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3호>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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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dity in the German Corporate Bond Market: Has the CSPP Made a

Difference?”
출처: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08/2021
저자: Lena Boneva(ECB), Mevlud Islami, Kathi Schlepper(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16.6~2018.12월 중 시행한 1,780억 유로 규모의 ECB 회사채 매입프로그램
(Corporate Sector Purchase Programme, 이하 CSPP)이 독일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CSPP의 단기효과를 측정하는 유량효과(flow effect) 분석과 장기 누적효과를 측정하는
저량효과(stock effect) 분석으로 구분
ㅇ 분석 결과 CSPP는 독일 회사채 시장 유동성을 단기적으로는 개선(유량효과)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유통시장 거래 물량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악화(저량효과)
- CSPP 도입의 단기 유량효과 분석 결과 중앙은행이 채권시장 수요자 역할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나 그 효과는 작은 것으로 분석
* 평균 매입 규모가 7백만 유로인 채권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는 매입 당일 해당 채권의 평균 매수-매
도 스프레드인 35bp에 비해 0.7bp 축소되었고, 거래량은 60만 유로 증가

- 반면 장기 저량효과 분석 결과 CSPP의 장기화가 유통시장 내 거래 가능한 회사채
물량을 감소시키면서 프로그램 종료 후의 유동성을 악화*
* 매입대상 채권의 견적 수가 약 2.2개 감소하였으며, 매수-매도 스프레드 역시 약 1bp 확대

ㅇ 시장 및 채권 특성에 따른 CSPP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 유량효과는 신규 발행 채
권에 대한 유동성을 개선하였으나 장기 저량효과는 발행한 지 오래된 채권 및 발행규
모가 큰 채권의 유동성을 악화
- 이러한 결과는 정책 개입이 없어도 거래가 활발한 신규 발행 채권의 유동성만 개선
하고 발행한 지 오래된 채권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CSPP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정책의 실시 기간,
대상 시장 및 채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전 이를 면
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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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What Moves Treasury Yield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978
저자: Emanuel Moench(Deutsche Bundesbank), Sorrosh Soofi-Siavash(Bank of Lithuania)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 국채수익률, 금융시계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익률곡선과 다양한 거시
경제 변수 간 관계를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으로 분석
* 1962년~2019년 중 다양한 만기(1~10년물)의 국채수익률 데이터와 134개의 거시 및 금융 시계열 자료를
포함

ㅇ 분석 결과, 국채수익률 변동은 수준(level), 기울기(slope), 수익률곡선 뉴스(yield curve
news) 충격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수준 충격의 경우 모든 만기에 걸쳐 전반적인 수익률을 변화시키고, 기울기 충격의
경우 장, 단기 국채수익률에 상반된 영향을 미쳐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유발
- 수준 및 기울기 충격 요인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률 변동을 잘 설명하나 중기적인
시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음
- 반면, 뉴스 충격은 국채수익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시차를 두고 나
타나는 중장기적 시계의 수익률 변동을 잘 설명
- 뉴스 충격이 수익률곡선의 즉각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동 충격이 단기금리
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에 상이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그 효과가 상쇄되는 데 기인
ㅇ 한편, 뉴스 충격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충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시장의 실현된(realized) 변동성 및 내재된(implied) 변동성이 확대되는 충격

- 뉴스 충격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충격과 유사하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실물경제 위축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수익률곡선 뉴스 충격 등)와 같은 부정적인
수요충격 발생 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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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Rol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for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07/2021
저자: Christian Conrad, Zeno Enders(Heidelberg大), Alexander Glas(FAU Erlangen-Nürnberg)
【핵심내용】
ㅇ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는 개별 경제주체의 정보 집합이나 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
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청년과 노인 세대 간 경제적 경험의 이질성이 큰 데다 경제 현황이나 정책 관
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주체 간 기대의 차이가 확대
ㅇ 이에 본 연구는 통화정책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와 개인의 인플레이션 경험*이
가계의 기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일생 동안 실현된 연간 인플레이션율에 최근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평균하여 계산

- Bundesbank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 ① ECB의 통화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
를 묻는 문항과 ② ECB의 예기치 않은 정책금리 변경에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묻는 문항을 추가
- 동 조사에 포함된 응답자의 나이‧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활용, 정보
경로와 인플레이션 경험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및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도를 분
석
ㅇ 분석 결과, 가계가 인식하는 인플레이션율 및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정보 획득 경로에 큰 영
향을 받지만, 미래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 매체(신문, 라디오, TV 등)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가계가 소셜 미디어 등 기타
매체를 활용하는 가계보다 실현된 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대인
플레이션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
- 가계가 인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에는 경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미래의 인플레이션 방향 변화에 대한 기대에는 정보 경로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
은 대신 인플레이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가계일수록 추후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기대할 확률이 높음

- ECB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 하에서도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가계일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
경로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경제주체가 매체를 통해 거시경제지표를 받아들이지만, 기대를 형성하고 정
책에 반응할 때 활용하는 ‘경제학 모형’은 경험에 상당 부분 영향받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near Regression, Prob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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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Korea’s Growth Prospects: Overcoming Demographics and COVID-19”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1/92
저자: Andrew Swiston(IMF)
【핵심내용】
ㅇ 한국은 수출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배경에는 인구 증가,
인적 및 물적 자본 확대가 생산성과 산출량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출 것으
로 보이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역시 미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 경제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영향으로 한국의 상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제적으
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

ㅇ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s) 방안을 살펴봄
ㅇ 한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완만하게 하
락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경기침체는 중기적으로 잠재GDP를 낮출 것으로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21~30년 2.5%에서 2031~40년 2.0%, 2041~50년 1.7%까지 하락*
*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으로 나눠보면 노동의 기여도는 2021~25년
+0.2%p에서 2046~50년 –0.7%p로 하락하며, 자본의 기여도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 영향
으로 2021~25년 1.4%p에서 2046~50년 1%p로 하락

-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투자와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2021년 잠재GDP는 1% 감소, 2022~25년간 잠재GDP는
1.5~2.5%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상흔 효과, scarring effect)
ㅇ 잠재성장률 저하와 글로벌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서비스업종의 노동생산
성을 높이고,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 긴요
- 2010년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9% 수준이며, 특히 도소매, 운송보관, 숙
박 및 음식, 출판, 정보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30%대 전후에 불과*
* 한국은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경쟁 부족, 높은 창업비용,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 등에서 부
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WEF, 2019) 이는 서비스업종의 성장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방해하는 요인

- 한편, 한국의 ICT 보급과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코로나19 이
후 가속화될 디지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신속한 경제구조 및
규제 개편이 필요
- 시나리오 분석 결과, 동 구조 개혁은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0.5%p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 잠재GDP 증가분은 12%에 달할 것으로 전망
【분석방법론】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Multivariate Filte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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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Welfare Cost of Vaccine Misallocation, Delays and Nationalism”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980
저자: Christian Gollier(Toulouse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 보급의 효과와 최적 배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본고는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을 반영한 SIR 모형*을 통해 다양한 백신 배분 시나리
오를 사회후생 관점에서 평가
* SIR 모형은 인구를 S(의심군)-I(감염군)-R(회복군)으로 구분하여 전염병의 동학을 분석하는 모형

- 기본 SIR 모형에 V(백신접종)를 추가하고 프랑스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모수를
설정하여 각종 백신 보급 시나리오별 분석
*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해 치명률 등을 높게 설정했으며, 백신접종시 일정시간후 면역이 된다고 가정

- 취약 연령층(65세 이상)에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무작위 접종,
백신 접종이 없는 경우, 백신 국수주의(Nationalism) 등을 기타 시나리오로 설정
ㅇ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취약 연령층 우선접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및 총 후생
감소분이 최소화
- 무작위 백신 접종시 비취약 연령층(19-64세)에도 백신이 조기에 보급되어 해당 연령층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취약층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단지 GDP 감소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무작위 접종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나았으
나*, 전체 사망률도 고려한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취약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은데 해당 연령층에 백신이 조기 접종되며 바이러스의 종식
자체는 빨라졌기 때문

ㅇ 한편 2국 모형(백신 생산-수입국)으로 분석하면, 백신 생산국 위주로만 백신이 배분(백신
국수주의)될 경우 각국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비해 전세계 사망자수 및 후생감
소분이 증가
- 백신 수입국은 생산국에 비해 211일 이후에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취약 연령층
의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이동제한조치 기간이 길어지며 GDP 감소분도 증가

1국
모형
2국
모형

백신보급 시나리오별 사망자 및
사망자(명)
19-64
65+
기본 시나리오
41,641
50,026
무작위 접종
27,277
120,463
백신접종이 없는 경우
72,705
396,464
균등 배분(평균)2)
41,641
50,026
생산국
26,159
37,166
백신
국수주의
수입국
38,969
120,250

후생감소분
총합
91,817
147,807
469,351
91,817
63,450
159,347

후생감소분(%)
GDP 감소
총합1)
13.8
27.5
12.8
34.9
34.7
104.8
13.8
27.5
9.3
18.8
19.5
43.3

주: 1) GDP 감소분에 생명의 통계적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로 시산한 사망자로 인한
후생감소분을 포함
2) 균등 배분시 각국 취약층 위주로 백신이 배분되어 2국의 평균값이 기본 시나리오와 같음

【분석방법론】 SI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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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The Ways the Cookie Crumble : Education and the Margins of Cyclical

Adjustment in the Labor Market”
출처: Federal Reserve Board Working Papers 2021-019
저자: Cynthia L. Doniger(FR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경기변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노동자의 학력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고 사회후생적 함의를 도출
ㅇ 분석 결과, 저학력 노동자일수록 실직률*(Job separation rate)이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된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E→U),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하거나(E→I), 이직(JTJ)하는 확률의
총합으로서 청소년 장기추적조사(NLSY)와 인구조사(CPS)를 바탕으로 월별 변동률을 측정하였음

- 학력이 고졸 미만인 노동자의 평균 실직률은 9.8%로 대졸 이상 노동자 평균(3.4%)의
2배 이상이며, 변동성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
ㅇ 반면 고학력 노동자일수록 임금이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증모형에서 임금은 노동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Labor)*을 추정하여 활용
* 노동의 사용자 비용은 노동자를 고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 비용의 총합으로 신규채용자 임금과
기존채용자의 임금변동분을 시간할인율과 직업변동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총합임

-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경기 민감도는 –16으로 실업률 1% 상승시 노동의
사용자 비용이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졸 및 전문대졸(-4.9)과 고
졸미만(-1.4)보다 높은 수준
- 고학력일수록 임금이 경기에 대한 민감한 이유는 불경기에 구직을 시작한 신규 고학력
노동자는 저학력 노동자와 달리 대체로 큰 폭의 임금하락을 수용하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경기변동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이질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노동시장의 이질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제 분석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회후
생 비용을 상당 폭 과소추정할 가능성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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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Regulating Personal Data: Data Models and Digital Services Trade”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9596
저자: Martina Francesca Ferracane(EUI), Erik Van der Marel(ULB)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3가지 유형의 모델로 구분한 뒤, 국가 간 중력
방정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규제 모델과 디지털 서비스 교역 간 상관관계를 도출
- 116개국의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방식과 국내에서의 데이터 처
리 방식에 따라 ① 개방형(open model) ② 조건부형(conditional model) ③ 제한형(limited
model) 모델로 분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개방형

-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하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안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에 의존

조건부형

- 정보보유자의 동의와 같은 사전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정보 전송 가능

제한형

-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등 강력
한 규제 부과

국내 데이터 처리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부재
건강, 금융 등 부문별 데이터 처리 과정 상이
개인정보 보호를 일종의 소비자 권리로 인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같은 포괄적인 정보
보호 체계 확립
- 개인정보 보호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
- 국가 기관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
-

- 국가 간 공유되는 규제 모델이 디지털 서비스 교역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국경 간 전송 방식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개방형
모델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른 모델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디지털 서
비스 교역 규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한형 모델을 공유하는 경우 교역 규모가 가장 크게 축소되었으며, 조건부형 모델
을 공유하는 경우 부문별로 교역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남
ㅇ 국내 처리 방식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조건부형 모델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디지
털 서비스 교역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방형과 제한형 모델을 공유한 국가 간 디지털 서비스 교역 규모는 축소되었으며,
특히 IT와 정보 서비스 부문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디지털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을 개방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를 부과
함으로써 교역 상대국에 신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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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Emerging Market Securities Access to Global Plumbing”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94
저자: Gongpil Choi(한국금융연구원), Federico Ortega, Manmohan Singh(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가 간 금융거래에서 담보로 활용되지 못하는 신흥국 증권의 한계를 분석하고,
신흥국 증권의 담보 활용을 통해 금융안정 유지와 달러조달 위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제안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로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신흥국 담보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자금공급(global plumbing)에서 신흥국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
ㅇ 사례 분석 결과, 글로벌 경제의 유로달러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신흥국으로 파급되면서 금융 불안을 야기
- 중앙은행 간 유동성 지원제도는 미 국채를 상당량 보유한 일부 우량 신흥국에게만
제공되며, 그 외 대다수 신흥국은 위기 상황에서 달러 조달을 위해 외환스왑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신흥국은 유로존에 비해 제한적인 담보 활용*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 리스크 관리,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불리해졌고, 전통적인 외환스왑에 대한 은행의 선호가 강화되
었으며,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달러 자산과 부채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국채는 국가 간 금융거래의 적격담보로 활용되지 못하며, RP와
역RP 거래의 담보 가운데 아시아 증권의 비중은 각각 7.1%와 0.5%에 불과

ㅇ 국가 간 금융거래의 적격담보로서 신흥국 증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흥국 중앙
은행의 세 가지 필요 조치 사항을 제안
- 신흥국 증권에 대한 헤어컷 비율 확대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은행이 달러 및 유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급준비금을 신흥국 증권
담보대출로 대체할 유인을 제공
- 자국 증권이 국외에서도 국가 간 금융거래에 적격담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예탁
결제기구(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와 규제 관련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
- 중앙은행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공동담보(collateral pool) 조성
ㅇ 본 연구는 신흥국의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면 국가 간 금융거래에서 신흥국 적격담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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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북아경제
⑨ “Kim Jong Un's Risky Economic Gambit”
출처: 38 North
저자: Jonathan Corrado(The Korea Socie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새로운 5개년 국가경제발전 계획에서 민간기업과의 관계 재정비, 자력
갱생(self-sufficiency), 경제에 대한 통제력 강화 등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되며 북한
경제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ㅇ 대북제재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역사적으
로 낮은 수준의 예산 수입 증가율(0.9%)로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우며 정부의 시장관리
방식도 민간 투자의 영향을 제한
- 대북제재로 인한 손실이 46~82억 달러(2020.3월 UN보고서), 외환보유액 감소분이 2017
년 이후 연간 10억 달러, 무역적자가 2019년 기준 27억 달러로 나타남
- 2019년 말 인상된 판매대 수수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
면서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당국이 시장화로 발생한 이익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자본축적도 제한됨
ㅇ 김정은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여러 시장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변화의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되어 우려되는 상황
- 농업개혁으로 수확량의 더 많은 부분을 민간에 배분하는 한편, 기업소법 개정(2014)으
로 민간기업가의 국영기업 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생산 및 가격결정에 자율성을 부여
하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으로 개정(2019)
ㅇ 북한 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흥 상인세력인 돈
주*의 자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하려고 함
* 허가 및 감독권을 가진 관리와 후원 관계를 대가로 자율성을 허용받아 시장 활동을 하는데 큰 규모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짐

- 채권 발행 시도(2020.4월), 입당 희망자에 대한 충성 기금(loyalty funds) 증액 등의 방
법으로 현금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화 및 중국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가격상한제,
운영시간 축소 등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ㅇ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생산 과정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된 기업소법 개정(2020.11월)
으로 인해 생산기지*가 국가의 지도·검사·조세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지에서 작동하
던 시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소규모 유사국가기업으로 외국 무역회사들이 자율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감독을 피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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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Real Effects of Climate Policy: Financial Constraints and

Spillover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986
저자: Söhnke Bartram(Warwick大), Kewei Hou(OSU), Sehoon Kim(Florida大)
【핵심내용】
ㅇ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적 정책
(optimal climate policy)에 대한 합의 없이 기후정책들을 국지적·산발적으로 시행 중
- 지역별로 시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climate policy)이 온실가스의 외부성을 충분히
내부화하지 못한다면, 의도치 않은 파급효과(spillover)가 나타날 가능성
ㅇ 본고는 2013년 캘리포니아 주(州)의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 도입 사례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2010~2015년 미국의 사업장 자료(plant-level data)를 이용하여 기업의 금융제약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제도 도입 이후 캘리포니아 주 소재 사업장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감소(-33%)시킨 반면, 다른 주 소재 사업장의 배출량은 증가(+29%)시킴
* 캘리포니아 주와 그 외 지역에 사업장을 모두 가진 511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 특히 캘리포니아 주 소재 사업장과 생산 공정이 유사하고 유휴설비가 많은 여타 주 소
재 사업장의 배출량을 늘렸으며, 이러한 배출량 조정(reallocation)은 기업의 규제 회피
동기에서 비롯
- 한편 금융제약에 직면하지 않는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감축
비용을 외부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ㅇ 기업들의 배출량 조정 결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역적
으로 이동할 뿐, 총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 동 결과는 국지적으로 시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유효성이 반감될 수 있으며,
세계적 규모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따라서 기업들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고안
하고 국가 간, 지역 간 조화로운 정책 모색이 필요
* 규제 강도가 높은 지역(국가) 대신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국가)을 선택 및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함을 의미

ㅇ 본고는 온실가스 억제정책 도입시 기업들의 금융제약이 정책 유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정책 수립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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