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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
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Debt as Safe Asse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626
저자: Markus K. Brunnermeier(Princeton大), Sebastian A. Merkel(University of Exeter),
Yuliy Sannikov(Stanfo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위험이 공유되지 않고 예비적 저축수요가 존재하는 불완전
시장 모형을 통해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의 특성을 분석
- 안전자산은 투자가치가 있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경기침체기나 위기상
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해주는 투자처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유
ㅇ 자산가격 결정이론을 활용하면 국채의 가치( ℬ )는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가 제공하는 서비스 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분할 수 있음
ℬ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경기침체 시에 낮아지는 경기순응성을 보이지만 안전자산
서비스 흐름의 현재가치는 경기침체 시에 높아지는 경기역행성을 나타냄
-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기침체 시에 일반적
인 자본의 가치는 하락하나 국채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
- 이러한 현상은 국채가치 결정에 있어서 안전자산 서비스의 경기역행성이 현금흐름의
경기순응성보다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
ㅇ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은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 정부의 국채 발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채 보유에 따른 현금흐름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국채 보유에 대한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함
- 즉, 국채 발행 속도를 높이는 것은 세율을 높이는 것과 같아 장기적으로 세원(tax
base)의 역할을 하는 국채의 가치를 낮추게 되므로 국채 발행에 있어서도 Laffer 곡
선(Debt Laffer Curve)의 원리가 작동
-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서비스 제공 능력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음
ㅇ 본고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가 갖는 특성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한 상
태에서 성장률이 실질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Incomplete Market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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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Platform-Based Business Models and Financial Inclusion”
출처: BIS, Working Paper No. 986
저자: Karen Croxson(Financial Conduct Authority), Jon Frost, Leonardo Gambacorta
(BIS), Tommaso Valletti(Imperial College Lond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입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시장구조,
규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 지난 10년 동안 많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플랫폼 기반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추진*
* 예를 들어 구글의 구글 페이 도입, 아마존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출 시행, Kabbage, LendUp 등
미국 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산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ㅇ 플랫폼 기반 사업모형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금융포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만, 승자 독식 구조에 따른 독·과점
형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도 잠재
-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 수요를 보다 폭넓게 충족시키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차별, 신규 기업의
진입 저지, 알고리즘 편향 및 배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리스크가 병존
ㅇ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로 금융포용이 제고된 사례는 신흥개도국에서 많
이 발견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존재
- 현재까지 플랫폼 기업의 금융포용 확대 효과는 금융소외 계층이나 지역이 많은 신
흥개도국에서 더 큰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은 금융 포용성 확대의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인허가, 보고체계, 예금보험, 자본 및 유동성 기준 등과 관련한 기존 금융규제, 경쟁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인터넷 은행, 오픈 뱅킹,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데이터 보호 등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사업모형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도입,
적용할 필요
- 디지털 인증 확인 시스템, 결제 시스템, CBDC 도입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 구축은
민간 플랫폼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에 기여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금융포용에 대한 긍정적 효
과를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다양한 규
제 당국 간 원활한 정보 교환 및 협조가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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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Federal Reserve’s New Framework: Context and Consequence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2-001
저자: Richard H. Clarida(FR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2020.8월 연준이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개편을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
고, 최근 거시경제 환경과 관련하여 동 개편의 시사점을 살펴봄
ㅇ 연준이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개편을 검토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2012년 이후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 세 가지 중대한 변화를 꼽을 수 있음
①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 경기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대응 역량이 축소됨
* 연준 경제전망(SEP) 실질중립금리 전망치가 2012.1월 2.25%에서 2021.12월 0.5%로 하락

② 실질중립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기에 기준금리가 실효하한(ELB)에 직면하게
되며,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위험이 증가
③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반응이 둔감해졌으며, 특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
계가 약화됨(필립스곡선 평탄화)
ㅇ 이러한 인식 변화에 기초하여 연준은 2020.8월 신축적 평균물가목표제(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중심으로 한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개편을 단행
-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하회하는 경우 이후 상당 기간 물가
가 2% 목표를 상회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한 이
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된 이후에 실시
- 지속적인 물가상승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이상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
책을 운영
ㅇ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통화정책전략과 부합한 것으로 평가
- 최근의 물가 급등은 병목현상, 수급 불일치 등 경제활동 재개(reopening) 과정에서 나
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일정 기간 물가는 완만하게 목표 2%를 상회할 것
으로 판단*
* 연준 경제전망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022년 2.6%, 2023년 2.3%, 2024년 2.1%

- 경제활동과 더불어 노동시장 역시 꾸준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실업률이
연준 전망치(3.5%)까지 낮아지면 완전고용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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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Savings, Efficiency and the Nature of Bank Run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636
저자: Agnese Leonello, Caterina Mendicino(ECB), Ettore Panetti(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Davide Porcellacchia(ECB)
【핵심내용】
ㅇ 은행 자금조달이 단기채무(예금 등)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은행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총예금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
러한 현상이 뱅크런 발생 확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
ㅇ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저축 결정에 의해 뱅크런이 내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형
을 설정하여 총예금량 수준이 뱅크런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모형에서 위험기피적인 경제주체는 0기에 소비 및 은행예금 저축액을 결정하고, 은
행은 예금을 활용하여 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경제 펀더멘
털에 의해 정해지고 동 수익률은 2기에 경제주체에게 알려짐
- 예금주들은 1기에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불완전한 사적 신호에 기반하여 중도인출
여부를 결정하며, 뱅크런이 발생한 경우 2기까지 기다린 예금주는 남은 자원만을 분
배받음
ㅇ 분석 결과, 뱅크런의 발생 원인에 따라 총예금량이 뱅크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포에 의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금량이 증가할수록 뱅크런 발생 확
률이 하락
* 다른 모든 예금주들이 중도인출을 할 것을 우려하여 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우로, 조정 실패
(coordination failure)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반면 최종대부자가 공포에 의한 뱅크런을 방지함에 따라 펀더멘털이 매우 악화될
때에만 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량이 증가할수록 뱅크런 발생 확률이 상승
- 사적 균형에서는 경제주체가 개인의 소비-저축 결정이 갖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공포에 의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소저축이 나타나고 펀
더멘털에 의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다저축이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사적 의사결정에 따른 과소·과다저축으로 인해 뱅크런 확률이 상
승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총예금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조금 혹은 세금 등의 정책적 개입이 유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분석방법론】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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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Ineqaulity and Creative Destruc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67
저자: Richard William Blundell(University College London), Xavier Jaravel(LSE), Otto
Toivanen(GSE)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술혁신(Creative Destruction) 및 불평등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혁신이 불평등을 유발
하는 경로, 불평등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최근 연구를 개관하고 시사점을 제공
ㅇ (혁신의 불평등 유발 경로) 기술혁신은 ① 정형적인 직무 관련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
② IT자본재 가격하락 등을 통해 가계간, 기업간 격차확대를 유발할 수 있음
- 기술혁신은 고숙련 노동자의 빠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
(Kline et al, 2019) 기업 간(between firms)에서는 슈퍼스타 기업 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기업 간 불평등도 심화시킴
* 기술우위에 기반하여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들로서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 기업들로 분류

- 한편, 기술혁신으로 인해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빠르게 하락
하면서 구매력 측면에서 계층간 격차도 확대(Jaravel, 2019)
ㅇ (불평등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소득 불평등이 장기화되면 계층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이는 혁신역량 격차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혁신역량 확충을 저해
- 저소득 국가 청소년은 고소득 국가 청소년에 비해 혁신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비중이 낮고, 이로 인해 생산성 제고가 지체(Agarwal and Gaule, 2020)
-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 여성, 소수민족)은 혁신역량을 확충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할 경우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2~4%p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Einio et al, 2020)
ㅇ (정책 제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을 개선
하고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 강화가 필요
- 핀란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STEM교육(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받을수록
혁신가가 될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ghion et al, 2018), 유럽국가를 대상으
로 한 패널 분석에 따르면 혁신가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77% 석
사, 26% 박사)(Giuri et al, 2007)

- 미국 제약회사들의 반경쟁적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로 인해서 전체 R&D 연구의
5~7%가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Cunningham, 2021)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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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The Fed’s International Dollar Liquidity Facilities New Evidence on

Effects”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No.997
저자: Linda S. Goldberg, Fabiola Ravazzolo(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는 연준의 국제 달러 유동성 공급제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 자금
조달, 국제자본 흐름, 신용공급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연준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와 FIMA Repo 제도(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es Repo Facility)*를 활용하여 국제 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유동성 경색이 심각해질 경우 FIMA 계좌 개설국의 보유 미국채 한도 내에서 일시적으로 달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ㅇ 분석 결과,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제도는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완화 정도는 각국이 활용 가능한 유동성 공급 제도 범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각국 통화의 FX 스왑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라인이 구축된 후
하락하였으며, 이는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로 위험 심리(risk sentiment)가 완화된 데
기인
- 스프레드의 하락폭은 상시 통화 스와프 라인을 구축한 국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FIMA Repo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통화 스와프를 구축하지 않은 국가의 달러
조달 비용도 함께 하락
ㅇ 또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제도는 은행의 신용공급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국제 자본 흐
름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수행
- 통화 스와프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은행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에도 신용을 안정적으로 공급
- 또한 연준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들의 경우 FIMA Repo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은행의 신용공급 기능이 빠르게 정상화됨
ㅇ 그러나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제도가 유동성 및 국제 자본 흐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은 뚜렷하지 않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미연준
의 국제 달러 유동성 공급 제도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은행의 신용공
급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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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Spillovers at the Extremes: The Macroprudential Stance and Vulnerability

to the Global Financial Cycl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89
저자: Anusha Chari(North Carolina大), Karlye Dilts Stedman(FRB of Kansas City),
Kristin Forbes(CEPR)
【핵심내용】
ㅇ 본고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글로벌 금융사이클에 따른 포트폴리오투자 자금 흐름의 변
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다양한 위험 수준에서 정책 결정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변화
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충격
추정 접근법을 이용
-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 변수를 단순한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던 선행연구와 달리 규제
강도(intensity)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
ㅇ 실증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선제적 강화 기조는 위험회피(risk-off) 시기에는 포
트폴리오투자 자금 유출 증가를 유발하고 위험선호(risk-on) 시기에는 포트폴리오투자
자금 유입 증가를 유발하여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위험 수준별) 변동성 증폭효과는 평균 위험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나 양극단(특히
극심한 위험회피기)에서는 상당히 유의
- (자금유형별) 거시건전성정책은 주식보다 채권 자금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정책별)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및 은행대출 수요 규제보다 LTV, 은행대출 공급 및
외환관련 규제의 효과가 더 강력하고 유의
ㅇ 반면 거시건전성규제의 선제적 강화는 국가 간 은행자금 이동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 정책이 글로벌 금융사이클에 대한 은행 부문의 복원력을 제고하지만 채권,
주식, 그림자금융 등 비은행 금융부문으로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음을 시사
- 다만, 은행 부문의 변동성 완화로 인한 편익이 비은행 금융부문의 변동성 증가로 인
한 비용보다 클 수 있으므로 동 정책으로 인해 위험선호 충격에 대한 경제 전반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로 인해 은행 부문의 위험이 여타 부문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제 전반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최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olicy-shocks Estima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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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The Limit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under the Kim Jong-un

Regime: Lessons from Chinese Experience”
출처: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저자: Sukjin Kim(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사회주의 경제의 양대 축인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의 경영방식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경제개혁을 중국과 비교하여 한계점을 분석
ㅇ 국영기업의 경영방식과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에 경
영 자율권(생산계획권·가격제정권·재정관리권·노동력조절권 등)을 부여함
- 중국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유보하는 ‘방권양리’ 개혁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합법화로 신생기업이 대거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경쟁 환경
에서 국영기업의 실적도 함께 개선되면서 개혁이 성공함
- 반면에 북한은 보수적인 정치이념으로 민영화 없이 국영기업의 운영 방식만 개선하
려고 하고 있어 신생기업의 등장 및 성장에 따른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낮음
ㅇ 집단농장의 경영방식과 관련하여 북한은 농장법 개정을 통한 자율권 확대,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자 함
- 중국은 다양한 책임제*를 통해 수확 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도록 했으며, 책임제
의 기본단위가 작업집단(분조)에서 가구(호)로 축소되면서 '가구별 책임제'가 보편화된
결과 집단농장이 사실상 해체됨
* '작업계약(包工)'은 구성원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농장별 최종 생산물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생산량 할당(包産)'은 정부 매입량과 농민들의 할당량을 포함한 생산량을 계약에 따라
농가에 배정하며, '책임위탁(包干)'은 개별 농가에 생산계획 결정권과 역축 사용권을 부여함

- 북한의 포전담당책임제는 분배가 수확 실적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생산량 할
당’과 유사하지만 경영권이 여전히 집단농장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개혁 과
정의 최종 결과물인 ‘책임위탁’과는 큰 차이가 있음
ㅇ 경제 개혁이 그 나라의 정치 체제와 대외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은 중국과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이념적 통제를 크게 완화했고, 개혁 정책들
이 현장에 적용되어 구체적인 진행 상황, 성과, 문제점 등이 공유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대외무역이 빠르게 확대
- 반면에 북한은 독재 체제하의 정치·이념·사회문화적 통제가 여전히 강하고, 개혁 정
책들이 대중에게 충분히 발표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적 고립으로 경제개혁 추진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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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A Corporate Finance Perspective on Environmental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878
저자: Florian Heider(ECB), Roman Inderst(Goethe University Frankfurt)
【핵심내용】
ㅇ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환경정책 연구에서 기업의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음
* 친환경 신기술의 채택, 탄소절감기술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 외부 자금조달(external financing)시 나타나는 금융마찰은 기업과 산업의 녹색투자를 제
약할 뿐 아니라 산업간 자원의 재배분(reallocation)을 저해할 가능성
ㅇ 본고는 탄소배출의 외부효과 등을 도입한 Holmström and Tirole(1997)의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제약이 존재할 때 최적 환경정책을 이론적으로 분석*
* 동 모형은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가 기업이 보유한 자금규모에 의해 내
생적으로 결정되며, 기업이 동질적인 경우를 먼저 살펴본 후, 이질성을 도입하여 분석을 확장

- 환경정책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 system)를 고려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감축활동(internal emission margin)과 산업규모(external emission margin)가 조절됨
ㅇ 이론 모형의 분석 결과, 동질적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는 금융제약이 존재할 때
배출권 가격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최적*
* 한편 금융제약이 없다면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의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는 배분(Pigouvian benchmark)이 최적으로 나타남

- 금융제약 하에서는 개별 기업차원의 효율적인 탄소감축과 최적 산업규모 달성 간
상충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배출권 가격을 탄소의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설정한다
면 동 상충관계가 완화될 수 있음
* 개별 기업들의 탄소감축의 결과 산업의 규모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감소

ㅇ 기업의 탄소배출에 이질성을 도입할 경우, 배출권 거래제도를 단일가격 방식이 아닌
금융제약에 따라 산업별로 상이하도록(targeted policy)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제약에 직면하지 않는 산업에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 대비 배출권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상한을 엄격하게(tighter)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제약 가
능성이 높은 친환경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적인 정책을 적용할 필요
- 또한 배출권의 초기배분방식을 기존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면 고배출 기업의
생산·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
ㅇ 본고는 환경정책을 설계시 금융제약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 최적 환경정책 모색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함
【분석방법론】 Theore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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