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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itigating COVID-19 Effects with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20-09
저자: Vasco Cúrdia(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경제의 실증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금리 운용방식 차이에 따른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 연준의 정책금리 운용방안으로는 ① 정책금리를 즉각 0~0.25%로 인하하는 적극적
대응과 ② 경험적 규칙(empirical rule)을 준수하여 정책금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점진
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
- 코로나19는 생산성 저하 및 수요 감소를 유발하며 그 규모는 지난 30년간의 평균
변동폭의 두 배에 달한다고 가정
- 생산성 및 수요는 2020년 1분기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분기에 저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1분기 말에는 최대 감소폭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
ㅇ 분석결과, 적극적 대응이 점진적 대응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 대응하에서 실업률은 2020년 4분기에 6.8%까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1%까지 하락하는 반면, 점진적 대응하에서 실업률은 2021년 1분기에 10.4%까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1.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정책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가계 및 기업이 향후 정책여력 소진으로 경제
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큰 폭 줄이게 되는데,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
하할 경우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ㅇ 한편, 생산성 및 수요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거나 길어질 경우, 제한
된 정책여력으로 인해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은 위 추정치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
- 생산성 및 수요가 기본 가정에 비해 50% 더 감소하거나, 회복이 1분기 더 늦어질 경
우, 적극적 대응하에서도 실업률은 9.6%, 인플레이션은 0.4%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준의 대규모 자산매입 및 시장 지원 대책은 직접
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가계 및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존재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정책여력 소진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Empirical Model Simulation

금융통화
② “Supporting Small Borrowers: ABS Markets and the TALF”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Economic Synopses No.20
저자: Bruce Mizrach and Christopher J.Neely(FRB of St.Louis)
【핵심내용】
ㅇ 1980년대 중반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의 등장 후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과
같은 소액 대출 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 차입자들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ABS 매입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수취권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위험하고, 이질적이며, 가치가 낮은 대출자산이 구조화를 통해
안전하고, 동질적이며, 고정수입(fixed income)을 창출하는 증권으로 바꿀 수 있게 됨
- ABS 발행 규모는 최고 수준을 보였던 2007년 기준 7,960억달러에 달함
ㅇ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ABS 시장도 부정적인 충격에 노출되었는데, 본고에서는
불확실성 확대 및 연준의 대응조치에 ABS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 어떤 양상으
로 반응하였는지 분석
ㅇ ABS 시장을 직접 지원하는 자산 유동화증권 담보대출(Term ABS Loan Facility, 이하
*
TALF) 도입(3.23일) 이전 미 재무부와 연준이 마련한 시장 지원 조치 는 불확실성을 큰
폭 줄임으로써 ABS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ABS
시장의 매수매도 스프레드(bid-ask spread)는 계속 확대
*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MMLF(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등이 3.15∼3.18일 중 마련

Facility),

- 매수매도 스프레드(bid-ask spread)는 2월 하순 0.1~0.15달러 수준에서 3월 하순
0.35달러 수준으로 상승
ㅇ 이에 연준은 TALF를 도입해 AAA 등급 이상의 ABS를 발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정
- ESF(Exchange Stabilization Fund)를 통한 미 재무부의 후순위 출자(100억달러), ABS 담
보가치에 대한 헤어컷(haircut) 등 연준의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
ㅇ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2008.11월 도입·운영되었던 첫 번째 TALF의 사례를
통하여 그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음
- 당시 총대출규모가 2010년에 500억 달러 가까이 치솟았으나 2012년연말 기준으로
대부분 상환되어 2014년 폐지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거시경제
③ “Quantitative Easing and the Price-Liquidity Trade-Off”
출처: Sveriges Riksbank Working Paper Series NO.335
저자: Marien Ferdinandusse, Maximilain Freier, Annukka Ristiniemi(EC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양적완화로 인한 자산매입이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 채권시장 참여자의 구성에 따라 동 영향의 크기가 상이할 가능성을 제시
- 이를 위해 탐색-매칭 모형*을 통해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이 채권의 수익률(가격)과 유
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PSPP)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 장외채권시장(over-the-counter)에서 채권 공급자(두 유형: 유동성이 낮은 공급자, 유동성이 높은
공급자), (민간) 채권 수요자, 중앙은행, 선호서식지 이론에 부합하는 투자자가 채권을 거래하는 상황
을 모형화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채권의 수요자로서 거래에 참여

ㅇ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은 채권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산매입 이후 채권 만기 보
유(hold-to-maturity)를 통해 시장 내 매칭가능한 채권공급을 감소시킴에 따라 채권가
격 상승(수익률 하락)을 유발
- 특히, 선호서식지(preferred habitat) 이론*에 부합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채권시
장에서 수요자-공급자간 매칭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경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
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채권투자자들이 각자의 부채구조, 위험회피성향 및 규제 상황 등에 따라 특정한 수익률과 유동성을
가진 채권을 선호하여 채권가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론(Modigliani·Sutch 1966)

ㅇ 다만,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은 유동성 측면에서 상충효과를 나타냄
-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공급자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이 개선되지만, 중앙은
행이 매입 이후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악화
- 또한, 선호서식지 이론에 부합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채권을 계속 보유하
하려 하고 중앙은행에 매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이 유동성
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심화
ㅇ 유로존 국가별 선호서식지 투자자 지수(PHI 지수)를 도출하여 양적완화의 효과를 분석
한 결과, 모형을 통한 예측과 같이 PHI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가격상승 효과 및 유동
성 악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양적완화로 채권 수익률은 낮출 수 있으나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충관계가 발
생할 수 있음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
- 자산매입 시 장기적인 공급측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스왑운용(swap operation)
등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필요
【분석방법론】 Search-Matching Model Analysis

거시경제
④ “Covid19 an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ostly Disast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87
저자: Sydney C. Ludvigson(NYU), Sai Ma(Federal Reserve Board), Serena Ng(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costly disaster)가 미국의 실물 경제와 불확실성에 미
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 코로나19는 과거 미국의 재해*들과 달리 지속성이 길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격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충격반응 분석을 시행
* 과거의 재해들(예 : 허리케인 카트리나, 9.11 사건 등)은 불확실성 증가와 실물 경제 위축을 유발하기는
했으나 국지적, 일회적 충격에 그쳐 그 영향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

ㅇ 분석 결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코로나19 충격은 경제에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충격을 3개월간 지속되는 60 표준편차(3-month 60  ) 충격으로 가정하여
충격반응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불확실성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각종 실물 경제
지표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3개월간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실물 경제지표들의 반응>
산업생산
실업수당청구
서비스 고용
충격(3-month )
최대 반응
-5.82%
42.97%
-2.63%
반응의 누적치(12개월)
-12.75%
100.07%
-16.77%

항공운항횟수
-93.81%
-598.61%

- 특히 미국 전체 근로자의 75% 이상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동 충격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약 2,4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나아가, 비선형모형을 통한 충격반응 분석 시 산업생산이 22%, 서비스부문 고용이
63% 각각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추정
ㅇ 한편 충격의 규모와 시간경로(shock profile)를 다양화하여 동태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충격의 총 규모(total magnitude of the shock)에 크게 의존
- 충격의 총 규모가 동일  하다면 충격의 시간경로가 상이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는 유사한 반면, 충격의 총 규모가 증가  할 경우 실물경제
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ㅇ 본 연구는 개략적으로나마 코로나19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충격의
총 규모가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
【분석방법론】 VAR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미시제도
⑤ “Social Distancing, Internet Access and Inequali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82
저자: Lesley Chiou(Occidental大), Catherine Tucker(MIT)
【핵심내용】
ㅇ 2020년 2~3월 미국의 2,000만 모바일 기기에 대한 위치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
득의 차이 및 인터넷 접근성이 시민의 자가격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Safeguard 社의 전자기기 위치추적 데이터,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공
공 미시자료 표본 데이터, 미국지역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소득수준 및 인
터넷 사용 데이터 등을 활용
- 주(state)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이후 모바일 기기가 집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관찰
ㅇ 분석 결과, 소득 및 정보의 격차는 시민들의 자가격리 비율의 많은 부분을 설명
- 자가격리 권고 이후 자가격리 비율은 고소득 지역에서는 약 19%p(24% → 43%) 높아졌
으나, 저소득 지역에서는 약 13%p(25% → 38%) 증가하는 데 그침
- 한편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자가격리 비율은 19%p(25% → 44%) 높아졌으나, 인
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13%p(25% → 38%) 높아지는 데 그침
-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고소득 지역 중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는 비율이 5%p 이상 높았으며, 저소득 지역 중에서
도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지역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권고를 지키는 비율이
3.5%p 이상 높게 나타남
ㅇ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가격리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소득이 적고 인터넷 접근
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인터넷 보급 격차가 소득 불평등이 자가격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적으
로 악화시킬 수 있음
ㅇ 이 모형은 2020년 2~3월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 초점을 둔 것으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Fixed Effects Model, OLS

미시제도
⑥ “Demographic

Determinants of Testing Incidence
Infections in New York City Neighborhood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52

and

COVID-19

저자: George J. Borjas(Harvard Kennedy School)
【핵심내용】
ㅇ 뉴욕시의 거주지역별* 코로나19 감염률·검사율·확진율이 사회경제적 변수(가계소득, 가
구원 수, 인종 등)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감염
률을 검사율과 확진율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
* 뉴욕시 내 177개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거주지역 구분

- 감염률은 검사율과 확진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
양성 판정 확진자 수
검사자 수
양성 판정 확진자 수
감염률    검사율   × 확진율  
인구 수
인구 수
검사자 수

- 거주지역별 감염률, 검사율, 확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지역별 사회경제적 변
수(평균 가계소득, 평균 가구원 수, 인종구성 비율 등)에 대해 로짓 회귀분석을 진행
ㅇ 가구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검사는 더 많이 받고 검사 결과 양성일 확률도 더 높
아져,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와 감염률은 강한 정(+)의 관계를 보임
- 가구원 수가 한 명 증가할 때 감염률은 46.4% 증가
ㅇ 흑인·히스패닉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검사율, 확진율, 감염률은 모두 증가하지만,
동양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반대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염병에 대응하는 동양인의 행태가 흑인·히스패닉과는 다를 가능성
ㅇ 감염률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의 불평등은 없어 보이지만, 이
는 검사율과 확진율의 상반된 반응이 상쇄된 데 기인
- 가계소득 기준 상위 10% 지역은 하위 10% 지역보다 검사율이 21.6%p 높아 가계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검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확진율은 5.5%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ㅇ 코로나19 감염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정확한 이
해를 위해서는 검사율과 확진율로 나누어 살펴봐야 함
- 검사율과 확진율의 반응이 상반된 경우, 감염률은 이들의 순효과만을 포착하기 때문
- 사회경제적 특성이 검사율과 확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분석방법론】 Logistic Regression Model

국제경제
⑦ “The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 How Large Is The Transfer
Multiplier?”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600
저자: Christian Bayer, Benjamin Born, Ralph Luetticke, Gernot Muller(CEPR)
【핵심내용】
ㅇ 본고는 락다운* 조치로 인한 급격한 미국 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정책(격리조치 등)으로서 경제 전체의 공급과 수요를 위축시켜 가계의
소득감소를 초래
** 3월 27일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2조달러 가량의 연방기금을 가계와 기업에 지급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 락다운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측한 후, 가계에 대한 지원이 ① 이전지출
*
(unconditional transfer) ② 실업급여(conditional transfer) 두 가지 형태 로 지급될 때의 경기
부양 효과를 비교
* ① 이전지출 : 총소득 75,000달러 이하의 성인에게 1,200달러를 이전지출의 형태로 지급
② 실업급여 : 실업자에게 매주 600달러를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

ㅇ HANK DSGE(Heterogenous Agent New Keynesian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가계의
10%가 격리조치되는 락다운 시나리오 하에서 CARES Act의 경기부양 효과를 측정
- CARES Act에 의거한 두 가지 형태의 가계지원 정책이 각각 유발하는 재정 승수값
을 비교
ㅇ 락다운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락다운 충격으로 인해 유효
노동력·유효자본스톡·총생산량·소비·투자 등이 모두 감소*하며 가계는 미래 소득감소를
예상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
* 유효노동력은 4%, 유효자본스톡은 6%, 총생산량은 3.5%, 소비는 4%, 투자는 6% 감소

- 단기간 격리조치에도 완전한 회복에는 약 3년이 소요될 정도로 충격의 지속성이 매
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ㅇ 가계지원 형태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1~0.5 수준, 실업급여
의 재정승수는 1~2 수준을 나타내 실업급여 형태의 가계지원 정책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실업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근로자가 실직하더라도 소득감소 위험을 줄일 수 있
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 소비위축이 완화되는 데다, 실업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
문에 소비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점에 기인
【분석방법론】 HANK DSGE Model

국제경제
⑧ “International Trade and Social Connectednes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624
저자: Theresa Kuchler, Abhinav Gupta, Robert Richmond, Sebastian Hillenbrand,
Johannes Ströbel(NYU), Michael Bailey(Facebook)
【핵심내용】
ㅇ 본고는 두 국가의 국민 간 사회적 연결성이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가 간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로 페이스북 친
구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연결성 지수(social connectedness index)*를 제안
* 페이스북 친구 데이터는 자료가 방대한 점, 친구 등록 시 쌍방 승인이 필요한 점, 등록이 가능한 친구 수
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 시스템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 세계의 사회적 연결성을 적절하게 반영

ㅇ 180개 국가 및 332개 유로 지역의 페이스북 친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유로
내 지역별 사회적 연결성 지수를 각각 측정하고, 사회적 연결성이 국가 및 지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패널 회귀 분석
- 사회적 연결성 지수*는 측정 대상 국가(및 지역)의 페이스북 유저가 서로 친구 관계일
상대적 확률을 의미
* 측정 대상이 되는 국가(및 지역) 간 페이스북 친구 관계 수를 각 국가(및 지역) 페이스북 유저 수의
곱으로 나눈 뒤, 이를 1부터 106의 값을 갖도록 지수화함으로써 도출

ㅇ 분석 결과, 두 국가의 국민 간 사회적 연결성이 높을수록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개별 재화 교역에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연결성보다는 ‘수출국 내 재화의 생
산지’와 ‘수입국 내 재화의 소비지’ 사이의 지역 간 사회적 연결성이 주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됨
- 두 국가가 사회적으로 동질 집단(cluster)에 속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사회적 연결성을
공유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국가 간 교역이 증가
- 이러한 결과는 국가 간 사회적 연결성 증가가 ① 양국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탐색 비용을 낮추고, ② 교역 국가 간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데 주로 기인
ㅇ 한편, 무역의 중력모형이 보여주는 국가 간 교역과 물리적 거리 간의 음(-)의 관계는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사회적 연결성이 약화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또한, 유로 지역의 경우 동일한 거리라 하더라도 국내 지역 간 거래가 국가 간 거래
보다 활발한 것은 사회적 연결성 차이에 기인
ㅇ 본고에서 제시된 국가 간 사회적 연결성 지수는 국제 무역 이외에도 국제금융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국제 관계 분석에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측정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The Dilemma of Nuclear Disarmament : The Case of North Korea”
출처: The international Spectator – It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저자: Jina Kim(한국 국방연구원)
【핵심내용】
ㅇ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배경에는 북한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격차가 있음
-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에 앞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원하나, 북한은 영변 핵시설
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제재 또한 일부 선제적으로 완화해주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
ㅇ 이를 2단계 게임이론으로 구조화할 경우 외국과의 협상(1단계) 및 국내정치 세력과의
협상(2단계)으로 나눠지며, 2단계의 국내 정치세력에 대한 고려가 1단계 협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상여지가 제한됨
- 미국은 이번 협상이 과거 실패 사례들과 다르다는 명확한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양보를 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택할 인센티브가 존재
- 반면, 북한은 민주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통치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현재 경제적 상황 또한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높임
ㅇ 북핵 협상의 목적에서도 미국은 북핵뿐만 아니라 비대칭 전력 문제도 포함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 입장 차이가 큰 상황
- 미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리비아의 대량살살무기(WMD) 문제
에서 무기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프라, 기술 등을 모두 제거하는 포괄적 해결법을
취해왔으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입장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움
- 다만, 북한은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면 군사적 격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
기 위해 비대칭 전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입장 차이가 발생
ㅇ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이며 당분간은 핵 협상을 통한 위험
의 완전한 제거보다는 위험의 관리 및 위험 감소가 더욱 현실적임을 시사
- 위험의 관리는 불필요한 도발을 삼가면서 대화채널을 늘려 향후 분쟁시 소통을 원
활하게 하는 것이며 위험감소는 상호군축 협상을 진행을 의미
【분석방법론】 게임이론, 2단계 게임

기후변화
⑩ “Pareto-Improving Carbon-Risk Tax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19
저자: Laurence J. Kotlikoff(Boston大), Felix Kubler(Zurich大), Andrey Polbin(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Simon
Scheidegger(Lausanne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
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이에 대응하는 최적의 정책을 분석
ㅇ 12기간 중첩세대모형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3개의 충격을 도입하여, 경제의 이행 경로
(transition path)를 분석하고 파레토 개선을 달성하는 탄소세 정책을 탐색
- 정책을 통해 모든 세대의 후생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이룰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각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12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모형을 설정
-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를 벤치마크로 하여, ① 오염 발생 에너지 사용량 ② 이산화탄
소 방출량에 대한 기온의 민감도 ③ 기온 상승에 대한 생산성 민감도의 세 가지 충
격이 단계적으로 반영되었을 때의 이행 경로 변화 및 최적정책을 분석
- 각각의 충격은 기본적으로 평균이 0인 임의보행과정(random walk process)을 따르지
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상한 및 하한이 존재하거나, 특정 임계치에 도달하면
고정되도록 설정
ㅇ 시뮬레이션 결과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미래의 생산성 및 후생이 크게
감소하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세율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전 세
대 후생의 파레토 개선이 가능
-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감소하고 기후 재난(소
비가 3분의 1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 발생 확률이 증가
- 기후 재난 발생 확률은 고정세율보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존하는 변동세율*하에서
크게 낮은 수준을 보임(3.5%→1.3%)
* CO2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설 때부터 CO2농도 상승에 따라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책

ㅇ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성이 미래 세대의 후생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만 미래 기후 상
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
- 불확실성의 추정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의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피해 및 정책 효과의 하한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분석방법론】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