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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Labour Markets and Inflation in the Wake of the Pandemic”
출처: BIS, BIS Bulletin No. 47
저자: Frederic Boissay, Emanuel Kohlscheen, Richhild Moessner, Daniel Rees
(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노동시장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
화가 임금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간의 감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실업률 상승, 일시 해고 증가 및 근로계약
단기화 등에 기인하며, 신흥국의 경우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참여율 하
락 등에 기인
-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과거 위기 후 회복 형태와 다른데 이는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기업 파산은 거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된
경기 침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2019.4/4~2021.2/4분
기 중 연평균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느리게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소폭 하락
- 업종별로는 IT 및 여가 관련 산업에서 수요회복에 따라 평균보다 빠른 임금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면 중심의 건설, 운송, 제조업 분야 임금은 노동수요 감소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
ㅇ 올해 들어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 높은
구인율(job vacancy rate)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공급
이 필요한 업종에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
ㅇ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 및 실업급여 증가는 근로자들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s)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일부 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는 근로자들의 임금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장기화될 경우 장기 인플레
이션 기대 상승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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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Motives, Economic Implications, and

the Research Frontier”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76
저자: Raphael Auer, Jon Frost, Leonardo Gambacorta(BIS), Cyril Monnet
(University of Bern), Tara Rice, Hyun Song Shin(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CBDC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동기, CBDC 도입의 미시경제적 고려사항, 거
시경제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
ㅇ CBDC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동기는 ①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
대 ②민간 부문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 ③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도입 ④
COVID-19로 인한 디지털 지급 기술 확산 등임
ㅇ CBDC 도입에 관한 미시경제적 고려 대상으로는 운영체제, 최적 기술 및 프라이버시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운영체제는 직접형(Direct CBDC), 혼합형(Hybrid CBDC), 중개형(Intermediated CBDC)으로
구분되는데 은행 등 민간 부문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혼합형이나 중개형이
선호됨
- CBDC 도입을 위한 분산원장기술*은 허가형(permissioned)과 비허가형(permissionless)
으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허가형이 선호
* 분산원장기술은 아직까지 처리성능, 확장성,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 제약이 존재하여 단
일원장 구조의 대안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

- 개인의 거래 기록이 저장되는 CBDC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반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CBDC는 불법자금,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적
정한 수준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연구가 필요
ㅇ 거시경제적으로는 CBDC 발행이 금융중개기능,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 은행부문이 불완전 경쟁 하에 있을 경우 CBDC 발행은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
는 하락시키면서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은행예금이 대체 관계에 있는 CBDC로 이동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
다는 우려가 있으나,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 CBDC와 non-CBDC 간 차등금리
적용, CBDC 보유량 한도 설정 등 제도적, 기술적으로 금융중개기능 약화를 상쇄할
적절한 대응책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 CBDC에 대한 금리조정,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CBDC의 활용 등을 통해 통화정책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물가수
준 목표제 시행이 용이해질 수 있음
ㅇ 한편, CBDC가 국가 간 지급, 국제통화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 CBDC가 국가 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 도입되는 경우 현재 국제 지급결제시
스템이 가지고 있는 비용, 속도, 투명성 등에서의 단점이 극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ㅇ CBDC는 적절하게 설계, 도입되는 경우 디지털 경제의 보편적인 교환매체 및 가치저
장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내외 지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
며 통화정책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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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Zombie Lending: Theoretical, Interna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85
저자: Viral Acharya(Stern School of Business), Matteo Crosignani(FRB of New York),
Tim Eisert(Erasmus University Rotterdam), Sascha Steffen(Frankfurt School of
Finance&Management)

【핵심내용】
ㅇ 각국 정책당국은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을 적극 지원
하였으며, 그 덕분에 기존 경기침체와는 달리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크게 감소
- 그러나, 좀비기업* 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여 향후 좀비기업이 급증할 가능성
*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나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한 기업

ㅇ 본 연구는 좀비기업 대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실증분석 결
과에 근거하여 아직 확립되지 않은 좀비기업 정의 방법에 관한 대안을 제시
ㅇ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등 역사적으로 큰 경제충
격이 발생한 이후 좀비기업 대출이 급증하였으며, 좀비기업 대출은 신용의 비효율적
배분(credit misallocation)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충격으로 자본구조가 부실해진 금융기관은 회계장부상 부실채권 비용처리를 지
연시키고자 좀비기업이 기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추가 대출과 낮은 대출금리
를 제공(에버그린론, evergreen loan)
- 좀비기업 대출 확대는 좀비기업의 경제적 성과(고용, 투자, 이윤 등)를 개선하지 못하는
반면, 좀비기업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켜 정상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시장에 남은 좀비기업은 경쟁을 왜곡하여 생산요소 가격을 높이고 정상기업의 매출을 낮추며, 나아가
정상기업의 이윤, 고용, 투자까지 낮춤(혼잡 효과, congestion effect)

ㅇ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할 수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좀비기업을 적절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좀비기업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음
-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자보상비율 등)에 기반하여 좀비기
업을 정의하였으나, 정의 방식에 따라 연구마다 좀비기업의 수준과 추세가 상이
ㅇ 실증분석 결과, 채무상환능력과 더불어 대출금리 수혜 여부를 종합하여 좀비기업을
정의하는 것이 좀비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2004~2020년간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좀비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지원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나쁘면서도 우량 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기업을 좀비
기업으로 정의

- 대출금리 수혜 여부를 반영할 경우 많은 산업에서 좀비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정상
기업의 고용과 투자 감소)가 식별되는 반면, 채무상환능력만으로 좀비기업을 정의할 경
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식별되지 않음
- 또한, 연구마다 상이하던 좀비기업의 수준과 추세가 대출금리 수혜 여부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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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Perceptions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38
저자: Stefanie Stantcheva(Harvard大)
【핵심내용】
ㅇ 불평등의 정도와 재분배에 대한 요구 사이의 관계는 정치학 및 정치경제학의 핵심적
인 문제
-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는 불평등한 정도가 높아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의 격차가 커질수록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그러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에도 그에 상응
하는 만큼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지 않음(Kenworthy and McCall, 2008)
ㅇ 본고는 불평등의 인식(perceptions)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불평등도와 재분배
요구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
- 다수의 기존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에 비해 불평등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
을 보임
ㅇ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 중 한 집단에만 미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
험을 진행한 결과, 정보를 받은 집단에서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으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는 거의 영향받지 않음(Kuziemko et al., 2015)
-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정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불신이 재분배 정책 선호가 잘
변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조금 더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도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
* 실제 저소득 가계의 생활비 실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가질 수 있는 효과 등을 제공한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일부 상승했으나 재분배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는 거의 불변

ㅇ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증거를 제시
- 미국인들은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어려
움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해도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임(Alesina,
*

Stantcheva and Teso, 2018)

* 좌파 성향의 응답자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 응답하는 반면, 우파 성향의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개입을 줄여 기
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

- 이 밖에도 조세제도의 효율성, 이민자,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과 오해가
불평등의 인식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사회가 실제로 불평등한 정도보다 공정함에 대한 관점, 정부에 대한 신뢰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결정적임을 시사
- 정책당국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높이고 잘못
된 인식(misconception)을 줄여나갈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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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Does Access to Free Pre-Kindergarten Increase Maternal Labor Supply?”
출처: FRB of Kansas City, Working Paper RWP21-11
저자: Elias Ilin(FRB of Atlanta), Samantha Shampine(FRB of Kansas City), Ellie Terry
(Washingt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중인 무상 유아원
정책의 효과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2019년 미국에서 25-54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6%로서, 남성(89%) 보다는
13%p 낮으며, 2000년에 비해서도 2%p 하락한 수치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는 양육 부담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
에 미국 바이든 정권은 무상 유아원(Pre-K)* 정책으로 노동공급을 제고하려는 시도
* Pre-K(Pre Kindergaten)은 유치원 입학 이전인 3~4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이며, 바이든
정권의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에서 제시한 무상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음

ㅇ (분석방법) 2002~2019년중 미국의 월간 단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의 수혜
대상을 식별하고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노동공급 증가 효과를 추산
- 미국 상시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Pre-K 정책의 수혜조건*을 만
족하는 여성들의 노동공급 변화를 추적하였음
* 정책을 시행하는 주(45개 주)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대상
의 연령이 나이 요건(3~4세)에 충족해야 함

ㅇ (분석결과) 수혜대상 가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정책은 여성의 양육부담을
낮추어 노동참가율을 평균 2.3%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결혼여
부 · 교육수준 · 인종 · 거주지역 ·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였음
- 노동공급 증가효과는 미혼여성(-1.0%p)보다는 기혼여성(3.2%p), 흑인(-5.9%) 보다는 백
인(2.3%), 대졸자(4.2%p), 도시지역 거주자(2.6%)에서 두드러졌음
- 3등분 한 소득분위별로는 중위소득층 보다는 하위소득층(빈곤선 소득의 2배이하, 4.9%p증
가)과 상위소득층(빈곤선 소득의 4배이상, 3.5%p증가)에서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컸는데, 하
위소득층의 경우 복지 수혜조건*, 상위소득층의 경우 노동시장 미참가의 기회비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빈곤층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보충영양 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빈곤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수혜 대
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근로를 해야 함

-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진 경로(channel)를 분석한 결과 기존 노동시장 참가자의 계
속근로효과 보다는 노동시장 미참가자의 참가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본고는 미국의 보육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미친 영향을 인구집단별 특성과
경로별로 분석함으로써 정책당국에게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OL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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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Scrambling for Dollars: International Liquidity, Banks and Exchange

Rat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57
저자: Javier

Bianchi(FRB

of

Minneapolis),

Saki

Bigio(UCLA),

Charles

Engel

(Wisconsin-Madis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에서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자산에 대한 예비적 수
요가 환율 변동을 유발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
- 외화자금을 주로 달러로 조달하는 글로벌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변동성이 증대
되거나 은행간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은행의 달러 확보를 위한 경쟁
(scrambling for dollars)이 달러 가치의 급변동을 유발
- 2국(미국과 EU)으로 구성된 동태적 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2001.1~2016.12월 중 달러
를 제외한 G10 통화* 대비 달러 환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달러 유동자산에 대한 은행
의 수요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일본 엔, 뉴질랜드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유로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달러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은행은 완충적 달러 유동
자산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고, 달러 유동자산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달러 자금조달 변동성이 증대되면 은행이 달러 유동자산 확보를 위해 경쟁함에 따라
달러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미 달러화가 절상
ㅇ 실증분석 결과, 금융시스템의 달러 유동성비율*과 달러의 상대적 가치 사이에는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 예측과 일치
* 달러 유동부채 대비 달러 유동자산의 비율

- 금융시스템의 달러 유동성비율이 높은 시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으며, 동 결과
는 환율에 대해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불확실성 지표인 VIX 지수를 통제한 분석에
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달러가 국제금융시스템의 피난처(safe haven)로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절상되는 현상의 주요 원인이 은행의 달러 자금조달 리스크에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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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Wh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neeze:

International Real and Financial Spillovers in Asia”
출처: ADBI, Working Paper No. 1288
저자: John Beirne(ADBI), Nuobu Renzhi(CUEB), Ulrich Volz(SOA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과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실물 및 금융 경로를 통해 아시아 국가 경제로 파
급되는 효과를 분석
- 아시아의 11개 국가를 선진국 그룹*, 신흥국 그룹**으로 구분한 후, 2000.1월~2020.12
월 미국 및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각국의 실물 및 금융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하며, 중국의 통화
정책 충격은 화폐 공급량과 중립금리를 이용하여 그림자 정책 금리(shadow policy rate)
를 산출하여 식별
ㅇ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의 실물 부문은 미국보다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그룹) 정책 금리를 1%p 인상하는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동일한 크기의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물가 및 경제성장률을 더 지속적으로 감소시킴
- (신흥국 그룹)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데 반해,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유의하게 하락시킴
ㅇ 아시아 경제의 금융 부문도 미국보다 중국 통화정책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신흥국의 주가와 환율 변동성이 중국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
- (선진국 그룹)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단기 금리와 주가를
더 지속적으로 하락시킴
- (신흥국 그룹) 중국 통화정책 충격이 미국 통화정책 충격보다 단기 금리와 주가를 더
큰 폭으로 하락시켰으며, 무역 경로 등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침
ㅇ 이처럼 중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효과가 더 큰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에 기반
한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의 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국이 역내 무역 통합 과정에서 아시아 경제와의 실물 및 금융 연
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음
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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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North Korea Intensifies War Against Foreign Influence”
출처: 38 North
저자: Martyn Williams(Stimson Cent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이 외국 문물의 영향을 근절하기 위해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
과시킨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분석
- 데일리NK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해질 형사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정부가 가장 두
려워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
ㅇ 해외에서 밀반입된 콘텐츠 중 수요가 가장 높은 남한 콘텐츠는 과거 같은 나라였다가
분단된 이후 경제성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 북한 지도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라는 우려 때문에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음
- 제27조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TV프로그램·노래·서적의 수입 또는 배급은 노동교화형
부터 사형까지 처해지며, 콘텐츠를 단체로 시청하도록 조직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최
고 수준의 범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짐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외국 콘텐츠와 관련한 사형 선고가 자주 있다가
그 후로 감소해 2014년 이후로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법이 발표된 이후 사형 집행이
재개됨*
* 지난 4월 원산에 사는 남성 1명이 남한 콘텐츠가 담긴 CD와 USB를 판매한 혐의로 처형되었으며, 3
월 평양에서는 남한 자료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4명이 처형됨

- 제32조에 따르면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인쇄물
을 만드는 것은 최대 2년의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져 단순히 한국 콘
텐츠를 소비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까지 처벌됨
ㅇ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콘텐츠는 한국의 콘텐츠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낮음
- 제28조에 따르면 위 국가들의 영화·TV프로그램·서적 등을 수입 또는 배급하는 것에
대해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단순한 시청 또는 보관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함
ㅇ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외국 콘텐츠의 전면 차단이 가능해지자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
려는 노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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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Energy Transition Metal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21/243
저자: Lukas Boer(Humboldt Universität), Andrea Pescatori(IMF), Martin Stuermer
(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각국이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energy transition)이 가속화되면서 금속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
* 대표적으로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이 전기차 생산 등 저탄소 기술에 널리 사용

-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는 CO2 배출의 넷제로(net-zero) 시나리오 하에서 코발트와
리튬 소비량이 각각 6배, 20배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
ㅇ 본고는 에너지 전환이 금속(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벡터자
기회귀모형(SVA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각 금속별 수요충격(metal-specific demand shock)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식별한 후,
각 금속의 공급탄력성을 추정하고 넷제로 시나리오 하에서 미래(2021~2040년) 금속
가격을 전망*
* 총수요 충격과 금속별 수요충격을 분리하기 위해 모형 내에 면화 가격(cotton price)을 기준지표변수
(anchor variable)로 포함시킨 후 Antolín-Díaz et al.(2021)의 방법을 따라 시나리오 분석

ㅇ 각 금속별 공급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리튬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었으며 장기(20년 이후)에는 점차 탄력성이 증가
* 각 금속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당해 연도 금속 생산량은 구리, 니켈, 코발트가 각각 3.5%, 7.1%,
3.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한편 리튬의 경우 공급탄력성이 1.69(단기)~2.55(장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리튬의 경우
채굴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lead time)이 다른 금속에 비해 짧은 데에 기인
ㅇ 넷제로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금속 가격은 2020년 대비 크게 상승(1.6~4배)하며,
2030년경 금속 가격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동 결과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금속 수요가 급증하여 금속자원 공급의 병목현상
(bottleneck)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2021~2040년 중 4개 금속의 총생산액(13조 달러)이 원유 생산액에 비견될 것으
로 추산
ㅇ 본고는 에너지 전환이 금속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향후 금속 자원이 물가,
생산,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이 의의
- 따라서 기후변화 분석 시 모형 내에 금속 자원을 중요한 요인으로 도입하고, 국가 간
정책 공조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Model,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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