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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Wall Street vs. Main Street QE”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59
저자: Eric R. Sims, Jing Cynthia Wu(Notre Dame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를 ① 금융기관 보유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하 Wall
Street QE)과 ② 기업(non-financial firms) 발행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하 Main Street
QE)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대침체 및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분석
- 대침체 시기에는 내생적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어려워지는 제약(이하 레버리지 제약)
이 존재한다고 가정
-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는 기업이 현금흐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제약(cash flow
constraint, 이하 현금흐름 제약)을 추가
ㅇ 분석 결과 두 유형의 양적완화가 가지는 효과는 기업의 현금흐름 제약이 구속력있는
지(binding)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Wall Street QE는 대침체 시기에서와 같이 기업이 현금흐름 제약에 구속되지 않을
때, 은행의 레버리지 제약을 완화시키는 경로를 통해 총수요를 부양
- 반면 Main Street QE는 기업의 현금흐름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증대
를 유도하는 경로를 통해 총수요를 부양
ㅇ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처럼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Main Street
QE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레버리지 제약이 해소되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현금흐름 제약에 직면하고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하기 어렵
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 기업의 현금흐름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DSGE Model

금융통화
② “The Role of Money in Monetary Policy at the Lower Bound”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65
저자: Roberto Billi(Riksbank), Ulf Söderström(Riksbank), Carl Walsh(UC Santa Cruz)
【핵심내용】
ㅇ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제로하한 제약의 현실화를 우려하여 물가수준목표제(Price
level targeting) 등 대안적 정책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통화량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
- 물가수준목표제 등은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와 달리 제로하한 하에
서도 기대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기부양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음
* 물가수준목표제 하에서 부정적 충격(물가하락) 발생 시, 민간 경제주체는 향후 물가수준이 목표경로
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따라 실질금리가 하락

- 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경기대응 효과는 통화량목표제(Monetary growth
targeting) 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ㅇ 본고에서는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해 부정적 수요충격 발생 시 통화량목표제 하에서
의 정책성과*를 물가안정목표제 및 물가수준목표제와 비교‧분석
* 후생손실(인플레이션 변동, 산출갭, 정부지출에 따라 증가) 및 정책금리의 제로하한 도달 가능성으로 평가

ㅇ 분석 결과, 통화량목표제는 정책금리 제로하한 도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후생손실 측면에서 물가수준목표제 보다 열위에 있지만 물가안정목표제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 통화량목표제 0.2%, 물가안정목표제 20.1%, 물가수준목표제 25.1%

- 이러한 결과는 통화량목표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화폐수요충격을 모형에 도입하더
라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부정적 충격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의 후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통화량목표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정책금리 제로하한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체제에 비해
재정정책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임을 시사
- 정부부채 누적으로 대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여력이 제약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
로하한 도달 가능성이 낮으며 제로하한 하에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통화량목표제의 장점이 부각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향후 제로하한 제약 현실화에 대한 우려로 대안적 통화정책체제
를 검토할 때 통화량의 역할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거시경제
③ “Waning

Immunity and the Second Wave : Some Projections for
SARS-CoV-2”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52
저자: Chryssi Giannitsarou(Cambridge大), Stephen Kissler(Harvard大), Flavio Toxvaerd
(Cambridge大)

【핵심내용】
ㅇ 다수 문헌들이 코로나19 완치자의 영구적 면역(permanent immunity) 가정을 바탕으로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완치자의 면역력 감퇴(waning immunity)에 따
른 재확산(second wave)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분석결과의 한계점이 노출
*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재감염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현재로선 부재한 상황(WHO, 4. 24일)

ㅇ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 분석모형인 SEIRS 모형*을 통해 완치자의 면역력 감퇴가 발
생한다는 가정을 도입할 경우 최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인구를 감염대상군(Susceptible), 접촉군(Exposed), 감염군(Infected), 회복군 및 사망군(Recovered or
Dead)으로 구분하여 감염병 동학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면역력 감퇴로 인해 회복군의 일정비율()만큼
다시 감염대상군이 된다고 가정

ㅇ 미국 자료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결과, 면역력 감퇴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나타난다면
최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적절한 강도(modest)로 장기간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분석
- 영구적 면역 가정 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를 일정 기간 시행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근절(eradication)하는 것이 최적
- 그러나 면역력 감퇴를 가정할 경우 완치자의 재감염 경로를 통해 감염자 재확산이
나타나므로, 초기에 감염 발생을 억제한 후 재확산 시기마다 적정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랜 기간 시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분석
- 특히 민감도 분석 결과 면역력이 빠르게 감퇴할수록 재확산 발생시기가 앞당겨지며,
이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및 지속기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적수준*
<영구적 면역 가정>

<면역력 감퇴 가정>

* 1에 가까울수록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됨을 의미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풍토병(endemic)화 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포함한 봉쇄
정책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염병의 장기적 관리(contol)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SEIRS Model

거시경제
④ “Debt Crises: Fast and Slow”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68
저자: Giancario Corsetti, Seung Hyun Maeng(Cambridge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주요국 재정정책으로 공공부채가 급
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별 국가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특히, 국가신용도가 낮고 재정 여력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의 국가부채를 중심으로
상환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가 고조
ㅇ 이에 본 연구는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따라 자기실현적 부채위
기(debt crises)가 발생할 가능성 및 위기의 발생 양상을 분석
- 국채 시장에서 위험중립적인 투자자가 국채의 가격을 제시하고, 국가는 발행 규모,
채무불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초기 부채 수준, 부채의
만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위기의 양상을 분석
ㅇ 분석 결과,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가 형성될 경우 부채의 채무불
이행 임계점*(threshold)이 하락하여 부채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임계점 이상에서는 채무불이행 선언이 발행자 입장에서 우월전략이 되도록 하는 부채 수준

- 부정적인 기대 형성시 투자자는 더 높은 국채 이자를 요구하게 되며, 이자부담이
증가한 국가(발행자)는 채무불이행 유인이 증가
ㅇ 위와 같이 자기실현적인 부채위기가 발생한 경우, 위기의 발생 양상은 초기 가정한
부채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
- 부채 수준이 낮을(GDP 대비 59~121%) 경우 부정적 기대가 차입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이
점진적으로 가중되었으며, 부채 수준이 높을(GDP 대비 121~204%) 경우 부정적 기대 형
성 직후 기발행한 부채의 만기연장(rollover)도 불가능해지는 등 즉각적인 위기가 발생
- 발행국채의 만기가 장기화되었다는 가정을 추가할 경우에도 즉각적 위기 발생가능
성은 낮아졌으나 점진적인 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은 상존
ㅇ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부채위기가 투자자의 기대를 고려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비관적인 기대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
조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상당히 낮은 부채수준에서도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미 높은 수
준의 부채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디레버리징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
【분석방법론】 Dynamic Model of Debt Sustainability and Default

미시제도
⑤ “The Rise of US Earnings Inequality: Does the Cycle Drive the Trend?”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taff Report No. 604
저자: Johathan Heathcote, Fabrizio Perri(FRB of Minneapolis), Giovanni L.
Violante(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1967~2018년 미국의 25~55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활용, 침
체 등 경기순환 과정이 소득의 불평등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
* 미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의 ASEC(Annual Social and Economic) 자료 등

- 특히, 소득 하위 20%에서 나타나는 노동시간과 소득의 장기적 감소 추세가 실업의
장기화와 관련되는지 분석
ㅇ 숙련도가 서로 다른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생애주기 중첩세대모형(life-cyc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설정
- 경제주체는 여가의 가치와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대 소득을 고려하여 구직활동
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구직성공률은 경기순환에 따라 변동
- 숙련도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높아지지만(learning by doing), 실직 상태에서는 점
점 낮아짐(scarring effect)
ㅇ 분석 결과, 경기침체가 소득 불평등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침체시에는 소득이 많은 고숙련 노동자보다는 주로 소득이 적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되며,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숙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이 하락
- (i) 구직비용, (ii) (침체로 인한) 낮은 구직성공률, (iii) (숙련도 감소로 인한) 임금 하락을
고려할 때 실업자들은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최적
- 구직포기자는 숙련도가 더 낮아지면서 기대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좋
아져 구직성공률이 높아지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됨
- 그 결과 소득이 많은 고숙련 노동자에 비해 소득이 적은 저숙련 노동자들 중에서
장기적인 구직포기자가 더 많이 발생하여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
ㅇ 향후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성향, 이질적인 여가의 가치 등 경제활동참가율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최저임금 등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
【분석방법론】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미시제도
⑥ “The Cyclica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lows: The Role of Labor

Supply Elasticities and Wage Rigidity”
출처: FRB of Philadelphia, Working Paper No. 20-23
저자: Isabel Cairó, Camilo Morales-Jiménez(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Shigeru Fujita(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ㅇ 가계의 노동시장 진입 의사결정을 반영한 매칭모형을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미
국 노동시장 고용상태 전환율*의 움직임을 재현(reproduce)하고, 노동시장 참여여부
(extensive labor supply margin)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임을 보임
* 고용상태(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6가지 유출입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하여 저량변수
(stock)인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해낼 수 있음

ㅇ 가계의 노동시장 진입(이탈), 노동시장 탐색 마찰, 임금 경직성을 반영한 매칭모형을
기반으로 노동생산성 상승 충격에 따른 고용상태 전환율의 변화 양상을 확인
- 개별 가계는 매기마다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가사노동 생산성(home productivity)에 따
라 노동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며, 이탈 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여 가사 생산품
(home-produced goods)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Benhabib et al. 1991)
-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과 일자리가 매칭되면 기업은 시장 생산품(market-produced
goods)을 생산하나, 매칭되지 않을 수 있는 탐색 마찰로 인해 실업이 발생
ㅇ 미 경제활동인구조사(CPS) 월별 데이터(1976~2016년)를 사용하여 경기확장 충격에 따른
실제 고용상태 전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를 모형의 분석 결과와 비교
- 모형의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내 주요 변수(고용상태 전환율, 실질임금,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실제 반응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ㅇ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 전환비율은 경기역행적인 반면, 실업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전환비율은 경기순행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확장시 일자리를 얻고자 노동시장 참여
유인(extensive labor supply margin)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호황시 일자리 수급 개선과 임금 상승은 노동시장 내에 남아있도록 만드는 유인인
반면, 시장 참가의 기회비용 상승(여가와 가사의 한계가치 상승)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
게 하는 유인이 됨
ㅇ 위 분석 결과는 후자의 영향이 더 큼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① 임금 경직성과
② 노동공급 비탄력성(여가-소비, 가사 생산품-시장 생산품의 보완성)에 기인
- 노동공급 비탄력성과 임금 경직성 가정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모
형은 노동시장 상황 전반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Search and Matching Model, Sign-restriction VAR

국제경제
⑦ “East Asia Decouples from the United States: Trade War, COVID-19, and
East Asia`s New Trade Blocs”
출처: PIIE, Working Paper 20-9
저자: Peter A.Perti(Brandeis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Michael G.Plummer(Johns
Hopkin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환경 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협정 강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동아시아 경제지형의 변화를 예측
- 2018년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2020년 발효를 목표
로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점 분석
ㅇ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역분쟁 발발이 글
로벌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무역협정의 효과를 분석
- 또한,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무역협정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소득 감소를 초래하지만 CPTPP와
RCEP가 발효되면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소득 손실이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연간 약 3,0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CPTPP와 RCEP 체결은 2030년에 글로벌 소득을 각각 1,210억 달러와 2,090억 달러
만큼 증가시켜 무역분쟁의 손실을 모두 상쇄하며, 특히 RCEP 체결은 무역분쟁이 발
생할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무역분쟁이 없는 경우 CPTPP와 RCEP 체결은 2030년의 전 세계 소득을 각각 1,470억 달러와 1,860
억 달러 증가시킴

ㅇ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RCEP 체결 유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분석 결과, 무역분쟁에 대응하여 RCEP이 체결될 경우 15개국의 역내 무역은 2030년
에 4,280~4,450억 달러 증가하고 역외 무역은 390~480억 달러 감소
-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유대관계가 증진되고 특히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시아 3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전 세계적으로 고립주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의 지역주의화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지역 내 무역협정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국제경제
⑧ “The Effectiveness of Macroprudential
against Volatile Capital Inflow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67

Policies and Capital

Controls

저자: Jon Frost(BIS), Hiro Ito(Portland State大), Rene van Stralen(De Nederlandsche
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거시건전성 정책(MaPs)과 자본 통제 정책(CCs)이 자본유입의 규모 및 구성, 은
행·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 거시건전성 정책은 외환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외환기반(FX-based) MaPs와 그 이외의
비외환기반(Non FX-based) MaPs로 구분
- 2000~2017년에 걸친 83개 국가의 자본유입 및 정책시행 데이터를 성향스코어매칭모형
*
(propensity score matching model) 으로 분석
* 개별국가의 정책시행(MaPs, CCs)이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동 국가의 거시경제 여건
(성장률, 금융발전 정도)등 여타 요인이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정책시행의 순효과를
추정하는 데 효과적인 모형

ㅇ 분석 결과, 외환기반 여부와 관계없이 MaPs의 시행은 자본유입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
구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Cs는 자본유입의 규모 및 구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유입 구성에 대한 MaPs의 영향을 살펴보면, 외환기반 MaPs는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기타투자 비중을, 비외환기반 MaPs는 포트폴리오 비중만을 감소시킴
- 외환·비외환 MaPs는 FDI 비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외환·비외환 MaPs 시행은 향후 3년 내 급격한 자본유입(surge) 가능성을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CCs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 위기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는 외환기반 MaPs 시행이 3년 내 은행위기 발생 가능성
을 낮추는 반면,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 비외환기반 MaPs 및 CCs는 은행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외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춘 외환기반 거시건전성 정책이 거주
(residency) 여부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하는 자본 통제에 비해 자본 유입의 변동성 억제
에 효과적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Propensity Score Matching Model

동북아경제
⑨ “An Analysis of North Korean Trade amid Warming Global Relations

Utilizing RCA, RSCA, and TBI”
출처: The European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저자: Aaron Rae Stephens, Ramin Kasamanli(Hartwick大)
【핵심내용】
ㅇ 북한이 국제 무역망으로 복귀할 경우 북한의 유망 산업을 무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정
-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 무역망으로 복귀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남북 통일보다는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 연합체제가 현재 시점에서 더욱 현실적*
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 남북 국민 정체성 연구에 따르면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ㅇ 북한의 무역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원자재 수출에 편중된 구조
-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2018년 96%인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1% 수준에 그쳤으며 이러한 편중현상은 금융제제로 인해 북한과의 일반적인 수출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
- 북한은 철강, 석탄 및 기계류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UN제재로 인하여 석탄 수
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3%에서 2018년 4%로 급락
ㅇ RCA*, TBI# 등의 비교우위 지표를 통해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북한은 어업과
직물업, 광물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RCA(현시 비교우위 지수)는 전세계 수출-수입의 비율 대비 비교국의 수출-수입 비율로서 해당 국가가
특정 상품에 특화된 정도를 나타냄

# TBI 지수는 특정상품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지표
로서 높을수록 비교우위를 보임

- 직물업과 광물업의 비교우위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임금 고숙련노동자에
기인
ㅇ 다만 해당지표는 재제정책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무역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에 따라 비교우위가 상시적으로 변화
【분석방법론】 RCA, RSCA, TBI 비교우위 지표

기후변화
⑩ “Asset Diversification versus Climate Ac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63
저자: Christoph Hambel, Holger Kraft(Frankfurt大), Frederick van der Ploeg(OxCarre)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2부문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산 선택
과 기후변화의 관계, 기후변화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
ㅇ 2자본-2에너지 성장 모형*에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경로를 반영,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주요 거시경제 변수, 경제주체의 자산 선택과 자산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친환경(clean) 자본 및 에너지, 공해(dirty) 자본 및 에너지가 각각 완전대체재인 두 생산물의 생산요소
로 활용되며, 공해 자본을 친환경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조정 비용(adjustment cost)이 소요됨

- 기온 상승에 따라 ①생산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수준효과(level impact) ②기후 재난 발
생 확률이 높아지는 재난효과(disaster impact) ③감가상각률이 높아져 자본 축적을 저
해하는 성장률효과(growth rate impact)의 세 가지 피해가 발생
- 각 피해에 대하여 기온이 상승할 때 경제주체의 자산 구성, 경제의 이행 경로 및
무위험이자율, 리스크 프리미엄 등의 변화를 분석
ㅇ 분석 결과, 오염을 감축하려는 동기와 자산을 다양화하려는 동기가 초기에는 상호보
완적으로 탈탄소화(decarbonization)에 기여하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충이 발생
- 오염을 줄여 생산물을 높이려는 동기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변동성을 줄이려
는 동기가 모두 공해 자본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는 총 자본의 변
동성이 최소인 시점까지 지속됨
* 초기에는 보유 자본이 대부분 공해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후에는 오염 감축의 측면에서는 공해 자본을 줄이려 하는 반면 다양화의 측면에
서는 공해 자본을 더 이상 줄이려 하지 않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둔화
ㅇ 기후변화 및 기후 정책은 자산가격(무위험이자율 및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침
- 기온 상승으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여 무위험이자율이 하락
하지만, 탄소세 정책 도입 시 리스크가 제한되어 하락 폭이 매우 축소됨
- 위험자산(친환경, 공해 자본)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변화가 제한
적이지만 재난효과가 존재할 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
ㅇ 본 연구는 탈탄소화와 경제주체의 재무적인 목표가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 있
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acroeconomic Growth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