공급측 요인(공급망 왜곡, 노동력 부족, 에너지 가격 상승 등)과 수요측
요인(정부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균형있게 제시한 반면, 일반인과 기업가는 주로
공급측 요인 중 1-2개 특정 요인을 주로 제시하는 경향
-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을 최소 1개 이상 언급한 응답자는 전문가 중 각각 90%,
83%이나 일반인 중에서는 56%, 31%에 그침
ㅇ [조사결과 2] 일반인/기업가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전문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일반인/기업가는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
*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전문가 3.7%, 기업가 4.1%, 일반인 4.7%이며, 5년 후 기대치는 전문가
2.6%, 기업가 3.4%, 일반인 3.9%로 나타남

- 1년 후 인플레이션이 지난 10월의 6.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 일반인 및 기업가가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5년 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기업가의 견해가 상이
ㅇ [조사결과 3] 인플레이션 급등 원인에 대한 인식이 경제주체별로 다른 경우 인플레이
션 기대형성도 달라짐
- 일반인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등 원인을 에너지 위기나 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으
로 인식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전문가는 동 원인을 일시적인 공급요인이나 단기적인 거시정책 대응의 결과로 인식
하면서 일반인보다는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을 형성
ㅇ [조사결과 4] 많은 일반인과 기업가들은 최근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향후 가격 및 임
금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
- 최근 급등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업가의 56%가 제품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응
답하였고 41%는 임금 올릴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의 40% 이상이 임금인상
을 요구할 것이라고 응답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향후 인플레이
션에 대한 기대형성이 달라지므로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성에 대해 면밀
하게 판단하고 경제주체들과 이에 대한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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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Inequality and Income Risk”
출처: Federal Reserve Board,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1-073
저자: Aditya Aladangady, Etienne Gagnon, Benjamin K. Johannsen, and William
B. Peterman(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불평등과 거시경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는 주로 이질적인 노동소득에 의한 불
평등에 집중하였으나, 노동소득의 격차만으로는 현실에서 관측되는 불평등의 변화 양
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 가계의 저축 행위(saving behavior)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에서도 이질성(heterogeneity)
이 관측됨에 따라 자산소득의 양극화도 불평등의 원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 경제주체의 행위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같은 정
도의 불평등이어도 발생 원인에 따라 거시경제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음
ㅇ 본 연구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generations model)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소득
리스크와 불평등, 거시경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
-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기 가계별로 고유한 노동소득 충격에 직면하고 동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보유를 통한 저축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설정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으로써 생산요소로 활용되며, 수익률이 가계별·시간별로 다르게 나타남

- 노동소득·자산소득 충격의 지속성 또는 변동성* 상승이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각각
의 경우에 나타나는 무위험이자율과 위험프리미엄, 자본스톡과 실질산출량을 비교
* 지속성은 지난 기의 충격이 이번 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변동성은 매기 새로 발생하
는 충격의 분산을 의미

ㅇ 분석 결과, 같은 정도의 불평등을 유발하더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 리스크 확대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강화시
키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여 무위험이자율을 낮추고 위험프리미엄이 확대
- 자산소득 리스크 확대가 불평등 유발의 원인일 경우 위험자산을 통한 리스크 경감
능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져 노동소득 리스크 확대
가 불평등 유발 원인인 경우에 비해 무위험이자율의 하락 폭과 위험프리미엄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남
- 또한 자산소득 리스크가 불평등 유발 원인인 경우 위험자산 투자 감소, 자본스톡 감소
및 실질산출량 하락으로 이어지나, 노동소득 리스크 확대가 불평등 유발 원인일 경우
위험자산 투자 확대, 자본스톡 증가 및 실질산출량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불평등의 확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불평등의 정도뿐만 아니라
불평등 유발 원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verlapping-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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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Markups and Inflation Cyclicality in the Euro Area”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617
저자: Omiros Kouvavas, Chiara Osbat, Timo Reinelt, Isabel Vansteenkiste(ECB)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낮고 안
정적으로 유지되는 경기순행성 약화 현상(missing cyclicality of inflation)이 관찰됨
- 한편, 최근 유로 내 물가 필립스 곡선(물가상승률-실업률 간 관계)의 경기설명력은 낮아
졌으나 임금 필립스 곡선(임금상승률-실업률 간 관계)의 설명력은 온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동비용은 여전히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이나,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가격설정
행태가 변화하여 노동비용의 상품가격 전가(pass-through)가 약화되었음을 암시*
*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모두 가격에 전가되나, 일부 기업이 가격설정능력을 보유
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고객층과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비용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는 대신 이윤 마진을 조절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유로 지역 내 기업의 시장지배력(가격설정능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시장지배력 확대가 인플레이션의 경기순행성 약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 1995~2018년간 기업별 대차대조표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마크업률(한계비용 대비 상
품가격의 배율)을 가격설정능력의 대리변수로 이용
ㅇ 마크업률 추정 결과, 1995~2018년간 유로 기업의 총(aggregate) 마크업률은 1.36에서
1.52로 크게 상승하였고 동기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하위 50% 기업의 마크업률은 1.2 내외에서 유지된 반면, 상위 25% 기
업의 마크업률은 1.75에서 2.3으로 크게 상승하여 총 마크업률 상승을 주도하였으
며, 동기간 크게 확대된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 역시 총 마크업률 상승에 기여
-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의 마크업률이 크게 상승
하였으며 농림축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마크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음
ㅇ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
업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인플레이션의 경기순행성 약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각각 상·하위 33%)의 인플레이션 추이 비교 결과,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2.5%(전년동월대비) 내에서
움직인 반면, 마크업률이 낮은 산업은 –1.1~2.1% 사이에서 움직임

- 물가상승 충격(유가 인상, 글로벌 수요 증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비교 결과
마크업률이 높은 산업에서 충격 이후 물가상승 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됨
【분석방법론】 Panel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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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Product Market Competition, Creative Destruction and Innov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763
저자: Rachel Griffith(Manchester大) John Van Reenen(Yale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시장 경쟁과 혁신 간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
ㅇ (이론) 동 관계는 매우 오래되고 논쟁적인 주제로서, 대표적인 3가지 가설이 있음
- 슘페터(Schumpeter, 1943)는 혁신 활동의 결과로 얻는 초과이윤*이 기업 혁신의 경제적
유인이므로, 경쟁이 심화되어 초과이윤이 0에 가까워질수록 혁신 유인이 축소된다고 주장
- 애로우(Arrow, 1962)는 경쟁적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혁신이
촉발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도와 혁신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 (역 U자형 관계) 처음에는 경쟁도가 상승할수록 기업들의 혁신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의 경쟁도를 넘어서게 되면 혁신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Aghion et al., 2005)
* 경쟁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경쟁도가 상승할수록 기술 선도기업들의 혁신유인이 크게 강화되나(슘페터
효과 < 애로우 효과), 경쟁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경쟁도가 상승할수록 기술 후발기업들의 선도
기업 추격 유인이 크게 약화되기(슘페터 효과 > 애로우 효과) 때문임

ㅇ (실증분석) 경쟁도와 혁신사이 역 U자형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지만,
정(+)의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도 일부 있음
- 1972~1982년중 영국의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간에서는 경쟁도가
높을수록, 해외 무역비중이 높을수록 혁신이 활발해지나, 산업내에서는 시장점유율
이 높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결과가 도출(Blundell et al., 1999)
- 1973~1994년중 영국의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의 경쟁도(러너 지수)*와 기업의
혁신 정도(특허 인용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은 시장경쟁도에 따라 증가하다
가 다시금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Aghion et al., 2005)
* 러너 지수(Lerner Index, 마크업/가격=  )는 경쟁이 심화될수록 0에 가까워짐

- 한편 1990~2006년중 스페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쟁도와 혁신
간의 정(+)의 관계가 발견(Beneito et al., 2017)
ㅇ 정책당국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가
격상승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구조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유의할 필요
- 정책당국은 경쟁 심화가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는데, 경쟁
심화는 기술적으로 후발기업의 혁신 유인을 강화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
- 한편 거대 IT 기업이 후발주자의 자사 플랫폼 및 핵심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거나, 잠
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ㅇ 본고는 시장의 경쟁도가 기업의 혁신 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종합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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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Sources and Transmission of Country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526
저자: Tarek Alexander Hassan(Boston大), Jesse Schreger(Columbia大),
Schwedeler(Boston大), Ahmed Tahoun(London Buisness School)

Markus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을 이용하여 국가 위험
(Country Risk)의 원인과 전파 과정을 분석
- 82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11,829개 회사의 2002년~2020년 어닝스 컨퍼런스 콜
(earnings conference call)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진의 본사 소재국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여 국가 위험을 집계*
* 본고의 국가 위험은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 위험도를 바탕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국가 부도
위험(sovereign default risk)을 포함하는 개념

ㅇ 분석 결과, 국가 위험의 원인은 국가별로 이질적이며 타 국가로의 전파 양상 또한 평
시/위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 그리스의 국가 위험은 부채 위기, 그렉시트(Grexit) 우려 시기에 금융기관을 통해 확
대된 반면, 태국의 국가 위험은 대홍수, 쿠데타 시기에 공급망 교란에 의해 확대
- 전이 위험(transmission risk)을 식별하여 국가 위험의 전파 경로를 분석한 결과 평상
시의 국가 위험은 인접국 위주로 전파되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미국)와 코로나19 대유행(중국)과 같이 주요국이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동 위험
이 전세계로 전파됨
ㅇ 또한 국가 위험은 국제자본 흐름, 기업투자, 환율, 기축통화 가치 등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진의 국가 위험 인식도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해당 국가로의 자본 유입이
47% 감소
- 또한 국가 위험이 커질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기업은 투자와 고용 규모를 축소
- 국가 위험을 평균하여 산출한 글로벌 위험은 각국의 환율 변동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위험이 커질수록 기축통화 가치가 상승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금융위기 전염 효과(financial contagion), 서든 스톱(sudden stop) 등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위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험에 대한 인식도 함
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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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apital

Controls and Foreign Reserves against
Combined or Alone?”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849

External

Shocks:

저자: Rafael Cezar(Banque de France), Eric Monnet(Paris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자본유출을 유발하는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본통제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의 관계가 대체적인지 보완적인지 여부를 분석
- 1950~2007년 중 35개국의 분기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본통제의 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세 그룹(강, 중, 약)으로 분류한 후 국소투영기법을 이용해 예상치 못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외환보유액과 환율의 충격반응함수를 분석
- 만약 자본통제가 강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대외충격(예상치 못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반응하지 않고 자본통제가 약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에 반응한다면 자본통
제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은 서로 대체적인 정책수단임을 의미
ㅇ 실증분석 결과, 대외 충격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반응은 그룹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통제와 외환보유액의 관계에는 비선형성(non-linearity)이 존재
- 예상치 못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 자본통제가 강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은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본통제가 약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은 유의하
게 감소하여 자본통제가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대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자본통제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외충격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유
의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자본통제 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
정책이 보완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의미
- 한편 자본통제가 약하거나 중간인 국가들의 경우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이 환율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자본통제와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을 모두 활용(보완관계)하는 전략과 둘 중 하
나의 정책수단만 활용(대체관계)하는 전략 모두 효과적으로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
를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
- 이는 최근 IMF의 통합정책체계(IPF: Integrated Policy Framework) 논의에서 자본통제와
외환시장개입의 최적 정책조합을 모색 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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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Doom and Gloom, From Structure to Human Minds: What Makes a

North Korean Nuclear Deal Difficult?”
출처: Political Psychology
저자: Seokjoon Kim(Korea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한
원인을 신호 전달 관점에서 분석
ㅇ 신호 전달자(북한)가 수신자(미국)에게 진정한 의도(비핵화)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
호의 신뢰성 및 비용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가 합의에 어려움을 야기함
- 신호 전달자는 신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 이로 인한 위험 및 취약성 증가*의 상충
관계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여 신뢰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Smin)과 안보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비용(Smax) 사이의 특정 범위로
선택이 제한됨
* 진정성 표시에 필요한 양보가 비핵화 등 군사력 저하를 수반할 경우 미래에 더 큰 위험과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상대방은 원래 약속했
던 것을 이행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 이때 신호 전달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Smax)보다 수신자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호 전달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 최소 비용(Rmin)이 큰 경우 적절한 비용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발생
- 인식 차이를 가져오는 수신자의 심리적 원인에는 신호 전달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
에 대한 간과*, 신호 전달로 인한 취약성 증가를 악용할 의도가 없음을 신호 전달자
가 인지하고 있다는 과신**, 수신자의 과거 경험 또는 신념***이 있음
* 비핵화에 따라 북한이 감수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을 경시
**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과신
*** 과거 북한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북한의 신호를 신뢰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필요하게 함

ㅇ 적절한 비용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①북한의 안보 보장, ②신뢰 구축을 통
해 인식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음
① 수신자는 신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호 전달
자를 안심시킴으로써 신호 전달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Smax)을 증가시킬 수
있음
② 미래에 신호 전달자가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 수신자
가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 최소 비용(Rmin)을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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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To Be or Not to Be “Green”: How Can Monetary Policy React to Climate

Change?”
출처: ECB, Occasional Paper Series No. 285
저자: Lena Boneva, Gianluigi Ferrucci, Francesco Paolo Mongelli(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살펴본 후 통화정
책 운영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정리
* 기후변화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경제 구조의 전환, 금융시장의 재편(dislocatio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방안은 크게 ①기후 위험에 대한 방어적 정
책수단*(defensive actions), ②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communication), ③저탄소 경
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수단**(proactive actions)으로 분류 가능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서 기후위험에 취약한 자산을 축소하거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
**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린본드를 적극 매입(Green QE)하거나 담보자산의 적격성 평가시 탄
소집약도를 고려하는 방안, 외화자산 내 친환경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

- 기후위험에 대한 방어적 정책수단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후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민간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녹
색금융(Green finance)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
* 다만 민간의 기대가 과민반응하거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

ㅇ 한편 적극적 정책수단은 중앙은행이 부여받은 책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도 존재
- 기후변화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금융시장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고,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
적 개입이 증가할 가능성
* Schnabel(2020)은 그린본드 규모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운용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ㅇ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가지표와 물가 목표치의
재설정, 정책 시계(time horizon) 장기화 등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자연재해 빈발이나 정부의 기후변화 억제 정책으로 인해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가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가 공급충격
을 유발할 경우 보다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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