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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21년 수록
자료 중 미시제도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미시제도
① “The Impact of The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on

Job Search and Vacancy Cre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567
저자: Ioana Marinescu(Pennsylvania大), Daphne Skandalis(Copenhagen大), Daniel
Zhao(Glassdoor, Inc.)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취업자수 급감에 대응하여 미 정부가 도입했던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가 노동시장 및 사회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
* FPUC는 미 정부가 2020년 3∼7월 중 운용했던 특별 실업급여 제도로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
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기존의 일반 실업급여에 더하여 주당 600불을 추가 지급하는 조치

ㅇ 2018～2020년 중 미국 일자리 매칭 사이트 Glassdoor*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분석을
실시
* Glassdoor는 기업이 빈 일자리에 대해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구직자의 기존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

- 구직자들이 Glassdoor 사이트에 기재한 기존의 임금수준, 일반 및 특별 실업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금 대체율*을 시산하여 설명변수로 활용
*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로서 실업급여/(세후 근로 소득 + 비 임금 소득(팁, 보너스))

ㅇ 분석 결과, 특별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해 임금대체율이 10% 높아지는 경우 노동자
들의 일자리 지원횟수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FPUC가 노동자의 구직 노력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2020년 상반기의 고용 급감은 실업급여 증가에 따른 구직활동 감소보다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와 전염 위험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구직 노력
감소 등에 크게 기인
* 코로나19 전후 기간에 구직배율(구직 공고 수/지원횟수)은 30.6%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공고 수
가 26.4% 감소한 데 주로 기인

ㅇ 따라서, FPUC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노동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구직자 간 과도한 일
자리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관련 선행연구들도 경제위기 기간에 한해서는 실업보험의 보장범위 등을 확대하는 조치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음

- FPUC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Counterfactual) 구직배율은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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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ill COVID-19 Have Long-Lasting Effects on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122
저자: Davide Furceri,
Pizzuto(Palermo大)

Prakash

Loungani,

Jonathan

D.

Ostry(IMF),

Pietro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하 팬데믹)은 보건 및 소득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상대
적으로 큰 피해를 끼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ㅇ 본고는 과거 팬데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5개 팬데믹 사건*이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 학력별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1960~2019년 중 177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방법론으로는 국소투영법
(local projection)을 사용
* 2003년 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2년 MERS,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

ㅇ 기본모형(팬데믹 사건을 더미변수로 반영) 추정결과, 팬데믹 사건 이후 5년간 지니계수가
상당 폭(연 평균 1.1%) 상승하는 등 불평등도가 중장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
- 금융위기 등을 모형에 추가하여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팬데믹이 금융위기보다
더욱 큰 것으로 추정
-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증강된 역확률 가중치(augmented inverse probability
*
weighting) 를 활용하더라도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경제 발전 수준, 기후 조건 등이 팬데믹 발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충격반응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줄
이기 위해, ① 팬데믹 발병 확률을 추정하고, ② 각 발병 그룹별 추정 확률의 역수로 가중치를 부여

ㅇ 특히, 팬데믹이 심각*해 질수록 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됨
* 팬데믹의 심각성(severity)을 고려하기 위해 더미변수 대신 인구 대비 확진자수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내생성 통제를 위해 국가별 기온 등을 도구변수로 사용

- 역대 팬데믹 중 상위 1%(1,000명당 15명 수준의 확진률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평균 0.6%p 상승
ㅇ 소득 및 교육 수준별로 나누어 팬데믹의 영향을 추정할 경우, 팬데믹 발발 이후 고소
득 분위의 소득 비중이 상승할 뿐 아니라 교육수준별 고용률에도 차이가 발생
- 팬데믹 이후 소득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2%p 상승한 반면 하위 20%는 0.5%p
하락했으며, 저학력(basic-level) 노동자의 고용률 또한 5% 이상 하락하였음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전염병 대유행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는
과거 사례보다 확진자가 많다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더욱 유의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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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mining

the Impact of Home Purchase Restrictions on China's
Housing Market”
출처: Bank of Canada, Working Papers 2021-18
저자: Zhentong Lu(Bank of Canada), Sisi Zhang(Jinan大), Jian Hong(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에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이 주택 수
요 및 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호적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주택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2010년 베이징에 가장 먼저 도입된
이후 중국 주요 도시로 확산. 도시마다 주택구매 제한 방식은 상이하나, 대체로 시 호적을 보유한 2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 호적자에 대해 주택 매입을 금지. 아울러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대체로 주택 구입시 선납 계약금 비율 확대와 함께 실시

- 2009~2015년 중 중국 5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우한) 신규 주택 수급 데
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축약형 방정식을 통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보다 정교한 수요-공급 구조모형을 통해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수행
ㅇ 기초적인 축약형(reduced-form) 방정식의 추정 결과, 주택구매 제한 정책 실시 후 주
택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축약형 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심으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기 어려우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ㅇ 보다 정교한 수요-공급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의 추정 결과, 주택구매 제한 정책
실시 이후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감소(절대치 기준)한 것으로, 주택 공급자의 가격
인하 유인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수요는 중첩 로짓 효용 모형(nested logit random utility model)을 활용하였으며, 공급자간 경
쟁방식으로는 베르트랑 유형의 가격 경쟁을 가정

- 정책 실시 후 주택수요의 가격 탄력성 감소(절대치 기준)*는 투기수요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고 가격에 덜 민감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수요가 재편된 결과로 해석
* 베이징(-7.3 → -1.3), 상하이(-3.8 → -0.3), 항저우(-9.9 → -5.2), 우한(-6.6 → -1.6)

- 주택 공급자의 가격인하 유인 증대(주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는 구매 제한 정책
실시 후 주택 미판매(미분양)를 최소화하여 충분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임
ㅇ 다만,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에 따르면 과도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시장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Reduced Form Model,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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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conomic Growth and Bank Innov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26
저자: Gary B. Gorton(Yale大), Ping He(Tsinghua SEM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29년 이후 미국의 금융혁신 양상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금융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 1929~1941년 중 개별은행의 대출기록과 1987~2016년중 미연준의 대출현황조사(survey of terms of
business lending)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조사하였으며, 1933년에는 기업대출 만기가 평균 100일 수
준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평균 62개월까지 늘어났음

ㅇ (시대별 금융혁신 양상) 미국에서의 혁신은 주로 신용평가 역량 확충(1929~1941년 중)과
신금융상품 출현(대출 매각(loan sales) 및 대출의 증권화, 1987~2016년 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큰 기업 대출의 만기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기여
- 대공황 이후 기업의 장기대출(term loan)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인프라가 확충되자 은행들은 장기대출 확대를 위해 기업 신용평가 역량을
크게 확충
- 1987년 이후로는 대출 매각 및 대출의 증권화 등*의 형태로 금융혁신이 진전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크게 하락하자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ending)과 레버리지
론(leveraged loans)**비중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만기 장기화도 추가로
진전
* 대출의 증권화가 진행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위험이 기관투자자 등 비은행권으로 이전
**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은행들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레버리지론은
투자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지칭

ㅇ (혁신의 성장에 대한 기여) 미국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금융혁신이
경제성장(output growth)에 상당폭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29~1941년 중 금융혁신으로 장기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장기대출 거절률 : 89%(32년)
→ 85.7%(41년)) 제조업 생산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는 27%(연평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87~2016년 중에는 금융혁신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5%(연평균)로 분석되었으며,
금융위기 시(09-10년)에는 동 기여도가 대폭 축소
ㅇ 본고는 금융혁신 관련 역사적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를 분석하여 정책당국에 경제적 함의를 제공
【분석방법론】 Equilibrium Model, Parame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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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igital Capital and Superstar Firm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285
저자: Prasanna Tambe, Lorin Hitt, Daniel Rock(Pennsylvania大), Erik Brynjolfsson
(Stanford大)

【핵심내용】
ㅇ AI,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의 활용 기반이 되는
디지털 무형 자본*(Digital Intangible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디지털 (무형) 자본이란 기업의 IT 자산(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무형의 생
산요소(예: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 경영 환경, 인력 훈련 등)를 의미하는데, 해당 자본
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과 기업별 보유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ㅇ 본고는 비즈니스용 SNS인 링크드인(LinkedIn)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의 기업별 디지털
자본을 추산하고, 아울러 디지털 자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디지털 자본 투자의 대리변수(proxy)로는 기업별 IT노동자 고용을 활용하고, 실증분
석을 위해서는 패널모형을 적용
ㅇ 시산 결과, 기업들의 디지털 자본의 명목 가치(가격*수량)는 1990년말까지 급증했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데, 초반(1990~2000년대 초)에는 가격이 이를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유량 축적이 중요하게 작용
- 디지털 자본 보유량은 199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말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대비 25% 수준까지 축적됨
- 다만 해당 자본의 가격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까지 상승하다가 버블 붕괴시
상당 폭 조정된 이후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
ㅇ 디지털 자본의 분포 양상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 기업들(슈퍼스타 기업)이 상대적
으로 해당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집중도가 심화되는 양상
- 디지털 자본이 상위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유형자산에 비해 더욱 뚜렷하며 특이값
(outlier)이 될 수 있는 신생 IT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남
ㅇ 또한 디지털 자본은 장기적으로도 기업별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자본은 3년후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디지털 자본이 유형 자본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디지털 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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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⑥ “The Social Cost of Carbon and Inequality: When Local Redistribution

Shapes Global Carbon Prices”
출처: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저자: Ulrike Kornek(Kiel大), David Klenert(European Commission), Ottmar Edenhofer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Marc Fleurbaey(Paris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불평등이 중요한 정책문제(agenda)로 대두된 가운데, 기후
정책(climate policy)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국가간 소득격차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널리 연구되어 왔으나(Adler et al., 2017; Anthoff et al., 2009 등), 국가 내 개별 경제주체
간 소득분배의 이질성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Burke et al., 2016)
* 이산화탄소의 추가적 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개념으로, 탄소가격제와 같은
기후정책 수립시 효율적인 탄소세(carbon tax)의 기준으로 활용
** 기존 연구(예: Nordhaus, 2017)는 동질적인 대표적 가계를 가정하여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

ㅇ 본 연구는 국가간 이질성 및 개별국가 내 가계소득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최적 조세모형(Chichilnisky and Heal, 1994)을 사용하여 가계소득의 이질성이 탄소의 사
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시산
- ①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 피해와 탄소 감축비용을 모두 보
전해주는 경우(optimal transfers)와 ② 가계가 납부한 조세(탄소세)의 범위 내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제한적으로 보전해주는 경우(suboptimal transfers)의 두 시나리오를 분석
ㅇ 분석 결과, 각국 정부가 가계에 대해 기후변화 피해 및 탄소 감축 비용을 모두 보전
해주지 못할 경우(suboptimal transfers)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크게 상승
-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가계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기존 대
표적 가계 모형의 추정치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할 가능성*
* 특히 기후변화의 피해가 저소득 가계에 더 크게 집중될수록 그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경향

- 반면 각국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를 모두 보전해준다면(optimal
transfers) 가계 간 소득 이질성이 축소되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의 추정치와 대동소이
ㅇ 본 연구는 각국의 현실적 정책 여건 및 소득 불평등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추정결
과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높게 시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ptimal Taxation Model with Heterogeneity, N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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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Climate Financ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226
저자: Stefano Giglio, Bryan T. Kelly(Yale大), Johannes Stroebel(NYU)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재무경제학(financial economics)의 견지에서 기후변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실증분석 연구결과들을 정리
ㅇ 경제모형 내 기후변화 위험(climate risk)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① 기후변화의 자연재해적 특성에 주목하여 꼬리사건(tail events)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
으로 모형화하는 기후재해(climate disaster) 접근법(Barro, 2013; Weitzman, 2012, 2014 등)
② 경제활동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가 향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경로
(climate feedback channel)를 강조하는 접근법(Nordhaus, 1977, 1991, 1992 등)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집약적 산업이 함께 성장함에 따라 늘어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대표적

ㅇ 특히, 기후변화 위험이 금융자산의 위험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접근법이
상이한 견해를 보임
- Giglio 외(2020)는 위험프리미엄의 부호 및 기간구조가 기후변화 위험이 발생한 원인
(자연재해인지 혹은 경제활동에서 유발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 또한 최근에는 Epstein-Zin 효용함수를 사용하거나 모호성 회피(ambiguity aversion) 등을
도입하여 위험프리미엄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Daniel 외, 2019; Barnett 외, 2020)
ㅇ 실증연구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을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과 전환 위험(transition
*
risks)으로 구별 하여 각종 금융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물리적 위험은 해수면 상승, 산불 등 기후변화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직접적 자산가치 손실을 의미하며,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변화와 규제로 인한 손실을 지칭

-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적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고(Engle 외, 2020) 이상고온이 나타나
는 기간 동안 탄소집약적 기업들의 성과가 저조(Choi 외, 2020)
- 주택시장에서도 기후변화가 주로 해수면 상승, 산불위험 등 물리적 위험 경로를 통
해 주택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Giglio 외, 2020; Garnache&Guilfoos, 2019)
ㅇ 본 연구는 재무경제학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이론과 실증 연구들을 정리
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대한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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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Global Pricing of Carbon-Transition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510
저자: Patrick Bolton(Columbia大), Marcin Kacperczyk(Imperial College)
【핵심내용】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전환위험*(transition risk)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경제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기술변화, 정책변화 등의 위험을 의미

ㅇ 본고는 기업 수준의 대규모 미시자료(77개국 14,400개 기업)를 이용하여 탄소 프리미엄*
(carbon premium)을 추정하고 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
* 화석연료·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수익률을 의미하며, 탄소 프리
미엄은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도(exposure)를 반영

ㅇ 분석 결과, 북미, 유럽, 아시아 대륙의 전 부문에서 양(+)의 탄소 프리미엄이 광범하게
존재(ubiquitous)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탄소 프리미엄은 개별 기업의 직접적인 탄소배출 규모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통해 관련된 다른 기업의 탄소배출 규모에도 간접적으로 의존
ㅇ 전환위험을 장·단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①장기 전환위험은 기후변화 정책이 강한
(tight climate policy) 국가일수록 높고, ②단기 전환위험은 경제발전수준이 낮고 화석연
료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 총 탄소배출량 규모에 의해 나타나는 탄소 프리미엄을 장기적 전환위험으로, 탄소배출량 증가율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탄소 프리미엄을 단기적 전환위험으로 식별

ㅇ 한편 2015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이후 탄소 프리미엄이 양(+)으로 전환되었으
며, 탄소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
- 동 결과는 파리 협정 이후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와 전환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가에 동 위험요인을 반영하였음을 의미
- 따라서 투자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기업의 전환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탄소 프리미엄은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을 상승시키므로
일종의 시장에 의한 과세기능*(decentralized taxation)을 수행
* 탄소 프리미엄이 시장 규율로서 작동하며, 정부당국이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할 때 직면하는 이해
집단의 저항이나 조정비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움

ㅇ 본고는 탄소 프리미엄 추정을 통해 기업 주가에 반영된 전환위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판단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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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Dissecting Green Retur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940
저자: Lubos Pastor(Chicago大), Robert

F.

Stambaugh,

Lucian

A.

Taylor

(Pennsylvania大)

【핵심내용】
ㅇ 최근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친환
경 자산(green assets)들은 비친환경 자산(brown assets)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시현
- 그러나 실현된 수익률과 달리 친환경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비친환경 자산에 비해
낮아,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e.g. Pástor et al. 2021)
ㅇ 본 연구는 미국 주식시장의 월별 자료(2012.11-2018.6월)를 이용하여 친환경 기업들이
실현하고 있는 높은 수익률의 원인을 분석
- 친환경 기업과 비친환경 기업 간 수익률 격차인 녹색요인*(green factor) 변수를 구축한
후, 동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①기후변화 우려(climate concerns), ②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수요 및 ③투자자의 친환경 투자 수요 등을 고려**
* Pástor et al.(2021)에 따라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해당 기업의 친환경수준 지표(greenness)에 회귀
한 회귀계수로 시산
** 기후변화 우려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Ardia et al(2021)의 언론보도 지수를 사용하고, 소비자와 투자
자의 수요 충격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기업의 실적 관련 뉴스(earnings news) 및 자금흐름(flows into
sustainable funds) 등을 이용

ㅇ 실증분석 결과, 최근 녹색요인에서 나타나는 높은 성과(strong performance)의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가상적으로 기후변화 우려 충격이 제거될 경우 친환경 주식들의 높은 수익률은 대
부분 소멸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소비자와 투자자의 친환경 수요 충격도 제거된다면
친환경 자산의 성과가 비친환경 자산에 비해 저조할 가능성
- 이는 친환경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결과와도 부합
- 한편 기후변화 우려 충격이 친환경 주식의 수익률 변화에 반영되는 데에는 약 1개
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별(daily)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동 충격이 발생 당일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1-2일 이후 반대
방향의 효과(reverse effect)로 상쇄되어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당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음

ㅇ 본고에 의하면 최근 친환경 자산의 높은 수익률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하
게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이며, 향후 동 우려가 해소될 경우 동 추세가 지속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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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Too-big-to-strand? Bond versus Bank Financing i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92
저자: Winta Beyene(Zurich大), Manthos Delis(Montpellier Business School), Kathrin De
Greiff(Swiss Finance Institute), Steven Ongena(Zurich大)
【핵심내용】
ㅇ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탄소 집약적 산업에서 상당 규모의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Addison, 2018; Krueger et al., 2019 등)
* 탈탄소화(decarbonization)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

- 이때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가 지속될 것인지 친환경 분야로 자원이 재배분될지와 관
련하여 금융부문(채권시장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
ㅇ 본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 위험*을 금융시장이 잘 반
영하는지 회사채 스프레드와 대출 스프레드(syndicated loan spread)를 이용하여 분석
* Delis et al.(2018)를 따라 동 위험의 대리변수로 기후정책 익스포저를 사용하였으며, 강건성 검증을
위해 Bernauer & Boehmelt(2013)의 지표를 아울러 사용

- 좌초자산 위험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및 화석연료 기업(fossil fuel firms)들의 자금조
달 방식(debt financing) 변화 양상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실증분석 결과, 회사채 시장에서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격에 잘 반영(pricing)되어있는
반면 대출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동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좌초자산 위험 증가시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대출 스프
레드는 거의 반응하지 않음
* 기후정책 익스포저가 1 표준편차 증가시 스프레드는 평균적으로 10bp 상승

- 이에 따라 좌초자산 위험 증가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
방식을 대체(bond-to-loan substitution)하는 것으로 분석
ㅇ 은행 규모를 고려할 경우 대형은행*이 소형은행보다 좌초자산 위험을 금리에 덜 반영
하며, 동 위험이 증가시 기업들의 대형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
* 신디케이트 대출의 주간사 은행(lead manager) 중 자산규모 상위 20% 은행들을 대형은행으로 분류

- 은행 규모가 클수록 위험 분산 능력과 많은 완충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구제
금융(bailout) 가능성이 높아, 탄소 집약적인 부문의 좌초자산 위험을 간과할 가능성
- 동 분석 결과는 화석연료 부문에 자금이 과다 공급되면서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을 방증
ㅇ 본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시 기업들의 자금조달 대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
여 향후 기후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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