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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Asymmetric Costs of Misperceiving R-star”
출처: FRBSF Economic Letter 2021-01
저자: Andrea Ajello, Isable Cairo, Vasco Curdia, Albert Queralto(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실질중립금리(r*)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여 추정이 필요한데, 이 추정치가 정확하기
어려우며(imprecise), 새로운 데이터가 입수된 이후 수정(revision)되기도 함
- 이는 정책당국이 r*를 실제치보다 높게도 혹은 낮게도 볼 수 있음을 의미
ㅇ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던 2016∼2019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여 r*에 대한 부정확한 추정(misperception)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시나리오
별로 시산하고 시사점을 도출
- 시나리오는 2016년 초 r*가 기준값인 –0.8%에서 2%p 하락한 것으로 상정하고, 정책
당국이 r*를 ① 제대로 추정(r*e = -2.8% = r*)한 경우, ② 2%p 상향추정(r*e = -0.8% > -2.8% =
r*)한 경우, ③ 2%p 하향추정(r*e = -4.8% < -2.8% = r*)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설정
- 정책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으며, 경제의
유휴정도(slack)는 실업률갭(실제실업률 - 완전고용실업률)으로 측정
ㅇ 분석 결과 실효하한제약(ELB)으로 인해 r*를 상향추정하는 경우의 경제적 비용이 하
향추정하는 경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비대칭적임
- ②의 경우 과도한 긴축으로 ①의 경우에 비해 실업률이 최대 1.7%p 높음
- ③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①의 경우에 비해 최대 1.2%p 낮음
ㅇ 본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FOMC의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
*
Targeting) 도입 은 r 를 잘못 추정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
한 방안으로 이해 가능
* 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미 연준, 2020)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Enhancing Liquidity of the U.S. Treasury Market under Stress”
출처: The Hutchins Center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Working Paper #72
저자: Nellie Liang(The Hutchins Center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Pat Parkinson(Bank
Policy Institute)

【핵심내용】
ㅇ 2020.3월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등이 대규모 국채를 매각하면서 시장유동성이 급감
- 최근 미국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불안기(period of stress)에 국채를 빠르게
매각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은 커진 반면, 급증하는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킬만
한 딜러들의 역량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부각
ㅇ 본고에서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증대 및 복원력(resilience) 개선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
⓵ 연준의 대기성 레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 신설
- 이는 시장불안기에 연준이 국채 및 정부지원기관채권(agency securities)을 담보로 증권
딜러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평상시에는 딜러들의 시장조성 역량을 높이고
시장불안기에는 높아진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⓶ 국채거래에 대한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확대 고려
- 중앙청산은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은행계열(bank-affiliated)
딜러들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래당사자들의 직접거래를 가능
하게 하여 딜러중개의 필요성은 낮춤
* 중앙청산기구(CCP)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자산 산정 시 유리해지는 만큼 자본, 유동성 규제가 완화되
는 효과

⓷ 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 변경
-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이하 SLR) 산정*에서 위험성이 낮은
지급준비금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강화된 SLR(enhanced SLR)의 추가 완충자본 중
일부를 경기대응적 요소로 대체하여 유연성을 확보
* 자기자본/자산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결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시
장불안기에 은행계열 딜러들의 시장조성 여력을 불필요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조정
⓸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공개 확대
- 금융중개의 펀딩리스크 및 레버리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대기성
제도 제공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완화
ㅇ 상기 방안들은 상호보완적으로서 함께 시행되어야 효과적이며, 이를 통한 국채시장의 유
동성 공급 개선은 향후 연준의 긴급 개입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야기 등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③ “The Transmission of External Shocks in Asia: Country Characteristics

and Policy Responses”
출처: IMF Working Paper 2021/003
저자: Pragyan Deb, Sanaa Nadeem, Shanaka J. Peiris(IMF)
【핵심내용】
ㅇ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와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금융시장 발달 정도가 낮아 글로벌 여건을 감안한 정책
수립·운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IMF, 2020)
ㅇ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대외충격*(금융·실물 충격)이 아시아 14개국
(선진국 및 신흥국 각 7개국)의 경제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금융충격은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 및 Glichrist & Zakrajsek(2012)의 채권프리미엄(excess bond
premium) 충격을, 실물충격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충격 등을 이용

-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외충격의 전달경로를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외환시장개입, 통화정책,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평가
* 자본유출입경로(기업·은행의 대차대조표 변화), 신용경로(민간신용증가율), 실질환율경로로 구분

ㅇ 실증분석 결과,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외 실물충격보다 금융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
으며, 경기침체기에 그 영향이 증폭되는 모습
ㅇ 신흥국의 경우 대외충격의 전달경로로서 자본유출입 경로가 주된 역할을 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신용경로가 주로 작동
- 신흥국에서는 해외자본유입이 투자를 촉진하더라도 선진국과 달리 자본의 재유출
가능성이 높아* 중기적으로(4~6분기 이후)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
*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유출입 변동성(표준편차)이 약 4배가량 높음

- 나아가 동 경로들 외에도 대외충격은 경제주체들의 기대변화를 유도하여 경제성장
및 투자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대외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를 비교한 결과, 외환시장 개입정책(자본유출입 및 실질환
율 조절)과 거시건전성정책(과도한 신용팽창 억제)이 유용한 것으로 분석
- 신흥국의 경우 금융시장 발전 정도가 낮고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견고하지 않아
통화정책을 통한 충격 완화가 제한적임
ㅇ 본 연구는 대외충격의 전달경로와 정책적 대응을 비교·분석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경
제정책 결정시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Panel Quantile Regression

거시경제
④ “Understanding the Size of th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It's in

the Sign”
출처: FRB of SanFrancisco WP 2021-01
저자: Regis Barnichon(FRB of San Francisco), Davide Debortoli(Universitat Pompeu Fabra),
Christian Matthes(Indiana大)
【핵심내용】
ㅇ 정부지출승수의 상태의존성(state-dependence)*에 대해 주요 연구간 추정결과가 엇갈리
는 가운데, 확장/긴축 정책에 따라 승수가 다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확장기/수축기 등 경기국면에 따라 정부지출승수가 다를 가능성

ㅇ 본고는 정부지출승수가 경기국면별로 상이할 가능성과 확장/긴축 정책의 효과가 비
대칭적일 가능성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이론모형을 통해 경제적 근거를 제공
- VMA(Vector Moving-average) 모형으로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산출량의 반응을 분석
했으며, 특히 긍정적/부정적 충격의 효과가 비대칭적일 가능성을 반영하여 충격반
응분석에 함수적 근사(functional approximation)를 적용
* 외생적 정부지출 충격 식별시 변수간 배열(ordering)을 활용하는 순차적(recursive) 접근법(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과 군사비 지출을 정부지출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서사적 접근법
(Ramey and Zubairy(2018))을 모두 활용

ㅇ 실증분석 결과, 두 식별 방법 모두에서 긴축적 정부지출 충격이 확장적 정부지출 충
격에 비해 산출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긴축적 정책은 수축기(고-실업기)에 승수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확
장적 정책은 불황기와 확장기(저-실업기)간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순차적 식별시
P(수축기>확장기)1)
서사적 식별시
P(수축기>확장기)1)

추정된 정부지출 승수(5년 누적)
확장적 지출 충격
긴축적 지출 충격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0.12
0.28
0.85
1.46
P = 0.64
P = 0.91*
0.58
0.68
0.95
1.56
P = 0.52
P = 0.99**

주:1) 수축기 승수가 확장기 승수보다 클 확률

ㅇ 이론모형 분석시, 명목임금 경직성 등을 통해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가 정책 방향에
따라 상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음
- 명목임금 경직성으로 총공급곡선이 볼록(convex)한 형태*를 보일 경우, 총수요 감소
정책(정부지출 감소)이 증가 정책(정부지출 증가)보다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경기수축기에 명목임금 경직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산출량 감소시 명목임금, 물가가 크게 변하
지 않지만 산출량 증가시에는 명목임금, 물가가 신축적으로 변함

ㅇ 본고는 경기국면/정책 방향별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 및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VMA, Functional Approximation of Impulse Response

미시제도
⑤ “Firm-level R&D After Periods of Intense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Role of Investor Sentiment”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16
저자: Sirio Aramonte(BIS), Matthew Carl(Wisconsin-Madison School of Busines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상장기업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이 기업의
R&D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투기적 성향이란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행태를 의미하며 동 논문
에서는 Baker and Wurgler(2006)가 개발한 투자자의 SENT(sentiment)* 지수를 이용
* 폐쇄형 편드 할인율, 신규상장 기업 수, 신규상장주 수익률 등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에 존재하는 투자
자들의 성향을 파악

ㅇ 분석 결과, 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이 1 표준편차 높아지면 기업의 R&D 증가율은 평
균적으로 5bp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이 신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는 투자자의 투기 성향이 높으면 R&D를 늘릴 유인이 있음을 의미
ㅇ 그러나 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이 기업의 R&D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수준  , 정보외부
성**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
* Brown, Fazzari, and Petersen(2009)에 따라 기업을 의료, 통신장비, 전자 제품, 과학용 기기 등의
High-tech 소속과 그 외 Low-tech 소속으로 분류
** 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다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
하며, 화학, 컴퓨터, 조선 등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은 정보외부성이 큰 기업으로, 그
외는 정보외부성이 작은 기업으로 분류

- Low-tech 기업의 R&D가 투자자들의 투기적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R&D를 통해 투기적 투자를 촉진하여 주가 부
양 및 보수 인상을 도모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
- 정보외부성이 큰 기업의 R&D도 투기적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투기적
성향이 높을수록 정보외부성의 R&D 감소 완화효과가 정보외부성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높아지는데 기인
* 일반적으로 기업이 R&D로 얻는 이익은 예상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정보외부성이 큰 기업일수록 R&D
를 줄이게 되나 기업의 투자자가 투기적 성향이 높으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이 높아져 정보외부성에
의한 R&D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

- 한편, 단기 투자자가 많은 기업 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 비중이 높을수록 R&D는 더 크게 증가
* 주식의 회전율이 표본 기업들 중 상위 50% 내에 속하는 기업을 의미

ㅇ 종합적으로 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은 기업의 R&D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
과는 기술 수준이 낮고 정보외부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단기 투자자가 많은 기업
일수록 더 크게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미시제도
⑥ “Robots and Labor in the Service Sector: Evidence from Nursing

Homes”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322
저자: Karen Eggleston, Yong Suk Lee(Stanford大), Toshiaki Iizuka(Tokyo大)
【핵심내용】
ㅇ 일본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된 노동
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서
비스 로봇*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 중 26%가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였으며, 거주자의 수면 및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하는 모니터링 로봇, 거주자의 이동을 돕는 이동 보조 로봇 등이 주로 사용됨

- 2017년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965엔으로 최저시급 902엔에 근접한 수준이며
2025년 기준 간병 인력은 약 38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일본 후생노동성, 2017)
ㅇ 본 논문은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857개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
하여 서비스 로봇 도입 여부에 따른 시설별 인력 고용 규모, 임금 수준 차이를 분석
ㅇ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로봇은 간병인(간호사,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와 업무부담을 줄
여 간병인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양산업에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효과가 더 큼을 의미
- 서비스 로봇 도입의 영향으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고용은 시설당 평균 39%(약 3
명), 28%(약 11명) 증가하였으며,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이 근로계약이 유연한 비정
규직을 중심으로 발생*
* 비정규직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고용은 각각 2명, 1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규직 간호사
와 요양보호사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로봇 도입으로 인해 간호사의 시급은 변하지 않았으나 월급이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로봇의 도움으로 간호사의 야간근무가 줄어든 데 기인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시급과 월급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ㅇ 한편, 로봇 도입과 간병 인력의 확대로 인해 간병 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고 응답한 요양 시설의 비중은 약 26% 감소
ㅇ 동 연구 결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로봇의 노동 대체 현상을 확인한 기존 선행연구
와는 다르게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특히,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서비스업에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로봇이 노동
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 제한된 업무를 보완하는데 머물러 로봇의 노동 보
완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IV Estimation

국제경제
⑦ “Globalization, Trade Imbalances and Labor Market Adjust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315
저자: Rafael Dix-Carneiro(Duke大), Ricardo M. Reyes-Heroles(TFS), Joao Paulo
Pessoa(Sao Paulo School of Economics), Sharon Traiberman(New York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세계화 충격에 반응하여 경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역
할을 살펴보고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미국 경제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
*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초래되는 현상이 관찰됨

- 2000년~2014년 기간 중 44개국의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자료로 모
수를 추정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화 충격(기술충격, 무역비용 충격)에 따른 노
동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역할을 분석
* 무역 불균형이 경제주체의 최적 행동의 결과로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다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

-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교역 이익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세계화 충격 발생 시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실업과 노동시장 조정
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나 교역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기술 향상 충격과 무역 비용 감소 충격 발생 시, 글로벌 무
역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미국의 실업률이 최대 0.3%p 가량 더 높
았으며 노동시장 조정도 장기간 지속됨
- 세계화 충격 발생 시 미국 총 소비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0%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무역 불균형 존재 시 교역 이익은 오히려 증가
ㅇ 한편, 중국 충격(China Shock)* 발생 시, 글로벌 무역 불균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
을 경우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에는 줄어들지만 장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과잉저축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충격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노동시장에 교란 요인
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충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ulti-Country, Multi-Sector Model

국제경제
⑧ “Financial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Capital Flows as a Two-Edged
Sword”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4
저자: Barry Eichengreen(Berkeley大), Zsoka Koczan(EBRD), Balazs Csonto, Asmaa
El-Ganainy(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 자유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본 유입에 따른 소득 불평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
- 자본 유입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 유입의 형태*를 구분하여 평가**
* 직접투자(FDI), 간접투자(portfolio), 해외송금(remittance), 공적자금(official capital flow)
** 분석 전반에 걸쳐 양자 간 관계가 유입 자본의 형태뿐만 아니라 자본이 유입된 산업, 수취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에 크게 의존할 수 있음을 강조

ㅇ 1995년 이후 자본이동 제한을 완화한 국가*의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직·간접 투자
자본의 유입은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투자의 경우 12개 국가, 간접투자의 경우 16개 국가

- FDI 자본 유입은 주로 저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선호(skill premium)를 높여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킴
- 간접투자 자본의 유입은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
는 데 기여하나,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조세회피 등 불법적 수단 활용을 조
장하여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
ㅇ 한편 해외송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공적 자본
의 유입은 제도적 상황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자본의 경우 공적 자본 수취국의 법적·제도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경
우, 자본이 특정 계층의 지대 추구에 사용되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
ㅇ 자본 자유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예를 들어, 거시금융 변동성 확대가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안정화장치, 자본이동관리(CFM) 등의 안정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변동성을 억
제할 필요
- 또한, 자본 수취국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다
양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ㅇ 본고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 자유화에 따른 경제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
- 또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본 자유화의 의도치 않은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동북아경제
⑨ “The Chinese Perspectives of the Korean Unification : Evidence from
the Chinese Academic Publications”
출처: Korea Observer
저자: Sungmin Cho(한국학술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의 연구문헌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을 분석
-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며 향후 한반도에서 갑작스런 통일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 입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원하지는 않으나, 한반도의 통일정권
수립을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음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군과 직접 접촉을 막는 군사적 완충지대이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될 수 있어 중요한 지역임
- 중국정부는 몇몇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통일정권
의 수립은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도발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 중 하나임
- 다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 여부는 중국 입장에서 첨예한 안보적
이슈로서 주변국들과 사전에 협력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의 입장에서 남북통일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북지방의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게 될 이권이 얼마만큼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통일정권이 수립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줄일 수 있으며 중국 동북지
역에서 한국·중국·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교역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이 북한 정부와 체결한 라진 등의 항구 이용권, 금속 채굴권 등 배타적
권리들이 얼마만큼 통일정부로부터 인정 받느냐가 첨예한 법적 이슈가 될 가능성
ㅇ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은 통일한국의 도래로 인한 민족주의 강화를 염려하고 있음
- 통일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 열풍이 강화될 경우 간도 등 현 중국의 영토에 대한 영
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ㅇ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방향적이기 보다는 중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입장에 가까우며, 통일에 대비한 인접 국가들의 상시적 협력이 필수적
- 중국은 남북 통일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은 향후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평시에 외교적 준비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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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ㅇ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앙은행 역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구성에서 그린 본드*의 비중을 늘리
는 정책을 의미하는 녹색 양적완화(Green Quantitative Easing)의 효과를 분석
* 친환경 부문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브라운 본드로 지칭

ㅇ 금융가속(financial accelerator) 모형과 환경 모형을 결합하여 구성한 DSGE 모형을 통
해, 일시적인 녹색 양적완화가 기후변화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 시 오염을 유발하는 브라운 부문(brown sector)과 아무런 외부효과를 발생시키
지 않는 그린 부문(green sector)이 존재하며, 각 부문의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
본을 조달
- 개별 시중은행이 각 채권의 비중을 조정할 때 비용이 발생하여 두 채권이 서로 불
완전 대체재가 되도록 가정함으로써, 양적완화의 효과가 은행의 차익거래로 상쇄되
지 않게 설정
- 중앙은행은 브라운 부문의 생산량이 정상상태(steady state)보다 높아질수록 자산 구
성에서 그린 본드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실시
ㅇ 분석 결과, 녹색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기후변
화를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동 정책을 통해 배출량의 유량(flow)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대기 중 탄소
량(atmospheric carbon)은 지속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 탄소 총량(stock)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
-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브라운 부문에서의 초과 생산량에 대해 중앙은행이 그린
본드의 비중을 매우 탄력적으로 늘려 대응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후생 증대 효과
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녹색 양적완화와 같은 일시적 정책 수단이 대기 중 탄소량과 같이 지속성
이 높은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불완전한 도구임을 보여줌
- 다만 본 연구에서 정책은 일시적인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정책이 영구적이거나
경제주체들의 장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분석방법론】 Environmental DSG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