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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Understanding Discount Window Stigma”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Brief EB20-04
저자: Huberto M. Ennis, David A. Price(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재할인정책은 시중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반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정책효과가 저해
될 가능성이 존재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도입된 기간차입대출(Term Auction Facility,
이하 TAF)은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
- 2007~2008년 중 TAF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재할인창구를 통한 대출보
다는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금융시장이나 TAF를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 인해 대형 은행들이 지준 보유량을 확
대할 가능성
ㅇ 그동안 낙인효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이해가 미흡하였는데, 최근 Ennis(2019)는 차
입은행과 대출은행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 문제가 발생
하는 이론모형을 통해 재할인정책에 수반되는 낙인효과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재할인정책의 낙인효과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남
- 재할인창구를 통해 차입한 은행의 상환위험(repayment risk)이 그렇지 않은 은행의 상환
위험을 평균적으로 상회
- 또한 재할인창구를 통해 차입한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시 지불하는 금리가 그
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
- 이처럼 낙인효과는 금융취약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은
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등 역선택 문제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재할인창구를 통한 차입과 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은 미묘한 상호작
용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만큼 낙인효과의 역할이 복잡(complex)하다는 것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Investment and Firm Heterogeneity”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390
저자: Elena Durante, Annalisa Ferrando, Philip Vermeulen(EC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연령(age) 및 산업별로 비교·분
석*하고 관련 통화정책 파급경로(신용경로 및 금리경로)를 점검
* 통화정책 충격은 EONIA 3개월 스왑금리의 통화정책 발표 전후 30분간 변동폭으로 측정하며 기업투
자는 유로지역의 미시 기업데이터를 활용

ㅇ 기업을 연령*에 따라 분류한 다음 통화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젊은 기업(young firm)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립으로부터 1~10년 된 기업은 젊은(young) 기업, 11~20년 된 기업은 성숙(mature) 기업, 21년 이
상 된 기업은 오래된(old) 기업으로 분류

- 긴축적 통화정책 시 젊은 기업의 투자는 평균적인 투자 감소폭에 비해 10% 더 하
락하는 반면 오래된 기업의 투자는 평균보다 10% 적게 하락
- 이는 젊은 기업일수록 신용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긴축적
통화정책 시 더 큰 신용제약에 직면하게 됨을 나타내며, 신용경로의 작동을 뒷받침
ㅇ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내구재 제조업의 기업투자가 다른 산업(비내구재 제조업, 서비스
등)에 비해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비내구재 및 서비스에 비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이며, 금리경로의 작동을 뒷받침
ㅇ 기업의 연령별・산업별 분류를 종합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내구
재 제조업 분야에 속해 있는 젊은 기업의 반응이 가장 컸으며 비내구재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속한 오래된 기업의 반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 연령별 반응차이와 산업별 반응차이를 비교한 결과, 산
업별 반응차이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통화정책에 대한 기업연령별 반응차이는 일부 산업(건설업 및 서비스업)에 한해 나타나
며 정책시행 이후 1년까지만 유의한 반면, 산업별 반응차이는 모든 연령의 기업에
서 나타나며 정책 시행 2년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신용경로가 통화정책 파급을 용이하게 하지만 금리경로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금리경로가 통화정책의 주요 경로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Local Projection

거시경제
③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Covid-19: Can Negative Supply Shocks

Cause Demand Shortag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6918
저자: Veronica Guerrieri(Chicago大), Guido Lorenzoni(Northwestern大), Ludwig
Straub(Harvard大), Iván Werning(MIT)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측 충격이 수요측 침체로 증폭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
- 공급측 충격으로 촉발된 수요 침체가 경기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케인지언 공급 충
격(Keynesian supply shock)으로 정의하고,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공급 충격*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분석
*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서 특정 재화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차입제약, 이질적
재화 등을 반영하여 해당 충격이 고용, 소득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ㅇ 단일한 재화를 가정한 벤치마크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억제정책(containment policy)으
로 일정 비율의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케인지언 공급 충격이 발생하
지 않았음
- 추후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에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차입제약을 부과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ㅇ 그러나, 복수의 재화를 가정하고 동일한 충격을 부여할 경우 재화간 관계에 따라 수
요측으로도 침체가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
- 한 재화가 억제정책으로 생산이 감소할 경우 여타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고용
감소 효과가 억제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부문으로도 파급
- 특히, 억제정책으로 폐쇄된 부문이 다른 부문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억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의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증대
ㅇ 효용함수에 건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으로 폐
쇄된 부문 내 종사자의 소득을 보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억제정책으
로 인한 침체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
- 특히, 재정정책만으로 수요 침체를 방지할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공급충격에 의해 내생적으로 수요도 감소하며 침체가 증폭될 수 있음을
제시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중요성을 강조
【분석방법론】 DSGE Model Analysis

거시경제
④ “The Unprecedented Stock Market Reaction to COVID-19”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45
저자: Scott R. Baker(Northwestern大), Nicholas Bloom(Stanford大), Steven J.
Davis(Chicago大), Kyle J. Kost(Chicago大), Marco C. Sammon(Northwestern大),
Tasaneeya Viratyosin(Pennsylvania大)
【핵심내용】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충격을 경험한 바, 과거의 전염병
상황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성이 대두
-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 접근방법*을 통해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
을 살펴보고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원인을 분석
* 주요 신문사의 경제,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 언급한 기사들의 비율을 바탕으로 주가변동성지표
(EMV tracker)를 산출하고, 동 기사들 중 전염병과 관련된 기사들을 이용하여 전염병이 주가변동성
에 기여하는 부분을 측정

ㅇ 과거 전염병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단기적이고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코로나19가 기여한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
- 1900년 이래 일별 주가가 2.5% 이상 변동한 횟수는 과거 120년간의 빈도(1,129회)
에 비해 최근 한 달간의 빈도(18회)가 훨씬 높음
- 특히, 주가변동성지표는 코로나19 초기(2020. 1월)까지는 과거 전염병 상황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월부터 7배 이상 급상승하였으며, 3월에는 주가 변동성 및 정책 불
확실성에 관한 기사들 중 90%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
ㅇ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충격은 정책 이외의 요인*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와 같이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코로나19 억제정책에 주로 기인
* ①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사망률, ② 정보의 신속하고 광범한 전파, ③ 국가 간 상호연계성 심화
및 서비스산업 발달 등의 원인을 들 수 있으나, 주가 급락과 변동성을 설명하는데 제한적

- 코로나19 억제정책은 산업으로의 노동 공급을 차단하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축
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주식시장이 선반영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
고 변동성이 증폭
ㅇ 코로나19 억제정책이 주식시장에 대한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 될 수 있
으므로, 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shifting to less
sweeping containment policies)을 시사
* 바이러스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과민반응 현상

【분석방법론】 Text-based Approach

미시제도
⑤ “Firm-level Exposure to Epidemic Diseases : Covid-19, SARS, and H1N1”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573
저자: Tarek Hassan(Boston大), Stephan Hollander(Universiteit van Tilburg), Laurence
van Lent(Frankfurt大), Ahmed Tahoun(London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전 세계 84개국의 11,943개 기업을 대상으로 팬데믹 하에서 각 기업이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
- 분기별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에서의 팬데믹(Covid-19, SARS, H1N1 등)과 그
영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2001.1월~2020.3월 기간중에 Refinitiv Eikon database, S&P compustat, CRSP(Center for
Research in Security Prices)를 통해 입수한 분석 대상기업의 분기별 컨퍼런스 콜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팬데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팬데믹이 특히 유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받는 영향이 더 크며, 각
지역별 팬데믹의 언급 빈도는 SARS(2~6%), H1N1(1~3%)에 비해 Covid-19(4~8%)에서
더 높음
- 업종별로는 금융, 보험, 부동산 업종(25% 이내)에 비해 제조, 도·소매 업종(50%)에서
팬데믹 언급빈도가 높음
ㅇ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기업이 우려하는 바는 다양하게 나타남
-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43.5%)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불확실성 증대’(27.5%),
‘공급망의 훼손’(27.0%), ‘생산능력 감소 및 셧다운’(18.0%), ‘근로자 복지’(17.5%) 등의
문제도 언급 
* 괄호는 해당 주제를 언급한 기업의 비율

- 코로나19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자사에 기회가 된다고 언급한 기업
도 드물지만 일부 존재
ㅇ 코로나19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데
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
-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우려하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정부 개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텍스트마이닝

미시제도
⑥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49
저자: Scott R. Baker(Northwestern大), R.A. Farrokhnia, Michaela Pagel(Columbia大),
Steffen Meyer(Southern Denmark大), Constantine Yannelis(Chicago大)
【핵심내용】
ㅇ 미국의 거래 단위 소비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정책 대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의 반응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다름을 보임
- 자산관리 앱(계좌, 신용카드 정보 연동) 사용자 4,735명의 거래 정보(69만여 건), 나이, 성
별,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 활용
- 군(county) 단위로 측정한 평균 이동거리(스마트폰 GPS 신호 활용)를 대리변수로 활용하
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를 파악
ㅇ 분석 결과, 2월 말부터 일 평균 소비지출과 식료품 지출은 급증하여 3월 초에 기존
(1~2월 평균)보다 2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는 향후 생필품 구매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민간이 생필품을 비축했기 때문
* 2월 말부터 3월 초는 확진자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2.24)하는 등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된 시기

- 동기간 신용카드 지출 역시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차입을 통한 비축 행태를 반영
- 한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생필품 비축을 더 많이 하고, 중장년이 청년(30세 미만)보
다, 여성이 남성보다 생필품을 많이 비축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3.13)한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소비지출
전반은 1~2월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품목별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남
- 항공·대중교통·외식 관련 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배달 음식 관련 지출은 증가
ㅇ 3월 말, 자택 대피명령(shelter-in-place order)이 발동된 주(state)와 그렇지 않은 주 사
이의 소비행태 역시 상이하게 나타남
- 자택 대피명령이 발동된 주는 외식 지출이 31.8% 감소하고, 식료품 지출이 23.2%
증가했으나, 그렇지 않은 주는 각각 12.3% 감소, 8.4% 증가를 나타냄
ㅇ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할수록 식료·소매·외식 소비지출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신용카드 지출 규모는 그렇지 않음
-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Netflix, Apple TV 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Attention to the Tail(s) : Global Financial Conditions and Exchange Rate
Risk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387
저자: Fernando Eguren-Martin, Andrej Sokol(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주요국 통화의 가치가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
- 특히 글로벌 금융 상황이 악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점검
ㅇ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사이클이 변동할 때 환율변동
률의 확률분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포의 꼬리(tails)에 중점을 두고 분석
-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대용변수로 글로벌 금융상황지수(Global Financial Conditions
*
Index) 를 활용
* 43개국의 1995년~2018년 중 월별 금융패널 데이터(금리·주가수익률·주가변동률·각종 스프레드 등)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 글로벌 금융상황지수를 작성

- 경상수지, 금리, 외환보유액, 재정수지, 순대외자산, GDP 등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통화별 특수 위험요인을 식별
ㅇ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상황이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통화(엔화, 스위스프
랑 등)의 가치는 상방(절상) 테일 리스크가 증가하고,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통화(호주 달
러)의 가치는 하방(절하) 테일 리스크가 증가
*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시점(2008년)과 유로지역 위기 시점(2010년~2011년)에 글로벌 금융상황지수가 매우 큰
변동성을 나타냄

- 유로화의 경우 금융상황 악화 시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상하방 테일 리스
크가 모두 증가
- 한편, 글로벌 금융상황 악화 시 통화가치 하방(절하) 리스크는 ① 고금리 국가 ② 경상
수지 적자 국가 ③ 외환보유액 부족 국가 ④ 대외순채무 보유 국가 등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에 대해 안전자산 또는 위험자산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적합함을 시사
- 또한 동 분석방법을 활용할 경우 향후 글로벌 금융상황 악화가 통화가치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다양한 리스크 분석이 가능
【분석방법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Quantile Regression

국제경제
⑧ “Central Bank Swap Lin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출처: CEPR Press, COVID-19 Economics Issue 2
저자: Saleem Bahaj(CEPR), Ricardo Reis(LS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실시한 미달러 스왑라인 확장 및 스왑스프
레드 인하 조치*가 스왑 체결국의 무위험 금리평형 조건(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
하 CIP) 이탈(devia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연준은 최근 상설(standing) 통화스왑 국가들과의 스왑에 적용하는 스프레드를 0.5%에서 25bp 낮춘
0.25%로 변경하고, 스왑 만기를 1주일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도 운영함과 동시에 운영 주기를 주 단위
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여 빈도를 높였으며, 스왑 대상 국가를 기존의 5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
** 양(+)의 CIP 이탈은 달러 차입 후 자국 통화로 교환하여 대출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

-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준 통화스왑이 운영되는 시기에 한정하여 스왑 스프레드가 CIP
이탈의 상한(ceiling)으로 작용
ㅇ 통화스왑 대상 국가를 포함한 17개 국가의 2020년 3월 중 선물환 시장 및 금리의 일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국 통화에 대한 일별 CIP 이탈 규모를 계산하고, 국별 상황에 따
라 하위 그룹을 나누어 분석*
* 분석 대상국을 ① 기존 스왑라인 국가 ② 신규 스왑 체결 국가 중 실제 스왑 활용 국가 ③ 스왑 미활용
신규 스왑 체결 국가 중 음(-)의 CIP 이탈 국가 ④ 스왑 미활용 신규 스왑 체결 국가 중 양(+)의 CIP
이탈 국가 ⑤ 스왑 미체결 국가 등으로 분류

ㅇ 분석 결과, 연준의 스왑라인 확장이 통화스왑 상대국의 CIP 이탈에 미치는 영향은 그
룹별로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스왑이 실제로 운영되는 시기에만 스왑 스프레드가 CIP
이탈의 상한으로 역할
- 이는 통화스왑 체결 국가라 하더라도 스왑라인이 실제로 운영되는 입찰 시점에만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고, 스왑라인이 운영되지 않는 시기에는 차익거래가 어려운 데 기인
- 기존에 스왑라인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스왑 스프레드 인하 공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CIP 이탈이 축소되어 스왑 스프레드(즉, 이론적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 신규 통화스왑 체결 국가들에서는 스왑라인 확장 공표에 따라 CIP 이탈이 축소되었으나,
이들 국가 역시 실제 입찰 시점에 이르러서야 CIP 이탈 규모가 스왑 스프레드보다 작아짐
- 한편, 통화스왑을 미체결하였거나 활용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스왑라인 확장이 해당국
통화의 CIP 이탈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연준이 달러 스왑라인 확장 조치를 통해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최
종대부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자국 통화를 활용하여 달러를 조달
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Basic Statistics Analysis

동북아경제
⑨ “Lessons for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출처: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저자: Edward Ifft(Hoover Instituti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미 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군축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과의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모색
- 북한이 일련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이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취하기 어려우며, 과거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한국정
부의 태도 변화도 협상의 여지를 높임
- 북한과의 잠재적 협상을 앞두고 국가들간의 군축협상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협상 전
략을 모색
ㅇ 미·소 군축 협상에서 보듯이 목표 설정이 명확할수록 협상이 효율적이며, 주변 여건을
고려시 핵 관련 시설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일부 비핵화가 현실적
-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북한에게 모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로, 발전용 원자로까지 제한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민수용 원자로를 지적할 가능성
ㅇ 이란, 이라크 협상사례에서 보듯이 협상 대상국의 과거 행동에 과실을 묻기보다 현
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행동하는 실용주의적 자세가 필요
- 양측은 일괄적으로 협상을 완료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선호하나, 상호 신뢰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는 부분적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 방식이 실효성이 더 높음
- 다만 상호주의 방식에서 북한은 제재완화를 우선시하나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우
선시하는 문제가 남아있음
ㅇ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핵실험금지조약에 재가입 하는 절차가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해서는 핵시설의 폐쇄, 정보 교류, 검증 절차가 필요함
- 2018년 5월 북한은 상호 협의와 상관없이 풍계리 실험장 일부를 폐쇄하였는데, 실
효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
- 추가 협상을 위해 북한이 핵시설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높이는 가혹한 조치이며 소련과 미국의 과거 군축조약
(START)처럼 협상의 초반에는 어디까지 정보 교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한 협상의제
- 검증과 관련하여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기보다 과거 소련 해체 당시 우
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무기를 보낸 사례처럼 타국에 맡기는 것도 검증방법 중 하나
ㅇ 북핵 문제는 양측 모두 중대하게 받아들이나 상호신뢰의 부족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
는 상황이며, 실현 가능한 목표(low-hanging fruit)부터 달성하는 것이 중요

기후변화
⑩ “Long-term

Growth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olicies: the
Advanced Climate Change Long-term (ACCL) Scenario Building Model”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759
저자: Claire Alestra, Gilbert Cette, Valérie Chouard, Rémy Lecat(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 및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고려한 장기 GDP 예측 모형
(Advanced Climate Change Long-term model)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장기 GDP를 예측
- 공급 측면에 집중하여 지구 온난화 및 정책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탄소세 등에 기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두 가지 상반된 경로, 즉 ①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하락(GDP 하락) 및 ②CO2 배출 감소에 따른 온
난화 완화(GDP 상승)를 통해 GDP에 영향을 미치도록 모형을 설정
- 세계를 30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한 후, 4개
의 정책 시나리오*에 대하여 2060년(중기) 및 2100년(장기)의 GDP 변화를 예측
* i) 현상 유지(Business As Usual, BAU), ii) 재생 가능 에너지 상대가격 하락(Decrease of Renewable
Energy relative price, DREP), iii) 낮은 탄소세 정책(Low Carbon Tax, LCT), iv) 높은 탄소세 정책
(High Carbon Tax, HCT)

ㅇ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중기적으로는 경로 ①의 효과가 경로 ②보다 커서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칠수록 GDP 하락폭이 확대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경로 ②의 효과가 경로
①을 압도하여 GDP 하락폭이 축소
- 예를 들어, HCT하에서는 2060년에 5%, 2100년에 7% GDP가 하락하지만, BAU하
에서는 2060년에 2%, 2100년에 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기온 상승에 따른 피해 및 정책으로 인한 이득 모두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에서 크게 나타남
ㅇ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정책 효과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
책 공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의 경우 정책 실행에 따른 비용에
비해 편익이 작으므로 무임승차할 유인이 큼
- 생산활동 외의 영향(이주, 지역갈등,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은 모형에 고려되지 않아, 지구
온난화가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에 유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