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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oronavirus and the Risk of Deflation”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20-11
저자: Jens H.E. Christensen, James M. Gamble IV, Simon Zhu(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공급에 비
해 수요를 더욱 위축시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19로 인한 총수요 감소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2%p 가까이 하락시킬 수도 있
다는 분석도 있음(Leduc and Liu, 2020)
ㅇ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의 일반국채 및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1년 내 디플레이션 발생 리스크를 평가해보고자 함
-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디플레이션 리스크 분석에 집중
ㅇ 분석결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향후 1년 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은 0에
가깝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향후 1년 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크지 않은 수준(modest)인 11%

- 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
ㅇ 한편, 디플레이션에 대한 방어*(protection)를 제공하는 물가연동국채와 제공하지 않는
물가연동국채의 수익률 격차를 활용하여 디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해본 결
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동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지속
* 일부 물가연동국채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만기 시 표시된 명목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디플레이션
에 대한 방어권을 제공

-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0%에 가까운 수준이며,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완만
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0.5% 수준으로 소폭 상승
- 일본의 경우 동 프리미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1.5%까지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2% 가까운 수준까지 급등
ㅇ 본고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주체들이 가까운 미래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
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분석방법론】 Yield Curve Model,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COVID-19, Helicopter Money & the Fiscal-Monetary Nexu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4734
저자: Alex Cukierman(CEPR)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일각에서 화폐주조차익(seignorage)을 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자
는 주장, 즉 헬리콥터 머니(이하 H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HM이 허용된다면 인플레이션과의 오랜 투쟁을 거쳐 확립
된 중앙은행 제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ㅇ 본고에서는 최적조세정책(optimal taxation) 입장에서 정부 재원을 정부부채와 HM 간
에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HM 도입 시 중앙은행 독립성과의 상충관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ㅇ 최적조세정책의 관점에서는 조세와 HM이 각각 초래하는 한계왜곡(marginal distortion)
이 같아지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HM 도입에 대한 결정은 선출된 권력인 정부나 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
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
- 따라서 HM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하면서 재원을 정부부채와 HM
간에 최적으로 배분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ㅇ 이와 관련하여 Bernanke(2016)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중앙
은행이 일정 한도 내에서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새로운 정부계정을 개설하고 정부로 하여
금 동 계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Yashiv(2020)는 코로
나19에 대응하기 위해 90일간 중앙은행의 정부대출 금지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 두 제안 모두 HM의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중앙은행에 위임하여 중앙은행의 독립
성 훼손 방지를 도모하고 있지만, 한도 설정 등에서 정부가 중앙은행과의 사전 협
상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
-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자재정과 국
채발행 및 HM 규모를 일괄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음
ㅇ 다만 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 등에 따라
HM 도입 필요 정도가 달라진다는 데 유의할 필요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록 HM 도입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 비추어, 미국이나 독일은 HM 도입이 불필
요한 것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 HM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 내 이질성으로 인해 ECB의 정책수행이 어려워질 우려

【분석방법론】 Event Study Analysis

거시경제
③ “The

Cost of the Covid-19 Crisis:
Expectations, and Consumer Spend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41
저자: Olivier Coibion(UT Austin),
Weber(Chicago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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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의 Nielsen 패널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봉쇄(lockdown) 조치가 고용,
소비지출 및 거시변수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봉쇄조치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직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2단계 추정법을 사용
ㅇ 분석 결과, 봉쇄조치는 노동시장 상황 및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봉쇄가 시행된 주(州)는 다른 주보다 고용률이 낮고(-2.8%p) 실업률이 높은(+2.4%p)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위기 기간 고용률 감소의 60%가 봉쇄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봉쇄로 인해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약 31%p 감소*하고 향후 내구재 구매 계획도 위
축**되는 것으로 분석
* 품목별로는 여가·여행·오락(-181%p), 의류(-127%p), 주택(-109%p) 등의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
** 내구재 구매 여부(extensive margin)와 구매 규모(intensive margin)가 각각 3.5%p, 26%p 감소

ㅇ 한편,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봉쇄가 시행된 주에서는 위기 기간 평균에 비해 향후 실업률 예상치*가 높은 반면,
기대인플레이션(-0.5%p) 및 미래 모기지 금리 예상치(-0.7%p)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향후 12개월동안 13%p 상승, 향후 3~5년 동안 2.4%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 비관적 기대와 불확실성 증대는 명목금리 하한에 도달한 상황에서 실질금리 상승과
예비적 저축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경제회복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분석(U-shaped
recovery)

ㅇ 동 분석 결과는 정책당국이 봉쇄조치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인식하고, 코로나
19 위기가 이력현상(hysteresis)을 유발하지 않도록 재정부양, 부채탕감, 적극적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비용 중 많은 부분이 봉쇄조치에서 기인하였으며, 봉쇄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제시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④ “Supply and Demand in Disaggregated Keynesian Economies with an

Application to the Covid-19 Crisi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743
저자: Emmanuel Farhi(Harvard大), David Rezza Baqaee(UCLA)
【핵심내용】
ㅇ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급충격(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감소)과 수요충격(불확실성 증가로 소비 이
연)은 요소간 대체관계 및 생산 네트워크를 통하여 경제적 영향이 파급
ㅇ 이에 본 연구는 경제모형에 요소간 다양한 관계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한 충
격의 효과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투입-산출 관계 및 명목임금 경직성을 반영한 다재화, 다요소 모형에서 공급, 수요
측 충격이 요소간 대체정도에 따라 경제변수(실업률, 산출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분석 결과, 공급측 충격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효과(신고전파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의 파생수요를 감소시켜(케인지언 효과) 산출량에 영향
- 특히, 명목임금이 경직적일 경우 다른 요소시장의 충격에서 파생된 수요감소 효과(케인
지언 효과)가 가격을 통해 조정되지 못하면서 실업률,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증폭
- 요소간 보완 관계가 높아질수록 케인지언 효과에 의한 산출량 감소분도 커졌으나,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경직적 요소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소간 파급되
는 케인지언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분석
ㅇ 명목임금 경직성 및 충격의 원인*별로 시나리오를 나누어 칼리브레이션한 결과,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노동력 중 80%가 감소될 경우 산출량이 30% 가량 축소
* 경직적 노동시장 하에서 총공급충격만 발생하는 경우, 20%, 10%로 총수요도 감소하는 경우, 신축적
노동시장 하에서 총공급충격만 발생하는 경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 다만, 위와 같이 큰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산출량의 감소분 중 직접적 충격의 비
중이 컸으며 케인지언 효과에 기인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
ㅇ 추가적으로 차입 제약,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 각각 외생적으로 총수요,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
- 가계가 차입 제약에 직면할 경우 재화에 대한 명목지출 감소로 수요가 위축되었으
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생산성 감소로 인해 총공급이 위축
ㅇ 본 논문은 경제구조에 따라 충격의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충격이 발생한 부문에 정책을 집중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Multiple Product-Factor Model Analysis

미시제도
⑤ “Unemployment Paths in a Pandemic Economy”
출처: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20-18
저자: Nicolas Petrosky-Nadeau, Robert G. Valletta(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2020~21년까지 예상되는 미국의 향후 실
업률을 추정
-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향후 GDP 성장률 추정 데이터,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CBO(Congressional Budget‘s Office) data 등을 활용
ㅇ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역사적인 경기변동 동학(business cycle dynamics)만을 그대로 따
른다고 가정
- 실업률은 2020.2분기 20%를 넘어 고점에 도달하지만 이후 하락하며 2021.1분기
15%, 4분기 7%까지 하락
ㅇ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7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제한을 풀고 강력한 고용 활동
(strong hiring activity)이 전개됨을 가정
- 실업률은 2020.2분기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만,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3분기에 4%대를 달성
ㅇ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가는 비율(unemployment exit
rate)과 GDP 성장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
- 실업률은 2020.2분기 17%로 고점에 도달하고 2021년에는 4%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ㅇ 네 번째 시나리오는 실업자 고용유입비율*과 취업자 실업유출비율**이 일반적 수준인
33%에 비해 높은 45%(대공황 당시 수준)로 가정
* 실업자의 고용유입비율 = (실업자 → 취업자) / ((실업자 →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취업자의 실업유출비율 = (취업자 → 실업자) / ((취업자 → 실업자) +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은 2020.2분기 14%로 고점에 도달하고 2021.1분기에 10% 이하로 하락
ㅇ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실업률은 2020.2분기 고점에 도달할 것이며
2021년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사람들이 구직 의욕을 상실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명목상의 실업률
이 실질적인 실업률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강조
- 가용 노동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노동시장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
하는지 확인할 필요
【분석방법론】 Scenario Analysis

미시제도
⑥ “Can Pandemic-Induced Job Uncertainty Stimulate Automation”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0-19
저자: Sylvain Leduc, Zheng Liu(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생산 자동화를 반영한 뉴케인지언 모형(new Keynesian model with automation)을 활용하
여,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불확실성 확대가 로봇의 고용 대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생산 자동화가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이 되풀이될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근로자의 건강 리스크 증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반복 가능성 등 미래 노동생산성의 불확실성(고용 불확실성)이 확대
- 생산요소(노동과 로봇) 간 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충격반응분석으로 고용 불확실
성 충격(2nd-moment shock)에 따른 기업의 생산 자동화 여부를 파악
- 한편, 노동생산성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과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 하락
충격(1st-moment shock)에 따른 추가분석을 진행
ㅇ 분석 결과, 고용 불확실성 확대 충격시 총수요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나타남
- 고용 불확실성 확대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여 실
업률이 상승
ㅇ 충격에 대응하여 생산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대응은 경기침
체를 완화하고 빠른 회복에 도움
- 이는 기술전환 효과*(tech-shifting effect)가 경기침체 효과**(recessionary effect)를 능가
하기 때문
* 기업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로봇 대체 투자를 늘리는 효과
** 경기침체로 수요 부진을 우려하여 로봇 투자를 미루는 효과

-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여 경제는 고용 불확실성 충격을 피하고, 노동생산성(근로자 1
인당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
ㅇ 반면, 노동생산성 하락 충격시 총공급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
- 노동생산성 하락시 잠재 산출량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상승
ㅇ 생산성 하락 충격에 대응하여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은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
- 총공급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효과가 기술전환 효과를 능가하여 기업은 로봇 투
자를 미루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 하락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with Automation, Impulse Response Analysis

국제경제
⑦ “Monetary Policy and Its Transmission in a Globalised World”
출처: ECB, Discussion Paper No 2407
저자: Michele Ca’Zorzi, Luca Dedola, Georgios Georgiadis, Marek Jarocinski,
Livio Stracca, Georg Strasser(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
- 글로벌 무역·금융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거시경제변수가 세계적으로 동
조성을 띠게 됨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관
심이 대두
ㅇ 베이지언 VAR모형을 이용하여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해외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 긴축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타국의 실물·금융·물가 변수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
는지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분석
ㅇ 1999~2018년 기간 중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보인 반면, 상대
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의 파급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EU 지역의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 지속적이고 유의한 파급
효과*를 보인 반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실물·금융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단기적 영향에 그침
* 미 연준의 긴축통화정책 시행 시, 유로지역 실업률 상승·산업생산지수 하락·회사채 스프레드 증가

- 또한, 미 연준의 긴축통화정책은 단기적인 유로화 약세를 초래하고 유로지역의 소
비자물가를 유의하게 상승시킨 반면,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은 미국 소비자물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ㅇ 한편,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유럽중앙은행에 비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제통화시스템에서 미 달러화의 영향력이 유로화보다 우세한 만큼 국제적으
로 미 연준의 정책 파급력이 더 큰 데에 기인
ㅇ 본 연구 결과는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긴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Bayesian Vector Autoregressive

국제경제
⑧ “Global and Domestic Financial Cycles: Variations on a Theme”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64
저자: Inaki Aldasoro, Stefan Avdjiev, Claudio Borio, Piti Disyatat(B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싸이클을 글로벌 금융싸이클(이하 GF싸이클)과 국내 금융싸이클(이하 DF싸이클)
로 나누어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DF싸이클의 경우 1981~2018년 중 20개 국가의 실질신용, 신용/GDP 비율, 실질주택
가격 등의 중기 싸이클(32~120 분기)을 토대로 측정
- GF싸이클의 경우 가격기반 글로벌 요인(price-based global factor)과 수량기반 글로벌 요인
*
(quantity-based global factor)의 평균 값 을 사용하여 측정
* 가격기반 글로벌 요인은 858개 자산가격의 일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한 값이며, 수량기반 글
로벌 요인은 31개 국가의 GDP 대비 총자본유입 비율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 1
주성분(first principal component)을 의미

ㅇ 두 금융싸이클의 변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GF싸이클과 DF싸이클이 공통적으로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임
- GF싸이클이 금융자산가격과 국가간 자본이동의 영향을 받아 주로 변동하는 반면,
DF싸이클은 주로 신용과 부동산가격의 영향을 받아 변동함
- GF싸이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금융리스크의 국가 간 전이 예방에 있는 반면, DF
싸이클에 대한 정책은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을 방지하는 데 초점
- GF싸이클은 주기가 짧고 전통적 경기변동(5~32 분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DF
싸이클은 주기가 비교적 길고 중기적 경기변동(32~120 분기)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냄
- GF싸이클의 주된 구성요소인 자본이동의 경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간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GF싸이클은 주로 선진국의 금융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두 금융싸이클은 평상시에는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강한
동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위기 진입 국면에서 자본유입은 DF싸이클에 후행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DF싸이클에 의한 지속불가능한 호황(unsustainable boom)이 자본유입에 의
해 증폭되면서 위기가 유발됨을 시사
ㅇ 본고는 경제정책 설계시 두 가지 금융싸이클의 특징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통화, 거시건전성 및 재정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
으로도 국가 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공조가 필요
- 특히 GF싸이클이 주로 선진국 경제상황 변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주
도적으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고 금융규제 개혁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지적
【분석방법론】 Correlation Analysis

기후변화
⑨ “The Pandemic Won’t Save the Climate”
출처: Foriegn Affairs, May 7 2020
저자: David G. Victor(UC San Diego)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
시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
ㅇ 과거의 경제위기 사례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대기오염 완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lockdown) 이후 미국, 중국 등에서 오염물질 방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위기* 시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경제 회복기에 이
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
* 1·2차 오일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ㅇ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탈탄소화(decarbonization)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위기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기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대체
에너지보다 화석 에너지 산업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게 됨
* 규모가 큰 석탄 관련 산업 등에 대량 해고가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기후 문제보다 우선시됨

- 많은 국가에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적용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
* 2020년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이에 따라 참가국 모두가 구체적인 기후행동(climate action,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을 의미) 목표를 수립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ㅇ 팬데믹 상황 하의 경기부양과 심층적 탈탄소화(deep decarbonization)*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통적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저탄소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
ㅇ 향후의 각국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에 직결되
는 실용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시사
-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 상
대적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구조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