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5호>

<2021.4.23.>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하
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Communicating Monetary Policy Rule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1-11
저자: Troy Davig(Rokos Capital), Andrew Foerster(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떤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준칙
(policy rule)을 명시적으로 공표하지는 않고 있음
- 물가목표를 제시하는 방식도 다양한데 미 연준, 영란은행 등은 목표 수준만, 뉴질랜
드 중앙은행 등은 중심목표 수준과 허용 범위(tolerance band)를, 호주 중앙은행 등은
중심값 없이 목표범위를, ECB, 스위스 중앙은행 등은 상한값을 공표
ㅇ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준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준칙기반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
- 즉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 수준, 허용 범위 및 물가전망치를 제시하는 커뮤니케이
션 전략*이 통화정책준칙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임
*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몇 분기 이내에 목표 허용 범위 내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발표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Fisher 모형과 뉴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위 커뮤니케이션 전
략이 통화정책준칙을 암묵적으로 특정(implicitly pin down)함을 보임
- 물가목표로의 복귀 기간이 길어지는(짧아지는) 넓은(좁은) 범위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
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약하게(강하게) 반응하는 정책 준칙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
-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허용 범위 내로 전망한 기
간 내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metric)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유
ㅇ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물가수준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정책체계에도 활용이 가
능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Policy Analysis with Fisherian and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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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Should the ECB Adjust its Strategy in the Face of a Lower r*?”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6042
저자: Philippe Andrade(FRB of Boston), Jordi Gali(Barcelona GSE), Herve Le Bihan,
Julien Matheron(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실질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정책금리의 실효하한 제약 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논의가 지속
ㅇ 본고는 1985.1/4~2008.3/4분기 중 유로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중립금리 하락으
로 정책금리가 실효하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 정책대응 방안을 뉴
케인지안 DSGE 모형의 틀 안에서 분석
- 실질중립금리 하락 시 기존 정책 준칙을 유지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균인플레이션 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 여타 정책대
안에 대해서도 검토
ㅇ 분석 결과,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 준칙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후생 손실을 최소화
- 실질중립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약 2.8%)에서 1%p 하락 시 물가안정목표
를 약 0.8%p 상향 조정하여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마
이너스에 진입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움
ㅇ 실질중립금리 하락에 대한 여타 정책 대안으로 적극적인 긴급 재정정책, 평균인플레
이션 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저금리 장기화(lower for longer)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책금리가 실효하한 제약을 받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만
회하고 물가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오랜 기간 지속하는 정책

- 이러한 정책 대안 중 어떤 대안이 최적인지는 실질중립금리 하락 원인에 따라 달라
지며, 각 정책 대안의 장, 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할 필요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실질중립금리의 구조적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
- 완전정보와 합리적 기대 가정을 완화한 경우에 대한 분석, 실질중립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상황에서 최적 정책 대안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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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Baby Boomers vs. Millennials Through Monetary Policy?”
출처: FRB of Philadelphia Fourth Quarter 2020 Edition of Economic Insights
저자: Makoto Nakajima(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 가계의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구조 차이를 분석하고, 인구 고령화 가
통화정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ㅇ 연령대별 중위 소득 및 자산 구조 분석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과 자산 구조는
큰 차이를 보임
- 청년층(25~45세)은 연간 소득($46,000)의 95%를 근로소득으로 얻고, 주택 및 금융자산
등 보유 순자산($44,000)이 가장 적으며 주택보유비율 역시 63%로 가장 낮음
- 중장년층(46~65세)의 소득과 순자산은 각각 $58,000, $180,000로 가장 많고, 주택보
유비율은 80%로 청년층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나, 주택 매입시 대출에 크게 의존하
여 주택담보부채(mortgage debt) 역시 $75,000로 가장 많음
- 은퇴한 노년층(66세 이상)의 소득($28,000)은 가장 낮고, 순자산 $179,000에서 주택이
73%를 차지하며, 주택담보부채는 대부분 청산하여 $20,000로 크게 낮아짐
ㅇ 통화정책이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구조에 따
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상정해보면, 축적해 둔 자산이 적어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청년층은 주로 노동시장(임금 상승 및 실업률 개선)을 통해 영향을 받음*
* 다만,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의 주택 구입 자금 증대로 이어져 청년층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반대 방향의 효과 역시 존재

- 주택담보부채가 많은 중년층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상환 부담 감소가 소비를 늘
리는 주요 경로로 작동
- 소득이 적어 축적해둔 자산을 소비에 활용하는 노년층은 주택가격 상승에 크게 반
응하여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housing wealth effect)*
* 금융자산은 자산보유 형태에 따라 금리 인하시 가치의 증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주식, 채권 등
의 형태로 보유 시 자산가치가 상승하나, 예금 형태로 보유 시 자산가치가 감소

ㅇ 인구 고령화에 따라 통화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청년층에게 중요)보다 자산시장
에 미치는 영향(노년층에게 중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상황에
서 세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충관계로 작용할 가능성**
* 예를 들어, 자산가격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노동시장 역시 개선되므로 통화정책이 전 연
령대에 동질적인 영향을 미침
** 자산가격 하락이 노년층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에 신중해진다면,
이는 노년층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나 미래의 주택 및 금융자산 구매자인 청년층은 손해를 입게 됨

【분석방법론】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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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Expected Post-Pandemic Consumption and Scarred Expectations from

COVID-19”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Economic Commentary No. 2021-11
저자: Edward S. Knotek II, Michael McMain, Raphael Schoenle, Alexander M.
Dietrich, Kristian Ove R. Myrseth, Michael Weber(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오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궤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특히 최근의 극단적 경험이 경제주체의 기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
구 결과들(Bordalo et al., 2018; D’Acunto et al., 2020; Kozlowski et al., 2020 등)이 제시됨에
따라, 팬데믹이 경제주체의 소비 패턴을 항구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필요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받은 대면 서비스 부문*에 대한 팬데
믹 종식 이후 소비자의 기대 지출의 변화를 분석
* ① 환대(hospitality; 숙박, 관광, 요식업 등) 서비스, ② 대중교통(비행기, 버스, 기차 등), ③ 집단행사
(공연,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등)

- 위의 세 가지 부문에 대해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 비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얼마나 지출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Qualtrics의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
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답변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대면 서비스 지출 기대는 U자 형태의 회복을 보였으나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른 이질성이 나타남
- 전체 소비자의 평균적인 지출 기대는 2020년 4월 이후 점점 낮아져 2차 대유행이
시작된 7, 8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10월*부터 크게 회복
*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11월이 되기 직전부터 크게 회복되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확대되며 지연되었던 소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반영된 것으
로 해석

- 그러나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60세 이상 그룹은 종식 이후에도 대
면 서비스 지출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
- 가계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기대 지출 회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팬데믹 종식 이후 대면 서비스 지출의 회복은 대부분 고소득
층이 주도할 것으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팬데믹이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하며, 고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적어 팬데믹 동안 저축을 많이 늘릴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팬데믹 종식 후 고소득층의 지연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해석

ㅇ 본 연구는 팬데믹이 코로나19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상흔을 남겨, 팬데믹 종
식 후의 장기적인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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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Digital Capital and Superstar Firm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285
저자: Prasanna Tambe, Lorin Hitt, Daniel Rock(Pennsylvania大), Erik Brynjolfsson
(Stanford大)

【핵심내용】
ㅇ AI,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의 활용 기반이 되는
디지털 무형 자본*(Digital Intangible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디지털 (무형) 자본이란 기업의 IT 자산(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무형의 생
산요소(예: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 경영 환경, 인력 훈련 등)를 의미하는데, 해당 자본
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과 기업별 보유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ㅇ 본고는 비즈니스용 SNS인 링크드인(LinkedIn)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의 기업별 디지털
자본을 추산하고, 아울러 디지털 자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디지털 자본 투자의 대리변수(proxy)로는 기업별 IT노동자 고용을 활용하고, 실증분
석을 위해서는 패널모형을 적용
ㅇ 시산 결과, 기업들의 디지털 자본의 명목 가치(가격*수량)는 1990년말까지 급증했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데, 초반(1990~2000년대 초)에는 가격이 이를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유량 축적이 중요하게 작용
- 디지털 자본 보유량은 199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말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대비 25% 수준까지 축적됨
- 다만 해당 자본의 가격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까지 상승하다가 버블 붕괴시
상당 폭 조정된 이후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
ㅇ 디지털 자본의 분포 양상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 기업들(슈퍼스타 기업)이 상대적
으로 해당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집중도가 심화되는 양상
- 디지털 자본이 상위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유형자산에 비해 더욱 뚜렷하며 특이값
(outlier)이 될 수 있는 신생 IT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남
ㅇ 또한 디지털 자본은 장기적으로도 기업별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자본은 3년후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디지털 자본이 유형 자본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디지털 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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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Insolvency

Prospects Among Small and Medium
Advanced Economies: Assessment and Policy Options”
출처: IMF Staff Discussion Note 2021-002

Enterprises

in

저자: Federico J.Diez, Romain Duval, Jiayue Fan, José Garrido(IMF)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이 상승했는지 여부를 선진국
중심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
* ORBIS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20개국 125만개 기업(근로자 250인 이하 규모) 관련 데이터 활용

- 이동제한 조치로 발생한 수요 변화 및 생산성 하락을 Gourinchas(2020)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변화를 추산
ㅇ 분석 결과, 2020∼21년 중 재무적 곤경 기업(firms in financial distress)* 비중은 이전보
다 5~7%p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남부유럽에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동 비
중이 각각 더 크게 상승
* 자본잠식(negative equity)기업과 유동성 부족(liquidity shortfalls)기업으로 구성

- 자본잠식 중소기업 비중은 10%에서 15%로,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은 8%에서 16%로
각각 상승
- 아시아-태평양 지역(지급불능 중소기업 비중 3.5%p 상승)보다는 남부유럽(8%p 상승)에서,
농업·광산업보다는 숙박·오락 등 서비스 부문에서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
ㅇ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이 현실화되면 일자리의 대폭 감소 및 금융기관 건
전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
- 재무적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11~16% 감소를 유발
- 재무적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1 ratios) 하락 폭은 평균 1%p 이하 수준이나, 소형은행의 경우에는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추산
ㅇ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보편적 지원(blanket approach)보다는 선별
적 지원(targeted approach)이 재정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
- 보편적 지원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지만, 선별적
지원의 경우 재정소요가 중소기업 매출의 0.5% 수준으로 감소
- 한편, 자본투입 방식은 대출방식과 달리 중소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지 않
는 장점이 있음
ㅇ 유동성 공급 외에도 중소기업 특징을 감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소기업은 채권자 주도의 사적(out of court) 구조조정이 법적 구조조정보다 효율적

【분석방법론】 Sectoral Demand-Suppl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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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ross-Country Stock Market Comovement: A Macro Perspectiv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6021
저자: Alexios Anagnostopoulos(Brook大), Orhan Erem Atesagaoglu(Bilgi大),
Elisa Faraglia, Chryssi Giannitsarou(Cambridge大)
【핵심내용】
ㅇ 1980∼2010년 중 미국의 주가와 여타 22개 선진국의 주가 간 상관계수는 0.4에서
0.8로 상승
- 이들 국가의 주식시장 간 상관관계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은 선진국 간 FDI가 활발
해진 시점과 일치
ㅇ 본고에서는 국가 간 FDI 포지션의 증가가 주식시장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
산가격결정 모형을 통해 분석
- 미국과 전 세계로 구성된 2국 모형을 상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생산성 충격과
자본조정 비용이 존재하고 자산시장이 불완전한 경제에서 2개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
활동을 수행한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FDI 포지션의 증가는 주식시장 간 상관계수를 0.374에서 0.511까지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상관계수 상승분의 1/3을 설명
- 국내에서 양(+)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FDI의 규모를
확대할 유인이 존재
- 외국기업의 국내 FDI 투자 확대로 외국기업의 국내 자산이 축적될수록 외국기업의
본국 자산의 규모도 확대되는데, 이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외 자산 간에 상호 보완적
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
-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국가 간 투자와 자본의 동조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도 높아지게 됨
ㅇ FDI가 국가 간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산투자, 무역규모 등을 고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FDI 포지션, 분산투자 규모, 양국 간 무역규모가 확대되었을 경우 주식시장의 상관
계수는 0.374에서 0.515로 증가하여 FDI 포지션만 고려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주주의 분산투자와 무역 규모의 확대만 고려할 경우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FDI의 확대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국가 간 실물
경제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투자 및 자본이동을 통해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
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roduction Based Asset Pri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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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rade and Market Power in Product and Labor Market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2021-17
저자: Gaelan MacKenzie(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업별 이질성을 반영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이 과
점형태일 때 국제무역이 임금, 가격,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이득의 노동소득-기업
이윤 간 분배에 대해 분석
-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기업이 내생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 기업이 설정하는
임금과 가격에는 ① 한계수입생산물 대비 마크다운된 임금, ② 한계비용 대비 마크
업된 가격 등 두 가지 왜곡 요인이 존재
- 인도의 2008~09년 Annual Survey of Industries에서 추출한 공장 단위(plant-level)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의 주요 모수를 추정
ㅇ 모형분석 결과, 후생에 대한 국제무역의 효과는 기업의 내생적 노동시장 지배력 유무
와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폐쇄경제) 노동시장에 수요과점이 존재하는 경우 완전경쟁인 경우에 비하여 총실질
임금은 84%에 불과한 반면 총실질이윤은 11% 더 높아 총후생은 0.4% 감소
- (개방경제) 국제무역으로 상품가격의 마크업이 7% 감소하였으나 임금의 마크다운은
0.2% 감소에 그쳐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노동시
장 지배력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무역의 노동시장 지배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마크업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고용을 상대적으로 조금만 늘려도 매출 증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 (총후생 효과) 국제무역의 노동시장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노동시장 지배력의
유무에 따른 무역이득의 변화는 크지 않음(수요과점 하에서 0.14% 높음)
ㅇ (재분배 효과) 완전경쟁 노동시장과 비교할 때 수요과점 하에서는 국제무역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폭은 0.4% 낮고 실질이윤 상승폭은 2%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노
동시장 지배력은 무역이득을 노동소득으로부터 기업이윤으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
- 수출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노동시장 지배력 효과가 확대되어 국제무역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폭이 축소되기 때문에 무역이득의 재분배 효과는 강화됨
ㅇ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점형태의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
장개방에 따른 이득이 주로 기업이윤의 증가로 나타나 국제무역에 따른 이득이 생산
요소 간 비대칭적으로 분배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Heterogeneous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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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The Pandemic and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 Another Shock for

the Regime”
출처: 38 North
저자: Alberto Ballesteros(King’s College Lond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 정권에서 발전시켜온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면서 외화 수
입이 감소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관광산업은 제재 대상에 미포함된 분야로 외화 공급원 역할을 하여 자력갱생을 목표
로 하는 북한 정권에서 꾸준히 성장시켜옴
- 김정은 정권은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
프라 투자, 전문인력 양성, 유적지 방문 외에도 레저나 의료관광 같은 비전통적인
분야 개척 등의 노력을 지속
- 2018년 한국·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상 초유의 외교개방 시기를 맞았으
며, 중국이 북한 관광에 대해 호응하면서 중국 관광객 수가 특히 크게 증가
- 그 결과 관광수입이 2014년 기준 4,320만 달러*에서 2019년 기준 1억 7,500만달러
로 약 40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2017년 관광수입 4,400만 달러와 한국은행의 서비스업 부문의 GDP
성장률을 이용한 추정치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폐쇄(2020.1월말경)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약 1.7억달러
(2019년 관광수입 규모)의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17년 북한 정권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불법 수출로 창출한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자 2019년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수입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북한 경제 규모에서는 상당한 금액
- 관광 중단으로 인해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분야 인력은 급여 지급의 어려움이나 실업 위험에 직면함
ㅇ 북한의 열악한 보건 시스템과 백신 접종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2022년 중후반에나 관광산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제재 물품 수출, 무기 거래, 사이버절도
(cybertheft) 등 당분간 제재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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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Greening (Runnable) Brown Assets with a Liquidity Backstop”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929
저자: Eric Jondeau(Lausanne大), Benoit Mojon(BIS), Cyril Monnet(Bern大)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들의 ESG* 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질서있는 이행(orderly transition)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
* 기업 성과에 대한 비재무적 지표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

-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녹색 자산(green assets) 위주로 재편할 경우, 탄소
집약적 기업(brown firms)의 자산가치가 급락하고(Barnett, 2019) 이들 기업에 대한 급
격한 자금 회수(run on brown assets)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Monnet & Temzelides(2016)의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 집약적 기업들에
대한 자금 회수가 발생할 때 유동성 지원기구(liquidity backstop)의 도입 효과를 분석
- 모형 내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경우, 충분한 자금조
달이 불가능하여 투자가 중단될 리스크에 직면
ㅇ 분석 결과, 분권화된 시장균형에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의 감축 유인이 없어 사회적
으로 최적 수준*에 비해 탄소배출이 과다하게 나타남
* 각 기업의 순한계생산(한계생산에서 탄소 정화비용을 차감)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run)하여 생산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필요 이상의(precautionary) 현금을 보유하면서 비
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
ㅇ 이때 일정한 가입비(access fee)가 포함된 유동성 지원방식*을 도입할 경우 효율적인
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가입비는 배출량에 의존하도록 결정하고, 유동성 대출시 적용하는 금리는 오염배출량과 무관하게 결
정하는 가격구조(similar to two-part tariff)

- 동 방식은 유동성 지원을 통해 탄소 집약적 기업에 대한 급격한 자금 회수 충격을
방지하면서도, 가입비를 배출량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여 기업의 탄소 감축을 실현
- 특히 유동성 지원정책은 기존 금융안정정책(예금보험제도 등)과 유사한 특성이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책방향 모색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e.g. Oustry et al., 2020)
ㅇ 본 연구는 탄소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유동성 지원기구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임으로써 향후 기후정책 수립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Model for Environmental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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