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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금융건전성 악화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소개하고 동 채널의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실증분석
보증채널: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부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 위기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하락
국채채널: 재정건전성 하락으로 국채가치 하락 → 은행 자산 건전성 하락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비보유, 재정수입에 비해 큰 은행규모, 민간신용이 많고
빠르게 확대 →

실증분석 결과,
국가 CDS프리미엄 ↑ → 은행 CDS프리미엄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 비보유, 재정수입에 비해 큰 은행규모,
민간신용이 많으며 빠르게 확대할 경우 그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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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본고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 낮출 필요
유사시 정부가 은행을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 → 재정불안이 금융불안 전이
방안1: 채권자 손실분담형 구제금융(bail-in)
방안2: 국책은행(산업, 기업은행) 자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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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1: 재정건전성 측정
재정건전성은 포괄적 개념으로 저자는 국가부도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CDS 프리미엄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국가부도 취험이 재정건전성의 measure로
적절한지 고민 필요

Figure: Sovereign default risk: the case of Greece. Bi and Traum (2014)

국가부도 위험과 재정건전성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집합이 아닌
복잡한 관계 → 어느 하나에서 성립하는 명제가 다른 하나에서 성립한다는
보장 없음
부도위험으로 특정 or debt ratio 등으로 robus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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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2: 실증분석

은행위험이 재정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재정금융위기
기간을 제외
하지만 유럽재정위기 기간이야말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간이지 않은지?

추정모형의 내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CDS인덱스를 모형에 포함
동 방안으로 동시성에 따른 내생성 해결 가능? (ex. 우리나라 외환리스크?)
내생성 통제를 위한 방법론을 주된 모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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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3: 정책 시사점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 낮출 필요?
재정위험이 금융위험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 하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welfare improving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
기존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금융안정을 확보하면서 구제금융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국책은행은 by construction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결국
국책은행을 폐지하거나 상업은행와 하자는 주장인지?
금융의 경기순행성을 높여 경기변동 진폭을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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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4: 기타
표4-4에서 은행별로 고위험/저위험 나눈 결과(?)에 대한 설명
유로화 기축통화?
기축통화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widely acceptable한 통화를 필요시 발권하여
조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
유로화가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유로화 사용하는 국가들이 위의 측면에서
기축통화이 이점을 누릴 수 있느냐는 의문
유로화는 한 국가가 결정해서 발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로화 사용국에서
발행하는 유로화 표시 채권은 사실상 명목부채보다는 실질부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ex. 그리스 등)

민간신용 크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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