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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redit Reversals”
출처: IMF, Working Paper 21/103
저자: Francisco Vazquez(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신용공급 감소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60~2017년 중 179개국 자료를 이
용하여 신용위축(Credit Reversal)* 현상이 신용 순환(대리변수로 신용갭을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제적 비용을 은행위기(Banking Crises)와 비교하여 분석
* 경기 확장기에 은행의 총 신용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기에 신용수요는 확대되므로
Credit Reversal은 주로 신용공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됨

ㅇ 분석 결과, 신용위축(약 5년에 한번)은 은행위기(약 8년에 한번)보다 자주 발생하고 주로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많이 발생
- 은행위기는 신용팽창(credit boom)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양(+)의
신용갭 국면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신용위축은 주로 음(-)의 신용갭 국면에서 발생
- 신용위축은 은행위기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위기가 신용위축 이후 발
생할 가능성은 낮음**
* 신용위축 발생 확률은 선진국의 경우 은행위기 이전 8%에서 위기 이후 35%로 상승하며, 개도국의
경우 15%에서 25%로 상승
** 은행위기 이후 발생하는 신용위축 현상은 은행위기 기간 중 누적된 과도한 신용위험에 대한 방어 기
제로서 이해할 수 있음

ㅇ 신용위축이 발생한 신용순환의 경우, 은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 신용 이용가능
성이 더 크게 제약
- 이 경우, 신용위축이 없었던 순환에 비해 음(-)의 신용갭 국면에서 신용 규모 감소폭이
더 크고 그 기간 역시 장기화
ㅇ 신용위축의 경제적 비용*은 은행위기**의 절반 정도였으며, 발생 빈도를 고려할 경우
은행위기의 약 2/3 정도의 비용 발생
* 신용위축 및 은행위기 발생 시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평균 경제성장률 및 GDP 갭 변화를 비교, 측정
** 기존 연구결과는 은행위기의 경제적 비용을 GDP의 약 4~15% 정도로 추정

ㅇ 다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내생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신용위축 및 은행위기와 실물경제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분석방법론】 Ev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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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② “Household Debt Overhang Did Hardly Cause a Larger Spending Fall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the U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6059
저자: Lars E.O. Svensson(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여러 연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가계부채 수준과 위기 시 소비 감소량 간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는 것으로 보고(Mian and Sufi, 2010; Dynan, 2012; Andersun, Duus and
Jensen, 2016 등)

- 이러한 상관관계는 흔히 기존의 부채 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위기 시 소비를 크게
줄인다는 ‘과다부채가설(debt-overhang hypothesis)’로 설명되는데, 전 세계 거시건전성
감독 당국이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음
ㅇ 본 연구는 과다부채가설에 반론을 제기하며, 위기 시 가계의 소비 감소 정도는 위기
이전 부채 수준이 아니라 부채 증가량과 관련이 있다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
- LTV(loan-to-value) 제약이 있는 단순 모형을 통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가
계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다가 위기가 발생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대출 증가를 중지하여 소비를 감소시킴을 보임
- 이때 소비 감소량은 위기 직전 부채 총량의 수준에는 거의 영향받지 않으며, 위기
직전 부채의 증가량에 큰 영향을 받음을 보임
- 또한, LTV 비율 변화와 소비 감소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 기존 연구에서
소비 변화를 LTV 비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주장
ㅇ 영국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
- 위기 직전 부채 수준만을 설명변수로 한 기존의 회귀분석에 위기 직전 부채의 증감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면, 기존 부채 수준과 소비 변화 간 상관관계가 대부분 사라지고
부채의 증감이 소비 변화를 대부분 설명함을 보임
ㅇ 본 연구는 정설로 인식되고 있는 과다부채가설에 대해 이론 및 실증적 반론을 제시함
으로써 위기 시의 소비 감소가 기존 통념과 다른 경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 당국이 위기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출 감소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부채 수준 변수가 아닌 부채의 증감 및 부채 조달(debt-financed)
소비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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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How Does Monetary Policy Affect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

Evidence from Quantitative Easing in the Euro Are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6079
저자: Michele Lenza, Jiri Slacalek(ECB)
【핵심내용】
ㅇ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주로 구조적인 요인(기술진보, 세계화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규모 자산 매입을 동반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역시 소득 및
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로존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가계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개인별 인적특성, 소득 및 자산 구조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완화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가계 간 자산 및 소득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양적완화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전후 장단기 금리차(term spread)의 변동을 관찰하여 양적완화 충
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실업률, 임금, 주택가격, 장기금리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ㅇ 양적완화에 따른 경기 부양으로 실업자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고용 크게 개선되
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
- 양적완화 시행 1년 후, 소득 하위 20% 가계의 실업률은 1%p(프랑스)~2%p(독일) 하락
하는 반면, 상위 20% 가계의 실업률 하락폭은 0.5%p에 불과
- 고용 개선 영향으로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은 0.5%(독일)~3%(스페인, 이탈리아) 증
가하였으나, 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은 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하락(0.4316

→

0.4303)

ㅇ 한편, 양적완화에 따른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주가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
- 양적완화 시행 1년 후의 자산 지니계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0.6917 → 0.6918),
이는 주가 상승 영향이 주택가격 상승 영향과 상쇄되었기 때문
ㅇ 양적완화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점차 약해지므로 장
기적으로는 양적완화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침체 시 도입되는 양적완화가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개선하여 단기적으
로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Bayesian VAR, Simulation on Micr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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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④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sights

from

a

Global

Survey

Initiative”
출처: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21-7
저자: James Fudurich, Lena Suchanek, Lise Pichette(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최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
술 도입이 기업의 가격 결정 및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
ㅇ 본고는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 기업들의 디지털화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
지털화가 향후 물가 및 고용에 미칠 영향을 제시
- 캐나다 중앙은행이 여타 12개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2018년 6,000여개 기업에 대해
수행한 글로벌 서베이 결과를 사용했으며, 국가간 표본 크기 및 기업 구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실증 분석
ㅇ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 중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높았음
* 설문 조사시 기업들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을 AI, 전자상거래, 3D 프린팅, 로봇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
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타로 한정하여 질문

ㅇ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까운 장래(3년후)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한 효과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일관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음
* 디지털 기술이 개별 상품의 한계 비용 등을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직접 경로)와 산업 전반
적인 변화를 통해 미치는 효과(간접 경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기업들에 질문

- 직접 경로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품질 개선이 가능해지면서 자사 상품/
서비스 가격을 높일 여지가 확대되나, 간접 경로 측면에서는 온라인 거래로 경쟁이
심화되어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음
ㅇ 한편,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가까운 장래에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
(marginal)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우세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의 경우 기술 도입시 이를 다룰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
ㅇ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기라 할 수 있는 3년후 물가와 고용 전망에 대해 설문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디지털 전환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보다 긴 시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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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Import Competition, Regional Divergence, and the Rise of the Skilled

City”
출처: Banco De Espaňa Working Papers 2115
저자: Javier Quintana(Banco de Espaňa)
【핵심내용】
ㅇ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학력 숙련 노동
자 비중이 높은 도시가 여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지역간 경제
양극화 현상이 관찰
* 고졸이하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별로 없는 반면, 고학력 숙련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

- 지역간 임금 격차로 인해 고학력 숙련 노동자들이 고임금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함
ㅇ 본고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중국 공산품의 미국 시장 진입 확대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
- 1990 ~ 2017년 중 미국의 수입 및 임금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품의 미
국 시장 진입이 미국내 지역간 기술 양극화(spatial skill polarization) 및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college wage premium)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중국 공산품의 미국 시장 진입(import penetration)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산업별
대중국 순수입 비중을 활용
ㅇ 분석 결과, 중국 공산품 진입 확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중국 공산품
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공산품의 진입으로 각 지역 내에서 인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인적 자원이 재배분
- 이에 따라 중국 공산품의 미국 시장 진입 확대가 미국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역내 제조업 비중보다는 지역내 서비스업 부문의 기술 집약도에 따라 상이한 것
으로 나타남
- 통근구역(commuting zone)*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기술 집약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으로부터 고학력 숙련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집적효과
(agglomeration effect)가 발생하여 고학력 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프리
미엄도 상승
* 노동시장의 지역적 단위로 행정구역과는 다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며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서비스업종 내 고학력자 비중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Commuting Zone Level Analysis,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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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Understanding FDI Spillovers in the Presence of GVCs”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9645
저자: Valerie Mercer-Blackman(WB), Wei Xiang(Yale大), Fahad Khan(AD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참여도가 해외직접투자
*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치를 통해 국내 노동생산성 증대(FDI Spillovers)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해외 다국적 기업이 FDI 방식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고급 인력도 함께 이동함에 따라 관련 산업
지식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 기업들도 관찰을 통해 선진 기술을 쉽게 수용 가능

- 2011∼2017년 중 62개국, 35개 산업의 투입산출표와 FDI 데이터 및 GVC 참여 지
수를 이용
ㅇ 분석 결과 FDI가 두 배 증가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8% 향상되었으며, FDI에 의한 노
동생산성 향상 효과는 GVC 참여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교역재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5% 상승한 반면 GVC 참여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FDI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음
ㅇ 이처럼 GVC 참여도가 낮은 산업에서 FDI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방
도가 낮은 국내 산업부문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경쟁이 촉발되면서 국내기
업이 R&D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 때문
- 반면 GVC 참여도가 높은 경우 국내기업들이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낮아 FDI의 파급효과가 작아짐
-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GVC 참여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FDI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FDI의 산업간 파급효과는 후방 연계성(backward linkage)을 통해 더 뚜렷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방산업에 FDI가 유입될 경우 투입-산출 연계(input-output linkage)를 통해 이
들 산업에 원자재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후방 산업의 생산성도 향상됨을 의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FDI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쟁을 유발
할 수 있고 기술 확산 효과가 큰 전방 산업으로 FDI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IV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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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Capital Flows-at-Risk: Push, Pull and the Role of Policy”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38
저자: Fernando Eguren-Martin, Cian O’Neill, Lukas von dem Berge(Bank of
England), Andrej Sokol(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패널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금융자산 가격에 내재된 정보를 추출하여 신흥국
자본이동의 조건부 확률분포를 분석하고, 자본이동 관리 및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의 분위별로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의 분위 구간별
로 설명변수의 영향이 이질적일 경우 이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음

- 1995.4월~2018.12월 중 43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단위
(country-level) 금융상황지수를 구성한 후 이를 다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대외(push)요인과 대내(pull)요인으로 구분
- 또한 1996.1분기~2019.4분기 중 15개 신흥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분위 회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신흥국의 비거주자 자본이동 분포에 대한 대내외요인의 효과를
분석
ㅇ 회귀분석 결과, 신흥국 자본이동에 대한 대내외요인의 효과는 자본이동 유형별로 상이
하였으며, 대외요인의 효과는 단기에 강하게 나타나 1년 이내에 소멸하는 반면 대내
요인의 효과는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요인) 대외 금융상황이 긴축적일 경우 FDI 유입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
으나, 포트폴리오 투자와 은행대출의 유입은 감소
- (대내요인) 긴축적 대내 금융상황은 중위값에서 FDI와 증권투자 유입을 줄이는 효과
가 있으나, 양쪽 꼬리부분에서는 동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은행대출의 유출 효과는
증가
ㅇ 신흥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본이동 관리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급격한 자본이동의 확률
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자본이동 관리) 자본유출 통제 조치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나, 자본유입 통제 조치
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확률을 감소시킴
- (거시건전성 정책) 긴축적 대외 금융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급격한 자본이동
의 확률을 낮추는 한편 자본이동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
ㅇ 본 연구는 자산가격에 내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본이동의 조건부 확률분포 추정을
통해 급격한 자본이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자본이동
관리와 거시건전성 정책이 외환부문의 금융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
사점을 도출
【분석방법론】 Pane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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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Case for Maximiz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출처: 38 North
저자: Frank Aum(US Institute of Peace), Daniel Jasper(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핵심내용】
ㅇ 본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engagement)를 높이는 방향
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안
ㅇ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과 단절된 시기에는 상황이 악화
된 반면 교류가 이뤄진 시기에는 실질적인 안보 이익이 창출되는 경향
-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8년간 동결시켰으며 다량의 핵무
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 생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옴
- 민간부문에서 이뤄진 인도적 지원,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합동작전(1996~2005), 미 의
원들의 평양 방문, 학문·문화 교류는 적대감과 상호불신을 완화
- 반면 북미간 외교가 부재했거나 대북강경책을 표방한 시기(2012~2018)에는 4차례의
핵실험과 8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짐
-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정상외교를 펼친 시기(2018)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핵·미사일 실험의 일시 중지(moratorium), 미국인 석방 및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
졌으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재개됨
ㅇ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의 관여를 각각 향상시
키는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미간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다각화된 소통채널, 민간부문의 교류, 북한
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 등이 모두 부족한 상황
- ‘2018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관심 표명, 부분적 제재 완
화 등을 통해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고 핵 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잠정 합의를 유
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북한 여행 제한 해제, 미군 실종자 유해복구 작업 재개,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할 필요
ㅇ 미국이 고립과 압박 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power for power,
goodwill for goodwill)’ 입장에 근거하여 대응할 것이므로 포괄적인 포용 정책으로 전환
하여 상호이해 및 신뢰에 바탕을 둔 핵 위기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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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The Social Cost of Carbon and Inequality: When Local Redistribution

Shapes Global Carbon Prices”
출처: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저자: Ulrike Kornek(Kiel大), David Klenert(European Commission), Ottmar Edenhofer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Marc Fleurbaey(Paris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불평등이 중요한 정책문제(agenda)로 대두된 가운데, 기후
정책(climate policy)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국가간 소득격차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널리 연구되어 왔으나(Adler et al., 2017; Anthoff et al., 2009 등), 국가 내 개별 경제주체
간 소득분배의 이질성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Burke et al., 2016)
* 이산화탄소의 추가적 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개념으로, 탄소가격제와 같은
기후정책 수립시 효율적인 탄소세(carbon tax)의 기준으로 활용
** 기존 연구(예: Nordhaus, 2017)는 동질적인 대표적 가계를 가정하여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

ㅇ 본 연구는 국가간 이질성 및 개별국가 내 가계소득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최적 조세모형(Chichilnisky and Heal, 1994)을 사용하여 가계소득의 이질성이 탄소의 사
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시산
- ①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 피해와 탄소 감축비용을 모두 보
전해주는 경우(optimal transfers)와 ② 가계가 납부한 조세(탄소세)의 범위 내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제한적으로 보전해주는 경우(suboptimal transfers)의 두 시나리오를 분석
ㅇ 분석 결과, 각국 정부가 가계에 대해 기후변화 피해 및 탄소 감축 비용을 모두 보전
해주지 못할 경우(suboptimal transfers)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크게 상승
-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가계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기존 대
표적 가계 모형의 추정치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할 가능성*
* 특히 기후변화의 피해가 저소득 가계에 더 크게 집중될수록 그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경향

- 반면 각국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를 모두 보전해준다면(optimal
transfers) 가계 간 소득 이질성이 축소되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의 추정치와 대동소이
ㅇ 본 연구는 각국의 현실적 정책 여건 및 소득 불평등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추정
결과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높게 시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Optimal Taxation Model with Heterogeneity, N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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