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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Negative U.S. Interest Rat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Economic Synopses 2020 Number 4
저자: Christopher Neely(FRB of St. Louis)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유로지역(ECB),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 일반적인 정책금리 인하의 경우와 같이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성
향을 높이고 국채, 회사채 금리를 낮추게 되므로 경기를 자극
- 그러나 은행의 예대마진과 이윤 축소가 초래됨에 따라 그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금리의 한계로 작용
ㅇ 연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마이너스 금리는 도입하지 않았음
- 이는 ①마이너스 금리 가능 수준에 대한 과소 추정* ②법적으로 가능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③MMF(Money Market Mutual Funds) 인출사태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데 기인
* 2010년 FOMC 메모에서는 금리를 –30～-35bp 이하로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일
부 중앙은행은 –50bp 까지 정책금리를 인하

ㅇ 향후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Powell 의장은 2019.9월
FOMC 기자설명회에서 앞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자산매입(large-scale
asset purchase)과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를 사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면서,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발언*
* “I don’t think we’d looking at using negative rates”

- 그럼에도 불구하고 Bernanke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단기금리 예상경로를 낮춤으
로써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으므로 그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2020 AEA Presidential Address)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금융통화
② “Liquidity Management of Heterogeneous Banks during the Great Recession”
출처: IMES, Discussion paper No. 2020-E-5
저자: Toshiaki Ogawa(Bank of Japan)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DSGE 모형을 활용하여 은행 규모*별 유동성 및 대출수요 충격에 대한
반응 차이를 비교·분석
*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을 기준으로 상위 0~20%는 대형은행, 80~100%는 소형은행으로 분류

- 이를 통해, 금융위기 및 대침체기(Great Recession)에서의 은행 대출규모 감소가 주로
어떤 유형의 충격에 기인하는지 분석
ㅇ 모형의 정상상태(stationary equilibrium)에서 소형은행은 순채권자인 데 반해 대형은행
은 순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남
- 대형은행은 대출규모가 커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Repo 등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소형은행에 비해 높음
* 실제로, 금융위기 직전 Repo를 통한 자금조달 비율은 대형은행이 소형은행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상위 5% 규모의 은행의 경우 총자산의 약 8%를 Repo로 조달

- 소형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s)가 강하기 때문에 대
형은행보다 더 많은 완충자본(capital buffers)을 보유
ㅇ 이 상황에서 부정적 유동성 충격이 발생하면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대형은
행이 유동성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대출을 줄이며, 소형은행들은 오히려 완충
자본을 활용하여 대출을 늘리게 됨
- 한편 부정적 대출수요 충격 발생 시에는 대형 및 소형 은행 모두 대출을 축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분석결과를 실제 패널데이터와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금번 대침체기 초기에
는 부정적 유동성 충격이, 초기 이후에는 부정적 대출수요 충격이 대출 감소의 주된
요인(main driver)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초기에 대형은행 대출은 큰 폭 감소한 반면 소형은행 대출은 양호한 실적
을 보였는데, 이는 유동성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의미
- 이후 부정적 대출수요 충격이 발생하면서 소형은행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그
결과 총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총대출 감소폭이 최대치에 달했을 때, 동 감소 규모의 67%가 부정적 대출수요 충
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DSGE Model

거시경제
③ “A Pitfall of Cautiousness in Monetary Policy”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758
저자: Stéphane Dupraz, Sophie Guilloux-Nefussi, Adrian Penalver(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정책효과가 불확실할 경우 정책당국은 정책수행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
(Brainard, 1967)가 있으나, 본 연구는 동 견해를 통화정책에 적용할 경우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target)에서 벗어나게 되어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
- 다양한 이론적 기반의 필립스 곡선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스
인플레이션(dis-inflation)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
ㅇ 신고전파 필립스 곡선을 통한 분석 결과, 중앙은행이 불확실성*하에서 디스인플레이
션 충격 발생 시 명목금리 조정 정도를 감소시키더라도,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목금리를 조정하게 되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심
화되는 현상이 발생
* 중앙은행이 민간의 기간간 선호를 나타내는 모수(  )를 확률변수로 인식하는 상황을 가정

- 민간이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예상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행한 경우보다 더욱 낮은 인플레이션이 실현된 데 기인
- 위와 같은 결과는 중앙은행이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황
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ㅇ 기대 형성방식에 변화를 주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 Mankiw 등(2003)이 제시한 경직적 정보 모형(sticky inform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한
경우, 충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기대 인플레
이션이 감소하며 정책금리 조정 압력이 심화
-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더욱 신속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며, 중앙은행
도 즉각적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
ㅇ 본 연구는 불확실성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의 중요성
을 제시했으며, 확약(commitment)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 안착시킬
필요를 제시
【분석방법론】 Two Agent Model Analysis

거시경제
④ “Fiscal Policy during a Pandemic”
출처: FRB of St. Louis Working Paper 2020-006C
저자: Miguel Faria-e-Castro(FRB of St. Loui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충격(이하 팬데믹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신케인지언(TANK)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분석 모형은 저축가계와 차입가계, 서비스 부문과 비서비스 부문으로 구성되며, 팬
데믹 충격을 대면접촉 집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선호충격의 형태로 모형화
ㅇ 모형 내 3분기 동안 지속되는 팬데믹 충격 발생 시 차입가계의 소비(10%)와 서비스
부문의 고용(40%)이 감소하여 큰 폭의 경기침체(GDP가 20% 감소)가 발생
- 팬데믹 충격은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 demand externalities)를 통해 서비스 부문으
로부터 비서비스 부문과 금융부문으로 전파되고, 동 충격으로 인해 금융중개 기능이
악화되어 경기침체가 증폭
ㅇ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는 5가지 재정정책 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실업보험 급여 지원이 차입자의 소득 및 소비 안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① 정부구매, ② 근로소득세 감면, ③ 실업보험 급여 인상, ④ 무상이전, ⑤ 서비스 부문 유동성 지원의
총 5가지로 구분하며, 동일 규모(2,000억 달러)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

- 실업보험은 팬데믹 충격으로 유발된 실업자 집단을 직접 타겟팅하며, 수혜집단의
소득보조에 기여하는 정도가 여타 수단들에 비해 높아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
-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차입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실업보험(1.49)이 정
부구매(0.34)나 유동성 지원(0.42)에 비해 크게 나타나 유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 반
면 저축가계의 경우 승수가 0에 가까움
ㅇ 서비스 부문 종사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정책의 경우, 팬데믹 충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이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며, 동 자금의 조달로 공공부채(public debt)가 급증할 가능성에 유의
ㅇ 본 연구는 각 재정정책 수단의 수혜집단이 상이하므로 정책목표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수단 역시 상이함을 시사
- 다만,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하여 충격의 규모와 지속성을 다양화하고 재정정책
패키지(fiscal package)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
【분석방법론】 Two-Agent New Keynesian Model

미시제도
⑤ “The
출처:
저자:
저자:

Macroeconomics of Epidemics”
NBER, Working Paper No. 26882
Martin S. Eichenbaum, Sergio Rebelo(Northwestern大).
Mathias Trabandt(Freie Universität Berlin)

【핵심내용】
ㅇ 전염병학 모형 SIR  을 확장하여 경제적 의사결정과 전염병간의 상호작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
* 1927년 Kermack, McKendrick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 Susceptible, Infected and Recovered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전염병의 진행을 예측

- SIR모형에 소비와 노동공급의 감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SIR-macro모형을 설정
하고, 이를 3가지 경로  로 나누어 확장
* 감염률이 높아지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어 사망률도 높아지는 내생적 경로, 백신개발 가능성을 고려
한 경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경로

ㅇ 개별경제주체들이 감염을 피하고자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을 반영할 경우,
SIR-macro모형에서는 SIR모형에 비해 감염률이 65%에서 52.8%로 낮아지는 대신
소비와 노동시간이 7% 이상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
- 내생적 사망률을 고려한 결과, 감염률은 낮아지지만 사망률이 높아지고 소비와 노
동시간이 각각 20%까지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염자가 늘어나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감염을 피하
기 위해 경제활동을 더욱 줄이는 데 기인
-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감염률과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으
나 침체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품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도 경
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
ㅇ 감염방지를 위한 정책대응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감염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염 확산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한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
를 모든 경제주체에게 환급하는 모형을 설정
- 감염률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확대에 따라 최적세율이 감염 초기 2.9%에
서 37주 후 44%까지 높아지며 소비는 21%까지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심화되지만,
감염률은 52.8%에서 30%대, 사망률은 0.53%에서 0.36%로 낮출 수 있음
- 내생적 사망률을 고려하면, 세율이 감염 시작 26주 후 48%로 높아지고, 소비는 20%까지
감소하지만, 감염률을 40%대에서 30%대, 사망률은 1.2%에서 0.5%까지 낮출 수 있음
-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감염 초기에 30%대의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여
백신개발 전까지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감염과 사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비는 14%까지 감소하지만, 감염률을 50%대에서 40%대, 사망률을 0.53%에
서 0.45%까지 낮출 수 있음
ㅇ 질병으로 인한 단기적 불황과 시민의 건강 사이에는 불가피한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최적의 정책조합으로 대응하여야 함
【분석방법론】 SIR Model

미시제도
⑥ “Feverish Stock Price Reactions to COVID-19”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511
저자: Stefano Ramelli, Alexander F Wagner(University of Zurich)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른 미국 내 기업(Russell 3000지수 기업 중 2,350개)의 주가 변화
를 분석, 보건 위기가 금융경로를 통해 경제 위기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
- 시장 참가자가 예의주시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가의 수익률*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진행
* 일일 단위로 주가의 위험조정수익률(CAPM-adjusted return)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평가하는 시장
에 비교한 해당 기업의 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3개 단계로 나누어 시장 참가자의 관심사 변화를 파악
확산 단계
잠복(Incubation)
집단발병(Outbreak)
대유행(Fever)

대상 기간
1.2(목)~1.17(금)
1.20(월)~2.21(금)
2.24(월)~3.20(금)

구분 기준
中, WHO에 원인미상 폐렴 발병 27명 사실 보고(12.31, 화)
中 보건당국, 코로나19 사람 간 전파 공식확인(1.20, 월)
伊, 첫 사망자 보고 및 이동제한조치 발표(2.22,금~23,토)

ㅇ 분석 결과, 잠복·집단발병기에는 대중무역(국제무역) 노출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
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유행기에는 중립적인 평가로 전환
- 잠복기와 집단발병기에는 분기 단위 기업실적리포트(10-k)에서 대중 수입·수출이 언
급된 빈도수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 주가의 수익률이 낮아짐
- 집단발병기에는 해외매출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국제무
역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
- 대유행기에는 대중무역과 국제무역 모두 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투자자의 우려가 국제무역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
ㅇ 대유행기에는 투자자의 관심이 기업의 자본구조 건전성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됨
- 잠복‧집단발병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대유행기에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현
금성자산 비중이 낮을수록 기업이 저평가되기 시작함
-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장 참가자가 실물충격과 불확실성이 신용경
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
ㅇ 한편, 국제무역을 하지 않는 기업이더라도 자본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면 저평가되었는
데, 이는 금융경로를 통한 리스크 전이(contagion) 우려를 반증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COVID-19 Coronavirus and Macroeconomic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4529
저자: Luca Fornaro(CREI), Martin Wolf(Vienn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전 세계로 확산 중인 COVID-19로 세계경제가 장기침체 함정(stagnation trap)
에 빠질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의 유효성을 분석
- 뉴케인지언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COVID-19 사태가 총수요 및 총공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
- 재정정책을 통한 기업 보조금 지원과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ㅇ 분석결과, COVID-19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총공급과 총수요 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COVID-19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등 부정적인 공급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용감소와 함께 총수요 위축을 초래
- 총수요 위축으로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재차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악순환이 반복
ㅇ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보
다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전통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은 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가계의 지출 능력이
제약된 데다 ② 현재의 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반면,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총공급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기대를 낙관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 증가가 기업투자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회복 선순환 구조를 유도 가능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실효금리 하한에 처한 상황에서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기초한 고강도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tandard New Keynesian Model

국제경제
⑧ “Capital Flow Waves-or Ripples? Extreme Capital Flow Movements Since
the Crisis”
출처: NBER, Working Papers Series No. 26851
저자: Kristin J. Forbes(MIT, NBER), Francis E. Warnock(Virginia大, NB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과거 급격한 자본이동 사례(episode)*의 발생 패턴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본이동
을 유발하는 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이하 GFC)를 전후하여 변화하였는지 분석
* 급격한 자본이동 사례를 surge(외국인 자본유입의 급격한 증가), stop(외국인 자본유입의 급격한 감
소), flight(내국인에 의한 자본유출의 급격한 증가), retrenchment(내국인에 의한 자본유출의 급격한
감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GFC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
날 가능성
ㅇ 58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1985~2018년 중 자본유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GFC 전후로
발생한 각 유형별 급격한 자본이동 사례를 대상으로 국가 간 동시성 및 발생 빈도를 분석
- 또한 급격한 자본이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글로벌 요인, 국내 요인, 전염 요인 등으로
분해하여 분석
* 자본이동 원인변수로 글로벌 요인(글로벌 리스크, 세계경제성장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 국내 요
인(경제성장률), 전염 요인(동일 지역 또는 동일 대륙 내의 급격한 자본이동 발생 여부) 등을 사용

ㅇ 분석 결과, GFC 이후 급격한 자본이동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
서 동시에 급격한 자본이동을 경험하는 사례도 감소함
- 동 결과는 GFC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은행을 통한 자본이동 규모가 크게 축소
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ㅇ 한편, GFC를 전후하여 급격한 자본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GFC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달리 글로벌 리스크 및 글로벌 경제성장이 모든 유형의 급
격한 자본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그 외 저금리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의 요인들 역시 GFC
이후에 나타난 급격한 자본이동을 설명하지는 못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금융규제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자
본이동 패턴이 글로벌 차원의 큰 흐름(waves)에서 개별적인 작은 흐름(ripples)으로 변화
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Complementary Logarithmic Framework

동북아경제
⑨ “The North Korean Economy : Coronavirus Measures Causing

Economic Anxiety”
출처: 38 North
저자: Benjamin Silberstein(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북한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통제(1.23일경)하고 내부 이동
을 규제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수반
-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1월부터 북한은 모든 관광업을 중단시키고 중국과의 무
역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지적된 대중 국경 밀수를 집중
단속
-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원유와 곡물 조달을 중국에 의존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원활한 교역은 물가 수준 안정화에 필수적
ㅇ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강경한 통제 조치는 외부 물자의 유입을 막고 내부 유통
을 저해하여 단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
- 중국 국경 봉쇄가 알려지자 사재기가 성행하여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전
년 대비 37% 정도 상승하였으나 북한 정부의 가격통제 조치가 시행된 후 일부 하향
조정
- 방역 조치로 국내 물류에 지장이 생기면서 평양–혜산간 쌀 가격 차이가 20%에 달
하는 등 교통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 물가 상승이 더 두드러짐
ㅇ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대북제재로 나타난 북한의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산업생산 능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방역조치로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생기자 농민들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농산물 비축시설도 부족하여 생산물이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
- 기계부품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 최
대 노천광산인 무산 광산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
- 비료 수입이 어려워 농산물 작황이 떨어질 수 있으며, 춘궁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기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ㅇ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상황으로 통제 강화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부작용으로 식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변국의 원조가 필요
- 북한이 경제적 부작용이 상당함에도 강경한 방역 조치를 고수하는 이유는, 전염병
발병이 본격화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

기후변화
⑩ “Adaptation and the Cost of Rising Temperature for the U.S. Economy”
출처: Federal Reserve of Chicago, WP 2020-08
저자: François Gourio(FRB of Chicago), Charles Fries(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패널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에 따라 기온 상승이 초래하는 비용(cost)
이 다름을 보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여 비용의 크기와 분산을 줄일 수 있음을 발견
- 특히, 기존의 기후 모형이 항구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행동 양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
ㅇ 패널 분석 결과, 기온 상승에 따른 지역별 소득 감소율(비용)의 차이는 대부분 평균
기온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일수록 기온 상승에 따른 소득 감
소의 정도가 큰 것을 확인
- 기온의 변화에 대한 소득 변화의 민감도가 미국의 각 군(county)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각 군의 1969년~2015년의 일간 평균 기온 및 1인당 연간 소
득 변화율 데이터를 이용
* 기온을 17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속하는 날의 수를 설명변수로, 1인당 연간 소득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설정

- 평균 기온에 민감할 수 있는 다른 특성들 및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을
설정해도, 여전히 평균 기온이 소득 민감도의 핵심요인이며 기온 상승의 한계 효과*
는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남
* 더운 날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a hot day)는 가장 더운 구간(27℃ 이상)에 속하는 날이 하루 증가
했을 때 연간 소득 상승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위 모형에서 기온 상승의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ㅇ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
과 경제주체가 기후 변화에 내생적으로 적응하는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손실의 중
간값과 분산이 크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패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소득이 줄어들지만, 적응을 통해 기온
에 대한 소득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적 모형*을 설정
* 적응에 투자하면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기온 상승이 생산을 저해하는 정도
가 작아지도록 생산함수를 설정

- 경제주체가 초기에 고정된(fixed) 적응을 하는 경우와 내생적(endogenous)*인 적응을
하는 경우를 각각 추정하여 비교
* 고정된 적응은 초기의 투자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생적인 적응은 새로운 기후에 맞추어
다시 투자 수준을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

ㅇ 기후 변화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크기는 각 지역의
초기 기후에 따라 상이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을 통해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Structural Modeling/Sim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