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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as Monetary Policy Made You Happier?”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880
저자: Philip Bunn, Andrew Haldane, Alice Pugh(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란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영국 가계의 후생(well-being)에
미친 영향을 가계 수준 미시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 2007~2014년 중 완화적 통화정책에 기인한 효용 수준 변화를 연령, 소득, 보유자
산 수준 등 가계의 특성에 따라 분석
-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었는지도 분석
ㅇ 분석 결과, 영란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경로 및 비금융경로를 통해 대부분 가
계의 후생에 긍정적이고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부의 경로를 의미하는 금융경로보다는 고용유지, 금융압박(financial distress)
경감 등 비금융경로를 통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
o 연령 별로 보면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높은 젊은 연령대 가
계가 실업과 금융압박이 완화되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남
- 노년층 가계의 경우 보유자산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예금이자 수익이 감소하여 후생
은 젊은층 가계에 비해 소폭 증가
ㅇ 보유자산 및 소득 수준 별로 살펴본 결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분배에 대한 악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 보유자산 수준 별로 보면 하위 50% 가계의 후생 증가가 상위 50% 가계에 비해 더
컸는데, 이는 주로 비금융경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높아질수록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후생 증가 폭이 소폭이나마 확대되었
는데, 이는 소득과 부채 수준이 정비례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의 경감 정도가
커지는 데 기인
ㅇ 다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 대중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금융경로를 통한 긍정적 영향을 감안하지 못하기 때
문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기적으로 통화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고 공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힘쓸 필요
【분석방법론】 Event Study Analysis

금융통화
② “Scarcity of Safe Assets and Global Neutral Interest Rates
출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FDP N.1293
저자: Thiago Ferreira, Samer Shousha(FR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상태공간(space-state) 모형을 통해 안전자산 순공급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저축과잉(savings glut) 가설*을 평가
* 1990년대 말 러시아 및 아시아 위기 이후,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과도한 저축
으로 이어지면서 금리 하락을 초래했다는 가설

- 안전자산 순공급은 미 국채 발행 잔액에서 외국정부가 보유하거나 유통시장에서 거
래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수치로 측정하며, 1970~2018년 중 11개 선진경제를 대
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안전자산 순공급이 글로벌 중립금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주요 동인(driver)
인 것으로 나타남
- 안전자산 순공급이 10%p 감소할 때, 중립금리는 1.1%p 하락하며, 중립금리 변동의
약 20%가 안전자산 순공급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중립금리에 대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 결과, 안전자산 순공급이 중립
금리의 경로 변화(감소세, 반등 등)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
령화 등으로 인한 중립금리 하방압력을 완화시켜 온 것으로 분석
ㅇ 글로벌 저축과잉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외환보유액 축적 증가가 안전자산 순공급
을 감소시키면서 중립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1994~2018년간 외환보유액 축적이 없었다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하에 안전자산 순공급 경로를
설정하여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실제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교

- 국제적 외환보유액 축적 증가는 2008년 말까지 중립금리를 25bp 하락시켰으며,
2015년에 50bp, 2018년에 35bp까지 중립금리 하락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립금리에 대한 분석 시 안전자산 시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전통적인 중립금리 결정요인(생산성, 인구 등)들이 안전자산 수요변화*를 통해 중립금
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간접적 경로도 살펴볼 필요
* 예를 들어, 노후자금은 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령화는 안전자산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생산성 하락도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안전자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Empirical State-space Model

거시경제
③ “The Hidden Heterogeneity of Inflation Expectations and its Implications”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0-054
저자: Lena Dräger(Leibniz大), Michael J.Lamla(Leuphana大), Damjan Pfajfar(FRB)
【핵심내용】
ㅇ 인플레이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준거로 사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점 추정된(point-estimated) 기대가 동일하더라도 내재된 경
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이할 가능성
- 이에 본 연구는 독일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서베이*를 바탕으로, 기대인플레이션 등
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한 후, 미래 인플레이션 수준의 적절성, 소비 및 저축 계획에 미
치는 영향 등을 분석
* Bundesbank에서 주관한 소비자기대에 대한 사전조사(Pilot Survey on Consumer Expectations)
를 활용. 동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거시경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 소비, 저축의 의사결정뿐만 아
니라 교육수준, 주택보유여부 등 사회인구학적(socio-demographic) 특성도 조사

ㅇ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응답자간 인플레이션 수준의 적절성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ECB의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1.5~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한다는 응답자 중에
서도 해당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0%에 불과
- 향후 금리에 관한 질문에서도 가계별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동일하더라도 향후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금리가 달라지는 등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에도 이질성
(Heterogeneity)이 발견
ㅇ 인플레이션, 금리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이유는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문
화적인 특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교육수준이 높거나 고소득자일 경우 향후 실현될 인플레이션이 적절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증가했는데, 동 효과는 1.5~2%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응답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파악
ㅇ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 금리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은 내구재 소비, 저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물경제를 변동시킬 가능성
- 낮은 금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 현재 실질금리도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현
재 내구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ㅇ 본 연구는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에 내재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 추정치 측면에서는 기대가 안착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내재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Probit Regression

거시경제
④ “Fiscal and Monetary Stabilization Policy at the Zero Lower Bound:

Consequences of Limited Foresigh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7521
저자: Michael Woodford(Columbia大), Yinxi Xie(Columbia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ZLB)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넘어 새로운 경기안정화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경
기대응적(counter-cyclical) 이전지출*(fiscal transfer)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실제 재정부양 패키지들의 많은 부분이 이전지출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Taylor, 2018) 정책수
단으로서 이전지출의 중요성이 부각

ㅇ 이에 본 연구는 경제주체들의 유한한 계획기간을 가정하는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교란(financial disturbance) 충격* 발생 시 이전지출을 통한 경기안정화 가
능성을 분석하고, 통화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성을 검토
* 동 충격으로 금리 프리미엄(financial wedge)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리조정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가정

- Woodford(2019)의 모형에 이전지출을 도입하고 명목금리 조정에 제한을 받는 ZLB
상황을 모형화한 후 이전지출의 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정책 공조(coordination)가 경기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ㅇ 분석 결과, 이전지출 정책은 ZLB 상황에서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
며, 경제가 제로금리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전지출 정책을 통해 총산출과 물가의 안정
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제주체들의 계획기간이 유한하다는 가정*으로 인해 이전지출의 증가가 총수
요를 변동시키는 채널이 작동한 데에서 비롯
* 동 가정의 도입으로 정부지출 흐름이 일정한 가운데 이전지출(정부부채) 변화가 총수요 변동을 유발
할 수 없다는(Ricardian Equivalence) 합리적 기대 모형의 특징과 차이를 유발

ㅇ 나아가 이전지출 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통해 사회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전적 정책방향제시*(forward guidance)와 이전지출이 함께 동반될 경우 안정화 정책
의 유효성이 제고
* 금융교란 충격 해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금리를 장기균형 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 공표(commitment)

- 금융교란 충격이 10분기 동안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사전적 정책방향제시가
이전지출의 증가를 동반할 경우 안정화 효과가 조기(충격 발생으로부터 1~3분기)에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유한시계 가정을 도입한 모형을 통해 명목금리 하한 상황에서 이전지출
정책을 통한 경기안정화의 도모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였으며, 동 정책과
사전적 정책방향제시가 병행될 경우 안정화 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with Finite-Horizon Planning

미시제도
⑤ “The Fog of Number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20-20
저자: Òscar Jordà, Noah Kouchekinia, Coton Merrill, Tatevik Sekhposyan(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거시경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사후에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2020.5월 미 노동통계국은 실업률을 13.3%로 발표했으나 후속 보고서에서 16~17%
로 수치를 개정하였으며, 2008년 대공황 당시에는 4분기 경제성장률을 –3.8%로 추
정했으나 이후 –8.4%로 개정하여 공식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GDP 사후개정 예측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는 크게 다음
의 3가지 요인을 반영하였음
- 첫째, 초기에 추정한 GDP성장률(=X)과 사후 개정된 GDP성장률(=Y) 간의 관계를 반
영했으며, 초기추정 GDP성장률이 1%p 낮아지면 평균적으로 사후개정 GDP성장률
이 0.06~0.38%p 높아지는 것을 확인
- 둘째, GDP성장률 추정치에 존재하는 계절성을 반영했으며,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에 초기추정 GDP성장률보다 사후개정 GDP성장률이 대체로 1%p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실업률과 GDP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오쿤의 법칙을 반영했으며, 실업률
이 1%p 높아지면 실질GDP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p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ㅇ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2020.2~3분기는 GDP성장률 추정 오차가 클 것으로
예측
- 2020.2분기는 사전 추정치에 비해 GDP성장률이 –10%p~+6%p만큼 개정될 것이며,
2020.3분기는 0.5~5%p만큼 개정될 것으로 추정
- 2020.4분기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2020.4분기에 1~3%p, 2021.1분기에
0.5~1.5%p만큼 GDP성장률이 개정될 것으로 추정
ㅇ GDP성장률 추정의 오차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형을 통해 이를 줄임
으로써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침체기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유동성 등의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미시제도
⑥ “The

Lost Generation? Labor Market
Recession Entra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516

Outcomes

for

Post

Great

저자: Jesse Rothstein(UC Berkeley)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신규 대졸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상
흔효과(scarring effect)*와 구조적 단절(structural break)이 있음을 보임
* 상흔효과 :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도 낮게 유지되는 현상

- 경기침체시 불가피하게 질낮은의 일자리를 택한 근로자는 커리어 관리에 지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고용, 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Oreopoulos et al. 2012)
ㅇ 미 경제활동인구조사(CPS) 데이터를 기반으로 1979~2019년간 신규 대졸 노동자의 연
간 취업률 및 임금 추이를 분석
- 주-연도-연령(state-year-birth) 별로 코호트를 분류하고, 매년 22세인 대졸자를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대졸 노동자로 가정
- 상흔효과만을 식별하기 위해 노동자의 연령, 거주하는 주, 경기변동에 따른 취업률(
임금) 변화를 통제하는 고정효과 패널분석 진행
ㅇ 분석 결과, 실업률이 1%p 오른 해에 취업한 신규 대졸 노동자는 향후 10년간
0.1%~1.1%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상흔효과가 존재함을 확인
- 취업한 해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고, 점차 다른 코호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ㅇ 실업률이 높은 시기의 신규 대졸 노동자 코호트의 취업률은 그렇지 않은 코호트에
비해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도(최소 40세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상흔효과를 확인
ㅇ 신규 대졸 노동자의 취업률은 기존에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05년부터(대침체
이전) 구조적 단절이 나타났으며 그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2010년 신규 대졸 노동자의 취업률은 구조적 단절 이전에 비해 2%p 낮아짐
- 2015~2019년에는 노동시장 전반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졸 노동자의 취
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구조적 단절 이전보다 3~4%p 낮아짐
ㅇ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대졸 노동자 고용 악화 가능성에 유의하
고, 신규 대졸 노동자 고용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 대응에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Synthetic Cohort Analysis,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Seigniorage and Sovereign Default: The Response of Emerging Markets
to COVID-19”
출처: FRB of St.Louis, Working Paper 2020-017A
저자: Emilio Espino(UTDT), Julian Kozlowski, Fernando M. Martin, Juan M.
Sanchez(FRB of St.Lou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부채위기에 취약한 신흥국에서 재정의 화폐화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
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시뇨리지를 통해 충당하는 재정의 화폐화*로 인해 국가부도 위
기에 취약한 신흥국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초래할 영향을 분석
* 단기적인 시각에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고려하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최적인 정책을 선
택하지 못하는 시간 불일치(time-inconsistency) 문제에 직면

ㅇ 남미 신흥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Sovereign Default 모형*을 설정하고 교역조건의
악화가 국가채무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동 모형에서 정부는 매 기간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됨
** 교역조건 악화는 신흥국 부채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 동 모형을 확장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재정의 화폐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모형분석 결과, 신흥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
에 따라 재정의 화폐화를 촉진시켜 물가 상승과 성장률 하락을 초래
*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역조건의 악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의 차입능력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

- 교역조건이 신흥국의 국가 신용스프레드·물가·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회
귀모형 추정에서도 Sovereign Default 모형과 동일한 결론 도출
ㅇ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발생 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재정의 화폐화가 더욱 촉진되어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및 국내 통화가치 절하를 초래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채무 불이행 리스
크가 확대됨
- 또한 정부지출의 증가와 함께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1년 내에 물가상승률이 14%p
급등하고 통화가치가 30%p 이상 급격히 절하
ㅇ 본 연구 결과는 부채위기에 취약한 신흥국에서 재정의 화폐화 현상과 채무불이행 리스
크 간 상호작용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overeign Default Model,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⑧ “Dollar Shortages and Central Bank Swap Line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79
저자: Fernando Eguren-Martin(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non-US 은행의 US 달러(이하 ‘USD‘) 부족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동 충격에 대응하여 시행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의 정책효과를 분석
- 2국가(본국, 외국) 뉴케인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USD 부족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의 반응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시 환율 안정을 고려하는 정도와 통화스왑을
통한 USD 인출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국내(즉, non-US)은행이 국내 경제주체에게 국내 통화로, 외국 경제주체에게 USD로 차입하여 국내
통화로 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국내 중앙은행은 국내 인플레이션과 명목 환율 변동이 반영된
테일러 준칙에 따라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한편, 통화스왑을 통해 USD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모형을
설정

- 외국 경제주체의 국내은행에 대한 대출 감소를 USD 부족 충격으로 간주하여 모형에 반영
- USD 부족 충격 및 정책 대응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에는 코로나19 기간의 한국 데이
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USD 부족 충격은 국내은행의 대출을 감소시켜 투자, 소비, 산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대출 감소는 USD 부족으로 인해 자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차대조표
의 통화 불일치 문제가 확대되어 은행의 순자산이 감소한 데 기인
- 또한, 통화정책 결정 시 환율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USD 부족이 유발하는 자
국 화폐가치의 하락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통화스왑을 통해 인출하는 USD 규모가 클수록 USD 부족 충격이 유발하는 국
내은행 대출, 투자, 소비, 산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하는 USD 규모가 클수록 non-US 은행이 경험하는 USD
부족 충격이 축소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non-US 은행이 USD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행 대출 감소
를 통해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USD 부
족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Impulse-Response Analysis

동북아경제
⑨ “Transport Network Cooperation : The Trans – Siberian and Trans –

Korean Railroad Linking Project”
출처: Policy North East Asia
저자: Ahn Se Hyun(서울시립대)
【핵심내용】
ㅇ 러시아를 관통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한국에
연결되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상의 어려움도 있음
- 해상운송 중심에서 육상운송을 포함하여 다변화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할 기술적·정
치적 난제들이 존재
ㅇ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물
류 운송의 효율화 및 러시아 극동 지역 발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함
- 평양을 기점으로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및 원산을 거쳐 러시아의
하산(Khasan)과 연결되는 경원선 두 선택지가 있으며 이중 경원선이 주목받고 있음
- 육로로 연결이 가능해질 경우 일본 ↔ 핀란드 물류 수송이 17일로 단축되며 이는
해상 운송을 가정하였을 때 소요되는 30일의 절반 수준
- 러시아는 인구밀도가 낮은 극동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경원선의 재건에 적극적이며,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보장될 경우 북한의 철도 현대화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ㅇ 다만 실제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의 재정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며 일부 기술적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할 필요
- 2004년 한·러 전문가 협의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및 북한 철도 현대화에
약 250~300억 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음
- 북한은 철도시스템 노후화*가 심하여 선로 및 신호체계 개선과 전산화에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산악지역에서 북한 철도는 시속 20~30km가 한계로 알려져 있음

- 19세기에 지어진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한 현대화가 필요하며 한국(국제 표준궤)과 러
시아(광궤)의 철도 폭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장비에도 투자할 필요
ㅇ 무엇보다 북한이 명확한 참여 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 조건
- 2004년 남·북·러 철도 협력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정책을 이
유로 2차 철도 협정을 거부하였기 때문
- 또한 남북이 현재 정전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국제 운송회사와 보험회사들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

기후변화
⑩ “The Rising Cost of Climate Change: Evidence from the Bond Market”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0-25
저자: Michael D. Bauer(University of Hamburg), Glenn D. Rudebusch(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균형 실질금리의 하락이 기후변화 피해의 측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기후변화의 피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불구하고 여러 추정법 간에 큰 차이
가 존재*
* 기존의 규범적(prescriptive)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추정했고, 기술적(descriptive) 접
근법은 높은 할인율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

ㅇ 1990년대 이후 균형 실질금리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 기간구조(term structure)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로 인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하 탄소비용) 변화를 분석
- 미국의 국채 수익률, 소비자 물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 데이터를 활용
- 베이즈 추정법으로 균형 실질금리를 추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이 예측하는
금리 기간구조를 계산
-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 2019년 각각 시점의 균형
실질금리로 계산한 금리 기간구조에 따른 탄소비용을 계산
ㅇ 분석 결과, 1990년대 이후 균형 실질금리가 하락하여 전체적인 금리 기간구조의 하
방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탄소비용의 큰 상승으로 이어짐
- 균형 실질금리는 1990~2019년 중 약 1.2%p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균형 실질금리의 하락과 대응되어 금리 기간구조가 전체적으로 하방 이동*
* 모형에 실질금리의 0의 하한(zero lower bound)이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의 하락폭에 비해 장기금리
는 하락폭이 작음

- 향후 400년간 탄소비용의 현재가치를 추정한 결과, 1990년 $31.8에서 2019년
$68.7로 116% 상승
ㅇ 본 연구는 균형 실질금리의 하락 및 금리 기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
율을 측정하는 방법들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Bayesian Estimation, DIC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