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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eFi Risks and the Decentralisation Illusion”
출처: BIS, BIS Quarterly Review December 2021
저자: Sirio Aramonte, Wenqian Huang, Andreas Schrimpf(BIS)
【핵심내용】
ㅇ 최근 암호자산 시장에서 중앙집중식 중개기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금융
(Decentralized Finance, DeFi) 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본고는 분산금융의 개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취약성
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ㅇ 분산금융은 블록체인의 자동화된 프로토콜(smart contracts)을 통해 운영되며, 법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 분산금융은 중앙집중식 중개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스
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내재된 신용위험, 익명성을 중시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잉담보(overcollateralisation) 요구 등의 단점도 존재
- 분산금융이라도 완전한 탈중앙화(full decentralisation)는 불가능하며 전략적, 실무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정 정도의 중장집중식 지배구조(central governance)는 필요
ㅇ 분산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하므로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
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분산금융의 특성상 높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불일치 관련 위험
은 강조될 필요
- 거래 상대에 대한 신용파악이 어렵고 익명성이 중시되는 분산금융 거래 특성상 높은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이는 경제위기 상황 시 은행과 같은 충격 흡수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불안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개별대출은 과잉담보가 요구되나, 차입자금을 재활용하여 반복적인 차입이 가능

-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이 과다할 경우 기초자산과의 유동성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초자산의 가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시장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이
는 투자자 대량 이탈사태(investor runs)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
- 자금세탁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분산금융은 범죄활동이나 시장조작
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향후 분산금융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중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차원
에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책당국은 ‘동일 위험 동일 규제(same risk, same rules)’ 등 기존 금융제도에 적용되
는 규제 원칙을 분산금융에도 적용할 필요
- 높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불일치 위험 등 분산금융 특성상 증폭될 수 있는 금융불안
위험에 대해서는 분산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내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분석방법론】 Nar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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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A Note on Temporary Supply Shocks with Aggregate Demand Inerti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14
저자: Alp Simsek(Yale School of Management), Ricardo Caballero(MIT)
【핵심내용】
ㅇ 본고는 총수요의 관성효과(inertia)* 및 제로금리하한(ZLB) 제약을 도입한 뉴케인지언
모형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공급 긴축 충격에 대한 최적 통화정책 대응을 분석
* 현재의 총수요가 미래의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본고에서는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총수요
회복 모멘텀이 확보되면 시차효과를 통해 미래의 총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인하된 금리를 지속적
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금리 정상화가 진행되더라도 확대된 총수요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

- 본 모형은 ①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며, ②긴축적 공급 충격이 발생한 상태
(low-supply state)와 공급이 회복된 상태(high-supply state)에 각각의 잠재산출량 수준


(  ,  )이 존재하고, ③중앙은행이 현재 및 미래의 산출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
로 정책을 운영한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일시적인 공급 긴축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산출량을 잠재산출량(  )을 초과하는 수준(overheating)으로 유지하면서 경기회복 모멘
텀을 확보하는 것이 최적 통화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급 긴축 발생 초기에는 완화적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고 총수요
관성효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
ㅇ 이러한 정책은 공급이 회복된 이후 증가하는 새로운 잠재산출량 수준(  )에 대한 음
(-)의 산출갭이 유지되는 기간을 축소하는 데 목적을 둠
- 즉, 최적 통화정책에 따라 공급 긴축시기 동안 다소 과열된 경기는 총수요의 관성효
과를 바탕으로 공급 회복 후 새로운 균형점(  )으로의 경기회복 가속화에 기여
- 또한,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보되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공급이 회복된
이후 발생하는 음(-)의 산출갭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
ㅇ 한편, 물가 경직성 가정을 완화하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에도 일시적인 공급 긴축 충격에 대한 최적 통화정책은 공급 충격 초기 완화적 정책
을 통해 (감내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고 이후 경기회복세
가 유지되면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의 관성효과(inertia)가 강할 경우 더
이상 최적 통화정책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
ㅇ 본고는 일시적 공급 긴축 충격에 대한 최적 정책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
는 완화적 정책이며 경기 회복세가 확인된 후에는 정책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
론적으로 보여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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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Corporate Legacy Debt, Inflation, and the Efficacy of Monetary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799
저자: Charles A. E. Goodhart(LSE), M. Udara Peiris(ICEF), Dimitrios P.
Tsomocos(Oxford大), Xuan Wang(Vrije Universiteit Amsterdam)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국가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업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함에 따라, 기업부채 누증
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ㅇ 본 연구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 비율이 긴축적 통
화정책의 파급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누적된 기업부채 수준이 통화정책
효과에 갖는 이론적 함의를 분석
ㅇ 먼저 소유주(owner)와 대여자(lender)* 가계가 존재하는 1기간 정태모형을 분석한 결과,
누적된 부채는 노동공급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총공급곡선을 평탄화시키고 금리 상
승이 총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유주는 기업을 소유하며 이윤을 얻으나 생산에 앞서 임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하고 운전자본 대출액 및 누적된 부채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며, 대여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기업부채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을 받아 소비활동을 함

- 따라서 누적된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정책금리 상승이 갖는 인플레이션 억제 효
과가 약화되며, 부채 수준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상승
할 수도 있음
ㅇ 모형을 동태적으로 확장하고 모수 설정(calibration)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부
채비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희생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75%)와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100%)

양(+)의 정책금리 충격 발생 시 실질 산출량이 더 많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나 빠른 속도로 반등
ㅇ 본 연구는 기업부채의 누증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방해하여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
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s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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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Sovereign Debt Sustainability and Central Bank Credibi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17
저자: Tim Willems, Jeromin Zettelmeyer(IMF)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신뢰받는 중앙은행
이 정부의 재정정책 역량과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
-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채무비율(국가가 청산해야 할 국가채무와 청산할 수 있는 역량
인 GDP와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
ㅇ 1980년대 중반 라틴 아메리카의 부채위기,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 등을 경험하며 정
부 예산제약을 기초로 한 국가채무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당시 국채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이자비용의 증가가 경제성장보다 빠름)에서
정부가 향후 재정흑자를 통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유지
해야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채가 무한하게 롤오버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국
채 투자자가 롤오버를 중단하는 리스크(서든 스톱 등)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ㅇ 롤오버 리스크는 국채 투자자의 기대가 실현되는 자기실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
로, 롤오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투자자 기대를 관리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
* 정부의 만기국채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롤오버 여부를 고민하는 전략적 상
황을 상정해보면, 다른 투자자가 롤오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최적 선택은 롤오버가 되지만, 그
반대를 예상한다면 롤오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적 선택이 됨

- 정부는 투자자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단기국
채보단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만기국채 상환자금 마련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
편, 위기 시 롤오버 중단 유인이 높은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을 관리할 필요
ㅇ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국채금리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정적
자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채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위기시에도 가장 안전하게 이자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활발
하게 거래되어 유동성이 높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채 투자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
자는 기꺼이 국채를 선호
- 동 상황에서는 이자비용의 증가보다 경제성장이 빠르므로 정부는 일정 수준의 재정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 가능
ㅇ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를 축적한 중앙은행은 유사시 국채를 매입하여 롤오버 리스크를
낮추고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
역량을 키우고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의 가
치가 훼손되고 중앙은행의 개입 여지 역시 줄게 되므로, 중앙은행의 (기대)인플레이
션 관리 역량과 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 4 -

미시제도
⑤ “Technology-Skill Complementarity and Labor Displacement Evidence

from Linking Two Centuries of Patents with Occupa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552
저자: Leonid Kogan(MIT), Dimitris Papanikolaou(Northwestern大),
Summers(MIT), Bryan Seegmiller(MIT)

Lawrence

H.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술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수를 제시하고, 산업 및 노동자 관점에서
기술발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1850~2010년중

미국 특허청(USPTO) 자료 및 미국 현행인구조사(CPS; Current
바탕으로 기술발전 지수를 시산하고, 이를 노동자의 미시데이터
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
Population Survey)를

- 산업의 경우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의 산업 내 출현 횟수를 사용하여 기술발전을 정
의하고, 한편 노동자의 경우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에 대한 노출도**를 활용하여 기술
발전을 정의
* 한계돌파형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s)은 시장구조를 바꿀 정도의 기술발전을 지칭하는데, 선
행 특허와 관련성이 낮고 후행 특허와는 관련성이 높은 상위 10%의 기술발전이 한계돌파형 혁신에
해당
**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에서 제시된 내용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일수록 기술발전에 대한 노출도
가 높은 것으로 간주

- 미국 노동자의 기술발전에 대한 노출도를 1988~2016년중 노동자 특성 관련 지표(교
육수준, 학력, 임금 등)와 결합하여 패널 분석에 활용
ㅇ 산업별 분석 결과, 기술발전과 함께 생산량 및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지만, 고용은 감
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
- 기술발전 지수가 1 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향후 6년에 걸쳐 생산량은 2%, 노동생산
성은 3% 증가하는 반면 고용은 1% 감소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은 1.5%p 하락
ㅇ 노동자별 분석 결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저학
력·고령·고소득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기술발전(1 표준편차) 시현시, 고졸 노동자는 10년간 소득 증가율이 1.8% 하락하여 대
졸이상 노동자(1.2% 하락)보다 하락 폭이 더 크고, 고령 노동자(45~55세)는 2.5% 하락
하여 저연령 노동자(25~35세, 1.5% 하락)보다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한편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소득 노동자(상위 5%)의 경우 10
년간 소득 증가율이 2.3% 하락하여 중위소득 노동자(상위 25~50%, 1.0% 하락) 보다 하
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는 한계돌파형 기술 출현시 고소득 노동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이 노후화되어 나타나는 소득
감소 효과가 기술과 숙련도 간 보완관계로 인한 소득증가 효과를 압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ㅇ 본고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발전에 취약한 계층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Textual Analysi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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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Global Climate Change Mitigation, Fossil-Fuel Driven Development, and

the Role of Financial and Technology Transfers: A Simple Framework”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80
저자: Johannes Wiegand(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2국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기후금융(Climate Financing)*과 친환경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s) 정책의
효과에 대해 비교・분석
* 신흥국이 탄소 저감 기술을 채택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부채 탕감, 대출 특혜 등과 같
은 선진국의 보상(compensation)을 통칭하는 광의의 기후금융 정책을 의미

ㅇ 모형 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해 친환경 정책을 실
시할 유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이 추가적인 탄소배출로 인한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도달한 시점 이후 후발주자인 신흥국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므로, 선진국은 친
환경 정책을 실시할 유인이 신흥국은 탄소배출을 확대할 유인이 강함
-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탄소배출 수준을 낮추기 위
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기후금융이나 기술이전 정책을 실시할 유인이 발생
ㅇ 신흥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금융은 ①선진국의 발전단계에서 탄소배출로 소진한 대
기자원에 대한 사용료를 신흥국에 이전지출의 형태로 보상하여 형평성(equity)을 추구
하는 방식과 ②신흥국의 탄소배출 감축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효율성 및 파레
토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의 방식은 신흥국의 탄소배출량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 방식으로 신흥국
의 경제규모와 탄소배출 규모가 작은 경우에 유용하며, 후자의 방식은 국가 간 협상
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흥국의 탄소배출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
ㅇ 그러나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 및 성장 측면에서 볼 때 기후금융보다는 기술이전 정책
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선진국이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신흥국에 전수하는 경우 동 기술이 글로벌
공공재로 작동하게 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탄소배출 규모가 모두 기후금융에 의
존한 경우에 비해 감소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탄소배출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흥국
이 동 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Theore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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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Dominant Currency Paradigm: A Review”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556
저자: Gita Gopinath(Harvard大), Oleg Itskhoki(UCLA)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가 간 충격 전파, 환율 전가(exchange rate pass-through), 지출전환*(expenditure
switching), 최적 통화정책 등에 대한 기축통화의 함의와 국제무역의 결제통화 사용 패
턴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
*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국 통화 기준으로 경직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출국 통화 절하가 수출품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순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

ㅇ 생산자 통화 가격설정*(producer currency pricing)과 수입국 통화 가격설정**(local currency
pricing) 등 기존 모형의 부족한 현실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축통화 가격설정
(dominant currency pricing)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
* 수입국과 상관없이 수출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수출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생산자 통화 가격설정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과 강한 환율 전가 효과 등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발전한 모형으로, 수출국과 상관없이 수입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수입가격이 경직
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지출전환 효과의 경우 생산자 통화 가격설정 모형에서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입국 통화 가격설정 모형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실증분석 결과에서 제
시된 지출전환 효과의 크기는 생산자 통화 가격설정 모형 및 수입국 통화 가격설정
모형의 중간 수준
ㅇ (지출전환 효과) 기축통화 가격설정 모형에서는 수출국 통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한 반면, 수입 축소 효과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동 모형에서 나타난 순수
출 증대 효과는 기존 모형에 비해 실증분석 결과와 보다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ㅇ (통화정책) 기축통화 가격설정 모형 하에서는 생산자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최적
통화정책이나, 두 가지 가격 경직성(자국 통화 기준으로 경직적인 국내 물가와 기축통화 기준으
로 경직적인 수출 물가)이 존재하므로 GDP갭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
ㅇ (통화선택균형) 기업이 결제통화를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중간수준의 전략적 보완성(strategic complementarity)과 높은 수준의 무역 개방도 하에서는
기축통화 가격설정이 일반균형의 결과로 나타남
- ①가격 경직성이 강할수록, ②여타 통화와 비교하여 기축통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수록, ③국제무역에서 기축통화국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클수록 기축통화 가
격설정 균형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의 가격은 달러 등 소수의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하는 기축통화 가격설정 모형이 현실과 가장 부합하고, 이와 같은 가격설정에서의
비대칭성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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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Removing

Sanctions

on

North

Korea:

Challenges

and

Potential

Pathways”
출처: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No. 504
저자: Troy Stangarone(Korea Economic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제사회 및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sanctions relief and removal)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분석
ㅇ 대북 제재 해제 과정은 지속 가능한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핵 폐기와 북한이 협상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①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교류 재개 시 국가가 아닌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국제 노동
및 투자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을 우
선적으로 고려
② 북한이 점점 더 고강도의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 유예 혹은 면제 대상을
저부가 수출품목(목재, 구리 등)에서 고부가 수출품목(석탄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
완화의 종류 및 범위가 비핵화 조치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함
③ 핵 폐기 과정과 그에 상응한 제재 완화는 양측이 각자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도
록 구체적인 기준(benchmark)을 포함하여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이 합의사항을 계속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④ 남북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협상 초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약속 불이행 시 쉽게 중단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인
프라 사업부터 시작하여 핵 폐기 절차 후반에는 개성공단 재개 등을 고려
⑤ 북한이 현재의 불법 무역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경제교류를 하도록 장려하
고 더 나아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경제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ㅇ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핵 폐기 관련 협상의 한 측면이지만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
하려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재 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므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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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Carbon Emissions and the Bank-Lending Channel”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778
저자: Marcin Kacperczyk, José-Luis Peydró(Imperial College London)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은행 부문은 다양한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
* 많은 은행들이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하여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UN 산
하의 넷제로은행연합(Net Zero Banking Alliance)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

ㅇ 본고는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은행의 신용공급(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신용
공급 변화가 기업의 재무적·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삼중차분법으로 분석
- 비친환경 기업(brown firm)에 대한 은행의 대출의사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 은행들의
감축목표 약정*(commitment)을 사용하고, ①동 약정 전후로 ②이들 은행들로부터 대
출을 받고 있었는지, ③기업의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라 그 효과를 비교
* 다수의 은행이 SBTi에 가입하기 시작한 2015.2분기를 기준으로 시간더미변수를 설정

ㅇ 분석 결과, 은행은 탄소 감축목표 약정 이후 비친환경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축소
한 반면 친환경 기업(green firm)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
- 이러한 비친환경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 감소는 은행들의 녹색 자산(green
assets)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ㅇ 나아가 은행의 비친환경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감소는 동 기업들의 총부채 및 총자
산 감소와 디레버리징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탄소배출량 기준 상위(하위) 20% 기업일수록 신용공급 감소(증가)가 기업의 총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비선형적 특징을 보임
ㅇ 한편 비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
- 은행의 신용공급 감소 이후 기업의 ESG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고* 환경 관
련 지출도 늘어나지 않아,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ESG 점수의 구성항목 중 환경점수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천연자원이나 재활용 노력지표보다는 대부
분 환경에 대한 인식지표가 개선되는 데 기인
** 실질적인 친환경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과장하는 등 기업을 포장하는 행위

ㅇ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은행들이 비친환경 기업으로부터 친환경기업으로의 신용
공급 재배분(reallocation)을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Tripl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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