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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formal Central Bank Communic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28276
저자: Annette Vissing-Jorgensen(UC Berkeley)
【핵심내용】
ㅇ FOMC 회의 개최 전·후의 주식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unattributable) 통화정책 관련 정보가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FOMC 개최 이전 참석위원들 간 전화통화나 미팅이 이루어지는 짝수 주(even
weeks)의 주식수익률이 홀수 주(odd weeks)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전임 FOMC 위원이나 주요 경제지 기자들도 회고록이나 인터뷰를 통해 비공식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존재를 확인
ㅇ 이러한 현상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투명성, 책임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public)를 대상으로 한 공식보도를 전제
(on-the-record)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배치
-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정책 설명 빈도를 늘리는 한편 정책에 대한 반응을 떠보는
데(“trial balloon leak”)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 방해, 의견을 달리하는 개별 정책결정자의 영향력
확대 시도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음
ㅇ 게임이론을 활용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정책의 유
연성 축소,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의 원만한
진행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Fed Watcher, ECB Watcher 등 소수를 위한 뉴스지(newsletter)와의 인터뷰*를 지양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합의(consensus)를 이루기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Medley Global Advisors(1년 구독료 : 12만 달러)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관련 기밀을 누
설했다는 이유로 리치몬드 연준의 Lacker 총재가 사임(2017년)한 바 있음
** ECB는 Lagarde 총재 취임 이후 회의 개최 수 시간 전에도 배포되었던 통화정책 결정회의 자료를 1
주일 전 배포로 정례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금융통화
② “The Central Bank Balance Sheet as a Policy Tool: Past, Present and

Future”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99
저자: Andrew Bailey, Jonathan Bridges, Richard Harrison, Josh Jones, Aakash
Mankodi(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주요국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는 지난 10년간 양적완화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연구 대다수는 동 조치에 따른 장기금리 하락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양적완화는 크게 ①정책 신호(signalling) 경로, ②포트폴리오 재조정 경로, ③유동성 경
로*를 통해 경제에 파급되며 각 경로의 작동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
* ①정책 신호 경로: 양적완화는 정책당국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임, ②포트폴리오 재조정 경로: 양적완화는 민간 보유 자산의 구성을 변경하여 금융여건에 영향을 미
침, ③유동성 경로: 양적완화는 특정 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축소

ㅇ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도 영란은행은 대차대조표 정책을 핵심 대응수단으로 활용하였
는데, 양적완화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효과와 역할에 대한 고찰이 가능
- 양적완화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산매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조치 효과가 상황조건적
(state contingency)일 가능성을 시사
- 금번 코로나 사태 시 양적완화는 비은행 투자자들에게 직접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이는 유동성 부족의 원인에 따라 양적완화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ㅇ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경기대응적으로(countercyclical) 조정되어야 함을 시사
- 양적완화가 상황에 따라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정상화 시
정책금리 인상보다는 대차대조표 축소(unwind)에 집중함으로써 양적완화의 정책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차대조표의 경기대응적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대차
대조표의 이상적인 규모 및 구성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
ㅇ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사태는 정책당국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중앙은행에게 있어 그 준비의 핵심은 대차대조표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차대조표 정책의 효과, 최적의 구현 방안, 효율적 운영
체제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③ “Industrial Connectednes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2020-052A
저자: Amy Y. Guisinger(Lafayette大), Michael T. Owyang(FRB of St. Louis), Daniel
Soques(North Carolina Wilmington大)
【핵심내용】
ㅇ 최근 학계에서는 산업별 경기변동(industrial business cycle) 분석시 총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세부적 충격(산업충격, 지역충격 등)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특히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총체적 충격과 산업충격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Li and Martin(2019), Atalay (2017) 등)
ㅇ 본 연구는 총체적 충격과 개별적 충격 외에 산업간 동조성을 반영하는 산업군(cluster)
충격을 고려하여 산업별 경기변동의 특징과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
- 미국산업분류체계(NAICS)의 4자리 수준(소분류) 82개 산업들의 산업생산 자료를 이용
하고, Kose et al.(200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산업군 충격을 식별
ㅇ 군집 분석 결과, 산업들은 특성에 따라 6개의 산업군(Cluster 1~6)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산업군에 포함된 산업들은 각기 다른 공통 순환요인(cluster cycle)을 가짐
- 대다수의 산업(70개 이상)이 속한 산업군(Cluster 4)의 순환요인은 대체로 경기국면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농산물 산업군(Cluster 3)은 여타 부문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경기변동과 상이하게 순환하는 모습
산업군별 순환요인1)

주: 1) 음영은 NBER 경기침체기를 의미

ㅇ 분산분해 분석 결과, 산업별 경기변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군 충격보다는 총체적
충격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
* 44개 산업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총체적 충격의 기여도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다수 산업들이 속한 산업군의 움직임이 총체적 경기변동과 유사한 데 기인
ㅇ 본 연구는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산업별 경기변동에 대한 보다 풍부
한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Cluster Analysis, Markov-switching Model

거시경제
④ “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5599
저자: Asger Lau Andersen(Imperial College London),
Jørgensen, José Luis Peydró(Copenhagen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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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ㅇ 통화정책의 소득/자산 불평등에 대한 영향에 대해 이론적 측면의 다양한 주장이 제
기되는 가운데 가구별 이질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구직이 용이해지며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견
해가 존재하는 한편,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불평등 완화의 순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존재
ㅇ 본고는 덴마크의 가구 수준 미시 데이터를 통해 통화정책 충격이 불평등에 미친 영
향을 소득, 자산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 1987년~2014년간 세금 기록(tax record)을 활용하여 소득수준별 데이터를 구축하였
으며, 패널 모형으로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가처분 소득, 자산의 반응을 분석
* 분석시 내생성 제어를 위해 덴마크 경제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점을 고려하여 독일과 유로 정책
금리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Christiano et al.(1999)에 따라 GDP 등 거시변수의 영향을 제어

ㅇ 정책금리 인하(100bp)시 저소득(하위 25%)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약 0.5% 증가했으나
중위, 고소득(상위 1%) 가계는 각각 1.5%, 5% 증가하여 소득 격차가 심화
-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 가계는 가처분 소득 증가분에서 임금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고소득 가계는 사업 소득, 이자 비용 절감이 큰 비중을 차지
ㅇ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정책금리 인하(100bp)시 저소득(하위 5%) 가계는 가처분 소득 대
비 자산가치가 약 20% 증가했으나, 고소득(상위 1%) 가계에서는 약 75% 증가
- 단, 이러한 추정결과는 가구별 자산 포트폴리오가 통화정책 충격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 유의
소득수준별 가처분 소득 변화(%)

소득수준별 자산가치 변화(가처분소득 대비, %)

ㅇ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재분배적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효과
가 가구특성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결정 및 후속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미시제도
⑤ “Who Will Fill China’s Shoes? The Global Evolution of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313
저자: Gordon H. Hanson(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노동집약재를 중심으로한 중국의 수출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느 신흥
국이 중국을 대신하여 노동집약재 수출을 주도할 수 있을지를 논의
ㅇ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시장개방 및 경제자유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노동집약재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
* 수입관세 인하, WTO 가입에 따라 중국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 이주장벽 완화 등

- 90년대 중국이 수입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수입 중간재 비용이 감소하고 이후 중국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 하면서 중국의 수출은 노동집약재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 중간재의 수입관세가 10% 인하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이 16%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수출 증가의 5.6%는 수입관세 인하, 8.4%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6.7%는 중국 내 이주장벽 감소, 나머지 69.4%는 생산성 증대에 기인
-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노동집약재에 대한 해외수요가 줄어들고 중국도 수출다각
화를 도모함에 따라 중국의 총수출에서 노동집약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 37.8%(1984) → 47.1%(1993) → 17.7%(2013) → 13.8%(2018)

ㅇ 근래 아시아 및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노동집약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규
모가 작아 중국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8개 신흥국*의 노동집약재 수출점유율이 1984년 3.4%에
서 2018년 13.3%로 크게 높아짐
*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 이러한 점유율 확대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주도하였는데 이들 국가는 중국과 마
찬가지로 풍부한 저숙련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규모가 작
아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동유럽·중동 지역의 노동집약재 수출점유율도 1984년 2.5%에서 2018년 6.8%
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폴란드는 가구, 플라스틱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ㅇ 아시아 및 동유럽의 일부 신흥국가들이 중국이 주도하던 노동집약재 생산을 일부 대
체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가 노동집약재 생산을 주도할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아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미시제도
⑥ “AI and Jobs: Evidence from Online Vacancies”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257
저자: Daron Acemoglu, David Autor(MIT), Jonathon Hazell(Princeton大), Pascual
Restrepo(Boston大)
【핵심내용】
ㅇ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인간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가 늘어나면서 AI 도입 확대*에 따른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점증
* 2010~18년간 미국 내 전체 채용 인원 대비 AI 전문인력 채용의 비중은 0.2%에서 0.8%로 증가하였으
며, 산업별로는 IT(0.5%→2.0%), 전문서비스(0.4%→1.7%), 금융(0.4→1.3%) 순으로 크게 나타남

- AI의 노동력 대체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 효과와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에 따른 노
동수요 증대 효과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지에 따라 고용의 증감 여부가 결정
ㅇ 본 논문은 2010~18년간 미국 사업체별 온라인 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도입 확
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Burning Glass사(社)는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4만여 기업의 채용공고를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의 주요
업무, 요구 능력, 직업분류, 사업체 정보(산업 및 지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

- 사업체별 AI 익스포져*를 측정한 후, 익스포져 수준에 따른 AI 기술 도입 및 고용
행태 변화를 분석
* 업무 단위로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를 점수화한 후 이를 각 사업체의 업무중요도에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업종별 AI 익스포져를 살펴보면 금융(1.8), 전문서비스(1.2), 정보통신업(0.8)
등은 크게, 운수 및 창고(-2.2), 소매(-1.2), 숙박업(-1.1) 등은 작게 나타남

ㅇ 사업체 단위 분석 결과, AI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AI의
노동력 대체효과가 생산력 증대효과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
- 2010년 AI 익스포져가 높은 사업체일수록 2010~18년간 AI 전문인력 채용을 늘렸
으나, 동 기간 중 AI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체 채용 규모는 감소*
* 채용, 이직 및 퇴직 등을 반영하여 추산한 전체 고용 규모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AI 익스포져가 높은 사업체일수록 채용 시 요구 능력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AI가 대체하였음을 의미
* 채용공고 텍스트를 통하여, 2010년 채용 시 요구했던 능력 중 2018년에 요구하지 않은 능력과
2010년에 요구하지 않던 능력 중 2018년에 새롭게 요구하는 능력을 파악

ㅇ 한편, 산업 및 직업 단위 분석 결과, AI 기술을 더 많이 도입한 산업 및 직업에서 고
용 축소 및 임금 하락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아직 AI 기술 활용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산업 및 직업 단위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Trade Protection Along Supply Chai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648
저자: Paola Conconi, Chad P.Bown(CEPR), Aksel Erbahar(Erasmus University
Rotterdam), Lorenzo Trimarchi(Universite de Namur)
【핵심내용】
ㅇ 본고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생산 공급망을 통해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부정적
인 영향을 분석
- 미국 산업연관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인
반덤핑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
- 1988년~2016년 중 시행된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관련 전방산업(downstream)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SLS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ㅇ 2SLS 회귀분석 결과,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가 1%p 증가할 경우, 전방산업의 연간
고용률은 0.32%p 감소
- 이는 1988년~2016년 중 미국 내에서 신규 창출된 3,800만개의 일자리의 4.8%에 해당
하는 185만개의 일자리가 중간재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인해 사라진 것을 의미
- 고용 형태별로는 사무직 노동자 계층(White Collar)보다는 주로 현장 노동자 계층(Blue
Collar)에서 일자리 감소가 발생
-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여 추정한 결과, 관세 1%p 증가 시 연간 고용률은
0.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0만개의 일자리
가 감소
- 한편 관세 부과가 보호 대상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용 증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관세가 1%p 증가할 경우, 전방산업의 임금·매출·투자는 각각 0.03%p, 0.17%p,
0.3%p 감소하여 관련 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파급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영향은 중간재에 대한 고관세 부과 정책이 해당
재화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방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데 주로 기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보호 대상 산업의 고용 활성화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반면 관련 전방산업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2SLS Regression

국제경제
⑧ "Why Does Capital Flow from Equal to Unequal Countri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647
저자: Sergio de Ferra, Federica Romei(Oxford大), Kurt Mitman(Stockholm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득 불평등도와 국가 간 자본이동(경상수지 불균형) 간의 관계를 분석
- 22개 선진국의 1997~2007년 중 순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의 대리변수)와 해당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 경상수지 적자는 해당 국가로 순자본유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

- 또한, 2국 개방경제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
ㅇ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순자본유입 규모가 확
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순소득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 이는 자본이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ㅇ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 적자 간 관계는 주로 각 국가의 GDP 대비 민간저축 비율의
차이에 기인*
* 국민소득 균형식에 따르면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수지는 총 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에서
총 투자를 뺀 것과 같음. 즉, 총저축보다 총투자가 많은 경우, 동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

- 순소득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GDP 대비 민간저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GDP 대비 정부저축은 소득 불평등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총 투자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와 음(-)의 관계가 존재하나 그 정도는 약함
ㅇ 한편, 이론모형* 분석에서도 자본이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증분석과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 2국 개방경제 하에서 가계는 일정 확률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가 되며, 고소득과 저소득의 갭이 상이한
것으로 가정(소득 갭이 큰 국가는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작은 국가는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

-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소득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별 가계의 채무상환
유인이 높아(차입시장 접근성 유지 목적)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
입이 많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이들 국가로 자본이 유입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
향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민간저축 규모 차이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
- 다만, 본고의 분석은 소득 불평등도가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분석이
미흡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분석이 요구됨
【분석방법론】 Weighted Linear Regression, Two Country Open Economy Model

동북아경제
⑨ “Finding Loopholes in Sanctions : Effects of Sanctions on North
Korea’s Refined Oil Prices”
출처: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저자: Kyoo Chul Kim(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핵심내용】
ㅇ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수준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최고
수준의 강도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적 효력은 어떠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경제제재가 발동된 이후 북한의 국제수출금액은 16년 29억 달러에서 19년 2.6억 달
러로 급감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 또한 16년 5억 달러에서 19년 24억 달러로 증가
-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의 주요 전략자원인 원유 도입을 억제할 경우 북한 정권의 안
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여 정책을 설계
ㅇ 북한 내부의 유가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제재의 효력을 점검해본 결과, 북한
에 대한 경제제재는 원래의 목표와 달리 효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유통시장인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제재가 효력을 발
휘한 2017년 일시적 가격상승이 발생하였으나, 일년 이내에 평시 수준까지 하락
- 또한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도시별 유류가격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유통망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줌
ㅇ 북한 원유가격을 계량 분석한 결과 경제제재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오랜기간 지속되
지 않았으며, 내부 투기적 수요를 발생시켜 일시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원유가격은 군수물자 보급, 산업 유지, 민간경제 유지로 구성되는 수요측면
과 중국의 원유 공급량, 국제가격, 환율 수준으로 구성되는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
- 본고는 북한 도시들의 유류 가격을 국제유가와 민간경제의 구매력을 반영하는 쌀가
격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요·공급의 변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격변동을 경제제재의 효과로 간주
- 분석결과 북한에서 경제제재를 전후로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오랜기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의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ㅇ 북한의 원유가격은 투기적 수요를 제외할 경우 경제제재 이후에도 안정적인데, 이는
북한이 제재 회피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음을 보여줌
-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 선적 등의 방식을 통해 국제
사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유류를 공급받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