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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evisiting the New Keynesian Policy Paradoxes under QE”
출처: Bank of England, BOE Staff WP No.908
저자: Dario Bonciani(Bank of England), Joonseok Oh(Freie Universität Berlin)
【핵심내용】
ㅇ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의 부정적 효과가 커지면
서 기존의 뉴케인지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역설들이 발생
①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부정적인 수요충격으로 인한 생산감소 폭이 확대되는 역설
(가격신축성 역설)

② 근로소득세 인하가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실질금리를 올리면서
경기위축을 유발하는 역설(근로소득세 인하 역설)
③ 정부지출 증가가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실질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가 정상인 상황에서보다 경기부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역설(정부지출 승수 역설)
ㅇ 본고에서는 기존 모형에 양적완화 정책함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게 되면 이러
한 역설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갭에 반응하는 양적완화 정책함수(    )를 추가하면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하향하는 총수
요곡선 도출 가능*
* 기존 모형에 따르면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한 이후에는 총수요가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인플
레이션 변화에 반응하지 않음

- 분석 결과 양적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갭에 충분히 반응하는 경우 기존의 뉴케인지언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세 가지 역설들이 모두 해소
- 다만 양적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갭이 아닌 생산갭에 반응하는 경우 가격신축성
역설과 근로소득세 인하 역설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여 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전달경로와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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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Zombies on the Brink: Evidence from Japan on the Reversal of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1/044
저자: Gee Hee Hong, Deniz Igan(IMF), Do Lee(NYU)
【핵심내용】
ㅇ 본고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기업의 재무구조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로 기간 프리미엄(term-premium)을 하락시키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 초점을 맞추어 논
의를 전개

- 2004~2015년 중 일본의 은행-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이 기업의
부채 및 자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양적완화가 기업의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부채 측면에서 기업은 기간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경우 총부채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장기 부채 비중을 확대하여 부채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자산 측면에서는 기간 프리미엄 하락시 총자산 대비 현금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대응 방식은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할수록(이자보상비율이 낮을수록)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양적완화 기간에 기업은 투자를 대체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효과
역시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
-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따라 투자 지출(유형자산 취
득)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투자 지출을 확대
하기보다는 하락한 장기금리를 활용하여 부채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업 파산
제도 운용 및 기업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 즉, 재무 건전성 취약 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투자 유발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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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Macroeconomic Effects of Household Pessimism and Optimism”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Brief No. 21-03
저자: Anmol Bhandari(Minnesota大), Jaroslav Borovicka(NYU), Paul Ho(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가계의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기대치는 통계적(혹은 합리적) 예
측과 구조적인 차이를 보임
- 다양한 소비자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에 대한 기대치는 통계적 예측에 비해 ①평균적으로 상향 편의(bias)를 보이고 ②이
편의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③경기후퇴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가계의 비관주의 및 낙관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경제주체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대/과소평가는 그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거시경제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ㅇ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관/낙관 주의를
반영한 거시계량모형을 수립
-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경제주체의 비관주의의 정도를 결정하는 ‘신념 충격(belief
shock)’이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동 변수를 통한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을 시행
ㅇ 분석 결과, 비관주의의 정도가 증가하면 경기 수축이 발생하며 특히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신념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실업률은 즉각적으로 1% 상승하고 생산량
은 1% 감소
- 이는 비관주의의 정도가 높아질 때 가계는 소비 평탄화를 위해 현재 수요를 줄이고,
기업은 향후 생산성 하락으로 한계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고용을 줄이는 데
기인
- 다만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이후 하락하여, 10분기 동안의 누적 반
응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분석하는 것이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
- 특히 정부 정책이 경제주체의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
‘기대 관리(expectation management)’의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Impulse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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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Quantifying the COVID-19 Effects on Core PCE Price Inflation”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tes
저자: Matteo Luciani(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물가상승률*(이하 물가상
승률)이 크게 하락
*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core PCE inflation)은 실제 가계의 상품 소비 정보(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에 기반하고 있어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core CPI inflation)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고 소비상품
품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19~2020.2월) 1.6~1.9% 사이에서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2020.3~12월) 0.9~1.5%로 크게 하락
ㅇ 본 연구에서는 1995.1월~2020.12월중 근원 개인소비지출을 구성하는 146개 상품의
물가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물가상승률 하락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물가상승률을 ①공통 성분(오랜 기간 상품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물가의 변화), ②코
로나19 성분(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상품 전반에서 새롭게 관찰되는 물가의 변화), ③개별
성분(그 외 물가에 반영된 개별 상품의 일시적인 가격변동 및 측정 오차)으로 분해하여 살펴봄*
* 경제 전반의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은 개별 성분에 의한 물가상승률 변화를 상품 전반의 물
가 변화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률 중 개별 성분을 통제하여 볼 필요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약 0.2~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년동기대비, %p)

19.10월

20.2월

20.4월

8월

12월

물가상승률(%)

1.74

1.87

0.93

1.43

1.45

공통 성분

1.68

1.88

1.70

1.70

1.64

코로나19 성분

0

0

-0.47

-0.28

-0.19

개별 성분

0.06

-0.01

-0.30

0.01

0

- 코로나19 및 이동제한조치(lockdown)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택 임차료, 항공 운임
료, 숙박 요금 등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주도
ㅇ 한편,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또는
점차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rebound)될 것으로 예상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 이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중 공통 성분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
으며,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던 코로나19 성분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
【분석방법론】 Dynamic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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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Firm-Level Link Between Productivity Dispersion and Wage

Inequality: A Symptom of Low Job Mobility?”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656
저자: Chiara Criscuolo, Alexander Hijzen, Michael Koelle(OECD) 등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임금의 불평등을 기업별 임금 프리미엄(firm
*
wage premium) 현상 의 관점에서 분석
* 임금이 피고용인의 개별 생산성보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현상

- 임금격차는 기업 내(within firm) 및 기업 간(between firm) 임금격차로 분해되며, 기업
별 임금 프리미엄은 기업 간 격차에서 산업별 특수성을 통제하여 산출됨
- 경력과 교육을 통제하더라도 임금격차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
의 높은 생산성이 노동자에게 확산(productivity dispersion)되어 임금격차가 생기기 때문
ㅇ 임금 프리미엄 현상은 기업간 임금 격차의 2/3 가량을 설명하며 노동시장이 경직적이
어서 자유로운 이직이 어려울수록 동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격차는 산업간 차이보다는, 개별 산업 내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차이에 따라 더
욱 커지는 경향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피
고용인의 자유로운 이직이 어려워질수록 더 높은 임금을 지급
ㅇ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성-임금 전파(pass-through)의 정도는 개인
의 특성, 노동 이동성, 상품시장 경쟁도, 임금 결정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기업별 생산성 차이의 1/6이 개인의 임금격차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
- 생산성 전파 현상은 저숙련·여성보다는 고숙련·남성 노동자에서 더욱 빈번하게 관찰
- ①노동의 이동성(직장이동 횟수/고용)이 높고 ②상품 시장의 경쟁도가 낮으며 ③임금의
단체교섭이 집중화되고 ④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생산성-임금 전파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ㅇ COVID-19로 인해 노동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지
않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이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기업으로 노동의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산성-임금 전파 정도를 낮추어 임금격차가
완화
【분석방법론】 Linear Model, Linked Employer-Employe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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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Public Guarantees for Small Businesses in Italy during Covid-19”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5799
저자: Filippo De Marco(Bocconi大), Fabrizio Core(Erasmus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많은 국가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공적보증
(public guarantees)을 제공함에 따라 보증과 자금배분의 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대두
- 공적보증 제도로 인해 민간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출이 경
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이탈리아 공적보증 제도*의 개별 대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
후 신용 수요/공급자별로 자금 공급 양상을 분석
* 이탈리아 정부는 2000년 이후 공적보증 제도(Fondo di Garanzia(FG))를 운영했는데, 코로나19가 심
화된 20.4월 이후 기업별 25,000유로 한도로 완전(100%) 지급보증하는 등 제도를 확충

- 수요 측면으로는 기업별 특성이 대출확률에 미친 영향을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했
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별 특성이 자금공급에 미친 영향을 패널모형으로 분석
ㅇ 기업별 분석결과, 금융취약성이 높을수록 대출확률이 상승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해당 요인이 대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
* 20.4월에 비해 6~8월 금융취약성을 나타내는 레버리지율, 자산대비 현금 비중이 종속변수(대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각 변수의 계수 변화: 0.033, -0.033 → 0.003, -0.003)

- 이는 위기 초기에는 취약한 기업들에 자금이 많이 공급되었으나, 점차 건전성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공급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ㅇ 은행별 분석결과, 자산 규모가 크거나 IT인프라가 잘 구비될 경우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IT인프라 지수*가 높은 은행은 대출처리에 5~7일이 덜 소요되었는데, 이는 대면 접
촉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 특성상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급증한 것에 기인
* 은행별 모바일앱에 대한 고객 평가도를 기반으로 더미변수(평가도가 높을 경우 = 1)를 산출

- 다만, 은행별로 지점(branch)이 많은 지역에 더욱 많은 신용을 공급한 것으로 분석
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대출도 중요한 경로로 작용함을 시사
ㅇ 본 연구는 공적보증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업에 대출하는 은
행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Linear Probability Model,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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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apital Flows at Risk: Taming the Ebbs and Flow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5842
저자: Gaston Gelos, Lucyna Gornicka, Robin Koepke, Ratna Sahay, Silvia
Sgherri(IM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capital flow)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계별(단기 및
중기)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이동의 예상 확률분포를 도출
- 국가별 횡단면 표본을 이용한 분위 회귀 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자본 유출입
으로 인한 위험이 증폭 또는 완화되는 국가의 특징과 정책을 분석
- 외환시장에 마찰이 존재하며,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통화정책, 자본통제 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자본 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변동환율제 채택 여부와 같은 국가별 정책 체계와 금융시장 상황, 중앙은행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여건이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연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노출될 위험이 높지만, 중기적 시계에서는 대규모 자본 이동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양호하였음
-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중앙은행 투명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투자자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기 때문에 중기적 시계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낮았음
-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글로벌 금융충격에 따라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될 확
률은 하락하였으나, 대규모 자본유출 발생 확률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
ㅇ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의 정책 수단은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하방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동 효과는 단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분석
- 외환시장 개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
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자본 이동 통제 정책은 정책 시행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의 하방 위험을 오히려 상승시킬 우려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험관리를 위한 “value at risk”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자본이동에 대한 예상을 확률
분포 형태로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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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Credit Cycles, Fiscal Policy, and Global Imbalanc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43
저자: Callum Jones(Federal Reserve Board), Pau Rabanal(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86~2017년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38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순환
주기(credit cycle), 재정정책 및 글로벌 불균형 간의 연계성에 대해 실증분석
- 2국 DSGE 모형*으로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을 식별하여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
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재정정책의 준칙을 제안
* 자국(미국)과 외국(미국을 제외한 9개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실물 경기변동 모형에 신용충격과 재정정
책을 도입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에 대한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ㅇ 실증분석 결과 신용이 확대(축소)되면 경상수지가 악화(개선)되고, 재정수지가 개선(악화)
되면 경상수지도 개선(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 평균적으로 신용갭과 경상수지의 상관계수는 –0.41로 나타났으며, 선진국(-0.38)과
신흥·개도국(-0.45)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상관계수는 신흥·개도국(0.09)에서보다 선진국(0.29)에서 더
높아 쌍둥이 적자 현상은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ㅇ 모형분석을 통해 1980~2017년 중 미국 경상수지 변동 요인을 분해한 결과 국내 신용
충격이 28.9%, 국외 신용충격이 33.2%, 미국의 재정충격이 13.9%를 차지
- 동 기간 중 미국 내 신용 및 재정충격이 없었다면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와 변동성은
대폭 축소되었을 것임을 시사
-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결과 미국이 국내 부채·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시건
전성정책 준칙과 성장률 안정화를 위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준칙을 활용하였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와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었음
ㅇ 본 연구는 경상수지 등 대외지표가 아닌 부채·주택가격·경제성장률 등 국내지표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와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International Real Business Cy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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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북아경제
⑨ “Market Activities & the Building Blocks of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출처: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저자: Justin V. Hastings(Sydney大,) Daniel Wertz(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Andrew Yeo(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시장 참여자들이 채택한 전략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여 시민 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ㅇ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이중적 시각*, 불확실하고 정보가 제한된 환경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
*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국가의 정치적 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반면 국가는 주민들의 주
활동무대인 시장에서 창출된 조세수입이 필요

- ①계약 집행 및 분쟁 해결이 어렵고, ②예상치 못한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이 높으며, ③시장 참여자 간 사회적 신뢰가 낮고, ④시장 관련 정보의 획득이 어려움
ㅇ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시장 참여 전략으로 대응
- ①시장 참여자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평판과 정보를 공유하고 ②영향력 있는
공식 관계를 활용하며 ③기업에 제한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④제3자를 통해 신뢰성을 보증하며 ⑤통신 및 계좌이체 중개인과 같은 브
로커와 소통
ㅇ 시장 참여 전략은 사회적 자본 구축, 호혜성 향상, 신뢰 네트워크 및 공유 규범의 발
전을 촉진하며, 이는 시민 사회의 필수 구성요소로 작용
- 시장 참여자 간 정기적 상호 작용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면서 공동 이익을 다루는
협력적 행동을 촉진
-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거래가 계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참여자
간의 호혜성이 향상
- 반복된 거래로 축적된 시장 관련 정보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비공식
적 신뢰 네트워크가 개발·확대
- 부정행위를 하는 참여자에 대한 평판 훼손 및 거래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 허용되는
행동에 대한 공유 규범이 생성되고 시장 규칙으로 발전 가능
ㅇ 북한에 아직 독립적인 시민 사회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점차 시민 사회의 구성요소가
구축되고 있으며 시장화가 확대되면 이와 관련된 분야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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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The Economic Geography of Global Warm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8466
저자: José-Luis Cruz Alvarez, Esteban Rossi-Hansberg(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최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실증연구가 진행되는 가
운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
ㅇ 본고에서는 Desmet 외(2018)의 모형을 확장*하여 지역별로 지구온난화가 사회후생과 산
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환경정책(탄소세, 청정에너지 보조금)의 유효성을 평가
* 세계인구의 내생적인 동학(dynamics)을 도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왜곡효과 등을 반영

ㅇ 시뮬레이션 결과, 지구온난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
-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될 경우 2400년까지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15%
의 후생손실을 경험하는 반면 시베리아, 캐나다, 알래스카 등 북부지방에서는 후생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전세계적 평균을 시산할 경우 약 6%의 후생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

- 후생손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후생손실 중 절반 이상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에서 비롯
ㅇ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경제적 비용은 경제주체의 대응(기온 변화로 인한 이주(migration)나
투자 의사결정의 변화 등)에 의존
- 가령 이주비용이 25% 상승할 경우, 중위도 지역으로부터 북부 지방으로의 이동이
감소하며 2200년까지 후생비용이 약 4% 증가
ㅇ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 소비를 미래로 이연(delay)시키면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나 청정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효과는 낮음*
* 보조금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화석에너지 사용량도 아울러 증가하
게 되며, 이는 화석에너지 절감을 상쇄하는 압력으로 작용

- 특히 탄소 정화기술이 개발되어 탄소세 정책과 함께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후생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지구온난화의 지역적 이질성과 경제주체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adaptation)
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수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
【분석방법론】 Spatial Dynamic Assess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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