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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Japan’s Experience with Yield Curve Control”
출처: FRB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저자: Matthew Higgins, Thomas Klitgaard(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2013년 4월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QQE)을 도입하면서
① 연간 본원통화 증가량이 600~700조엔 규모가 될 때까지 자산을 매입하고, ② 기보
유 국채를 재투자하며, ③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동 정책을 시행하기로
공표
- 이에 따라 QQE 실시 이후 2015년 말 10년물 정책 금리는 0.25%로 하락하고 실업
이 감소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 또한 1.2%까지 상승
- 그러나 2016년 중반 근원/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일본 국채시장에서 일본은행
의 점유율이 40%에 육박함에 따라 국채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
ㅇ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일본은행은 추가적으로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YCC)을 도입하여
10년물 국채 금리를 0% 근처로 유지하겠다고 공표
- YCC의 효과는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났는데, 정책 시행 후 2년간 10년물 금리
는 목표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금리 변동성 또한 QQE만 시행했을 때의 절반 수준
으로 감소
- 수익률곡선이 안정화되자 자산 매입목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자산매입 규모는 점차 감소
ㅇ YCC 실시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까지의 실업
률이 역사적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아울러 대규모 자산 매입이 없더라도 국채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성도 획득
- 다만,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지 못한 점이 과제로
남겨졌음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Global Demand for Basket-Backed Stablecoins”
출처: FEDS, Working Paper 2020-048
저자: Garth Baughman, Jean Flemming(FRB)
【핵심내용】
ㅇ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달러화 등을 담보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화폐를 말
하는데,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표 등으로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스
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ㅇ 본고에서는 무역충격*이 있는 통화론자 모형을 설정한 후, 바스켓통화(basket currency)
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후생 변화를 분석
* 무역충격으로 인해 매 시기마다 무역개방 수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화폐가치가 변동하고 위험기피
적인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 바스켓통화는 모형에 존재하는 두 개 통화(자국 및 외국 통화)를 볼록결합한 형태의 통
화로, 개별통화에 비해 통화가치가 안정적임
- 모형에서 바스켓통화에 대한 수요는 ① 무역거래에서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유
인과 ②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적(insurance) 유인에 따라 발생
ㅇ 분석 결과, 바스켓통화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전 세계 통화수
요의 2~3.3%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이는 바스켓통화에 대한 수요가 이를 구성하는 개별 통화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
서 오히려 개별 통화가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바스켓통화 보유에
대한 보험적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
ㅇ 한편, 후생 측면에서는 바스켓통화의 도입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제적으로 많은 판매자들이 바스켓통화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일 경우, 사회적 후
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바스켓통화에 대한 낮은 수요로 판매자들의
투자유인이 적고, 그 결과 바스켓통화의 확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세계 경제가 달러화 중심 체제에서 바스켓통화를 수용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GDP의 약 2%에 해
당하는 후생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각 국가의 주
권통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onetarist Model, Numerical Simulations

거시경제
③ “Entry and Exit, Unemployment and Macroeconomic Tail Risk”
출처: FRB of Dallas, Working Paper 2018
저자: Joshua Bernstein(Indiana大), Alexander W. Richter(FRB of Dallas), Nathaniel
A. Throckmorton(William&Mary)
【핵심내용】
ㅇ 산출·고용 등 거시경제변수들은 비대칭·고첨예 분포(negative-skewness and excess kurtosis)
의 특징을 가지며, 기업의 진입과 이탈은 동 변수들의 동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
려져 있음(Haltiwanger,2012)
ㅇ 이에 본 연구는 탐색-매칭 모형에 기업의 내생적인 진입·이탈 메커니즘을 도입함으
로써 고용 변화의 비대칭성과 생산성 충격이 증폭됨을 보이고, 기업의 진입·이탈이
경기변동의 후생비용(welfare cos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간재 부문에서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소멸
(job creation and destruction)이 나타나 고용·산출·소비 변화가 유발되는 모형을 가정
ㅇ 시뮬레이션 결과, 모형 내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실제 자료(1954년~2019년 미국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의 비대칭분포 및 Tail risk*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 Acemoglu et al.(2017)에 따라 Tail risk는 확률변수가 평균으로부터 1.96표준편차 이상 멀어질 확률로 정의

- 기업의 진입과 이탈을 도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거시변수들(산출·소비·실업률·공석률
(vacancy rate))의 Tail risk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진입·이탈이
Tail Risk 현상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
ㅇ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진입과 이탈을 고려할 경우 ①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이 증폭되고(amplification), ② 유리한 충격보다는 불리한 충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asymmetry)
- 충격의 증폭효과는 외생적 충격에 더하여 기업의 진입·이탈로 인한 추가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 충격의 비대칭성은 기업 이탈로 인한 일자리 소멸은 즉시 나타나는데 반해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점진적인 데에서 기인(search friction)
-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불황기에는 평상시보다 부정적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이탈이 더욱 신속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산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동 모형을 통해 시산한 경기변동의 후생비용은 평생소비의 0.38%에 달하여,
기업의 진입과 이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0.11%)나 Lucas(1987)의 분석결과(0.008%)에
비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지적
ㅇ 본 연구는 기업의 진입과 이탈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거시변수들의 동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경기변동의 중요한 파급경로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Search and Matching Model

거시경제
④ “Scarred Consump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937
저자: Ulrike M.Malmendier(California大), Leslie Sheng Shen(FRB)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
이 긴요하나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기침체 경험(실업을 대리변수로 활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experience effect)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위축 장기화(scarred consumption) 가
능성을 평가
- 패널데이터(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통해 가구 단위의 실업경험, 국가 단
위의 실업률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으며, 이론적 측면에서 경
제모형에 상이한 기대형성 방식, 소득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업의 경험효과를 측정
ㅇ 패널분석 결과, 경기침체(실업)경험은 부, 소득 등의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비에 대한 실업의 경험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 특히, 국가단위의 효과(1SD 증가시 1.74~1.78% 연간 소비 감소)가 가구단위의 효과(0.83~0.97%
감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침체 경험이 기대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
ㅇ 서베이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 경기침체를 경험할 경우 ① 경기전망이 비관적으로 바
뀌거나, ② 내구재 등에 대한 소비태도 등이 변하면서 경험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
* 로이터/미시간 소비자 서베이의 향후 경기전망 관련 응답 중 내구재 소비의사 관련 응답 내용을 분석

- 다만, 실업 경험이 실제 (미래)소득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경기침체 경험
으로 인한 기대의 변화가 비합리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ㅇ 이론적인 모형에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효과, 실업의 이력효과까지 반영하여 분석
하더라도, 경기침체 경험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험을 기반으로 기대*를 형성할 경우 경기침체 경험과 소비의 부정적 관계가 더
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형성 방식이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
* 합리적 기대와 경험기반 기대(experience-based learning)를 가정하여 각 가정에 따라 향후 실업 가
능성에 대한 믿음을 상이한 방식으로 형성

ㅇ 본 연구는 경기침체 경험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제
시하였으며, 기대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Analysis

미시제도
⑤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Effects of COVID-19: A

Real-time Analysis”
출처: Federal Reserve Board,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49
저자: Geert Bekaert(Columbia大), Eric Engstrom(FRB), Andrey Ermolov(Gabelli School
of Business)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기간중 경제성장률 및 물가 충격을 새로운 식별 방법을 이용, 총수요(AD)측
면과 총공급(AS)측면의 영향으로 분해
- 1968~2019년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미국의 GDP 및 물가상승률 예측치
와 이후 실측된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VAR모형을 설정
*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거시경제 예측에 대한 분기별 서베이인

SPF(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를 이용

- 해당 VAR모형과 2020년 이후의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GDP와 물가상승률
을 추정하고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기간중 총수요와 총공급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추정
(%)
2020:Q1
2020:Q2

실질GDP성장률
충격
-6.6
-34.3

물가상승률
충격
-2.7
-4.6

수요측
요인
-4.3(65%)
-14.8(43%)

공급측
요인
-2.3(35%)
-19.5(57%)

*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연간 기준(annualized)

- 2020년 1분기에는 총수요측 요인이 GDP성장률 충격의 65%를 설명하는 반면, 2020년
2분기에는 총공급측 요인이 약 57%를 설명
ㅇ 물가상승률에서도 총수요와 총공급의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총수요 감소
는 물가상승률에 하방압력을 가하고 총공급 감소는 상방압력을 가하기 때문
- 총수요의 영향이 총공급의 영향보다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양측 모두 2020년 2분
기에 가장 크고 이후 영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그 결과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소
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2020년 물가상승률은 0에 가까울 것으로 계산
ㅇ 한편 2020년 3분기~2021년 1분기까지의 전망은 “√”표시 형태의 회복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
- 총수요측 요인도 회복에 기여하지만 주로 총공급측 요인에 의해 견인(more AS driven)되
는 것으로 분석됨
-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수 년)이 걸릴 수도 있음
【분석방법론】 VAR Analysis

미시제도
⑥ “Intergenerational Homeownership and Mortgage Distress”
출처: FRB of Cleveland Economic Commentary No. 2020-12
저자: Rawley Z. Heimer(Boston College), Nicholas Fritsch(FRB of Cleveland)
【핵심내용】
ㅇ 소비자 신용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젊은 세대의 주택자가
보유율 하락을 설명하는 선호 경로(preference channel)를 검토
* 뉴욕 연준에서 제공하는 분기 패널 데이터로 개인의 가족관계, 주택보유 여부, 신용정보 포함

- 2015년 미국의 주택자가보유율은 2004년 대비 약 5%p 하락했는데, 특히 젊은 세
대(25~44세)의 자가보유율 하락폭이 10%p로 크게 나타남
- 주택가격 폭락, 주택담보대출 연체 등 주택에 관한 부모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녀의
인식을 바꾸어 젊은 세대의 자가보유 선호를 낮추었을 가능성(선호 경로)
ㅇ 1999~2004년 기준 19~22세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횟수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2017년까지 주택 매입 여부를 추적하여 자가보유율에 대해
회귀분석
- 부모의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주택자가보유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보면 한 분기에 주택을 매입할 확률은 평균 0.58%이지만,
부모의 연체기록이 있는 자녀의 분기당 주택 매입 확률은 0.17%로 낮아짐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모의 연체 경험은 자녀의 주택자가보유율(30세 기준)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ㅇ 하지만, 부모의 연체기록과 자녀의 자가보유 간의 음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 역시 존재하므로 이를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
- 공통 충격 경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모와 다른 주에 거주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모의 연체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자가보유율이 유의미
하게 낮아짐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공통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부모의 상환능력과 자녀의
주택 구매력이 함께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

- 부의 이전경로*를 배제하기 위하여 신용 조달이 가능한 부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당시 부모가 주택가격 폭락을 크게 경험할수록 자녀의 자가
보유율은 하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대출 연체를 경험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자금이 없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

-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선호경로의 명확한 식별을 위해 추가로 부모가 보유 자산으
로 자녀에게 지원해줄 가능성 등을 통제할 필요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국제경제
⑦ “Shocks Matter : Managing Capital Flows in Emerging Economies with
Multiple Instruments”
출처: IMF, Working Paper 20/97
저자: Ruy Lama, Juan Pablo Medina(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자본 유출입이 활발한 신흥국 경제에서 경기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선택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에 대해 분석
-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인 ① 외환시장 개입 정
책과 ②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을 고려
ㅇ 소규모개방경제 New Keynesian DSGE 모형(155여 개의 신흥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
을 설정하고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충격(해외금리상승)과 국내 충격(기업 생산성
하락)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경우 환율안정 목적의 불태화 개입 정책(sterilized FX intervention)
을,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지급준비율 조절 정책을 모형에 반영
- 각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정책조합을 도출
ㅇ 분석 결과, 자본유출 발생 시 외환시장 개입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모두 금리정책
의 유용한 보완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며 충격의 원천에 따라 각 정책의 유효성이 상이
- 자본유출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이 금리정책만으로 대응할 때보다 두 가지 보완정책
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GDP·인플레이션·무역수지 등이 더 신속하게 안정화됨
- 자본유출이 해외금리 상승에 기인하는 경우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상대적으로 경기
안정화에 더 많이 기여
- 반대로 자본유출이 국내기업 생산성 하락에 기인하는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력이
더 커짐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신흥국 중앙은행이 자본유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충격의 근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정책 조합을 선택해야 함을 시사
- 해외 요인일 경우 외환시장 개입주도정책을, 국내 요인일 경우 거시건전성 주도정책
을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New Keynesian DSGE Model

동북아경제
⑧ “China’s Dilemmas over stalle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alks”
출처: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저자: Tong Zhao(Carnegie-Tsinghua center for global policy)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하고, 북한의 비
핵화 결정에 따른 중국의 단기적, 장기적 이익을 평가
- 중국은 북한 핵협상의 주요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이며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
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 특히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음
ㅇ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지만, 비핵화 조치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킬 유인을 갖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음
-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장기적으로 중국 국익에 배치
- 하지만 경제제재로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난민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
며 한반도에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제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
-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같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대한 온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
ㅇ 중국은 북한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면 비핵화에 들어갈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지만, 비핵화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체 안전보장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이 충분히
경제성장을 이루고 주변국의 안전보장이 있으면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핵보유 의지가 확고할 경우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비핵
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ㅇ 중국은 현재 내부적 딜레마로 인해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도 북한 제재 또한 반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
과의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중국의 장기적 국익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므로, 추가적인 경
제 원조에 앞서 핵물질 및 미사일 생산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기후변화
⑨ “Global Lessons from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Litig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27365
저자: Shaikh M. Eskander, Sam Fankhauser, Joana Setzer(London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사법 행위의 경향을 분석
ㅇ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이하 CCLW)*의 데이터를 활용, 세계 각국의
1990~2017년간 의회,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명령, 법원의 소송 판결 등의 경
향성을 분석
* 런던 정경대, 콜롬비아 법학대학원의 기후변화 연구소의 합작으로 시작된 기후변화 정책, 입법, 사법
관련 공개 데이터베이스

- 기후변화 관련 법안 통계를 시기, 국가, 정권의 정치성향, 경제 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소송에서 기후 규제에 호의적인 판결의 비율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시기별로는 2009~2014년에 가장 많은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국가별로는
스페인, 영국, 한국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됨
- 파리 협약(2015년) 직전에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 파리 협약의 효과
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에는 스페인이, G20 국가 중에는 영국과 한국이 가장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① 제정된 법안(법률, 행정명령 포함)의 수 ② 법치주의 변수(Rule of Law variable, World Bank)
③ 법안이 통과된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가중치

ㅇ 정권의 정치성향은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기후 법안 제정과 상관관계가 낮으며, 경기
침체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입법 행위가 지체됨
* 일반적으로 우파정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있음

- 좌파, 우파, 중도정권의 기후 관련 입법 행위를 분석한 결과, 정권별로 법안을 통과
시킨 수는 집권 기간에 비례
- 대부분 국가에서 경기침체 시 기후 관련 입법이 평시에 비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기후 관련 소송에서 기후 규제에 호의적인 판결이 우세
ㅇ 본 연구는 국제 기후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관련 규제 등의 제도
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