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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The Case for a Positive Euro Area Inflation Target: Evidence from

France, Germany and Italy”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29128
저자: Klaus Adam(U. of Mannheim), Erwan Gautier(Bank de France), Sergio, Santoro
(Banca d’Italia), Hennign Weber(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로지역 3개 국가(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미시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상대가격
왜곡을 최소화하는 최적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분석
-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에 포함된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수명주기에 따른 개별 재화ㆍ서비스의 상대가격을 추정
- 추정된 상대가격의 추세를 바탕으로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추정하고, 최적 인플레이션과 0% 인플레이션 간 후생 수준을 비교
ㅇ 수명주기에 따라 상대가격은 재화의 경우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의 경우
안정세를 보여 재화ㆍ서비스를 모두 감안한 전체 상대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
으로 분석
- 이와 같은 상대가격 하락 추세를 고려한 최적 인플레이션 목표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
하나, 모두 소폭의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경우 1.1~2.1%, 독일은 1.2~2.0%, 이태리는 0.8~1.0% 수준

- 유로지역의 경우에도 소폭의 양(+)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후생
수준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6월~2019년 12월 중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이 0%로 유지되는 경우 소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consumption-equivalent) 단위로 표시된 후생 손실이 약 2.1%~4.5% 수준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명목가격 경직성 하에서 수명주기에 따른 재화ㆍ서비스 상대가격
의 추세적 하락요인 고려시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은 소폭의 양(+)의
수준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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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Financial Crises: A Surve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55
저자: Amir Sufi(Chicago大), Alan M. Taylor(UC Dav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문헌 조사를 통해 금융위기의 정의와 측정방법,
원인과 예측가능성,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
ㅇ (측정방법)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발생여부를 이분법(binary 0-1 indicator)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쓰여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금융위기의 강도(intensity)를 분류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짐
- 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강도를 포착할 수 있는 분류방법에 대한 연구(Baron et al.,
2021; Romer and Romer, 2017)가 최근 이루어졌으나 데이터 제약 등으로 과거 역사적
으로 발생했던 금융위기의 강도 분석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
ㅇ (원인과 예측가능성) 금융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건(random events)이 아니라
주로 민간신용 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에 뒤이어 발생하는 사건이며, 따라서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이 분석되면 금융위기도 예측 가능함
- 신용팽창의 원인으로는 금융자유화, 글로벌 과잉 저축,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제시되었으며 신용팽창은 신용 스프레드 축소 등 위험선호 확대와 위험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ㅇ (경제에 대한 영향)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는 일반적인 경기침체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특히 민간신용 팽창에 의한 금융위기의 영향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
- 금융위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민간신용 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과 금융위기의 증폭 효과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여 연구
- 한편 민간신용 증가는 금융발전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민간신용 증가가 경제의 생
산능력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
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
ㅇ 개방경제의 경우 기존에 논의된 실질환율 상승과 교역조건 변화 문제 이외에 국내신
용과 자본유입의 상대적 영향, 글로벌 금융순환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ㅇ 향후 연구 과제로는 ① 정책적 대응이 선제적 억제 방식이어야 하는지 또는 사후적 관리
방식이어야 하는지의 문제(lean vs clean), ②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문제, ③
정부부채와 금융위기의 관계 및 금융위기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보의 문제 등에 대한 연
구들이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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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Public Debt Bubbles in Heterogeneous Agent Models with Tail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38
저자: Narayana R. Kocherlakota(University of Rochester)
【핵심내용】
ㅇ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에서 국가부채 버블(public debt bubble)*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모형이 주목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부채 수준은 정부의 상환 여력(현재와 미래의 재정흑자 현재가치 합)과 같아야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무위험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장기간 낮은 상황에서 버블이
존재하며 국가부채가 상환 여력을 초과할 수 있음(Brunnermeier et al., 2020)

- 무위험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왔으며, 동 현상
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부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재정적자(primary deficit)가 오랫동안 유지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동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ㅇ 본 연구는 꼬리 위험(tail risk)과 신용 제약(credit constraints)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국가부채 버블이 존재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
- 개별 가계는 아주 작은 확률로 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자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는
꼬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
ㅇ 모형 분석결과, 가계는 꼬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보험) 수단으로 국채를 매입하며,
이러한 국채수요가 충분한 경우에 국가부채 버블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대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계는 꼬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이에 대비하여 저축할 유인이 존재
- 동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실질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가계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을 0으로 가정하여 실질금리는 0보다 작으며, 따라서 가계가 매입시 지불하는
국채가격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원리금이 작음에도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분석

- 국채 매입 외의 대체 저축 수단(개인 간 국채 거래 및 자본 직접 투자)이 있더라도, 신용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가계는 국채를 여전히 매입
ㅇ 동 모형에 따르면, 정부는 영속적으로 재정 여력을 초과하는 국가부채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
- 저축 수단으로서의 국채수요는 실질금리에 비례하므로, 정부가 실질금리를 경제성장
률에 가깝게 인상하여 재정 여력을 초과하는 국가부채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
* 개별 가계는 보험 수단으로서의 국채수요가 존재하는 한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본인이 돌려
받아야 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ㅇ 본 연구는 꼬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수단이 불충분한 상황(incomplete
insurance)에서 국가부채 버블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데 의의
【분석방법론】 ABH(Aiyagari-Bewley-Hugget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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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From

Deviations to Shortfalls: The Effects of the FOMC's
Employment Objective”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1-18

New

저자: Brent Bundick(FRB of Kansas City), Nicolas Petrosky-Nadeau(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2020년 8월 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은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의 고용안정 목표에 대한 해석을 수정
- 기존의 문구였던 ‘고용 이탈(deviations)로부터의 안정화’에서 ‘고용 부족(shortfalls)으
로부터의 안정화’로 문구를 변경*
* 이에 대해 파월 연준의장은 과열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Powell, 2021)

ㅇ 본 연구는 연준의 고용안정 목표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가 가질 잠재적 효과를 분석
- 마찰적 노동시장, 명목 경직성, 0의 금리 하한 등을 가정한 이론 모형을 모수 설정
(calibration)하여 고용안정 목표의 해석 변화가 거시경제 및 정책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
- 통화정책은 테일러 준칙의 형태를 따르는데, 해석의 변화 이후에는 실업률이 목표실
업률 이상일 때(경기침체기)만 정책금리 결정 시 실업률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
ㅇ 분석 결과, 고용 부족-안정화 정책(shortfalls-stabilization policy) 도입시 모든 경기 국면
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평균적으로 상승
- 고용부족-안정화 정책하에서는 기업이 노동시장이 과열되어도 연준이 긴축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부화하여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평균적으
로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고용을 확대
-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비해 고인플레이션-저실업이 발생하는 경향성이 높아져 필
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짐(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음(-)의 상관관계가 강화)
- 경제의 평균적인 결과가 확장적이기 때문에 0의 금리 하한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어
지고, 경기 침체기에 금리 하한에 구속된다 해도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경제가 확장
적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
ㅇ 본 연구는 고용안정 책무(employment mandate)에 대한 재해석이 경제주체의 기대와 그
에 따른 의사 결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연준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확인
【분석방법론】 Model Simulation, Global So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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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lusive Explanation for the Declining Labor Shar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DP16473
저자: Gene M. Grossman(Princeton大), Ezra Oberfield(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100년 이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노동소득분배율
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자, 지난 10년간 관련 저술이 12,000
여개에 이를 정도로 정책당국과 학계의 관심이 크게 증대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총수요 부족을 유발

ㅇ 본고는 기존 문헌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近因, proximate cause)으
로 거론되는 것을 살펴본 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전망
① (자본 편향적 기술진보) 기술진보는 업무자동화, 자본재 가격 하락 등을 통해 노동
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유발
- 업무자동화로 고용 감소 및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 약화가 나타나고, 자본재 가
격 하락으로 기업의 자본에 대한 의존이 증대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② (세계화) 세계화의 진전은 오프쇼어링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 등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유발
- 오프쇼어링으로 선진국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무역 자유화에 따른 가격경쟁 심
화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다수 퇴출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③ (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 슈퍼스타(소수 상위) 기업 등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초래
* 인터넷 발전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술 우위에 기반하여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슈퍼스타 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경향

- 이는 기술 우위에 기반한 슈퍼스타 기업의 노동비용(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이 부가가치
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에 기인
④ (인구구조 변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자동화 촉진, 직업이동성 저하, 신규기업
진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유발
ㅇ 기존 문헌들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추세의 근본적인 원인보다 직접적인 원인(近因)
규명에 집중하고 있어 해당 추세의 지속 또는 반전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다만 특정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상승시 이를 대체하는 기술변화촉진(directed technical
change)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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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Demographics,

Wealth, and Global Imbalanc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61
저자: Adrien Auclert, Hannes Malmberg, Frederic Martenet, Matthew Rognlie
(NB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가 자산축적, 자산의 기대수익률, 글로벌
불균형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
- 2016~2100년 중 25개국의 인구 예측자료와 가계 서베이 자료를 결합하여 고령화에
따른 구성 효과(compositional effect)*를 추정한 후, 횡단면 데이터 및 기간 간 대체탄
력성과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 관련 가정을 추가하여 장기효과를 추정
* 연령별 자산과 노동소득(age profile)을 고정한 상태에서 연령분포 변화가 GDP 대비 자산 비중에 미
치는 효과를 의미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고령화가 GDP 대비 자산 비중에 미치는 구성 효과는 상당히 큰
양(+)의 값을 나타내며 국가별로 이질적임
- 2016~2100년 사이에 GDP 대비 자산 비중은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헝가리 48%p,
중국 237%p, 인도 327%p, 미국 147%p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미국의 증가 폭은 고출산(high fertility) 시나리오 하에서 각각 75%p와 142%p, 저출산(low
fertility) 시나리오 하에서 각각 447%p와 245%p로 나타남

ㅇ 일반균형분석 결과, 고령화는 GDP 대비 자산 비중 증가, 실질금리 하락, 글로벌 불균
형 확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21세기 중에는 인구통계학적 대반전(great demographic
reversal)*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고령 인구가 음(-)의 저축(dissaving)을 함으로써 고령화가 결국에는 저축률 감소와 금리 상승을 유발
할 것이라는 견해

- 2016~2100년 사이에 세계 평균 GDP 대비 자산 비중은 47%p 증가하고, 자산수익률
은 123bp 하락하며, 순외화자산은 인도와 중국에서는 각각 125%p와 44%p 증가하
는 반면 독일에서는 55%p 감소
ㅇ 한편,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라 저축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조세를 인상하면 세후소득 감소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복지
를 축소하면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률이 증가
ㅇ 본 연구 분석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축적, 자산수익률,
글로벌 불균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시경제 장기적 변동의 핵심 동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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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Firm Export Responses to Tariff Hik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455
저자: Facundo Albornoz(CEPR), Irene Brambilla(Universidad de La Plata), Emanuel
Ornelas(CEPR)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관세 인상 충격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1990년대 중반 미국과 아
르헨티나 사이의 무역 갈등 사례를 통해 분석
- 의약품에 대한 특허법 적용 문제로 발생한 양국 간 지적재산권 갈등을 계기로 미국
은 아르헨티나의 대미수출기업의 약 1/3에 대해 100여 개의 비의약 품목에 부여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혜택을 박탈함
- 이에 따라 혜택이 박탈된 아르헨티나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평균 4%p 상승
ㅇ 분석 결과, 미국-아르헨티나 간 무역갈등으로 GSP 혜택이 박탈된 품목을 수출하는
아르헨티나 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수출기업들은 수출품목 바스켓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출비용 상승 충격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GSP 혜택이 박탈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아르
헨티나의 대미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GSP 특혜가 박탈된 품목 대신 GSP 혜택 대상 품목으
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였기 때문
ㅇ 한편, 수출품목 간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y)에 따라 관세 인상 충격에 대한 수출기
업의 대응이 차별적으로 나타남
- (수출품목 간 보완성) 공장 설립 등 고정비용이 상당한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관세가 인상되지 않은 품목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범위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ope)가 발생하여 여타 품목
의 한계 수출비용도 상승하기 때문
- (수출품목 간 대체성) 수출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대상
품목을 비관세 품목으로 신속히 대체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예상치 못한 관세 인상 충격에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바스켓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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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Ups and Downs: An Analysis of Chinese Image in North Korean Media

Based on China-related Reports in Rodong Sinmun from 2009–2020”
출처: Pacific Focus, Volume 36 Issue 2.
저자: Xu Yulan(Hangzhou Normal University), Jin Yongzhen(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2009~20년 기간중 중국 관련 기사에 대해 텍스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도 건수, 주제, 경향 등을 분석
-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공식 매체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물론 국제정세에 대한
사설 등을 통해 내부 정치 상황, 정책 변화와 대외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보도 건수는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고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2014~17년중 감소했으며 2018년부터 세 번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 최고점 도달
- 보도 주제는 북중 관계와 중국의 국제관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의 개방에 대해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보도 경향은 대부분 중립적(93.8%)인 것이었고 긍정적(5.9%)인 보도는 갈등 시기인
2014~2017년에 감소하였으며 부정적(0.23%)인 보도는 극히 드물었음
ㅇ 위와 같이 중국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는 북중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에 나타
난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중국에 대한 보도는 정치 분야 위주이고 경제·교육·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가 매우
적어 북한 매체에 실린 중국의 이미지는 일차원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기오염, 가짜 백신 스캔들, 코로나 이슈 등 사회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
- 중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 친밀감을 나타내다 양국간 갈등이 높아진 시기에 무관심으
로 바뀌었으며, 사회주의 국가로서 양국이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부각된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다시 '전통적 우호국가'로 발전
ㅇ 전반적으로 노동신문에 담긴 중국의 이미지는 여러 측면에서 포괄성과 객관성이 부족
하며,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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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icy on Innovation in Clean Technologi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13
저자: Johannes Eugster(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90~2016년 OECD 33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정책이 친환경 기술의 혁신
(clean innova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 친환경 혁신의 지표로 유럽특허청의 특허군(patent family) 통계를, 환경정책 변수로서
OECD의 EPS(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지표*를 사용
* 환경정책의 강도를 0~6점 척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동 점수가 높을수록 기후변화 억제 수준과 환경정
책이 강화됨을 의미(stringent)

ㅇ 분석 결과, 환경정책의 강화(tightening)는 친환경 기술의 혁신을 촉진
- 1990~2010년간 나타난 친환경 혁신 중 환경정책 변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30%에 달하
였으며, 친환경 혁신 증가효과는 환경정책 변화 시점 이후 2~3년 이내에 신속히 나타남
(materialized quickly)
* 동 기간 EPS 지표 상승(0.75→2.58)으로 인한 친환경 혁신 증가는 유가가 영구적으로 70달러/배럴로
상승시 나타나는 효과와 동등한 수준

ㅇ 세부 정책수단*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시장적 개입수단과 시장기반 정책수단 모두
친환경 기술 혁신의 촉진을 유발
* EPS 지표의 하위지표인 시장기반 정책수단(배출권 거래제,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s))과 비시장적
개입수단(배출량 통제, R&D 보조금)에 대해 분석

- 이는 친환경 기술 혁신이 정부개입에 의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인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ㅇ 또한 전력산업*에 국한하여 살펴볼 경우, 환경정책 강화는 친환경 전력기술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오염기술을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도록 유도**(composition effect)
* Dechezleprêtre et al.(2017)의 기술 분류(친환경(clean), 오염(dirty), 회색(grey) 기술)를 적용하기 용이한
전력산업을 선정했으며, 여기서 회색기술은 오염기술의 오염도 저감에 기여하는(mitigating) 기술을 의미
** EPS 지표 상승은 친환경기술과 회색기술에 대해 정(+)의 영향을, 오염기술에 대해 부(-)의 효과를 유발

ㅇ 본고는 환경정책 강화가 친환경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중
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시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
- 특히 시장기반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친환경 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정
치적 저항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설계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oisson Regression,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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