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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Rules and the Effective Lower Bound in the Euro Area”
출처: Bank of Finland Discussion Paper 5·2021
저자: Markus Haavio, Olli-Matti Laine(Bank of Fin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로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DSGE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금리가 실효하한
(Effective Lower Bound, 이하 ELB)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저금리 상황에서 다양한 통
화정책 준칙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
- 분석 대상 통화정책 준칙으로 ①기본 테일러 준칙, ②범위 설정 물가안정목표제
(Range Inflation Targeting),

③장기간 저금리 유지 정책(Lower-for-Long, 이하 L4L)을 제시

ㅇ 기본모형 분석 결과, 통화정책 여력(명목단기금리 – 실효하한)이 축소될수록 실효하한에
도달할 확률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실효하한 도달 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
향도 확대
- 통화정책 여력이 2%p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마이너스 GDP갭 확대, 실업률 상승, 디
플레이션갭 확대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각 지표의 변동성도 커짐
ㅇ 통화정책 여력이 있는 상황(명목단기금리 – 실효하한 > 2%p)에서는 물가안정목표를 범위로
설정하는 것보다 단일 수치로 설정하는 정책이 거시경제적으로 우월
- 두 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범위 목표 정책의 인플레이션 변
동성이 더 크게 나타남
ㅇ L4L 정책은 GDP갭이나 실업률 등 실물경제 변동성은 높이지만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효과의 크기는 통화정책 여력에 따라 다름
- L4L 정책의 시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크게 축소된 경우에만 기본모형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화정책 여력이 커지는 경우 실물경제 변동성이 크게 확대
ㅇ 본고는 다양한 통화정책 준칙의 효과가 통화정책의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DSGE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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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Policy Uncertainty, Lender of Last Resort and the Real Economy”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21
저자: Martina Jasova(Columbia大), Casterina Mendicino(ECB), Dominik Supera(Penns
ylvani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이하 ‘LOLR’)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의 감소가 은행 대출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11년 말 시행된 ECB의 vLTRO(very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 정책에 따른
담보가치 할인 보조금**(haircut subsidy) 확대를 LOLR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로 간주하
고, 동 변화가 포르투갈 은행의 대출과 기업의 고용,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
* ECB가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를 목적으로 800여 개 은행에 1조유로 규모의 장기(3
년 만기) 유동성을 제공한 정책
** 개별 은행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위험증권을 담보로 차입할 때 각각 적용되는 담보가치 할인 폭
간의 격차를 의미하며, 동 격차가 클수록 중앙은행을 통한 차입의 상대비용이 시장을 통한 차입보다
낮고 중앙은행 LOLR 정책의 불확실성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

- 2011.6∼2012.6월 중 ECB의 vLTRO 정책 관련 자료, 30개 포르투갈 은행의 대출
및 기업 현황 자료를 활용
ㅇ 분석 결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시 ECB의 vLTRO 정책 시행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은행이 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
한 것으로 분석됨
- vLTRO 시행으로 LOLR 정책의 불확실성이 1 표준편차만큼 하락할 때 은행의 기업
대출은 3.2% 증가
- 기업 특성별로는 소규모 기업, 은행과의 거래 기간이 짧은 기업, 위험한 기업일수록
vLTRO 시행으로 인한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 확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ㅇ 또한, vLTRO 시행은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vLTRO를 시행하지 않아 LOLR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기업투자는
2.2%p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고용은 2%p 더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기 시 중앙은행 LOLR 정책의 불확실성 축소가 은행 대출 경
로를 통해 금융시장 신용 확대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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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Alpha Beta Gamma of the Labor Market”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No. 2021-003A
저자: Victoria Gregory(FRB of St. Louis), Guido Menzio(New York大), David Wiczer
(Stony Brook大)

【핵심내용】
ㅇ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미국 근로자를 취업-실업 전환 패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눠볼 수 있음
- 근로자의 57%를 차지하는 유형은 취업 시 근무 기간이 길고 실직을 하더라도 새
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는 반면, 유형(근로자의 17%)은 근무 기간이 짧고 실업 기간
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근로자의 26%)은 유형과 유형의 중간에 해당*
*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일 확률은  유형(44%),  유형(33%).  유형(12%), 실업 기간이 1년 이상일 확
률은  유형(5%),  유형(5%).  유형(13%)

ㅇ 본 연구는 근로자 유형별 이질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탐색모형을 활용하여 취업-실업
전환 패턴의 차이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유형별 이질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ies)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일자리가 매칭된 이후 정확한 생산성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후 근로자가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근로자 유형별로 상이한 매칭 생산성 분포를 가정하면 유형별
근로자의 행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별 생산성의 편차가 작은 유형은 취업 시 생산성이 더 높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할 유인이 적고, 실업 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래 기다릴 유인이 낮음
- 반면, 다수의 낮은 생산성과 소수의 높은 생산성 일자리 분포를 가진 유형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할 유인이 높고, 실업 시에도 더 좋은 제안을 위해 취업을 유보
ㅇ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9년) 당시 노동생산성은 4% 하락한 이후 2011년 기존 추세
로 회복하였으나, 실업률은 6%p 상승한 이후 2013년에도 위기 전보다 2%p 높은 수
준을 유지(고용없는 회복)
- 근로자 유형별 실업률 상승폭은 유형(3%p), 유형(7%p), 유형(20%p)으로 나타났으
며, 경기회복에 들어선 2014년 유형과 유형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하였으나 유형의 실업률은 여전히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높은 실업률 상승과 이후의 더딘 회복은 소수의 유형 근로
자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타 현상* 역시 유형별
행태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
* 실업 기간 증가에 따라 구직률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①인적자본의 감소 및 낙인효과로 실업자 개인의
취업 가능성 하락, ②실업 기간 증가로 실업 기간이 긴 근로자의 비중 확대 등의 설명이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후자의 설명을 뒷받침

【분석방법론】 K-Means Clustering, Search Model with Heterogeneo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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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On Robustness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001
저자: Seppo Honkapohja(Aalto大), Nigel McClung(Bank of Finlan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통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
이하 AIT) 의 정책효과를 분석
* 일정 기간에 걸쳐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연준은
2020년 8월 유연한 형태의 평균물가목표제(flexible form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ㅇ 뉴케인지언 모형에 경제주체의 정책 준칙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가정을 추가
하여 AIT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한 AIT 하에서 연준이 평균물가 산출 공식 및 기간, 시행 규칙 등 정책 구조
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착안

- 경제주체는 매기 최적 선택을 위한 내생변수의 운동법칙(law of motion)을 추정하고 이
에 기반하여 기대를 형성
- 경제주체는 새로운 데이터 획득 시 상기 운동법칙의 모수(parameter)를 갱신하는 적
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경제는 여러 일시적 균형을 거
치며 장기균형으로 수렴
ㅇ 분석 결과, 정책구조가 불분명한 AIT 하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안정적인 장기균형
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T가 시행될 때 가격 경직성이 높고 경제주체의 학습 속도(새로운 정보를 기대에 반영
*
하는 속도)가 매우 느릴 때 만 안정적인 장기균형이 달성 가능
* 예를 들어 AIT 하에서 초기 인플레이션이 낮아 이후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오버슈팅이 발생할 때
정책구조가 불분명하면 경제주체는 이러한 오버슈팅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때 가
격이 신축적이거나 학습 속도가 빠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변동이 지속될 수 있음

- 또한, AIT가 시행될 때 표준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시행될 때보다 0의 금리 하
한(zero lower bound)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분석
- 다만, 중앙은행이 ①과거의 인플레이션을 할인(discount)하여 계산한 평균 인플레이션
을 목표로 하거나 ②평균 인플레이션의 산출 기간을 공개하면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AIT 체제 하에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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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Rise of Fintech Lending to Small Businesses:
Perspectives on Borrowing”
출처: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2021-3

Businesses’

저자: Brett Barkley, Mark Schweitzer(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미국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대출 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미국에서 핀테크 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대출은 2013년 1.2억 달러에서 2018년 20억 달러로 크게 증
가(Darden, Dixit and Mason, 2018)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들이 은행을 대체하는 효
과가 우세한지, 또는 대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보완하는 효과가 우세한지 파악
할 필요
ㅇ 본고는 미국의 중소기업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대출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016~18년 중 연준의 중소기업 신용 서베이(Small Business Credit Survey)를 활용했으
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대출 유형과 기업별 특성간 관계를 분석
ㅇ 분석 결과, 대출받은 기업의 특성과 대출 규모 측면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
한 대출은 서로 보완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대출받은 기업의 종사자가 많거나 매출 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가능성이 상승했으나,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대출받을 가능성은 하락했음
- 대출 규모 측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은행에서 대출, 핀테크 기업에서 대출, 대출 거절)로 기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핀테크 기업에
서 대출받은 기업 중 44%가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유형의 특성과 유사했음

ㅇ 또한, 핀테크 기업에서 대출받은 기업은 은행에서 받은 기업들보다 향후 경영 전망(매
출, 고용규모)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응답
ㅇ 대규모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본고의 분석 결과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 대출을 보완하
여 대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금융 혁신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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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Labor Rationing”
출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28643
저자: Emily Breza(Havard大), Supreet Kaur(UC Berkeley), Yogita Shamdasani(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노동할당(labor rationing)의 규모를 측정
- 노동할당이란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일
부 노동자에게만 일자리가 배분되는 현상으로서, 대체로 비자발적인 자영업자 및 실
업자 증가로 이어지게 됨
ㅇ 분석을 위해 인도의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에 노동공급 충격을 가하는 실험
을 수행
- 각 지역 남성 노동인구의 25%에게 2~4주 간 지역 외부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노동인구의 25%가 외부로 유출되는 효과를 유발
ㅇ 고용 부진기*(lean season)와 고용 호조기(peak season)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용 부
진기에는 고용 호조기와 달리 노동할당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해당 월 고용량이 전체 기간의 중위값을 넘어서는 기간을 고용 호조기, 그렇지 못한 기간을 고용 부진
기로 분류

- 고용 부진기에는 노동공급 충격이 발생하여도(지역 노동인구의 25%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취업자수는 변하지 않아 최소 25% 수준 이상의 노동할
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아울러 노동공급 충격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약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
업자중 최소한 24%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 한편 고용 호조기에는 노동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5%
상승하고, 지역 고용률은 4.3%p만큼 추가로 하락(기존: 19.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이를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2% 감소에 해당

o 본고는 기존 문헌*과 달리 인도 노동시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실험을 통하여 노동할당
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측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할당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자가보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분석방법론】 Revealed Preference, Matched Pai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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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 Value Chains and Deep Integration”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9598
저자: Leonardo Baccini(McGill大), Matteo Fiorini, Bernard Hoekman(EUI), Carlo
Altomonte, Italo Colantone(Bocconi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특혜 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체결을 통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FTA와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협정

- 각국의 총수출과 GVC에 의한 국내/해외 부가가치 창출이 PTAs의 설계 및 통합 강
도(depth)*에 미치는 영향을 1995~2007년의 WIOD, World Bank의 교역 데이터 및
무역 협정 지수 데이터베이스(DESTA)를 활용하여 분석
* PTAs 상 법적 강제력, 분쟁해결절차 등을 지수화하여 동 협정에 의한 경제통합의 강도를 측정

ㅇ 분석 결과 GVC 관련 무역이 PTAs의 통합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출국 기업이 수입국 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경우 무
역협정의 통합 강도를 강화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
- 또한 총수출이 PTAs의 통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
인 무역거래의 경우 오프쇼어링, 수직적 FDI 등과 같은 GVC 관련 경제활동에 비해
무역협정의 강도를 강화할 유인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
ㅇ PTAs의 통합 강도를 협정 조항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할 경우 GVC가 PTAs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협정 조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GVC 관련 해외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클수록 PTAs 설계 시 분쟁 해결 및 투자 관
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상승하는 반면, 국영기업이나 용역과 관련된 조항이 포
함될 가능성은 하락
- 양국 간 PTA가 발효된 경우 총수출 및 GVC 관련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 높을 때 투
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음
ㅇ 또한 분석대상 PTAs 조항을 WTO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분류(WTO-same, WTO-plus,
*
WTO-extra) 할 경우 GVC 무역이 늘어나면 PTAs에 WTO-plus 및 WTO-extra 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WTO 협정과 동일한 조항(WTO-same), WTO 협정에 기반한 추가 조항(WTO-plus), WTO 협정과 무
관한 추가 조항(WTO-extra)으로 구분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리
스크 증대 등의 영향으로 GVC 무역이 위축될 경우 PTAs 체결을 통한 글로벌 경제통
합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IV Estimation

- 7 -

국제경제
⑧ “Bayesian Gravity Model for Digitalization on Bilateral Trade Integration

in Asia”
출처: ADBI Working Paper No. 1232
저자: S. P. Jayasooriya(ADB)
【핵심내용】
ㅇ 본고는 베이지안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 간 무역량의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디지털화가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통합**(trade integr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뉴턴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자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무역량은 양국의 경제 규모에
정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
** 국제수지 적자 완화, 세계무역 여건과 원자재 가격변화에 대한 적응,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자유화
비용 측정 등을 위한 모든 무역정책과 개혁조치를 포괄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43개국의 무역량, GDP, 인구, 디지털화 지수*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① 인구 백 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 ② 인구 백 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③ 인구 백
명당 고정 브로드밴드(fixed-broadband) 인터넷 가입자 수, ④ 인구 백 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⑤ 성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 등 5개 항목을 이용하여 경제의 디지털화 정도를 지수화

ㅇ 분석 결과, 경제의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아시아 국가 간 무역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경제의 디지털화는 무역 통합을 촉진할 뿐 아니라 무역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교역 증대 요인으로 작용
- 경제 규모는 양(+)의 효과, 지리적 거리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 중력모형과 부합
- 공통언어, 공통종교 등도 양(+)의 효과를 나타내 국가 간 문화적 유사성이 무역협정의
체결 및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수입국 면적이 무역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이
넓을수록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국제무역에 소극적인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ㅇ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간 문화적 유사성을 배경으로 역내 무역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의 디지털화가 역내 교역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시사
- 수출기업들이 무역의 디지털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및 통상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
【분석방법론】 Bayesian Gra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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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rading with Pariahs: International Trade and North Korean Sanctions”
출처: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저자: Keith A. Preble, Charmaine N. Willis(SUNY)
【핵심내용】
ㅇ 본고는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무역 네트워크 변화가 미국의 상호의존성 무기화 전
략*(weaponized interdependence)을 약화시켜 대북 제재 실패로 이어진다고 분석
* 통화·상품·정보 관련 국제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지점에 정치적 권한을 가진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의존성을 활용하는 것

ㅇ 대북 제재는 일부 국가들의 제재 불이행,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적 고통의 전가, 불
법 자금 조달 지속으로 그 효과가 제한됨
- 실제 제재의 집행에 소극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무
역 제한 효과가 상쇄되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수입 대체·밀수·불법 무역 등 북한이
제재 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음
- 대북제재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 집권층보다 일반 주민이 더 심한 곤경
에 처하는 모습
- 군사 장비 등 금지 물품의 교역, 유령회사를 통한 불법 금융 활동, 전세계 공항 및
화물선을 이용한 현금 밀수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지속
ㅇ 남북한 교역 및 UN 무역 데이터(1990-2017)를 이용하여 북한의 무역 네트워크를 분석
한 결과 북한은 제재 불이행 국가를 교역국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재 압력을 회피
- 북한의 교역망이 1990년대에는 한국·중국·일본 중심으로 다변화되어 있었으나 고강
도 제재의 영향을 받은 2017년에는 중국(93%)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변화
ㅇ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무역 네트워크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미국 및 일본의
영향력은 크게 저하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상승
- 미국은 제네바 합의(1994) 및 제재 완화 이후 대북 교역을 시작했으나 교역량은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가운데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로 양국의 무역 관계가 더욱 악화
- 일본과는 납북자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현재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
-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 정권 붕괴를 반대해 왔으며, 라선 지역 공동개발,
북한 석탄 수입에 대한 면제조항 포함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북한무역의 9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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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The Cost-Efficiency Carbon Pricing Puzzl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919
저자: Christian Gollier(Toulouse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기존 기후변화 모형들은 파리협정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탄소의 한계감
**
축비용)의 연평균 상승률을 약 7%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호텔링 원칙 에 비해 지
나치게 높은 수준(Carbon Pricing Puzzle)
*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이하로 제한하도록 탄소배출을 감축
** Hotelling(1931)은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가격상승률은 시장이자율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
시하였으며, 이산화탄소 역시 이러한 천연자원의 특징을 지님

-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소예산*(carbon budget) 제약 하
에서 최적 탄소가격을 시산할 필요성이 대두
*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총량을 의미

ㅇ 본 연구는 2기간 자산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탄소가격의 최적 시간경로(상승률)를 도
출하고 경제성장률과 감축기술의 불확실성을 도입하여 탄소가격 퍼즐을 설명
- 기존 모형들과 달리, 탄소 배출량 감축은 미래 (수익이 불확실한)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로서 탄소가격이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에 따라 최적 탄소가격 상승률은 시장이자율을
상회·하회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
* 미래 경제성장률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최적 탄소가격 상승률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나, 탄소예산 규
모와 친환경 감축기술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탄소가격 상승률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
됨을 비교정태분석을 이용해 증명

ㅇ EU 28개국 자료를 캘리브레이션한 결과, 탄소가격에 대한 베타가 1에 가깝고 소비와
탄소가격 사이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이는 경기침체기에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면서 탄소가격이 하락한다는 실증적 자료와 합치

- 즉, 탄소가격에 양(+)의 위험프리미엄이 부가되어야 하며(Lucas, 1978 등), 최적 탄소가
격 상승률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수준(3.75% + 물가상승률)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ㅇ 본 연구는 탄소가격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보이고 효율적인 탄소가격의 시간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이 의의
- 각종 보고서가 제시한 탄소가격 상승률(7%)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는 탄소 감
축비용을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제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Gollier &
Tirole, 2015)

【분석방법론】 Asset Pric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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