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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redit Supply, Firms, and Earnings Inequa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DP16123
저자: Christian Moser(Columbia大), Farzad Saidi(University of Bonn), Benjamin Wirth
(Bavarian State Office for Statistics), Stefanie Wolter(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핵심내용】
ㅇ 본고는 ECB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2014.6월)이 독일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과 근로
자 임금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010~2017년 중 독일 28만여개 기업의 재무자료, 독일 총근로자의 36%에 해당하
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자료, 은행 대차대조표 자료 등을 활용
ㅇ 분석 결과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이후 신용공
급이 축소되었으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아지고 고용도 감소
- ECB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이후 예금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순자산은 낮아짐에 따라 대출이 감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 마이너스 금리 충격의 대용 지표인 은행의 총자산 대비 예금비율(deposit ratio) 변동성이 1 표준편차
만큼 증가하는 경우 은행 대출이 약 1.1~1.3%p 감소

-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동 기업 근로자의 평
균임금이 낮아지고 고용(실업)은 감소(증가)*
* 마이너스 금리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2~1.3%p 낮아
지고 실업이 될 확률은 0.2%p 높아짐

ㅇ 동일한 분석을 기업 내 저임금/고임금 수령 근로자로 구분하여 시행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는 퇴사 확률이 높아지고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
* 마이너스 금리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상위 20% 고임금 근로자 임금이 하위 20% 근로자에
비해 0.8% 더 하락하며, 퇴사 확률은 하위 20% 저임금 근로자가 0.2%p 더 높음

ㅇ 저임금/고임금 지급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임금 기업에서 임금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기업의 경우 퇴직확률이 고임금 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고임금 기업의 임금은 저임금 기업에 비해 11% 더 하락한 반면, 저임금 기업의 퇴직확률은 고임금 기
업에 비해 2%p 더 높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이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은행 의존도
가 높은 기업의 신용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하락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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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Short-term Planning, Monetary Policy, and Macroeconomic Persisten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6141
저자: David López-Salido, Christopher Gust, Edward Herbst(Fe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를 강조하는 행태경제학의 주장을 반영하여 가까운 미
래에만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고 먼 미래에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
정하는 유한 시계(Finite-Horizon) 뉴케인지안 모형(이하 FH 모형)을 실증적으로 추정하
고, 동 모형의 거시변수 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
- 1966.1/4~2007.4/4분기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등의 데이터에 베
이지언 방법론을 적용
ㅇ 추정 결과 전통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처럼 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
는 합리적 경제주체(가계 및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추정치에 따르면 합리적 기대에 기반한 계획 기간(planning horizon)이 50%는
현재 분기, 25%는 2분기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경제주체만이 2년 이상 합리적 기대
를 유지
ㅇ 이러한 계획 기간의 단기화(short-term planning)는 거시변수의 지속성을 내생적으로 구
현할 수 있어 거시 변수들의 완만한 추세적 변화를 잘 설명하며, 특히 1970~80년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추세에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
- 완만한 추세 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FH 모형이 하이브리드(hybrid) 뉴케인지언 모형*
이나 행태거시모형에 비해 우월
* 표준 뉴케인지안 모형에 거시변수의 지속성을 유발하도록 추가 가정을 도입한 모형

- FH 모형에서는 미래 기대금리의 변화가 현재 산출 수준이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적인 뉴케인지언 모형에서보다 작게 추정되고 Forward Guidance 퍼즐*
이 나타나지 않아 통화정책 분석에도 유용
* 무한 시계에서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는 전통적 뉴케인지안 모형에서는 먼 미래의 기대금리 변화가 현
재의 산출 수준과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현실과 다름

ㅇ 본고는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를 반영하는 FH 모형이 무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기존
모형보다 거시 변수의 완만한 추세적 변화와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 현실적으로 설명
한다는 점을 실증적 추정을 통해 밝혀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Finite Horizon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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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Inflation Expectations of U.S. Firms: Evidence from a New Surve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6161
저자: Bernardo Candia(UC Berkeley), Olivier Coibion(UT Austin), Yuriy Gorodnichenko
(UC Berkeley)

【핵심내용】
ㅇ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경제적 의사 결정과 거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은 경제학 이론에 의해 검증되었음
- 그러나 가계 및 전문가 기대와 달리 기업(인)의 거시경제적 기대에 관한 체계적인
서베이 데이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SoFIE(Survey of Firms' Inflation Expectations)라는 새로운 서베이를
도입하여 기업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분석
- 전문 서베이 회사가 매 분기 실시하던 CEO 대상 설문조사에 2018년 4월부터 인플
레이션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여, 미국 300~600개(분기마다 참여 기업의 수가 다름) 기업
의 인플레이션 기대 및 인식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
ㅇ 분석 결과,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2%)에 잘 안착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 간 기대 인플레이션 격차(disagreement)도 큰 것으로 관측됨
- 기업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문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기업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기업 간 격차는 일부 업종별 특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기업 특성과
상관관계가 낮음
* 금융사가 통신사보다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대

- 또한, CEO들은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음에도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
션을 자주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처럼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착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CEO들이 통화정책 및 인
플레이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CEO의 비율은 평균 20% 이
하이며, 약 3분의 2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모른다고 응답
- 공표된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지난 1년간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CEO의 비율 역시 매우 높음
- 이와 더불어 인식된 인플레이션 목표와 인식된 과거 인플레이션율 모두 기대 인플
레이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추후 활용도가 높은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음
- 특히 기업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안정성이 통화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로부터
상당 부분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Survey Anaylsi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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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Can

Central Bank Communication
Expectation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47

Help

to

Stabilise

Inflation

저자: Alexander Jung(ECB), Patrick Kühl(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핵심내용】
ㅇ 중앙은행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목표 달성(물가 안정 등)을 위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
ㅇ 본 연구는 유럽중앙은행(ECB) 웹사이트 접속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기반 커
뮤니케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웹사이트 접속량을 통화정책 뉴스(news)에 대한 민간의 정보 수요로 간주하여 정보
수요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 정보 수요 확대(접속량 증가)가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안
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플레이션 스왑(inflation linked swap)에서 계산한 시장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5년)

ㅇ 분석 결과, 민간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 정보 수요는 통화정책 충격 규모와 경제 불확실
성 정도에 비례
- 주요 통화정책 회의일 및 주요 인사의 연설 발표일에 접속량이 증가한 반면, 월례보
고서(economic bulletin) 발표일에는 접속량이 증가하지 않음*
* 월례보고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관한 배경설명이 담겨있
으나, 통화정책 회의 10일 후에 발표되어 속보성이 낮음

- 통화정책 충격이 크고, 현재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접속량은 더 크게 증가*
* 통화정책 발표 전후 2시간의 OIS(Overnight Index Swap) 금리 변화를 바탕으로 충격의 규모를 식
별하였으며, 통화정책 발표 영향으로 OIS금리 10bp 상승시 접속량은 28% 증가

- 한편,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 개편(2015.7월)은 이용자와 접속
량을 모두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ㅇ 웹사이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웹사이트 접속량이 많을수록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 간
격차*는 축소되었으며, 이는 웹사이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함을 반증
* 2008.6월~2017.3월 간 시장 기대인플레이션은 0.6~2.7%로 변동폭이 큰 반면,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
션(SPF)은 1.7~1.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분석방법론】 ANOVA Analysis, OL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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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Outlasting the Pandemic : Corporate Payout and Financing Decisions

During Covid-19”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6145
저자: Davide Pettenuzzo(Brandeis大), Ricardo Sabbatucci(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Allan Timmermann(UC San Diego)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미국 기업들이 주주환원* 및 자금조달(채권 및 주식 발
행)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분석
* 배당 지급 및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 수단임

ㅇ 2005∼20년 중 미국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을 유예한 사례
를 조사한 후, 프로빗 확률 모형을 적용하여 주주환원 유예 및 자금조달 확대에 적극
적이었던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
* CRSP의 재무데이터와 SEC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배당 유예(478건)와 자사주 매입 유예(497건) 사례를
조사
** Fama-French(2001)에 따라 기업 규모, 레버리지 비율, 현금 보유, 수익성, 주가 변동성 등을 고려

ㅇ 분석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배당 지급 유예와 부(-)의 관계
를, 기업규모는 자사주 매입 유예와 정(+)의 관계를 보임
-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배당 지급 유예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배당
지급을 유예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수익성만 영향을 미침

- 기업의 규모가 크고, 매출 증가율이 낮을수록 자사주 매입 중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주가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자금조달 확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됨
* 직전 30일 동안 기업의 수익 변동성(idiosyncratic return volatility)으로 정의

- 주가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민감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7%)에 글로벌 금
융위기(22%)시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주가 변동률 상위 10% 기업이 하위 10% 기업보다 채권 발행 가능성이 높은 정도

ㅇ 주주환원 유예 조치는 자금조달 확대 조치에 선행하여 일어났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대체로 신속한 주가 회복으로 이어졌음
-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유예 및 자금조달 확대 조치를 공표한 기업에 대해 자금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고 인식
【분석방법론】 Probit Mod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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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Will COVID-19 Have Long-Lasting Effects on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6122
저자: Davide Furceri,
Pizzuto(Palermo大)

Prakash

Loungani,

Jonathan

D.

Ostry(IMF),

Pietro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하 팬데믹)은 보건 및 소득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상대
적으로 큰 피해를 끼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ㅇ 본고는 과거 팬데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5개 팬데믹 사건*이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 학력별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1960~2019년 중 177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방법론으로는 국소투영법
(local projection)을 사용
* 2003년 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2년 MERS,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

ㅇ 기본모형(팬데믹 사건을 더미변수로 반영) 추정결과, 팬데믹 사건 이후 5년간 지니계수가
상당 폭(연 평균 1.1%) 상승하는 등 불평등도가 중장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
- 금융위기 등을 모형에 추가하여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팬데믹이 금융위기보다
더욱 큰 것으로 추정
-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증강된 역확률 가중치(augmented inverse probability
*
weighting) 를 활용하더라도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경제 발전 수준, 기후 조건 등이 팬데믹 발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충격반응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줄
이기 위해, ① 팬데믹 발병 확률을 추정하고, ② 각 발병 그룹별 추정 확률의 역수로 가중치를 부여

ㅇ 특히, 팬데믹이 심각*해 질수록 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됨
* 팬데믹의 심각성(severity)을 고려하기 위해 더미변수 대신 인구 대비 확진자수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내생성 통제를 위해 국가별 기온 등을 도구변수로 사용

- 역대 팬데믹 중 상위 1%(1,000명당 15명 수준의 확진률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평균 0.6%p 상승
ㅇ 소득 및 교육 수준별로 나누어 팬데믹의 영향을 추정할 경우, 팬데믹 발발 이후 고소
득 분위의 소득 비중이 상승할 뿐 아니라 교육수준별 고용률에도 차이가 발생
- 팬데믹 이후 소득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2%p 상승한 반면 하위 20%는 0.5%p
하락했으며, 저학력(basic-level) 노동자의 고용률 또한 5% 이상 하락하였음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전염병 대유행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는
과거 사례보다 확진자가 많다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더욱 유의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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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Globalisation and the Efficiency-Equity Trade-Off”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46
저자: Roland Beck, Virginia Di Nino, Livio Stracca(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세계화가

소득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해 국제기구
(Globalisation Clubs) 가입, 금융 자유화, 무역 개방 등 세계화 충격이 1인당 국민소득,
총요소생산성,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 본고에서는 시장 지향적 개혁,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금융개방 등을 위한 자유무역 및 투자 정책 이행
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WTO, EU, OECD로 범위를 한정. 이들 기구 가입이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국
내 불평등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효율성-공평성 간 상충관계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짐

- 1970~2019년 중 68개국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
- 순수하게 세계화 충격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과 여러 정치·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본 국가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
ㅇ (무역 개방) 회귀분석 결과, 금융 자유화를 제외한 모든 세계화 충격은 무역 개방도를
상당폭 증가시킴
ㅇ (1인당 국민소득) WTO 가입과 무역 개방은 양(+)의 효과를, EU 가입과 금융 자유화
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며, OECD 가입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EU 가입 신청국은 가입 승인 이전에 안정적·시장친화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성장률이 상승하는 수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입 승인 이후에는 1인당 국
민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금융 자유화의 이득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하여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총요소생
산성 증가 효과를 통제할 경우 금융 자유화의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는 음(-)
으로 추정됨
ㅇ (불평등) 세계화 충격 전후 지니계수가 하락(또는 일정)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또는
일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화가 불평등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하지 않음
ㅇ WTO 가입의 무역 개방도와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효과 및 OECD 가입의 1인당 국민
소득 증가 효과는 선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WTO 가입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신흥국에서 더 크게 나타남
ㅇ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및 금융시장 개방 등 세계화 관련 정책이 효율성의 대가
로 공평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제 후생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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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Do Exchange Rates Absorb Demand Shocks at the ZLB?”
출처: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13/2021
저자: Mathias Hoffmann, Patrick Hürtgen(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관한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실효 금리
하한(ZLB: Zero Lower Bound) 도달 시 실질 환율 변동의 부정적 수요 충격 완화 효과를
2국가 뉴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불완전 정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계마다 다르며 충격 후 시차를 두고
(sluggish) 조정된다는 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모형을 설정
- 양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국 화폐단위로 가격을 책정하고, 중
앙은행은 ZLB에 도달하지 않는 한 테일러 준칙에 의해 금리를 설정한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자국 경제에 부정적 수요 충격이 발생할 때 금리가 ZLB에 도달하더라도
정보 불완전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될 경우 실질 환율이 절하되어 수요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각한 경제 불황이 발생하더라도 가계는 실제 충격에 대해 시간을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 정보 하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상대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양국 간 실질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자국의 실질 환율이 절하
- 자국의 실질 환율 절하로 부정적 수요 충격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경기 안정화 효과가 나타남
- 다만 상대국의 금리도 ZLB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실질 환율 절하를 통한 경기안
정화 효과가 제약됨
ㅇ 한편 양국 간 무역 개방도가 높을수록 실질 환율 절하의 경기 안정화 효과는 더욱 강
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경제주체의 정보 불완전성 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조정이 더딘
경우에는 금리 실효 하한에서 중앙은행의 Forward Guidance 정책이 실질환율의 경
기 안정화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
- 중앙은행의 Forward Guidance 정책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경제충격에 기대 인플레
이션이 신속하게 반응할 경우 실질 환율 절하를 기대하기 어려워 산출량과 인플레이
션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우려
【분석방법론】 DSGE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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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⑨ “Kim Jong-un's Byungjin Policy: Support or Obstacle for Economic

Convergence on the Korean Peninsula?”
출처: Ordnungspolitische Diskurse, No. 2021-5
저자: Ralph M. Wrobel(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Zwickau)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북한의 병진 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
을 분석
ㅇ 중국의 ‘흑묘백묘론’, 베트남의 ‘도이모이’에 나타난 실용주의적 개혁사상은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으나 북한의 이념은 경제개혁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
-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의 정당화,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정치권력의 안정, 무역 등에 대한 국가의 독점력 유지에 이용됨
ㅇ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병진노선 정책에 따라 미시적, 거시적, 대외적 측면에서
경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음
- 6·28 조치(2012) 및 5·30 조치(2014)를 통해 농업 및 산업 부문에 자율성을 부여하였
으나 2016년 이후 후속 개혁이 제한적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위한 법체계도 부재
- 달러라이제이션 용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분리, 전자결제카드 도입 등의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국가의 통제력이 여전한 상황
-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소규모 경제특구인 ‘경제개발지구’를 새로 지정하
였으나 UN 제재, 국제적 신뢰 부재, 자립경제 추구에 따른 제한적 개방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크지 않은 모습
ㅇ 사회주의 이념 지속 및 제한적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장마당과 돈주의 출현으로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어느 정도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
- 장마당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판매공간(매대)에 대한 수수료 징수로 전환되면서
장마당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고, 시장의 진화에 따라 비공식 노동시장도 등장
- 2014년 이후 민간투자가 일부 합법화되면서 돈주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며, 이들은
음식점·교통·사교육 등 서비스 부문과 건설,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활동
ㅇ 코로나19 여파로 체제 안정성이 약화된 가운데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 실용주의적
이념의 결여, UN 제재 지속 등으로 향후 보다 진전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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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Trade to Adapt: Changing Specialisa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출처: VoxEU.org, 04 May 2021
저자: Bruno Conte(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Klaus Desmet(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ávid Krisztián Nagy(CREI), Esteban Rossi-Hansberg(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국가 간 무역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기후변화)가 심화되므로 무역
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각국이 특화산업을 전환함으로써(shifting
specialization)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Eliot et al(2010), Mehling et al(2019) 등은 탄소 집약적 수입재에 대한 관세부과의 필요성을 주장

ㅇ 본고는 지구온난화가 무역 및 이주(migr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두 부문(농업과 비농업)으
로 구성된 동태적 공간 모형(Dynamic Spatia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역·산업 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종의
비교우위(특화 패턴)에 미치는 충격으로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되는 양상(RCP 8.5 시나리오, IPCC(2018))을 가정하여 분석

ㅇ 분석 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반구로의 인구이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생산은 토지가 풍부한 고위도 국가(캐나다, 러시아 등)로 집중될 전망
-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서늘한 기후의 고위도 지역에 농업에 적합한 기후 여건이
조성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개선되고 인구이동과 생산이 촉진
- 적도 근방 국가의 경우 농업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비교우위 산업이 전환되는데, 이들
국가는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고위도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
ㅇ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지역 및 산업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전세계적으로 집계할 경우
1인당 실질GDP의 감소(-6%, 2200년 기준)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
ㅇ 한편 무역비용이 증가할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으로 비교우위 산업의 전환보
다는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남
- 이는 높은 무역비용이 각국이 특화산업을 전환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한편, 인구
의 지리적 이동을 촉진시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을 돕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함을 시사
* 시뮬레이션 기간을 2300년 이후까지 늘려 분석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효과로 인해 기후변화의 부
정적 영향(1인당 GDP 감소폭)이 축소

ㅇ 본고는 지구온난화를 일종의 비교우위 충격으로 간주하고, 특화 패턴의 변화나 인구
이동 등의 적응 메커니즘(adaptation mechanism)이 작동할 가능성을 제시
-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필
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Spatial Model, Simu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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