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9호>

<2020.5.15>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Corona Policy According to HAN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4694
저자: Marcus Hagedorn, Kurt Mitan(CEPR)
【핵심내용】
ㅇ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지출과 정부부채가 확대되었으며, 일각에
서는 정부부채를 ECB로 이전하는 방안(monetary financing)도 제기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각 대응방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불완전 금융시장
가정 하에서의 HANK(Heterogeneous-agent New Keynesia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전염병 확산의 효과를 모방하기 위하여 수요 ․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결
과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필요 재원은 정부부채를 늘려
조달하되 ① 훗날(eventually) 세금 인상으로 증대된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과 ②
정부부채를 영구적으로 롤오버하는 방식 두 가지 상황을 상정
ㅇ 분석 결과 방안①에 비해 방안②를 따를 경우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세금을 인상할 경우 명목수요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
ㅇ 다만 재정의 화폐화(monetization) 여부는 인플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
- 이는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정부부채가 재무부 명의인지 혹은 중앙은행 명의인지 무
차별하므로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명목수요가 변화하지 않는 데 기인
ㅇ 이러한 결과는 재정당국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
앙은행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
- 저물가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austerity)을 추진할 경우 물가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은 도전에 직면
- 한편 제로금리 제약 하에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가 있다는 점에서
는 중앙은행에 기회로 작용
【분석방법론】 Heterogenous-agent New Keynesian Model

금융통화
② “Public and Private Debt after the Pandemic and Policy Normalization”
출처: FRB of Richmond, Economic Brief No.20-06
저자: Thomas A. Lubik, Felipe F. Schwartzm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미국의 정부부채*는 물론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재정당국이 2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의회예산처(CBO)는 2020년(회계연도 기준)
말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ㅇ 먼저 민간부채 증가는 통화정책 여건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중앙은행의 금
리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가계와 기업이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레버리징에
주력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 자연금리도 하락할 수 있음
-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더 민감해질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
* 기존문헌에 따르면 소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투자는 금리 변화에 둔감해진다는 분석이 있음

- 일자리 창출, 기업의 적응기간 확보 등을 위해 정책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ㅇ 정부부채 증가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
슈를 초래할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GDP 대비 100～120% 선을 정부부채 지속가능성의 한계로 보았으
나 재정한계 개념*에 기초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 한계가 180～200% 선까지 확대
* 위기 시에는 정부부채가 큰 폭 확대되나 평상으로 복귀한 다음에는 정부가 부채비율을 관리

- 정부부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미국 대상 연구에서는 불확정적
(inconclusive)인 결론이 많으며, 국가간 패널분석에서는 정부부채가 지나치게 과도
(GDP 대비 100% 초과)할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10% 초과)이 초래된다는 결론이 다수
- 한편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임으로써 부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유발, 성장률보다 낮은 실질금리 강제 등 일시적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정책
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향후 정부부채와 민간부채를 줄이면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이며,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
-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거시경제
③ “Scarring Body and Mind: The Long-Term Belief-Scarring Effects of

COVID-19”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Series 2020-009
저자: Julian Kozlowski(FRB of
Venkateswaran(NYU Stern)

St.Louis),

Laura

Veldkamp(Columbia大),

Venky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팬더믹은 보건 위기가 종결되더라도 테일 리스크(tail-risk) 충격에 대한 경
제주체의 기대를 변화시켜 동 충격의 경제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장참가자들이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테일 리스
크를 고려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변화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테일 리스크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변화 가
능성을 분석하고, 동 충격 해소 이후에도 경제적 손실이 지속될 수 있음을 제시
- 이를 위해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estimation) 추정을 통해 경제주체가 충격에
대한 확률분포를 변화시키는 상황을 가정한 후 이를 모형에 반영하여 충격반응 분석
을 수행
*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히스토그램을 평활화(smoothing)하여 연속적인 확률밀도함수로 추정하
는 비모수 밀도함수 추정 기법

- 코로나19에 대응한 휴업 등으로 자본 스톡이 일정비율로 상실되며 생산성이 감소하
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상실되는 자본 및 생산성 수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자본
의 5%, 15%, 25%가 상실)로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
ㅇ 분석 결과, 초기에 부여한 충격이 클수록 경제주체들이 향후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산출량 감소 현상도 심화
- 자본의 5%가 상실된 경우 총산출량 감소분 중 41%가 단기(1, 2기)에 발생했으나, 자
본의 25%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총산출량 감소가 심화(약 2.8배)되는 반면 단기 감소
비중은 26%로 감소
ㅇ 특히, 기대의 변화는 요소(자본. 노동) 수요에 관한 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출량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
- 향후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가 저하되고, 이에 자본스톡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면서 파생수요로서 노동수요 회복이 제약
ㅇ 본 연구는 경제적 충격 이후 테일 리스크에 대한 기대 변화로 손실이 장기화될 가
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기대 손상(scarring effect) 방지
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Kernel Density Estimation, DSGE Model Analysis

거시경제
④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 Times of Large Deb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720
저자: Francesco Bianchi(Duke大), Renato Faccini(Denmarks Nationalbank), Leonardo
Melosi(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최근 미국은 금리가 낮고 정부부채비율(GDP 대비)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coordination) 필요성이 대두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의존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한
DSGE 모형을 설정한 후 재정부양책(fiscal stimulus) 시행 시 정책 공조 효과를 분석
- 정부부채 전부를 미래의 기초수지흑자로 보전하는 전통적 방식(fiscal orthodoxy)과 정
부부채 일부에 대한 재정적 보전 및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 조정을 통
한 정책공조 방식(emergency budget strategy)의 효과를 비교
ㅇ 재정부양책(대규모 이전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정책 공조 방식
이 재정부양책의 유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분석
재정부양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
총산출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 중앙은행의 일시적인 목표인플레이션 상향 조정은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부채의 실질 이자비용을 감소시켜 정부부채 증가세를 억제
- 이는 정책 공조가 단기적으로 적당한(modest)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뿐, 재정
부양책이 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함에 따른 결과임
ㅇ 반면 정책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제 변동성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정책 여력이 소진된다
면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부채를 화폐화(monetization)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산출량 변동성이 증가*
* 정책공조 방식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산출량의 변동성이 각각 1.66배, 2.7배 증가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재정부양책이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통
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SGE Model with Fiscal Rule

미시제도
⑤ “Income,

Liquidity, and the Consumption
Economic Stimulus Paymen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097

Response

to

the

2020

저자: Scott R. Baker(Northwestern大), R. A. Farrokhnia(Columbia大), Steffen Meyer(Southern
Denmark大), Michaela Pagel(Columbia大), Constantine Yannelis(Chicago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CARES Act)으로 지원한 현금보조금(stimulus check)
이 가계의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보조금은 성인 1명당 $1,200, 자녀 1명당 $500 지급
- SaverLife를 사용하는 회원들 중 5,796명의 2020년 월별 소비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가계는 경기부양 지원금 $1당 평균적으로 $0.25~$0.35만큼 소비를 늘리
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증가하지만, 증가액은 내구재가 가
장 작고, 식료품이나 비내구재가 큰 것으로 확인
ㅇ 또한 소득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정도, 현금, 예금 등 유동성 보유량에 따
라 가계별 한계소비성향(MPC)  의 차이가 있었음
* 한계소비성향 = (소비지출증가분/처분가능소득증가분)*100

- 보조금 지급 4~1일 전까지의 소비액과 보조금 지급 당일부터 9일 후까지 소비액의
차이를 소비지출증가분으로 반영하여 MPC를 계산
- 가계의 MPC는 월소득이 $1,000 이하인 경우 0.38, 월소득이 $5,000 이상인 경우
MPC는 0.20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가계의 경우 0.25, 소득이 감소하지 않
은 경우 0.18
- 유동성이 $500 이하인 가계의 경우 0.38, 유동성이 $3,000 이상인 경우 0.10
ㅇ 본 연구결과는 현재와 같은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와 같은 가계별 소비 행
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미시제도
⑥ “Inequality of Fear and Self-Quarantine : Is There a Trade-off between

GDP and Public Health”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00
저자: Sangmin Aum(명지대), Sang Yoon Tim Lee(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Yongseok Shin(Washington大)
【핵심내용】
ㅇ 경제활동과 코로나19 확산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경제모형을 개발하여 팬데믹 대응정
책이 공중보건은 개선하지만, 경제에는 해를 끼친다는 통념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
책대안을 제시
- 숙련도와 건강상태가 이질적인 개인은 소득 극대화 및 감염 우려(fear of infection)
극소화를 추구하며,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반영하여 매일 직업(경영자, 노동자, 자영업자)
및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
- 재택근무 시 감염 확률은 낮아지나, 생산성(임금) 역시 하락하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숙련도 및 직업에 따라 임금, 감염 확률, 및 재택근무 시 생산성 하락 정도가 상이
- 진단검사 및 접촉자 격리(test&targeted quarantine)로 대응한 한국과 이동제한조치
(broad lock-down)로 대응한 영국의 정책을 파라미터로 모형에 반영하여 양국의 경제
상황,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분석
ㅇ 예상과는 달리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과 경제를 모두 개선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에서 더 강력한 이동제한조치를 진행하는 경우, 현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11월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명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5%p 상승(-20%->-15%)
- 이동제한조치를 성급하게 해제할 경우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 우려가 증대됨
에 따라 개인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택근무를 선택하기 때문
ㅇ 영국이 한국식 정책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
여 11월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70% 낮아지고, GDP 성장률도 13%p 증가(-20%->-7%)
- 한국식 정책대응은 대다수인 비감염자가 감염 우려 없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수의 감염(의심)자만을 효과적으로 격리하기 때문
ㅇ 한편, 항체를 지닌 개인에게 ‘바이러스 비자’를 발급하여 직장근무를 가능하도록 한다면,
영국에서 현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보다 11월 GDP 성장률이 10%p 개선(-20%->-10%)
- 저숙련 부문 GDP 성장률 개선이 큰 반면(-40%->-20%), 고숙련 부문은 미미하므로
한정된 항체 검사 역량을 저숙련 업종에 집중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분석방법론】 Quantitative Economic-epidemiological Model

국제경제
⑦ “Can the COVID Bailouts Save the 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714
저자: Stijn Van Nieuwerburgh(Columbia Business School), Tim Landvoigt(Pennsylvania大),
Vadim Elenev(Johns Hopkin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부문의 현금흐름 부족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추진중인 미 정부의 기업구제정책(corporate sector bailout programs)의 효과
를 분석
- 모형분석을 통해 재정비용을 절약하면서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구제정책을 제
안하고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추정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수입 감소, 노동공급 감소 등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세 가지 유형의 기업구제정책의 효과를 비교
- ① CCF(Corporate Credit Facilities) : 국채 발행 자금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정책
- ②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은행이 정부 신용보증 하에 기업들에게 대출을 지
원한 후 대출액이 직원급여로 사용될 경우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
- ③ MSLP(Main Street Lending Program) : PPP와 유사하지만 대출탕감 조건이 없고 3%의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ㅇ 모형 분석결과,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정책인 PPP와 MSLP가 기업도산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PPP와 MSLP 정책은 신용 스프레드 확대, 재정적자 심화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투자
부진을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며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절약하는 데도 효과적임
- 반면 CCF 정책은 신용스프레드를 축소시켜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도
산 예방효과는 제한적임
- 세 가지 형태의 기업구제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할 경우, GDP 손실이 8.5% 축
소되고 사회후생이 6.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업구제정책이 기업도산과 은행 건전성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
고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
- 팬데믹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다양
한 기업구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국제경제
⑧ “International Trade of Essential Goods During a Pandemic”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2020-010A
저자: Fernando Leibovici, Ana Maria Santacreu(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본고는 필수재*의 수출입과 무역 장벽이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후생 변동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기간 간 대체가 어려운 재화로서 본고에서는 의료용품을 대표적인 필수재로 설정하여 분석

ㅇ 2국-2부문(필수재, 비필수재)-2요소를 가정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한 후, 네 가지
가정*을 추가하여 모형을 분석
* ① 양 국의 모든 조건이 대칭적인 가운데 각 국의 필수재 생산성은 상이하여 필수재의 순수출국과 순수입
국이 존재 ② 효용함수의 경우 필수재 소비의 준거수준(reference level)에 대한 상대적 수준에 따라 효용
이 변동 ③ 팬데믹 발생은 필수재 소비의 준거수준의 증가를 의미 ④ 비필수재 생산에 사용되는 요소를 필
수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정비용이 발생

ㅇ 모형분석 결과, 팬데믹 발생(필수재 소비의 준거수준 증가)에 따른 개별 국가의 후생 변동은
필수재 부문의 교역 불균형(trade imbalance) 정도에 주로 의존
- 필수재 순수출국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후생이 증가하는 반면 필수재 순수입국은 동
기간에 후생이 감소
- 이는 팬데믹 충격시 필수재 수요 확대로 필수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변동
한 데 주로 기인
- 또한, 조정비용이 높을수록 필수재 생산량 증대가 제한되어 필수재 상대가격 상승폭
이 확대되면서 후생 변동폭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필수재에 대한 무역 장벽이 팬데믹 충격의 후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시
행시기에 따라 상이
- 팬데믹 이전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온 필수재 부문의 무역 장벽이 높을수록 해당 재
화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낮아져, 팬데믹으로 인한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후생 변동
폭이 축소
- 다만, 팬데믹 이후 단기적으로 필수재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 순수출국과 순
수입국의 후생 변동폭이 오히려 확대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공급 및 수요
충격 발생 시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역 정책 설계시 필수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동북아경제
⑨ “Sino-DPRK Geopolitical Curse behind Kim Jong-un’s Olive Branch”
출처: Pacific Focus
저자: Jang Young-duk, Son Dae-kwon(인하대)
【핵심내용】
ㅇ 북한이 2018년부터 보인 유화적 태도의 배경을 살펴보고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 이러
한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시
- 북한은 2018년도 신년사를 기점으로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했는데, 이
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미국의 최대압박전략과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가 존재
ㅇ 북미갈등 심화는 일정 수준까지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정당성 획득에 도움이 되나,
특정한 임계점을 넘어가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부담이 발생
-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북한 내부의 정치적 지지는 늘어나지만 과도한 군사적
투자를 유발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핵개발로 인한 제재는 경제성장을 저
해하여 북한 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
-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서방세력과 직접적 대립을 피하게 하는 전략적 완충지대이
나, 북미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화되면 중국의 대외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작용
ㅇ 과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정학적 갈등 증대와
미중관계 변화에 따라 최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
-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중무역 규모는 2011년 56억달러에서 2013
년 65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해왔으나
2013년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기조적 변화*가 발생
* 취임시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역사적 관례를 깨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열병식에 한국이 참석하는 등 전통적 동맹 관계에 균열

- 북한은 동맹관계의 변화를 지정학적 갈등 고조를 통해 돌파하려 하였으며, 대포동 2호
발사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사드 배치로 국지적 갈등이 격화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갈등과 중국의 핵심이익(대만)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대북제재에 찬성하였으며, 경제적 의존이 심한 북한은 협상으로 회귀
-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 정권의 3가지 정치적 목적(핵무장, 경제발전, 정치적 정당성 획득)
달성을 어렵게 하여 핵무장 포기를 강제하는데 초점
ㅇ 그러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가치는 여전하며, 북핵 협상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북중 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은 상존

기후변화
⑩ “The Environmental Bias of Trade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845
저자: Joseph S. Shapiro(UC Berkeley)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깨끗한(clean)’ 산업과 ‘더러운(dirty)’ 산업*간 무역장벽 수준에 차이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
* 산업의 더러움(dirtiness)은 1달러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방출되는 총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정의

-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무역장벽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미국 및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데이터와 산업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활용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이산화탄소 직·간접 방출량을 측정
ㅇ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은 더러운 산업에 대해 더 낮은 무역장벽이 적용되며
이는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산화탄소 방출량 1톤 당 –85~-120$의 관세, 즉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대해 암묵적
보조금(implicit subsidy)이 적용되고 있음을 밝힘
ㅇ 암묵적 보조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산업의 상류도(upstreamness)*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
* 가치사슬 상에서 생산단계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산업을 상류산업(upstream industry), 후반부를 차지
하는 산업을 하류산업(downstream industry)라 정의하며, 상류도는 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상
류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더러운 산업은 상대적으로 상류도가 높음을 밝히고, 정치경제학적 이유*로 인해 하류
산업에 비해 상류산업에 낮은 무역장벽이 적용된다고 설명
* 최종재 소비자에 비해 생산자들이 더 잘 조직되어 있어, 중간투입물에 대해서는 낮은 무역장벽을 요구
하고 최종산출물에 대해서는 높은 무역장벽을 요구하여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가 나타남

ㅇ 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무역정책 변화를 통해 암묵적 보조금으
로 인한 환경적 편의(environmental bias)를 제거했을 때의 후생 변화를 추정
- 깨끗한 산업과 더러운 산업에 동일한 무역장벽을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1.5% 감소하며 실질소득은 1% 증가
ㅇ 본 연구는 현재의 국제무역 체계가 기후변화를 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 공
조 시 무역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Nonparametric Regress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