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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esigning a Main Street Lending Facility”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0-052
저자: Alexandros P. Vardoulakis(FRB)
【핵심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 담보물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차입비용이 큰 폭 상승
-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출이 어려워 대규모 부도 및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
- 이때 중앙은행이 대출기구(예: 연준의 Main Street Lending Program)를 설립하여 시중은
행의 중소기업 대출자산을 매입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할 수 있음
ㅇ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 대출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최적인지 분석
- 기업은 은행대출을 받아야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며, 노력*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부정직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은행은 기업 유형을 관찰 가능
* 노력 여부에 따라 프로젝트 성공확률이 변화

- 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며 동 대출 실행 직후 이를 유동화할 수 있음
* 은행은 기업 유형에 따라 대출금리를 달리 설정 가능

- 은행은 기업의 노력을 모니터링 가능한데 동 모니터링은 비용을 수반하며, 외부인
이 은행의 모니터링 수행 여부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
*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을 100% 유동화할 수 없고 대출자산 중 일부를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남겨 놓
아야 하는데, 그 비율을 위험보유율(risk-retention ratio)이라 함

- 위기상황에서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funding cost)이 상승하고 대출을 유동화하기 어
렵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은행이 대출기구를 통
해 자금을 저리로 은행에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 가능
ㅇ 분석 결과, 기업이 유형을 자발적으로 밝히도록 유인설계를 한 다음 동 유형에 따라
대출상품의 매입가격, 중소기업대출 금리 및 위험보유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복수가격
설정(multi-tier pricing) 방식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대출정책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적 대출정책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기업 유형
을 구별하지 않는 단일가격설정(uniform/flat pricing) 방식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
최적 가격 정책에 비해 은행의 모니터링 유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중앙은
행 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사회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최적 대출정책에 비
해서도 후생 손실(패러미터 값에 따라 0.02%~0.31% 수준)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Theoretical Model Analysis

금융통화
②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in an “Ample-Reserves” Regime: The Basics

(Note 1 of 3)”
출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S Notes
저자: Jane Ihrig, Zeynep Senyuz, Gretchen C. Weinbach(FRB)
【핵심내용】
ㅇ FOMC는 성명서*(19.1월)에서 “충분한(ample) 규모의 지준공급 하에서도 연준이 연방기
금금리(federal funds rate, 이하 FFR)를 정책금리(FFR 목표범위)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통
화정책을 구현(implement)하고자 한다”고 기술
* Statement Regarding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and Balance Sheet Normalization

ㅇ 지준공급 규모가 충분하다는 것은 일정 규모의 지준공급 변동에도 FFR이 변하지 않
을 정도로 지준공급이 넉넉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 즉 대규모 초과지준이 존재함에 따라 은행의 지준수요 곡선이 평평해진 영역으로
연준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준공급 규모를 변경해도 FFR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FFR을 통제하기 위해 지준부리금리인 IOR(interest on reserves)과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 매각금리인 ON RRP(overnight reserve repurchase agreement)금리를 활용
- 은행이 지준을 보유할(비은행 금융기관이 ON RRP에 응할) 경우 최소한 IOR(ON
RPP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 금리는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투자에 대
한 유보 금리(reservation rate)로 작용
충분한 지준공급 하에서 지준수요·공급 곡선

FFR 목표범위와 IOR, ON RRP 금리

ㅇ FOMC가 FFR 목표범위를 변경하여 통화정책기조(stance)를 조정하면 연준은 IOR 및
ON RRP금리를 조정하여 FFR이 목표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통제
- FFR 목표범위가 변경되지 않아도 연준이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IOR이나 ON
RRP금리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기술적 조정(technical adjustments)이라고 하며
이는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함
* 연준은 IOR을 FFR 목표범위의 상한이나 그 보다 조금 낮게, ON RRP금리는 FFR 목표범위의 하한
이나 그보다 조금 낮게 설정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거시경제
③ “Average is Good Enough : Average-Inflation Targeting and the ELB”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20-21
저자: Robert Amano(Bank of Canada), Stefano Gnocchi(Bank of Canada), Sylvain
Leduc(FRB of San Francisco), Joel Wagner(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 연준을 위시한 여러 중앙은행의 통화정
책이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근접하였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현행 물가안정목
표제(inflation targeting, 이하 IT)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본 연구는 경제가 실효하한에 직면했을 때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하
AIT)의 성과를 IT나 물가수준목표제(Price Level Targeting, 이하 PLT)와 비교·분석
*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보다 긴 시계에서 일정기간 평균 수준으로 정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과거 일정 기간의 물가상승률 평균치를 감안하여 금리를 결정한다고 가정

- 경제주체의 이질성 가정(① 매기 즉각 소비하는(hand-to-mouth) 가계와 ② 적응적 기대를 형성하는 기
업)을 도입한 신케인지언 DSGE 모형을 통해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분석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IT, PLT, AIT) 간의 비교에 앞서, AIT 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
한 평균물가 산정 시계(time-window)는 대략 2~6분기로 나타남
- 수요충격 발생 시 약 6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최적인 반면, 공급충격
(cost-push shock) 발생 시에는 최적 시계가 2분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 공급충격 발생시 최적 시계가 짧은 것은 모형 내 적응적 기대를 하는 기업의 존재로 인해
고인플레이션과 산출량 감소라는 경제적 비용이 상당기간 동안 나타나는 데 주로 기인*
* 모형 내에 미래 전망적 기대를 형성하는 기업을 가정할 경우 최적 시계가 6-7분기로 큰 폭 증가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별 성과를 비교한 결과, 총수요 충격 발생 시 AIT가 IT에 비해 경기안
정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IT의 경우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이 각각 8%, 3.5% 가량 하락하는 반면, AIT 하에서는 그
하락폭이 IT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하한 상황에서 IT에 비해 우월
- 나아가 현행 IT의 대안체계로서 AIT는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성과가 PLT와 유
사하면서도 PLT에 비해 민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용이
ㅇ 본 연구는 경제가 실효하한에 도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AIT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IT에
비해 경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
【분석방법론】 Two Agents New Keynesian Model

거시경제
④ “Forecasting Macroeconomic Risk in Real Time: Great and Covid-19 Recessions”
출처: ECB Working Paper No.2436
저자: Roberto A. De Santis(ECB), Wouter Van der Veken(Ghent大)
【핵심내용】
ㅇ 금융발달 고도화, 경제위기 증폭 양상의 복잡화 등으로 기존의 실물기반 지표만으로
는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08.6월까지 GDP성장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전기대비
0.24%, 1분기), 기존 전통적 경제지표에만 의존할 경우 정책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
ㅇ 이에, 본 연구는 금융변수를 활용할 경우 경제위기(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위기)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개선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이를 위해 분위회귀 모형에 실물변수(PMI지수)만을 활용할 경우와 금융변수*(CISS, 회사채
스프레드)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요 경제위기시 GDP 성장률의 조건부 분포를 도출
* CISS(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는 자금시장, 채권시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지표이며, Gilchrist and Za�krajˇsek (2012)의 방법론에 따라 회사채 스프레드를 도출

ㅇ 분석 결과, 금융변수를 추가할 경우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신속하게 예측
- 금융변수 추가시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12월, 코로나19는 2020.3.4일)부터
성장률 전망 분포의 왼쪽 꼬리부분이 증가하며(skewed to the left) 하방리스크가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07.12월, 1년후)

코로나19 경제위기(20.3월초, 1분기후)

- 특히, PMI만을 활용시 속보치가 발표된 3.24일부터 경기침체가 예측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융변수를 활용함으로써 하방리스크 예측의 속보성이 개선
ㅇ 또한, 금융변수 추가시 예측오차가 감소하여 경제침체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도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위기 모두 금융변수를 추가할수록 모형의 중위값, 평균과 사후적으로 실현
된 GDP성장률간의 예측오차(mean squared forecast error)가 감소

ㅇ 본 연구는 금융변수를 활용할 경우 하방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정확
도도 개선된다는 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미시제도
⑤ “Do Bank Insiders Impede Equity Issuanc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442
저자: Martin Goetz(SAFE, Goethe大), Luc Laeven(ECB), Ross Levine(California大)
【핵심내용】
ㅇ 은행의 자기자본은 경제의 안정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위기 시 은행의 신
주 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은 위기 이후 경제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은행의 내부자 소유구조가 주식 발행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은행의 자본 완
충 및 경제의 회복과도 연관됨
ㅇ 본고는 은행의 내부자 소유구조(insider ownership structure)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은행의 주식 발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미국의 566개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의 2003~2011년 내부자 소
유구조 데이터 및 각 기업의 주식 발행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내부자  의 주식 소유비율   이 높을수록 은행의 신규 발행주식 수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남
* FRB의 ‘FR Y-6’ 보고서에 등장한 은행의 ‘Director’, ‘Executive’ 직책
** 은행지주회사 전체 주식 대비 내부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

- 회귀분석 결과, 내부자의 주식보유비율이 1 표준편차(=16.71%)만큼 더 높은 은행은
다른 조건이 유사한 은행에 비해 신규발행 주식수가 평균적으로 22% 적음
- 특히 내부자의 지배력이 큰 상황(내부자 대출금액이 크거나 경영이 불투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됨
- 또한 금융위기 당시 입은 피해(부동산 및 모기지담보부증권 가치 하락 등)가 클수록 신규발
행주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은행의 자산 가치가 낮아지면서 새로 발행할 주식의 예상 가치가 낮아짐에 따
라 내부자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기보다는 은행을 지배하면서 얻는 사적인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
ㅇ 결과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 등의 정책을 만들고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은행의 역
할과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소유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분석방법론】 OLS, IV, 2SLS Analysis

미시제도
⑥ “Fear, Lockdown, and Diversion : Comparing Drivers of Pandemic

Economic Decline 2020”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432
저자: Austan Goolsbee, Chad Syverson(Chicago 大)
【핵심내용】
ㅇ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한 패널 분석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가
정부의 이동제한조치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voluntary distancing)에 주로 기인
하였음을 주장
- 이동제한조치에 의한 경제위축 효과만을 식별하기 위해 같은 경제권이지만(same
commuting zone) 다른 군(county)에 속하여 이동제한조치 시행 여부가 상이한 두 지
역의 경제활동(사업체 방문자 수) 위축 정도를 비교
- 225만 개 사업체의 주간(weekly) 방문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군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여부, 코로나19 사망자 수 등을 설명변수로 둔 고정효과 회귀분석 진행
ㅇ 분석 결과,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주당 방문자 수가
7%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제한조치는 전체 경기침체의 1/10 정도만을 설명
ㅇ 반면, 시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는 전체의 30~5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
- 같은 경제권에 속하더라도 사망자가 많은 군일수록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사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
ㅇ 이동제한조치를 시행했다가 해제한 군을 대상으로 해제조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에도 주당 방문자 수는 5%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사업체의 방문자 수에 따라 세 개의 그룹(상위 20%, 중위 60%,
하위 20%)으로 나누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그룹별 방문자 수 추이를 분석
- 기존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문자 수는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인 거리두기 행태를 확인
- 군별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행태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사망) 우려가 증가할수록 시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역시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동제한조치 해제의 경제활동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급한 해제조
치는 코로나19 감염(사망)자 수의 빠른 확산과 더욱 심각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동제한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Analysis

국제경제
⑦ “Dampening Global Financial Shocks: Can Macroprudential Regulation
Help (More than Capital Controls)?”
출처: IMF, Working Paper 20/106
저자: Katharina Bergant, Francesco Grigoli, Niels-Jakob Hansen, Damiano
Sandri(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신흥국이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금
융충격의 국내 전파를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
ㅇ 2000년~2016년 기간 중 38개 신흥국의 금융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흥국이 점
진적으로 도입해온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의 리스크 완화 효과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실시
* 글로벌 금융충격의 변수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VIX지수·순자본유출 데이터를, 거시건전성 규제정책 변수는
지급준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강화정책·대출 공급 및 수요 규제정책 등을 변수화한 IMF, intergrated
Macroprudential Policy(iMaPP) 데이터를 이용

- 고정효과 패널모형 추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충격이 신흥국 GDP 성장률에 미치는 파
급 영향이 거시건전성 규제 정도에 따라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추정하고 거시건전성
규제정책과 통화정책 간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
ㅇ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은 글로벌 금융충격의 국내파급*을 완화하고 통화정책
과 보완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남
* VIX지수와 순자본유출 지수는 항상 GDP 성장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초래하였고 미국 통화정책 충
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음(-)의 영향 초래

- 거시건전성 규제정책 변수와 글로벌 금융충격 변수의 교차항 계수가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내 거시건전성 규제정책 도입으로 글로벌 금융충격의 GDP 성장률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충격 변수와 거시건전성 규제정책 변수의 제곱의 교차항 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 규제정책의 강도 증가에 따른 한계효과는 체감
- 또한,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도입될 경우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강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 정책이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
* 글로벌 금융충격 발생 시 신흥국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내에 파급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존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자본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자
본통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충격
에 대한 복원력 제고와 국내 경기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⑧ “Pandemic Shocks and Fiscal-Monetary Policies
COVID-19 Dominance During January – June 2020”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7451

in

the

Eurozone:

저자: Yothin Jinjarak(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Weining Xin, Rashad
Ahmed, Joshua Aizenman, Sameer Nair-Desai(Southern Californi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로지역 17개 국가의 일별 CDS 스프레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기간
의 유로지역 CDS 스프레드 변동 추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코로나19로 인한 CDS 스프레드 변동(COVID residual)을 추정하고, 동 지표가 재정건전
성, 코로나19 사망률,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 시행 여부 등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
ㅇ 2014.1월~2019.6월의 일별 CDS 스프레드 변동 데이터를 토대로 dynamic
multi-factor 모형을 이용하여 2019.7월~ 2020.6월 일별 CDS 스프레드 변동을 추정
하고, 이를 실제 CDS 스프레드 변동에서 뺀 ‘COVID residual’*을 도출
- COVID residual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요인으로 CDS 스프레드 변동을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할수록 확대
ㅇ COVID residual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간(2019년 7월~12월)에는 대
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간(2020년 1월~6월)에는 확대되었
으며, 특히 2020.3월에 큰 폭으로 증가
- 2020.3월 이후 EU 핵심국가 그룹(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CDS 스프레드 크게 확대
ㅇ 한편, COVID residual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전일대비 사망자 수 증가율
이 높을수록 확대된 것으로 분석
- 또한, 경기 부양 목적의 확장적 재정정책 공표 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
영하여 CDS 스프레드 변동 폭이 유의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팬데믹 기간 중에 CDS 스프레드가 재정건전성, 시스템 리스크 등
의 요인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뉴스(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추이, 정책 대응 등)에도 민감하
게 반응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Multi-factor Model, Fixed Effect Model

동북아경제
⑨ “Pattern and Trend of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in North Korea b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apers in Journal Tiltled Technological
Innovation”
출처: Scientometrics
저자: Jungwon Yoon(한양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기술혁신」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북한의 R&D
경향과 수준을 평가
- 북한은 상세 기술개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
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반면 「기술혁신」 저널에 발표되는 연구결과들은 연구자와 소속을 기재할 뿐만 아니
라 15개 이상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하는데 유리
ㅇ 연구의 제목과 저자가 제공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
Analysis) 을 실시하여 주요 연구 주제들을 추출하고, 서로간의 연관성을 분석
* 특정 단어 집합이 문장 내에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하고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방법

- 연구결과 총 504개의 의미 묶음(cluster)이 발견되었고 이중 상위 7개는 모터, 농업,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제어, 무연탄 광산, 건설기술 및 자재, IT, 바이러스임
ㅇ 분석결과 북한은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
- 북한은 자력갱생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과학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 또한 국가
내부적 과업 달성과 밀접하게 연관*
* 특히, 전력부족 등 에너지 수급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고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반영하여 국방기술(컴퓨터 기계제어)이 발달

- 또한 북한 기술연구의 최우선 분야는 산업기술, 전자 분야이며 국제연구는 물리학,
수학, 화학 등의 기초과학으로 제한
- 한편 협동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학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에 가해진 외부의
경제제재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강화
ㅇ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부교류가 제한된 북한의 특성상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
상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emantic Network Analysis

기후변화
⑩ “Nondogmatic Climate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27413
저자: Niko Jaakkola(University of Bologna), Antony Millner(UC Santa Barbar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사회 계획자들이 시간 선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용인할 경우 탄소의 사회
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 SCC 혹은 적정 탄소세 수준의 계산 결과가 사회적 시간 선호에 대한 의견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기후변화 경제학의 주요 논점 중 하나
ㅇ 표준적인 DICE 모형(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Nordhaus)에 비독단주의
*
(non-dogmatism) 를 반영, SCC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변화 정도를 분석
* 독단주의는 사회 계획자들이 효용함수가 고정되어있다고 믿는 것이며, 비독단주의는 이와 다르게 사회적
시간 선호(시간 선호율 및 상대적 위험기피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경제학자 173명의 시간 선호율() 및 상대적 위험기피도()에 대한 의견을 이용
-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73개의 ( ) 조합을 집단 내 분산이
최소가 되도록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대표 ( ) 조합을 정함
- 일정 확률(, 이는 비독단주의의 정도로 볼 수 있음)로 다음 기의 ( ) 조합이 변하도록
모형을 설정하여, 각 사회 계획자들은 최적화 시 미래의 잠재적인 선호 변화를 내
부화(internalise)하게 됨
ㅇ 분석 결과, 시간 선호에 대한 변화를 용인할 시 SCC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폭이 현
저하게 작아짐
-   의 매우 작은 변화 확률(40년에 한 번꼴로 의견 변화)을 용인하기만 해도 초기
(2015년) 시점에서의 각 집단의 최적 SCC가 나타나는 범위가 4.6배 작아짐
- 10%의 이상값(outlier)을 제외할 경우 위의 감소 폭은 7.7배까지 커지며,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감소 폭이 점점 커짐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의견 불일치가 아주 작은 의견 변화
가능성의 인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
- 사회적 시간 선호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해도 의견 변화의 여지를 인정함으
로써 규범적 갈등을 극복하고 원만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DIC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