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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Endogenous Growth, Downward Wage Rigidity and Optimal Inflation”
출처: ECB,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635
저자: Mirko Abbritti(University of Perugia), Agostino Consolo(ECB), Sebastian Weber(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내생적 성장과 명목임금 하방경직성을 고려한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활용
하여 노동시장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s)와 비대칭적 경기순환을 구현하고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내생적 성장을 고려할 경우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수요충격이
R&D 투자 부진이나 무형자산 축적 감소를 통해 생산성이나 성장률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
- 명목임금 하방경직성은 경기침체 시 고용, 투자,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통해 비대칭적 경기순환을 구현
ㅇ 본고의 모형을 1999.1/4~2019.4/4분기 유로지역 경제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4% 이하의 낮은 수준일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률(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상충관계를 갖는 우상향 필립스곡선이 나타남
- 이러한 상충관계는 내생적 성장만을 고려할 경우 뚜렷하지 않았으나 명목임금 경직
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분명하게 나타남
ㅇ 통화정책이 전통적인 테일러 준칙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동 모형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플레이션을 추정한 결과 유로지역의 현재 물가안정목표인 2%를 초과하는 3%
후반대로 추정
- 이는 인플레이션이 동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 명목임금 하방 경직성으로 인한 후생
손실 폭이 커지는 데 기인
ㅇ 다만 통화정책을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실업률을 고려한 테일러 준칙, 물가수준
목표제 등으로 변화시킬 경우 최적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경우 후생 손실은 소폭 커지지만 최적 인플레이션은 3%
로 낮아지며, 실업률을 고려한 테일러 준칙과 물가수준목표제의 경우 후생 손실도
작아지고 최적 인플레이션도 각각 약 2.5%, 1%로 낮아짐
ㅇ 이러한 결과는 경제의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정도, 장기 균형성장률 수준, 부정적 수요충격의 지속성 및 이에 대응하는 통
화정책의 유형에 의해서도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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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and Endogenous Financial Cris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25
저자: Frederic Boissay(BIS), Fabrice Collard(Toulouse School of Economies), Jordi
Galí(CREI), Cristina Manea(Bundesbank)
【핵심내용】
ㅇ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적 정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측면과 금융부문의 위험추구 성향 및 거시-금융 불균형을 확대한다는
측면의 양면성을 가짐
ㅇ 본고는 내생적 자본축적, 기업의 이질적 생산성, 신용시장의 금융마찰을 도입*한 뉴케
인지언 모형을 활용하여 통화정책의 금융안정에 대한 효과를 분석
* 기업은 개별적인 생산성 충격에 의해 생산적 기업과 비생산적 기업으로 나뉘며, 신용시장 내에서 생산적
기업과 비생산적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

-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 금융안정 고려 시 적절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에 대해 분석
ㅇ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총수요 및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중기적으로는 가계의 저축
및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쳐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내생적으로 변화
ㅇ 통화정책 운용방식별 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물가 변동성만 고려하는 경직적 물가
안정목표제(strict inflation targeting) 보다는 생산 변동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테일러
준칙과 같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가 우월한 것으로 분석
- 생산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신축적 정책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전 과도한
저축 억제를 통해 신용 붐(boom) 형성을 방지하고, 자본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 및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
- 다만, 생산 변동성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두는 테일러 준칙의 경우 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오히려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나치게 장기간 완화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
ㅇ 본고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내생화하고 기업의 이질적 생산성과 신용시장의 금융마
찰을 도입한 뉴케인지언 모형을 활용하여 물가 변동성 뿐만 아니라 생산 변동성도 적절
히 고려하는 통화정책이 금융안정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함을 보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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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Average Inflation Targeting in the Financial Crisis Recovery”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22-01
저자: Vasco Cúrdia(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하
였으나, 동 기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
-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 제약과 중립실질금리 하락 영향으로 기존의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는 연준이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
졌으며, 대안으로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2020.8월 도입
* 일정기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2% 목표를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전략으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하회하는 경우 이후 상당기간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달성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시행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해 평균물가목표제가 제로금리하한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임
- 모형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연준이 2009년 1분기부터 평균물가목표제를
시행한 경우의 경제지표 성과와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성과를 비교
ㅇ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였다면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에 더 근접하고 실업률은 더 낮았을 것으로 예측됨
- 통화정책 운영전략별 경제지표 성과 차이는 경기침체 직후인 2009~2011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음
-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상정시 동기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1%, 평균 실업률은
8.4%로, 물가안정목표제 하(물가상승률 1.6%, 실업률 9.2%)에서보다 물가는 목표수준에
더 근접하였고 실업률은 더 낮은 수준을 보였음
ㅇ 이는 평균물가목표제 하에서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상승률이 목표 2%를 하회하는 것을
관찰한 민간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실질금리가 낮아지며 소비와 투
자가 진작된 결과로 판단됨
* 가계, 기업 등 민간이 평균물가목표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가정

- 2009~2011년간 명목 연방기금금리는 두 통화정책 운영전략 모두에서 0%로 유지되
었으나, 실질 연방기금금리는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시 최대 1%p 더 낮음
- 평균물가목표제 하에서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게 벗어난 결과, 명목 연방기금금리 인상
시점 역시 물가안정목표제보다 반년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평균물가목표제가 제로금리하한 제약을 완화한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모형에
기반한 실증분석 결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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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Nonprofits in Good Times and Bad Tim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630
저자: Christine L. Exley(Harvard大), Nils H. Lehr, Stephen J. Terry(Boston大)
【핵심내용】
ㅇ 취약계층인 경제주체들은 경기 불황기에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불황기에 확대하기를 기대
- 비영리단체들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불황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미비
ㅇ 본 연구는 미국 비영리단체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에 따른 비영리단체 활동의
변화를 분석
- 1990~2013년 미국 비영리단체의 소득 신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영리단체의
지출, 수입 및 재무상태표가 경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는 과세로부터 면제되지만, 면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수입 등의
연간 재무상태를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대중들이 비영리단체 종류별*로 불황기에 활동을 얼마나
늘리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하여 희망 경기역행성 점수(desired countercyclicality rating)를
산출하였으며, 동 점수를 실제 활동과 비교
* 국세청이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사업유형별 분류코드(NTEE)를 이용하여
assistance), 푸드뱅크, 노숙자보호(homeless shelter) 등 655 종류로 구분

비상원조(emergency

ㅇ 분석 결과,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경기순행적(procyclical)인 성격을 가져 경기 불황기에
활동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영리단체의 지출은 대체로 경기 불황기에 감소하며, 이는 희망 경기역행성 점수가
높은 푸드뱅크 등의 비영리단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
- 불황기에 지출 항목의 재분배를 통해 간접비용을 줄이고 구호활동 지출을 늘리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증가는 관측되지 않음
- 비영리단체의 기부, 물품판매 등을 통한 수익 역시 경기 불황기에 감소하고 호황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영리단체의 자산과 부채 역시 경기 불황기에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불황기에 오히려 비영리단체의 활
동이 축소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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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ffect of Labor Market Shocks Across the Life Cycl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61
저자: Kjell G Salvanes(Norgweigan Shool of Economics), Barton Willage(Louisiana State
大), Alexander Willen(Norgweigan S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대량해고, 폐업 등 노동시장충격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령별, 성별로 상이하
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맞춤형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 본고는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 노동시장지표(고용, 임금)가 변동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동 충격이 노동자들의 주요 의사결정(인적자본 투자, 가족 구성,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ㅇ 1986-2018년중 노르웨이에서의 20~60세 피고용자 자료를 기업 데이터와 결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충격(대량해고, 폐업)에 노출된 피고용자를 식별하고, 이들이 15
년간에 걸쳐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분석
ㅇ (노동시장지표) 노동시장 충격 발생 시 노동시장 지표는 즉시 악화되었다가 장기간에
걸쳐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노동시장 충격 발생 이후 고용률은 즉각적으로 악화되었다가(-15%p) 이후 15년 동안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임금은 즉시 감소(연평균 5000크로네)한 후 처음 4년
간은 유지되다가 이후 점차 개선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고연령 노동자일수록 노동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고용률 변화 : 30대 –13%p, 50대 후반 –18%p)
ㅇ (주요 개인 의사결정) 노동시장 충격 발생 시 출산 연기 및 포기가 증가하였으며, 학
위취득 증가는 저연령층에서, 노동시장 은퇴는 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노동시장 충격으로 구직의 기회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연령이 낮을수록 학위취득 비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20대 2.5%p, 30~40대 0.05%p, 40~50대 0.02%p 상승)
-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충격 발생 시 출산 연기 및 포기는 고소득자와 25~34세 중심
으로 크게 나타남
- 노동시장에서 영구히 이탈할 확률은 능력치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연
령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대 고용률 감소: 충격직후 5%p → 15년후 2%p, 50대
후반 : 충격직후 17%p → 15년후 7%p), 특히 동거가족이 있는 고연령집단은 타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낮아져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는 노르웨이의 장기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충격이 개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OLS,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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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Fear of Hiking? Monetary Policy and Sovereign Ris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37
저자: Martin Wolf(CEPR), Leopold Zessner-Spitzenberg(Humboldt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ECB의 정책금리 인상이 유로존 국가의 국채 발행 유인과 국가 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소규모 개방경제의 국가 부도 모형(Sovereign Defaul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통화동맹 내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가부채 변동 패턴은 양
(+)의 소득효과와 음(-)의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차입 규모가 축소되는 대체효과와 정
책금리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차입 규모가 확대되는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국가부채의 변동 방향이 결정
ㅇ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debt to GDP)이 특정 임계치(threshold)를 상회할 경우 소득효
과가 대체효과를 상회하여 긴축적 통화정책이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국가 부도 위험
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 GDP 대비 부채비율의 임계치는 ① 소비의 기간간 대체 탄력성 ② 차환이 필요한 국
채의 비율 ③ 국내 생산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비율(자국 편향)에 의해 결정됨
- 기간간 대체 탄력성이 커질수록 대체효과가 증가하여 임계치가 상승하며, 차환이 필
요한 국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효과가 증가하여 임계치가 하락
- 자국 편향이 클수록 국내 소득의 국내 수요 의존도가 높아지고, 소득효과가 커짐에
따라 임계치가 하락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통화정책이 국가 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ECB의 금리 인상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충분히 낮은 회원국에만 부도위험을 낮
추는 효과가 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회원국의 부도위험을 낮추는 데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효과적
【분석방법론】 Sovereign Defa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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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A Quantitative Microfounded Model for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92
저자: Tobias Adrian, Christopher Erceg, Marcin Kolasa, Jesper Lindé, Pawel
Zabczyk(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시장개입과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신흥국 통
화정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서든스톱* 발생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지 분석
* 급격한 자본유출과 경기침체를 동반한 금융위기

-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가 낮고 순대외채무 비율이 높으며
외환시장 발전 정도가 낮아 대외충격 발생 시 통화가치 절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
더라도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든스톱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외환시장개입과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충격에 따른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여 신흥국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 ①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가 낮을수록, ② 대차대조표의 통화 불일치 정도가
클수록, ③ 채무 비율이 높을수록, ④ 외환시장 유동성이 부족할수록 동 정책 수단이
통화정책의 자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평상시에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선제적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해 대외채무 누적
을 억제함으로써 서든스톱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대외채무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신흥국에 동 정책 수단이 유효
ㅇ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만 외환시장개입과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활용하면 대외 불균형이
적기에 조정되지 않아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양호한 금융 여건에서도 동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평상시에 대외 불균
형을 예방할 필요
ㅇ 신흥국의 외환시장개입은 정책금리 실효하한 도달 등으로 정책여력이 소진된 해외 국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한 해외 국가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ㅇ 본 연구는 통합정책체계(IPF: Integrated Policy Framework) 운용이 신흥국 통화정책의 자
율성과 자본이동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나 사전적 예방 정책이 아닌 사후적 위기
관리정책으로 활용될 경우 대외 취약성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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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21 and 2022: Muddling Through With

Few Options”
출처: 38 North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North Korean Economy Watch,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2021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에 공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북한 경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ㅇ 2021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자연재해가 없었던 덕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장가격 자료에 따르면 식량 공급은 불안정하고 부족하여 특히 북동부 지역(혜산)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임
- 쌀 가격은 국경 폐쇄 기간(2020~2021) 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쌀에 대
한 수요가 옥수수 같은 값싼 대체재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보이며, 옥수수는 식량이
부족할 때 쌀의 대체재로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2020년 말부터 가격상승이 관찰
- 지역별로는 쌀과 옥수수 가격 모두 혜산이 신의주, 평양보다 대부분의 시기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 6월 말에는 평양에 비해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년 동안 악화되었으며 특히 북동쪽 지역이 국경
폐쇄로 중국과의 무역 및 밀수가 불가능해지면서 타지역보다 식량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역별 가격 차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
재정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질병 예방 측면
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복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함
ㅇ 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낙관적인 측면도 있으나 북한 정부는 2022년중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호하고 완만한 목표를 정
한 것을 볼 때 올해도 경기침체와 식량난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북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재난 위험 감소를 강조하며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선제적 재난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식
량 사정을 안정시킬 것임을 시사함
- 외국 문화 소비와 같은 반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단속 발언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지난 몇 년간 강화된 반자본주의 운동은 엄격한 검열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 강도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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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Education Quality, Green Technology, and the Economic Impact of

Carbon Pricing”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9808
저자: Kevin Macdonald, Harry Patrinos(World Bank)
【핵심내용】
ㅇ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널리 사용되는 기후정책 수단이지만, 많은 문헌들은 생
산량 감소와 탄소세 부담의 역진성(regressive)을 지적하면서 탄소가격제가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저탄소 친환경 기술이 숙련 편향적(skill-biased)이라면 탄소가격제 시행 시 숙련-비숙련
노동 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때 교육을 통해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억
제하고 임금격차 축소를 도모*
* 양질의 교육은 친환경 혁신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인적
자본 축적(예: 인지능력 향상)을 유도

ㅇ 본고는 교육과 친환경 기술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교육의 질(education quality)이 탄
소가격제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지능력(cognitive skills)과 탄소배출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교육을 통
한 인지능력 향상이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ㅇ 먼저 인지능력과 산업 내 탄소배출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인지능력이 높을
수록 탄소배출 및 탄소배출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 21개국에 대해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탄소배출량(로그값)을 종속변수로, OECD의 인지능력지표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

- 인지능력이 높은 숙련근로자들이 탄소의존도가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
됨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기술이 숙련 편향적임을 방증
ㅇ 한편 교육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양질의 교육은 탄소세 인상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유럽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인역량지표(PIAAC)가 가장 높은 핀란드 수준의 교육이 시행되는 시나
리오와 등을 분석

- 교육의 질적 향상은 탄소가격제의 탄소배출 억제효과를 제고하고, 숙련노동의 탄력
적인 공급을 통해 생산량 감소 및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친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탄소가격제로 인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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