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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Banks as Lenders of First Resort: Evidence from the Covid-19 Crisi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56
저자: Lei Li(FRB), Philip E. Strahan, Song Zhang(Boston College)
【핵심내용】
ㅇ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기간인 2020.3.11∼4.1일 3주 동안 시중은
행의 기업대출은 4,820억 달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간 기업대출 증가율로 볼 때
평시 0.12%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9월) 1.2%(평시의 10배)를 큰 폭 상회하
는 6%(평시의 50배) 수준
ㅇ 본고에서는 미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기업대출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은행의 재무상태가 기업고객의 대출수요 급증에 대
응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
-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분기별 콜 리포트(Call Report)와 은행의 대출 증가폭을
알려주는 주간 자료(FR 2644)를 활용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인 2020년 1.22일~3.11일까지와,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 대출이 급증하는 시기인 3.11일~4.1일까지의 시기를 비교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심한 지역 주변일수록 기업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주당 노동시간 변화 폭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두 가지를 이용하여 측정

- 특히 대형 은행의 경우 이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크레딧 라인을 제공하
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 크레딧 라인이 소진되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
ㅇ 반면 은행의 재무상태는 은행의 대출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재무상태가 대출 여력을 크게 제약하였던 데 반해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건전성 규제로 인해 은행의 지급능력이 양호해진 데 기인
o 한편 은행예금 증가, 연준의 적시 유동성 공급 등이 은행의 대출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은행으로 유입된 예금은 대출 증가 폭의 두 배에 달하는 1조 달러에 달하였음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with Opinionated Market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14830
저자: Ricardo Calballero, Alp Simsek(MIT, NBER)
【핵심내용】
ㅇ 미 연준과 시장참가자는 종종 미래 적정 금리경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FOMC가 정책금리 전망치를 발표하더라도 이러한 의견 차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
- 그러나 이러한 의견 차이가 왜 나타나며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
ㅇ 본고에서는 금리경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가정 하에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준과 시장참가자는 어느 한쪽도 정보우위를 누리지 못하고 대칭적 정보를 가지게
되며, 동 정보에 기초하여 미래 수요에 대한 독선적*(dogmatic) 의견을 형성하되 새
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학습(learning)을 통해 의견을 수정
* 즉 연준과 시장참가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은 상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연준은 수요충격이 발생하기 전 정책금리를 설정하며, 시장참가자는 미래 산출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최적의 소비 및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현재의 자
산가격과 산출에 영향을 미침
ㅇ 모형분석 결과, 연준과 시장참가자의 의견 차이는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는 미래 수요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기초하
여 통화정책에 실수(mistake)가 있다고 믿게 되고 이러한 믿음은 현재의 자산가격과
산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연준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참가자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
용하게 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되는데, 의견 차이가 클수록 연준이 시장참가
자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미 연준과 시장참가자 모두 미래에는 상대방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의견에 가
까워질 것으로 상호 기대하게 되며 그 결과 미래 금리경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고
집하게 되면서 의견 차이가 지속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이 특별한 부연설명 없이 정책금리 수준만을 통해 시장
참가자에게 경제상황을 알리는 것(signaling)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거시경제
③ “Epidemic Responses Under Uncertain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289
저자: Michael Barnett(Arizona State University), Constantine Yannelis(Chicago大),
Greg Buchak(Stanford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의 치명률(Case-Fatality Rate, 이하 CFR)과 감염률(기초재생산지수, 이하  )은 국가
마다 상이하고 그 추정범위도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격리정책(quarantine measures)을 수행할 필요
* 치명률과 감염률에 대한 추정치는 각각 0.08~13%, 1.5~12에 달함(Korolev, 2020)

ㅇ 본 연구는 최근 널리 사용되는 SIR-거시모형*을 이용하여 모수값(CFR,  )에 대한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parameter uncertainty), 최적 격리정책 양상에 대해 분석
* 인구를 감염위험 노출자(susceptible to the disease), 감염자(infected with the disease), 회복자 및
사망자(recovered or dead)로 나누고 각 그룹간의 전이율을 고려하여 전염병 확산을 분석하는 모형

- 모형 내 사회계획자(social planner)는 팬데믹 억제에 따른 보건적 편익과 경제적 비
용을 바탕으로 최적 격리수준을 결정하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실제 모수값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는 경우 격리 강도를 조정
ㅇ 분석 결과, 사회계획자가 모수(CFR,  )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적
격리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사망률이 0.5~2.5%까지 나타나며, 격리정책이 없을 경우
감염률은 최대 50%, 사망률은 3.5%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동 결과는 치명률과 감염률 변동에 따라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사망률 증가로 영구적인 소비·생산 감소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격리정
책의 적절한 시행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ㅇ 팬데믹의 심각성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 결과, 불확실성
을 감안하여 격리정책을 조정(uncertainty-adjustment)하는 양상이 시나리오별로 비대칭
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계획자가 팬데믹의 심각성을 과소추정할 경우, 낮은 강도의 격리정책으로 인해
팬데믹이 확산됨(감염률·사망률 증가)에 따라 실제 모수값 수준까지 격리정책을 강화하
는 정책조정이 나타남
- 반면 팬데믹의 심각성을 과대추정한 경우에는 정책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격리 강도를 완화할 경우 팬데믹 확산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에서 기
인한 것으로 추정
ㅇ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적 격리정책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조정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Brownian Motions-augmented SIR-Macr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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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Deadly Debt Crises: COVID-19 in Emerging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75
저자: Cristina Arellano(FRB of Minneapolis), Yan Bai(Rochester大), Gabriel P. Mihalache
(Stony Brook大)

【핵심내용】
ㅇ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해당 국가들의 만
성적인 부채 부담이 전염병 위험에 대응할 정책 여력을 제약한다는 견해가 제기
ㅇ 이에 본 연구는 부채를 보유한 신흥국의 전염병에 대한 봉쇄정책 대응과 이로 인한
보건, 경제적 측면의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전염병(SIR)모형에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이 가능하다는 설정을 추가하였으며,
부채 수준에 따른 사망률, 최적 봉쇄정책의 수준 및 경제 지표들의 동학을 분석
ㅇ 전염병 발병 이전 부채를 보유(GDP 대비 30% 규모)한 경우, 봉쇄정책은 경제활동을 저
하시키는 것 외에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증가시켜 신흥국의 전염병 대응 관련 정책
여력을 추가적으로 제약
- 봉쇄정책은 노동인구를 줄여 총소득을 감소시키는데(1차적 상충관계), 이로 인한 소비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차입이 증가하며 신용스프레드 및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가
(2차적 상충관계)

- 특히, 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봉쇄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망률은 경감시킬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하며 부채 위기(debt crisis)가 심화
ㅇ 초기 가정한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봉쇄정책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최적 봉쇄
정책의 수행 강도(intensity)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사망률 증가로 귀결
- 부채가 높은 신흥국의 경우 총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봉쇄정책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한계비용이 증가
ㅇ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부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이 채무면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채무
상환에 소요된 경제적 자원을 절감하여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
* 외부의 경제원조(financial assistance) 기구가 채무의 일부를 환매하여 신훙국 부채의 명목가치를 감소시
키는 상황을 가정

- 특히, 채무 일부면제시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감소시켜 채권국의 효용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
ㅇ 본 연구는 신흥국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부채 위기 간 상충관계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사망률 축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국제적 공
조를 통해 신흥국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IR Model with Sovereign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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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Geography of Small Business Dynamics”
출처: Fed Notes
저자: Simon Firestone(Fed)
【핵심내용】
ㅇ 생산성 증대는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효율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재분배되면서 나타나
는데, 이를 효율적인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기업이 퇴출하는 사업
동학(business dynamics)으로 분석
- 2013~2018년 미국의 CBSAs*(Core-based Statistical Areas, 핵심기반통제지역)의 소기업
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
* 미 예산 사무국이 정의한 지리적 영역으로, 10,000명 이상인 도시의 중심부 및 인접한 군(county)으로 구성

ㅇ 개별 기업의 신용카드와 계좌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기업과 연체 기업을 구분
- 계좌의 연령(age)이 낮은 기업을 신규기업으로, 90일 이상 대금을 연체한 기업을 재
무 위험(financial distress)이 있는 연체기업으로 구분
ㅇ 분석 결과, 연도와 지역에 따라 사업동학의 차이가 나타남
-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을 총 4가지 경우로 관찰하였으며, 이들 중 역동적(dynamic)
지역에서 기업 간 노동과 자본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해당 도시의 생산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

연체 기업의 비율

신규 기업의 비율
상위 25%
하위 25%
Dynamic
Distressed
Growing
Not Dynamic

상위 25%
하위 25%

- 신규기업의 비율은 3.5~21.2%, 연체기업의 비율은 0.7~4.9%로 연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보였으며, 신규기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Dynamic & Growing)과 연체기업의 비
율이 높은 지역(Dynamic & Distressed)은 연도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특징을 보임
- 구체적으로, 역동적(Dynamic) 지역은 California, Arizona, Utah 등 미 남부에 집중되
어 있었으며 비역동적(Not Dynamic) 지역은 New York, Rust Belt 등 미 북동부에 집중
- 성장(Growing) 지역은 San Francisco, Colorado, Virginia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재무위험(Distressed) 지역은 Arkansas 및 주변의 Texas, Louisiana 지역으로 나타남
ㅇ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산업의 구성과 노동시장의 특성, 신용 가용성
(credit availability)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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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Nonlinear Production Networks with an Application to the Covid-19

Crisi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81
저자: David Baqaee(UCLA), Emmanuel Farhi(Harvard大)
【핵심내용】
ㅇ 분할된 신고전학파 모형(disaggregated neoclassical model)을 활용하여 코로나19가 GDP
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을 살펴보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확인
- 코로나19 팬데믹은 ① 노동공급 감소(이동제한조치) ② 생산성 하락(재택근무) ③ 소비자
의 업종별 소비구조 변화(비대면 소비 증가)와 같은 외생적인 충격을 유발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단기에는 생산요소 간 대체가 제약되는 보완관계가 존재하므로, 가장 큰 충격을 받
은 산업이 관련 산업도 함께 끌어내리는 병목(bottlenecks)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이를 확인하고자 산업간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한 단기를 가정한 多산
업-多생산요소 신고전학파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
- 개인은 노동을 공급하고 최종재를 소비하며, 개별 기업은 생산요소와 중간재를 활
용하여 중간재 및 최종재를 생산하는 일반균형 모형을 상정
- 미 경제분석국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66개 산업별 생산요소-중간재 투입구조와
최종재 소비구조를 반영하고, 4가지의 대체탄력성 파라미터로 생산요소 간, 중간재
간, 생산요소와 중간재 간, 최종재 소비상품 간의 보완관계를 각각 반영함
ㅇ 한 산업 내에서 공급 감소 충격이 최종재 소비 증가 충격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수
요가 일정한 상황에 비해 GDP가 더 크게 하락하는데, 이 때 공급 감소 충격이 커질
수록 GDP 하락폭이 체증하는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보임
- 아마존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프랑스 내 물류창고를 폐쇄하였으나, 동 기
간에 가계의 온라인 소비 행태가 증가한 상황이 이에 해당
- 반대로 외식업과 같이 공급이 감소하고, 가계의 외식 소비 역시 감소하는 경우에는
GDP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음
ㅇ 한편, 공급 감소 충격만 있더라도 생산요소 간(소비상품 간) 대체성이 낮아질수록(보완성
이 강해질수록) GDP 하락폭 역시 증가하는 비선형성이 나타남
- 4가지 대체탄력성 모두 단위탄력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탄력성이 낮은 경우, GDP
하락폭이 10%~100%만큼 증폭됨(충격 크기와 대체탄력성 크기에 따른 편차)
- 이는 생산요소(소비상품) 간 보완성이 강해질수록 충격을 크게 받은 산업으로 인해
공급망(supply chains)이 훼손되는 정도와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
【분석방법론】 Disaggregated Neoclassical Model,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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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An Event Study of COVID-19 Central Bank Quantitative Easing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41
저자: Jonathan Hartley(Harvard Kennedy School), Alessandro Rebucci(John Hopkin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주요 중앙은행이 시행
중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interventions, 이하 QE) 정책의 효과를 분석
-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2020년 3~4월) 17개국 중앙은행이 장기자산 매입 등을 통한
QE 실시 계획을 발표
ㅇ FFJR(1969)의 사건연구(event study) 접근법*을 활용하여 QE 발표가 각국 국채금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QE 발표 전·후의 세계금리** 변화 추이를 비교
*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특정 사건의 발생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분석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Universal GDP Weighted Index 수익률을 이용

- 분석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QE 발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고 동기간 중 단행된 금리인하 정책의 영향을 통제한 추가 분석을 실시
ㅇ 분석 결과, QE 발표의 영향으로 각국 국채금리와 세계금리는 하락하였고 특히 신흥국
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
- 선진국 그룹(미국·영국·EU·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의 경우, 중앙은행의 QE 발표 이
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당일 0.14%p, D+2일까지 0.11%p 하락*
* 금리인하 정책의 영향을 통제한 분석 결과, 발표 당일 0.11%p, D+2일까지 0.08%p 하락

- 신흥국 그룹(이스라엘·한국·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크로아티아·필리핀)의 경
우, 당일 0.37%p, D+2일까지 0.63%p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흥국이 선진국과 달리 QE를 사상 최초로 시행하여 정책효과가 컸던 데 기인
* 금리인하 정책의 영향을 통제한 분석 결과, 발표 당일 0.26%p, 이틀 이후 0.61%p 하락

- 3월 중순 약 2.2%였던 세계금리는 각국의 QE 발표와 더불어 Fed의 통화스왑 발표*
의 영향을 받아 3.19일 이후 급격히 낮아져 4월 말 1.7%까지 하락
* Fed는 3월 15일·19일·20일 세 차례에 걸쳐 통화스왑 대상국 확대를 발표

ㅇ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신흥국도 QE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게 됨에 따라 향후 신흥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Event Study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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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Patterns of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under Inflation Targeting”
출처: IMF, Working Paper 20/69
저자: Gustavo Adler, Kyun Suk Chang, Zijiao Wang(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하 IT) 하에서 이루어지는 외환시장 개입(이하 FXI)의 패턴
및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2000~2017년 중 12개 선진국 및 24개 신흥국의 분기별 국제수지(BOP) 데이터를 활용
하여 IT 국가와 non-IT 국가의 FXI* 정책의 규모, 대칭성(매입량과 매도량 비교), 환율관
리 정도(환율 변동성과 FXI/GDP 변동성 간 관계) 등을 비교
* FXI는 개별 국가의 분기별 BOP 상의 중앙은행 준비자산(reserve) 변화에 기존 중앙은행 자산포지션에
따른 소득변화를 차감하고, 파생상품(forwards, futures 등) 외화거래를 더한 값을 각 국가의 추세
GDP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대리변수로 사용

- FXI와 환율 및 인플레이션 간 관계, FXI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
을 분석
ㅇ FXI 패턴을 분석한 결과, IT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선진국에서는 FXI를 제한적인 규
모 내에서 대칭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빈번하게
시행하는 가운데 매입이 매도보다 큰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임
ㅇ IT 채택 신흥국을 대상으로 FXI와 인플레이션 및 환율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FXI가
인플레이션 변동보다는 환율 변동에 반응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IT 채택 신흥국 중앙은행이 FXI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활
용하기보다는 환율안정이라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
ㅇ 한편, FXI 활용이 인플레이션의 목표 달성 실패 확률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FXI 활용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 수준에 안착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회(overshoot)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IT 하에서 FXI는 물가안정보다는 환율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
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에서는 빈번한 FXI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의 목표 수준 안착
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이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Pr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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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limited Power of Indictments and Sanctions Pressure on North

Korea”
출처: 38North
저자: Richard Nephew(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미국은 중국의 비금융 기업들과 일부 북한 인사를 25억 달러 상당의 자금세탁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
- 해당 기소를 통해 미국 영토 및 미국과 범죄자인도협정을 맺은 국가들에서는 북한
인사들의 행동이 제한될 가능성
ㅇ 하지만, 중국의 금융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회피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 해당
기소 행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필요
- UN 전문가 패널들은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기업들과 협조하여 UN제재 결의안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지적
ㅇ 중국의 금융기업들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
지하는 경제적 중요성과 제재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
-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금융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중국
과의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 보복 등을 촉발할 가능성
- 또한 UN 대북제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면 중국이 대북제재망에서 이탈하여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
ㅇ 이처럼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 노력에 더 힘을 기울이는 상태
- 경제 제재는 북한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외
교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2019년 북한이 22회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였지만 미국이 12차례만 제재한
것은 미국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근거로 보여짐
ㅇ 이처럼 현재의 기소행위는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차선책일 뿐이며 북한과의 외교
적 해결을 도모하거나 확실한 경제제재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북한은 제재회피를 통하여 경제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외교적 해
결을 통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기존 경제제재의 효력을 제고하는 선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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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Do Environmental Markets Cause Environmental Injustice? Evidence

from California’s Carbon Market”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05
저자: Danae Hernandez-Cortes, Kyle C. Meng(UC Santa Barbar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GHG C&T(Greenhouse Gas Cap&Trade) 정책* 사례를 통해 시장
기반 규제 정책이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오염물 배출량의 상한(cap)을 정해 공급하고 오염물 배출권을 거래
(trade)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통과되어 2013년부터 시행

- 정책으로 인해 오염물의 지역적인 분포가 변하여 환경적인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논
쟁이 지속
ㅇ 정책이 환경적으로 불리한 지역(disadvantaged community)*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환경 정의 갭(envirnomental justice gap)에 미친 영향을 3단계로 추정
*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CalEnviroScreen(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의 환경 평가 시스템) 상위 25% 지
역을 불리한 지역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오염 피해가 심하던 지역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는지,
혹은 피해가 더 커졌는지를 추정

- ①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을 이용, 정책으로 인한 각 시설의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변화를 추정 ② 오염물 이동 모형*(HYSPLIT)을 이용, 오염물의 확산을
추정 ③ 오염물 확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주요 오염물별 환경 정의 갭의 변화를 추정
* 오염물 이동 모형(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은 미국 해양
대기청의 대기 중 오염물 확산 추정 모형으로, 오염물의 대기 확산을 기상학, 지형학적 조건을 고려
하여 추정

ㅇ 분석 결과, 정책 도입 이후 환경 정의 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려와
는 다르게 정책이 환경 정의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오염물에 대한 환경 정의 갭은 질소산화물(NOx) 21%,
황산화물(SOx) 24%, 초미세먼지(PM2.5) 30%, 미세먼지(PM10) 30%의 감소를 보임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의 분배 측면에서의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
학적 모형과 계량적 인과관계 추정 방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Pollution Transpor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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