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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20년 수록
자료 중 국제경제·동북아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국제경제
① “Globalization in the Time of COVID-19”
출처: CEPR PRESS, COVID ECONOMICS Issue 19
저자: Alessandro Sforza(Bologna大), Marina Steininger(Ifo Institute and LMU)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개별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동 충격이 주변국
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생산 연계성의 역할을 분석
ㅇ 다국가-다부문 리카도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분석*
* 글로벌 생산 연계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정도가 높은 경
제 상황(open economy)과 개방도가 낮은 경제 상황(open economy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무역비용이
100%p 높은 경제)에 대해 각각 분석

- ①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
- ②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격리 정책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
- ③ ①와②에서 나타난 실질소득 변화를 국내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요인(direct component)
과 글로벌 연계성으로 인한 간접요인(indirect component)으로 분해
-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생산 차질(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비용 상승)이 모든 국가에 동시적
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생산 충격으로 간주하는 한편, 격리 정책의 영향은 정책의 강도
등이 반영된 노동력 감소 충격으로 모형을 설정
ㅇ 분석 결과, 통합정도가 높은 경제 하에서 코로나19 충격은 대부분 국가의 실질소득을 큰
폭 감소시키며, 격리 정책에 의해 노동력의 일부가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 실질소득 감소 폭
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국가별 실질소득 감소 폭은 상이하였는데, 개별 국가의 무역 개방도, 코로나19 노출
정도 및 격리 정책의 강도가 높을수록, 원거리근무 가능성(teleworkability)이 낮을수록 해당
국가의 실질소득 감소 폭은 확대
- 무역개방도 및 분업의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실질소득 감소가 주로 글로벌 연계성에 따
른 간접효과에 기인
- 산업별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여타 산업과의 생산 연계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부가
가치 감소 폭이 확대
- 한편, 통합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간접요인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 폭은 줄어드나 여전
히 생산 부문간 연계에 의한 충격 전이가 존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생산 연계성이 생산 충격을 주변 국가로 전이시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ulti-country, Multi-sector Ricardian Model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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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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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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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When Tariffs Disturb Global Supply Chai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177
저자: Gene M. Grossman(Princeton大), Elhanan Helpman(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글로
벌 공급망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모형의 주요 가정은 ① 독점적 경쟁 시장 내 최종재 생산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국가의 중간재 공급자를
탐색(search)하고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을 통해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공급망을 형성하고, ② 관
세 부과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공급자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적인 탐색
비용을 부담하여 새로운 공급자를 탐색

- 최종재 생산기업이 공급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재에 대한 예상치 못
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나타나는 사회후생 변화를 평가
*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종재 생산기업이 가격 측면에서 현재의 중간재 공급자를 변경할 유인이 없는 경
우 ‘저관세’, 국내 혹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3의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할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고관세’로 정의

ㅇ 분석 결과,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전반적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며, 그 정도는
최종재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최종재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저관세 구간에서 관세 증가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이는 최종재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중간재에 관세 부과시 최종재 기업의 이윤이 감
소하는 반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최종재 가격에 중간재 관세를 전가할 수 있어 신
규 기업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윤 감소가 제한되기 때문
ㅇ 한편, 고관세 구간의 경우에는 최종재 수요의 탄력성과 무관하게 관세 증가에 따른 사
회후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관세 부과시 최종재 생산기업이 공급망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정하여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결과임
- 만일 최종재 생산기업이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reshoring)한다고 가정하면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비해 관세가 유발하는 사회후생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시 최종재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망 변경에
관한 최종재 생산기업의 의사결정 행태에 따라 사회후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⑤ “Heterogeneous Globalization : Offshoring and Reorganiz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No. 14485
저자: Andrew B. Bernard, Teresa Fort(Dartmouth大), Valerie Smeets, Frederic
Warzynski(Aarhus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저임금 국가로의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중간재 수입과 관련된 오프쇼어링을 분석한 것과 달리, 본고는
최종 생산재 수입과 관련된 오프쇼어링을 분석*
* 본고에서 사용한 서베이 데이터에 따르면 오프쇼어링은 중간재 수입보다는 주로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 생산재와 연계되어 있음

ㅇ 기업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오프쇼어링이 개별 기
업의 자국 내 고용 구성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패널 회귀모형으로 분석
- 2001~2006년 중 오프쇼어링을 결정한 덴마크 기업 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간재 구매 서베이, 제조업 생산 서베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별 기업
(firm-level) 패널데이터를 구축
ㅇ 분석 결과, 오프쇼어링 이후 전체적인 고용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의 노동력
이 생산활동으로부터 기술 및 R&D 분야로 이동하였으며, 국내 생산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자국 내 생산 부문 인력 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오프쇼어링 이후 기업의 자국 생산인력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기술 및 R&D 등 혁신
관련 인력의 비중은 증가
- 기업은 오프쇼어링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산재와 동일한 재화의 국내 생산을 중단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산
ㅇ 한편, 오프쇼어링을 활용하는 기업은 국내 생산 제품과 해외 생산 제품 간 품질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시행
- 오프쇼어링으로 생산되어 수입된 제품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단위가치
(unit value)가 더 높았으며, 오프쇼어링 이후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ㅇ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기반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국 내 혁신 활동을 위한 인적 비중을 확대한다는 사실은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생
산성과 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Panel Regression

⑥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Exchange Rate : The Financial Channel”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39
저자: Ryan Banerjee, Boris Hofmann, Aaron Mehrotra(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환율 절하가 기업 레버리지 및 외화부채를 통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환율의 금
융경로 효과를 분석함
- 고전적인 Mundell-Fleming 모형에서는, 환율 절하는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무역경로를
통해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외화차입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스템
이 취약한 신흥국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실제로 2011년 이후 신흥국의 통화는 꾸준히 약세를 보임과 동시에 기업투자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음
ㅇ 환율의 무역경로를 도입한 Merton(1974) 모형에 금리경로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을 확장
한 후, 환율의 변화가 각 경로를 통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함
- 이론모형의 분석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7개 선진국, 9개 신흥국의
2000~2015년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
ㅇ 이론 모형에서는 환율이 절하되면 외화표시부채 비중이 높을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함과 동
시에 투자가 위축(금융경로)되는 반면,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투자활동이 촉진됨(무역경로)
ㅇ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환율이 투자에 미치는 두 경로(무역경로, 금융경로)의 영향은 상
반되게 나타남
- 환율 절상 시 차입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경로를 통한 투자 증가폭이 확대
-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 절상 시 수출경쟁력이 낮아지는 무역경로를 통해 투자가 감소
- 신흥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금융경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2011년 이후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신흥국 기업투자 감소의 주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
【분석방법론】 Merton Model, Panel Regression

⑦ “Global and Domestic Financial Cycles: Variations on a Theme”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64
저자: Inaki Aldasoro, Stefan Avdjiev, Claudio Borio, Piti Disyatat(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싸이클을 글로벌 금융싸이클(이하 GF싸이클)과 국내 금융싸이클(이하 DF싸이클)
로 나누어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DF싸이클의 경우 1981~2018년 중 20개 국가의 실질신용, 신용/GDP 비율, 실질주택
가격 등의 중기 싸이클(32~120 분기)을 토대로 측정
- GF싸이클의 경우 가격기반 글로벌 요인(price-based global factor)과 수량기반 글로벌 요인
*
(quantity-based global factor)의 평균 값 을 사용하여 측정
* 가격기반 글로벌 요인은 858개 자산가격의 일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한 값이며, 수량기반 글
로벌 요인은 31개 국가의 GDP 대비 총자본유입 비율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 1
주성분(first principal component)을 의미

ㅇ 두 금융싸이클의 변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GF싸이클과 DF싸이클이 공통적으로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임
- GF싸이클이 금융자산가격과 국가간 자본이동의 영향을 받아 주로 변동하는 반면,
DF싸이클은 주로 신용과 부동산가격의 영향을 받아 변동함
- GF싸이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금융리스크의 국가 간 전이 예방에 있는 반면, DF
싸이클에 대한 정책은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을 방지하는 데 초점
- GF싸이클은 주기가 짧고 전통적 경기변동(5~32 분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DF
싸이클은 주기가 비교적 길고 중기적 경기변동(32~120 분기)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냄
- GF싸이클의 주된 구성요소인 자본이동의 경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간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GF싸이클은 주로 선진국의 금융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두 금융싸이클은 평상시에는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강한
동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위기 진입 국면에서 자본유입은 DF싸이클에 후행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DF싸이클에 의한 지속불가능한 호황(unsustainable boom)이 자본유입에 의
해 증폭되면서 위기가 유발됨을 시사
ㅇ 본고는 경제정책 설계시 두 가지 금융싸이클의 특징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통화, 거시건전성 및 재정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
으로도 국가 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공조가 필요
- 특히 GF싸이클이 주로 선진국 경제상황 변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주
도적으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고 금융규제 개혁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지적
【분석방법론】 Correlation Analysis

⑧ “Shocks Matter : Managing Capital Flows in Emerging Economies with

Multiple Instruments”
출처: IMF, Working Paper 20/97
저자: Ruy Lama, Juan Pablo Medina(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자본 유출입이 활발한 신흥국 경제에서 경기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선택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에 대해 분석
-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인 ① 외환시장 개입 정
책과 ②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을 고려
ㅇ 소규모개방경제 New Keynesian DSGE 모형(155여 개의 신흥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
을 설정하고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충격(해외금리상승)과 국내 충격(기업 생산성
하락)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경우 환율안정 목적의 불태화 개입 정책(sterilized FX intervention)
을,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지급준비율 조절 정책을 모형에 반영
- 각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정책조합을 도출
ㅇ 분석 결과, 자본유출 발생 시 외환시장 개입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모두 금리정책
의 유용한 보완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며 충격의 원천에 따라 각 정책의 유효성이 상이
- 자본유출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이 금리정책만으로 대응할 때보다 두 가지 보완정책
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GDP·인플레이션·무역수지 등이 더 신속하게 안정화됨
- 자본유출이 해외금리 상승에 기인하는 경우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상대적으로 경기
안정화에 더 많이 기여
- 반대로 자본유출이 국내기업 생산성 하락에 기인하는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력이
더 커짐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신흥국 중앙은행이 자본유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충격의 근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정책 조합을 선택해야 함을 시사
- 해외 요인일 경우 외환시장 개입주도정책을, 국내 요인일 경우 거시건전성 주도정책
을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New Keynesian DSGE Model

⑨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an Open 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335
저자: Arnaud Mehl, Livio Stracca, Massimo Ferrari(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2국가 DSGE 모형을 활용하여 CBDC 도입이 거시경제 충격의 국가간 전이
(spillove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적 함의를 도출
- 자국에서 기술진보 및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동 충격이 타국의 실물 및 금
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CBDC 도입 여부에 따라 상이한지 분석
- CBDC는 ① 완전한 유동성이 보장되는 결제 수단인 동시에 금융자산의 성격 역시 가
지고 있어 현금에 비해 선호되며, ② 보유 이자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③ 완전한 안
전자산(중앙은행 발행)으로서, ④ 자국에서만 발행하며 타국 경제주체도 보유 가능하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CBDC 도입 시 국가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국의 기술진보 및 통화정책
충격이 타국 경제로 전이되는 정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금융자산(개별국 통화, 개별국 채권) 이외에 CBDC라는 추가적인 자산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 충격 발생시 자산간 대체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의 금융시장 연계가 강화
- 이에 따라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격변수인 채권가격 및 환율 변
동폭이 종전에 비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변수의 변동폭도
확대
ㅇ 다만, 상기 결과는 CBDC의 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CBDC가 현금에 비해 낮은 유동성을 가져 현금이 CBDC보다 선호되는 상
황을 가정하는 경우, 거시경제 충격의 국제적 전이효과는 상기 결과에 비해 축소됨
- 또한, CBDC의 보유 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테일러 준칙에 기반하여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여타 가정이 동일하더라도 거시경제 충격의 국가
간 전이효과가 CBDC 도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특정 국가에서만 CBDC를 도입하는 경우 타국의 통화정책 자율성(autonomy)을
약화시켜 국제통화시스템의 비대칭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타국의 통화정책 자율성 훼손은 CBDC 도입에 따라 충격의 국가간 전이 정도가 확대
되면서 타국 통화당국이 정책결정에 있어 글로벌 요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
는 데 기인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CBDC의 특성에 따라 국제통화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국가의 CBDC 도입에 앞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DSGE Model

⑩ “An Apocalypse Foretold: Climate Shocks and Sovereign Defaults”
출처: IMF, Working Paper 20/231
저자: Serhan Cevik(IMF), João Tovar Jalles(Lisb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후변화 충격이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Default Risk)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① 기한 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② 정부 조치로 인해 채권자 보유 국채
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

- 기온 상승 등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1995~2017년 중 116개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
(vulnerability) 및 복원력(resilience) 이 해당 국가의 채무불이행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분석
*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국가의 취약성, 복원력 등을 지수화하여 발표하는 ND-GAIN 데이터를 활용
** 취약성은 기후변화 충격에 노출된 정도 및 기후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측정하며, 복원력은 기
후변화에 적응하거나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국가의 경제구조, 정책체계 등에 따라 기후변화 충격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국가
별로 상이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채무불이행 확률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높은 국가에서 채무불이행 확률이 유의하게 하
락하는 것으로 분석
- 상기 결과는 저소득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재정 완충 장치, 보험 제
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
- 또한, 경제구조 다변화 및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후변
화 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할 필요
ㅇ 본고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및 대응 능력이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데 의의
- 기후변화 충격은 선진경제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저개발국가 경제에도 중대
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Logit Model

동북아경제
⑪ “Economic Impacts to be Brought by the DPRK’s Return to International

Society : CGE Analysis with the GTAP 9A Data Base”
출처: ERINA Discussion Paper
저자: Enkhbayar Shagdar, Nakajima Tomoyoshi(ERINA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핵심내용】
ㅇ 본고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를 사용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경우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지를 추정
- ① 북한 내부의 경제 개혁 ② 남북 통일 ③ 북한의 동북아시아 FTA 가입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당 시나리오별로 북한경제의 소득 개선 효과를 분석
ㅇ GTAP 모형은 다수의 지역과 복수의 산업으로 구성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로서
저자는 13개 지역과 8개 산업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북한 현황을 반영하여 모수를 조정
- 북한의 정책변수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독립된 지
역으로 구분하고 2011년 기준 북한의 지출국민소득, 무역, 요소가격 등을 추정하여
모형에 포함
- 또한 북한 산업구조가 농업, 중화학 공업에 집약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산업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계획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비중을 높임
ㅇ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 시나리오는 경제개혁으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TFP)이 증가한다
고 가정한 경우임
- 남한의 1960년대 경험을 근거로 북한의 내부경제개혁을 완수할 경우 북한의 TFP가
30%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이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북한주민의 후생은 66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남북통일 시나리오에서는 한반도지역 관세를 0으로, 북한의 동아시아 FTA가입 시나리
오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세를 0으로 설정하여 후생증가분을 측정
- 모형에 따르면 남북 통일시 후생증가분은 17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가 매년 10억 달
러 이상 증가하며, 공업과 건설, 서비스업은 성장하나 타 산업은 다소 정체될 가능성
- 동북아시아 FTA가 성립될 경우 전체적으로 1,070억 달러 수준의 후생증가가 발생
ㅇ 다만, 남북통일 또는 동북아시아 FTA 가입 시나리오에서는 교역조건 변화로 역성장하
는 산업분야가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alysis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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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이 국제 무역망으로 복귀할 경우 북한의 유망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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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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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일반적인 수출을
수행하기 어려운데 기인
- 북한은 철강, 석탄 및 기계류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UN제재로 인하여 석탄 수출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3%에서 2018년 4%로 급락
ㅇ RCA*, TBI** 등의 비교우위 지표를 통해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어업과 직
물업, 광물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RCA(현시 비교우위 지수)는 전세계 수출-수입의 비율 대비 비교국의 수출-수입 비율로서 해당 국가가 특
정 상품에 특화된 정도를 나타냄
** TBI 지수는 특정상품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지표로
서 높을수록 비교우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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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The North Korean Economy : Interpreting North Korea’s Puzzling Price

Stability”
출처: 38North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북한의 물가가 안정된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북
한의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공급 요인을 분석
- 북한의 물가 퍼즐이란 북한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자 외부와의 물자유통을 차단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
- 평양 등 3개 도시에서 조사된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7월 쌀가격은 kg당 4,100북한
원으로 전년동기(5,100원)대비 하락하였으며 옥수수 가격도 낮은 상태를 유지
-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석유류 가격은 중국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
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ㅇ 북한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살펴보면, 중국의 곡물 원조 증가와 안정된 국제가격을 바탕
으로 우회 수입을 활용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켰을 가능성
- 중국의 식량 원조는 북한의 물자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중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량을 늘리고 있음
- 또한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
입 규제 등을 우회하여 필수 물자를 외부로부터 수입했을 가능성
ㅇ 북한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곡물 생산량 증가와 내부 비축물자 방출을 통해 물가 상승
을 억제하였을 가능성
- 연초에 기상 상황이 우호적임에 따라 일부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을 수 있으나, 최근
의 홍수로 인하여 수확 시기가 곧 도래하는 옥수수·벼 작황을 주목할 필요
- 현재 배급상황이 열악해졌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비축된 내부 물자를 일
반인에게 방출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였을 가능성
ㅇ 이와 함께 대체수요의 발생과 소득수준의 감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재인 옥수수의 소비를 늘려 쌀 가격이 안정되었을 수도 있
으며, 개인 소득 감소로 장마당을 통한 곡식 소비량이 줄어들면 이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
ㅇ 안정적인 북한의 물가상황과 다르게 실제 북한의 식량상황은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홍수 등 북한 식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

⑭ “Understanding the ”Socialist Tourism“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Discourse”
출처: North Korean Review
저자: Dean J.Ouellette(경남大)
【핵심내용】
ㅇ 북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국가 전체적으
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차적으로 경제 제재와 그로 인한 외화수급의 어려움이 자
리하고 있으나, 북한의 관광사업이 성장하는 배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
-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고는 북한 최
고지도자의 발언, 북한 내 학술지에 등장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 경향을 조사
ㅇ 선대 북한정권의 관광산업 정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
하는데 중점을 둔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음
- 원산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바꾸겠다는 발언(1989년)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이 북한의
제3차 7개년 개발계획(87~93)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지는 못함
- 소비에트블록 붕괴로 경제가 침체된 1993년, 북한은 UN에 관광개발 계획 원조를 요청
하였고 이듬해 UN은 관광인프라 건설·교통시설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 김정일 시대에는 금강산 관광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아리랑 공연을 실시하였으나,
체제 안정성 유지에 대한 염려로 관광산업이 대폭 성장하지는 못함
ㅇ 현 북한정권은 복합적인 목표를 지닌 ‘사회주의적 관광사업’을 제창하며 관광산업을 성
장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사회주의적 관광사업은 북한의 체제적 우월성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발전,
환경보호,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다층적 목표를 지님
- 특히 북한의 현대화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업, 인프라 공급, 물류 산업의 확장, 경공업
발달 등을 이루기 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와 접목시키고 있음
ㅇ 관광산업 발달에 따른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제한적이나마 평화 증진에 도움
- 현지지도 중 국제적 트렌드와 변화하는 외부 수요를 재빠르게 따라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는 관광산업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줌
- 자급자족 경제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 이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처를 주목할 필요

⑮ “The Impact of the Reinforced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

Focused on the Ripple Effects from Trade Shock”
출처: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저자: Choi Ji young(통일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UN의 대북 경제제재 영향력을 투입산출의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분석
- UN의 무역제재가 가해진 이후 북한은 무역량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부가가치
기준으로 GDP의 8.5~9.0%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량 감소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효과
를 추산하고, 1990년대의 소비에트 블록 붕괴로 인한 영향과 비교 분석
ㅇ 경제제재의 효과를 투입산출의 관점에서 분해하면 수출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저
해와 중간재 수입 중단으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로 나누어지며, 수출 분야에 대한 악영
향이 더 크게 나타남
- 북한은 공식적으로 투입산출표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경제적 성격을 지니
면서 산업발달 정도가 비슷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투입산출 계수를 북한에 적용
- 수출부문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광산업 분야로 약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관련 부가가치 창출 감소도 11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투입산출효과 분석으로 추정하는 경우 수출금지 제품의 내수용 전환 등 대체효
과를 반영하지 못해 UN과 한국은행의 GDP 예측치보다 과장되게 산출되는 경향
- 수입 금지로 인한 영향은 수출에 비해 다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이
생산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폐쇄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북한의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은 베트남(24.7%)과 캄보디아(32.8%)에 비해 낮은 8.1%(베트남 계수 적
용)~12.3%(캄보디아 계수 적용)에 그침

ㅇ 과거 소비에트 블록 붕괴시와 비교하면 경제제재로 인한 수출분야의 타격은 더 크지만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 경제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는 2016년 GDP대비 15.4%로 소비에트 붕괴로 인한 1991
년의 수출 감소량 5.7%보다는 높은 수준
- 1990년대에는 필수 원자재인 원유와 비료수입에 큰 차질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
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원유생산량과 비료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COVID-19의 전파로 북중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추가적인 물자 수입 감소가
생겨날 수 있어, 북한의 교역량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