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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come Inequality, Mortgage Debt and House Prices”
출처: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921
저자: Sevim Kösem(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득 불평등 확대가 주택시장 및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 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저금리 환경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
- 미국 자료를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며 1980년대
이후 실질금리의 하락이 원인으로 작용
ㅇ 이론적으로 차입자 위험 구성 경로(borrower risk composition channel)를 고려하는 일반균
형 모형을 통해 소득 불평등 확대가 주택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감소,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위험 상승을 초래함을 보임
- 대출자는 차입자의 예상 부도확률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및 한도를 설정
하는데, 소득 불평등 확대로 저소득 차입자가 많아지면서 대출시장 부도확률이 높아
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한도 및 주택가격이 하락
- 반면 저금리 장기화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주택투자
수요를 늘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
ㅇ 실증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율이 낮았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높았음
* 1992~2015년 중 미국 주별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 2003~2015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지니
계수를 이용

- 지니계수 1%p 상승 시 주택가격은 2.25%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p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은 1.4%p 감소
- 또한, 장기 실질금리 1%p 하락 시 주택가격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탄력성이 절반
으로 하락하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배 확대
ㅇ 본고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거시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주택 및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이론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Model, Panel Regression Model

- 1 -

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Redistribution, and Risk Premia”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869
저자: Rohan Kekre(Chicago大), Moritz Lenel(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완화적(expansionary) 통화정책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하락시킨다는 연구가 많은데 전통
적 뉴케인지언 모형은 이 결과를 잘 설명하지 못함
ㅇ 본고는 한계위험선호성향(Marginal Propensity to take Risk, MPR)이 이질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한 뉴케인지언 모형(Heterogeneous Agent NK Model)*을 통해 통화정책이 리스크 프
리미엄에 미치는 영향과 실물경제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분석
* 개인이 명목 채권과 자본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을 가정하고, 자산 중 자본의 비
율을 위험선호성향으로, 자본의 기대수익률과 실질 국채수익률의 갭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간주

- 또한,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는 뉴케인지언 모형(Representative Agent NK Model)에 대
해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
ㅇ 분석 결과, 위험선호성향이 상이한 가계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리
스크 프리미엄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 자본소득 증가, 자본
가격 상승을 통해 위험선호성향이 낮은 가계에서 높은 가계로 부를 재분배하게 되
며 이 과정에서 자본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하락
ㅇ 한편, 위험선호성향의 이질성에 기반한 통화정책의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효과는 실
물 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경로로 작용
-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으로 자본의 필요 초과 수익률(required excess return)이 하락하
고 투자와 가계의 부(wealth)가 증가하면서 소비 및 총 산출이 확대
- 동 모형에서는 가계의 위험선호가 동일한 모형에 비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가 약 1.3~1.5배 높은 것으로 분석*
* 1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0.2%p 하락하는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질적 경제주체만 존
재하는 모형에서는 투자, 소비, 산출이 각각 1.6%p, 0.3%p, 0.6%p 상승한 반면,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모형에서는 2.3%p, 0.5%p, 0.9%p 상승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험선호성향이 상이한 경제주체를 가정하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고 그 효과
가 실물경제에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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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A New Framework for Assessing Climate Change Risk in Financial

Markets”
출처: FRB of Chicago Fed Letter No. 448
저자: Nahiomy Alvarez, Alessandro Cocco, Ketan B. Patel(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 리스크(Climate change risk)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기후변화가 금
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framework)를 제안
ㅇ 기후변화 리스크는 물적 리스크(physical risk),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 등으로 나누
어볼 수 있음
- 물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가 생산시설 및 인프라시설을 훼
손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이에 대비하여 지출하는 보험비를 포괄
- 이행 리스크는 탄소저감정책 시행, 녹색기술 도입 등 지속가능한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의미
ㅇ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4가지 재무 리스크(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 리스크)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가뭄으로 인해 농산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탄소저감정책 도입으로 석탄채굴업체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후변화가 자산가격의 급등락을 유발할 가능성(시장 리스크)
- 한파 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시설, 데이터 센터 등이 폐쇄될 수 있으며(운영 리스크),
자산가격 급락까지 동반된다면 일시적으로 시장 참가자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유
동성 리스크) 채무의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신용 리스크)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참가자 일부가 급하게 보유자산을 처분한다면, 이로
인해 시장 리스크는 더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다른 재무 리스크에 파급
ㅇ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는 상품시장 및 금융시장의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와 시장 규제(market regulation)에 따라 확대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
-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망을 통해 전세계로
파급되어 다른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재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
- 따라서, 규제 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장 참가자
의 리스크 노출 정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등)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빈번
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국과 시장 참가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관리해나갈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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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Point Targets, Tolerance Bands, or Target Ranges? Inflation Target

Types and the Anchoring of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62
저자: Michael Ehrmann(ECB)
【핵심내용】
ㅇ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G20 회원국 중 17개국이 채택하는 등, 전 세계적
으로 가장 우세한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자리를 잡음
- 그러나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및 시기별로 상이하며, 이
러한 차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안착(anchoring)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물가목표의 형태가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에 미친 영향을 비교
- 물가목표의 형태로는 ①단일 목표치(point target), ②중심치+변동허용폭(tolerance
band), ③목표범위(target range) 등이 주로 사용
- 목표범위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의 정책 자율성이 높아져 기대 안착이 어려워진다는
‘유연성 가설(flexibility hypothesis)’과 목표범위가 달성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중앙은
행의 신뢰성이 상승하고 기대 안착이 쉬워진다는 ‘신뢰성 강화 가설(credibilityenhancement hypothesis)’이 대립
- 본 연구는 20개 국가(10개 선진국, 10개 신흥국)의 데이터를 활용, 목표의 형태별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실현된 전기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정도, 전문가 간 기대가 불일
치하는 정도 등의 차이를 비교
* 위에서 언급한 효과들은 기대의 시계가 장기화될수록 약화되므로 단기 기대를 대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목표범위, 중심치+변동허용폭, 단일 목표치 순으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는 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 강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
- 목표범위가 도입된 경우 다른 형태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실현된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신흥국 등 일부 하위 표본에서는 단일 목표치가 여타 형태에 비해 우월한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목표 형태가 일관되게 우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 예를 들어, 신흥국에서는 전문가 간 기대 불일치 정도가 목표범위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목표범위 형태로 물가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본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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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COVID-19 and Implications for Automation”
출처: Bank of Canada Working Paper 21-15
저자: Alex Chernoff(Bank of Canada), Casey Warman(Dalhousie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병 위험이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면
서 자동화(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가속화 추세가 생산성 향상 등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ㅇ 본고에서는 미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
동시장에서 피해(실업 등)를 입을 가능성이 큰 그룹을 식별
- 이를 위해 직종별로 자동화 리스크 지수*(Autor(2015)의 방법론 원용) 및 감염 리스크 지
수(Baylis(2020)의 방법론 원용)를 계산
* O*NET에서 제공하는 직종별 자동화 용이성 정도를 0~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자동화 리스크 지
수로 활용. 대체로 중위/하위 기술 보유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자동화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향후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직종이 전체의 15%(고용자수 기준 18%)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종에서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동화 과정
에서 여성*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남성의 두 배)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저학력 저임금 여성의 경우 리스크가 가장 높음

- 자동화 리스크가 높은 업종이 46%, 감염 리스크에 취약한 업종이 34%에 각각 달하
며, 두 개 리스크 모두에 크게 노출된 직종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특히 도소매업자, 비서 등 서비스 직종의 경우 높은 자동화 용이성 및 감염 위험으
로 인해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여성 일자리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지역적 차이를 보면, 자동화 리스크는 미 중서부, 남부 및 서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감염 리스크는 동부 연안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국제 비교* 결과, 미국과 유사하게 25개 국가(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에서 자동화의
영향이 노동자의 특성(성별, 학력 등)에 따라 차별화됨
* 성인역량조사(PIACC) 자료를 O*NET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각국의 자동화 및 감염 리스크를 시산

- 여성이 남성보다, 대졸 미만 학력의 노동자가 고학력자보다 자동화 및 감염 리스크
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자동화 과정에서 실업 등의 피해를 입
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될 집단을 식
별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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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he Trad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201
저자: Emanuel Ornelas(Sao Paulo School of Economics), Xuepeng Liu(Kennesaw State
University), Huimin Shi(Renmi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가 대중국 글로벌 수입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중국과 242개국 간 무역자료가 포함된 중국통관자료를 활용

- 코로나19가 ①직접적 보건 충격(health impact)과 이에 따른 행태 변화, ②바이러스 확
산 저지를 위한 봉쇄 등 정부 조치의 영향, ③제3국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영향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2020년 중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이론적으로 코로나19는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
입수요에 미치는 순효과의 방향은 불확실
-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인구 천 명당), 정부 방역 조치의 강도 및 중국을
제외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사망자 수(인구 천 명당)와 정부 방역 조치의 강도가 대중국
수입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로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ㅇ 회귀분석 결과, 자국의 사망자 수와 정부 조치의 강도는 대중국 수입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 국내 공급보다 국내 수요에 더 큰 부정적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사망자
증가로 인한 직접 효과보다 정부 조치로 인한 간접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을 제외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방역 조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망자
수는 자국의 대중국 수입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 제3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대
중국 수입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킴
ㅇ 자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정부 조치의 효과는 상품별·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의약품 수입에는 음(-)의 효과가 없고, 생산과정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상품, 계
약 구속력(contract intensity)이 높은 상품, 가공무역을 위한 상품, 자본재 등의 수입에
는 음(-)의 효과가 완화되며, 내구 소비재 수입에는 음(-)의 효과가 증폭됨
- OECD 국가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중국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선
진국에서는 정부 방역 조치가 국내 수요보다 국내 공급에 더 큰 부정적 충격을 주는
것을 시사
ㅇ 한편 전월의 사망자 수와 방역 조치 강도는 금월의 대중국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음(-)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반전되며 수입 수요가 소멸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연되고 있음을 시사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각국의 대중국 수
입을 감소시키지만, 기간 간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수입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축
소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tandard Log-linear Gravity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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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Robots and Export Quality”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678
저자: Timothy DeStefano(Harvard Business School), Jonathan Timmis(World Ban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로봇에 의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 공정에서 로봇 활용은 반복 공정의 정확도를 높여 수출 상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
- 2000년과 2015년 28개 개발도상국과 31개 선진국의 무역 거래 및 로봇 이용 데이
터를 바탕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 생산 공정에서 로봇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수출품의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로봇 활용량이 10% 증가할 때 수출품의 품질은 0.3%~1.2% 상승
- 이와 같은 품질 개선 효과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선진국의 경우
초기 5년간의 품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였으나 이후 정체되는 것으로 분석
- 선진국에서 품질 개선 효과가 정체되는 이유는 첨단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비해 이른
시기에 확보함에 따라 로봇 도입에 따른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하기 때문
- 품목별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low quality) 상품의 품질
개선 효과가 더욱 컸음
ㅇ 또한, 생산 공정에 도입된 로봇의 종류에 따른 수출 품목의 품질 개선 효과는 개발도
상국과 선진국에서 상이하게 나타남
- 기초 단계에서 활용되는 로봇은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의 품질을 개선시킨 반면, 정밀
작업에서 활용되는 로봇은 선진국의 수출품의 품질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개발도상국에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음을 시사
-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로봇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제약할 가능성
- 한편 로봇의 종류에 따라 품질 개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공정에 적
합한 적절한 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
【분석방법론】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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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Iron Silk Road and North Korea: Is there Any Chance to Move

Forward?”
출처: Ordnungspolitische Diskurse No. 2021-6
저자: Bernhard Seliger(University of Witten/Herdeck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된 한국, 북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의 개방 정책에 대해 분석
ㅇ 한국 및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경제 통합으로 경제적·정치적 이익이 예상되나
북한은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비용이 크게 작용하여 부정적인 입장
- 한국은 과거 북한을 경유하는 아시아 철도 연결, 고속도로 연결, 가스관 건설을 추
진했으나 정치적 환경, 현실적 제약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일대일로를 통
해 유라시아 시장 진출 비용 절감*,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유럽까지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25,000km) 30일이 걸리는 반면 육상으로 운송할 경우(12,000km)
20일 소요

- 중국의 경우 풍부한 원자재의 공급처로 북한을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음
- 북한의 경우 무역이 확대되고 제재 상황에서 중국·한국·러시아의 인프라 투자가 늘
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개방으로 인한 통제력 약화가 최우선적 목표인 체
제 존립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
ㅇ 북한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전반적인 개방을 주저하는 만큼 지리적으로 독립되고 정치
적으로 통제 가능한 경제특구를 통해 협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 나선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의 성과가 있었으나(2015년 기준 150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
영됨) 제재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북한이 2010년대 들어 추진 중인 경제개발
지구 역시 인프라 부족, 기타 제약요인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나선 경제특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으나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대규모 산업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노동시장·입출국 등의
자유화가 필요함
-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나선 경
제특구와 지역협력계획(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등)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협력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음
ㅇ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유도한다는 정책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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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Are Climate Change Policies Politically Costly?”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56
저자: Davide Furceri(IMF), Michael Ganslmeier(Oxford大), Jonathan D. Ostry(IMF)
【핵심내용】
ㅇ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 이래로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다소 더디게 진행
* 기후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Hsiang et al,
2017; Kahn et al,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민간의 경각심 확대, 각국의 녹색정당 지지도 상승 등

ㅇ 본 연구는 기후정책(Climate Change Policy)의 강화가 정치적 지지도(political support)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동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
- 기후정책의 강도와 정치적 지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각 OECD의 환경정책 엄격성
지표(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dicator, EPS)와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대중 지지도 지수(index of popular support)를 이용
ㅇ 분석 결과, 기후정책의 강화는 정부 지지도를 낮추면서* 정치적 비용을 유발
* EPS 점수가 1단위 상승할 경우, 정부 지지도 점수는 약 0.28단위 하락하였으며, 각국의 정치체제나
시장 구조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더라도 강건한 결과를 도출

ㅇ 정책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탄소세 등 시장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은
정치적 지지도를 유의하게 낮춘 반면, 비시장적 규제정책(예: 탄소배출 제한)의 경우 그
영향이 미미
- 이는 시장기반 정책은 그 효과가 시장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는 반면, 비시장적 규제
의 경우 정책효과를 민간이 인지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이론적으로는 탄소세가 효율적인 정책수단(first-best tools)이지만 정치적 비용을 수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시장적 규제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ㅇ 나아가 탄소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낮거나 사회보장제도가 관대하고(generous)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경제일수록 기후정책이 유발하는 정치적 비용이 감소
- 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후정책도 정책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나뉘므로, 정
책이 유발하는 비용과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있을 때
정치적 저항이 감소함을 의미
ㅇ 본고는 기후정책 추진시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내 소득분배상태 등 제반 여건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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