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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Effect of the Central Bank Liquidity Support during Pandemics:

Evidence from the 1918 Influenza Pandemic”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No.928
저자: Haelim Anderson, Jin-Wook Chang, Adam Copeland(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뉴욕 주의 은행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준
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sion)이 수행한 역할을 조명
- 뉴욕주의 지역(county)별로 집계된 사망률과 동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
의 1914~19년 분기별 대차대조표 자료를 활용
- 전염병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유사하게 행동했을 것이며, 전염병 유행은 일종의 외
생적인 충격이라는 두 가지 가정을 부여
ㅇ 분석 결과, 전염병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일수록 예금인출이 더 많았으며 은행의
대응은 연방준비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연준 비가입 은행은 평균적으로 7.35%만큼 대출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연준 가입
은행은 재할인창구를 통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을 활용하여 동 기간동안 평
균 54.3%만큼 대출을 확대
- 다만 전염병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지역에서는 연준 가입 은행들 역시 담보물
부족으로 인해 예금인출 규모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으며 그 결과 대출 규모를 축소
ㅇ 한편 스페인 독감이 뉴욕주의 은행 부문에 장기적인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자 은행으로의 예금 유입이 다시 증가하고 대출 여력이 확대
되면서 1919년 말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중요
하다는 점을 시사
- 충격에 보다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 산업 혹은 시장을 대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선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facility)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금융통화
② “Leaning Against the Wind and Crisis Risk”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14797
저자: Moritz Schularick(CEPR), Lucas Ter Steege(University of Bonn), Felix Ward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핵심내용】
ㅇ ´Leaning against the wind(이하 LAW)´란 금융부문 과열 시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이를 제한하려는 조치를 말하는데, LAW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
- 1928년 주가 및 부동산시장 과열을 염려한 연준의 LAW가 오히려 대공황을 촉발시
켰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2008년 신용 및 부동산시장의 과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
지하려는 조치가 없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존재
ㅇ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7개 선진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
과열*(boom) 상황에서의 LAW가 금융위기 발생확률과 강도(severity)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실질 신용증가율이 HP필터로 추출한 추세선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정의

ㅇ 분석 결과, LAW가 금융위기 발생확률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과열 시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면 향후 2년간 금융위기 발생확률이 2%p 상승
- 금융과열과 자산가격 과열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면 금
융위기 발생확률이 4%p 상승
ㅇ 이러한 결과는 금융과열 국면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
- 금융과열 초기 국면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기 발생확률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LAW가 금융위기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AW 시행 시에도 금융위
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LAW 시행 여부에 큰 상관없이, 금융위기 발생 이후 5년간 실질 GDP는 추세에 비
해 약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금융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③ “Fatalism, Beliefs, and Behavio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45
저자: Jesper Akesson(The Behavioralist), Sam Ashworth-Hayes(The Behavioralist),
Robert Hahn(Oxford大), Robert D. Metcalfe(Boston大), Itzhak Rasooly(Oxford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억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정책 준수가 동반되어야 하
며, 이때 개인의 행동 결정요인으로서 감염병에 대한 믿음(belief)의 역할이 중요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감염력(infectiousness)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개인의 믿음이 변화하는 양상과 믿음이
개인의 예방·방역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고 ‘운명론 효
과(fatalism effect)’를 이론적으로 설명
* 전문가들의 감염력(기초재생산지수) 추정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과 정보를 제공받지 않
은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추정

ㅇ 분석 결과, 개인들은 바이러스의 감염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감염력 추정치 정보가 제공될 경우 개인의 믿음을 수정(update)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확진자 1명에 의한 감염은 평균 2~5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은 평균 28명이 감염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뉴스
에 대한 잦은 노출과 감염 위험을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
- 전문가의 정보가 전달될 경우 개인들은 감염력에 대한 믿음을 수정*하였으나, 집단
별로 46~61%에 해당하는 비율이 여전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감염력을 과대추정
하는 경향
* 감염력 추정치 상한(5명)이 제공될 경우 민간은 감염력에 대한 믿음을 8단위만큼 하향 수정

ㅇ 또한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높다고 믿을수록 개인들은 예방조치에 소홀한 반면, 사회
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운명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감염력 1단위 증가 시 손씻기나 자발적 거리두기와 같은 활동이 0.26~ 0.5%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감염력에 대한 믿음이 8단위 감소할 경우 약
27억 달러의 후생 개선이 발생
- 나아가 이산선택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감염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증가할수록 개인
의 사회적 활동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명론 효과가 작동함을 이론적으로 논증
ㅇ 본 연구는 기대관리의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민간의 믿음과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개입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Two-Stage Least Squares

거시경제
④ “Reopening Scenario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44
저자: Emmanuel Farhi, James H.Stock(Harvard大), Michael J.Mina(Harvard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David Baqaee(UCLA)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면적인 봉쇄정책 시행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보건 측면
의 안전성과 경기회복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제기
- 특히, 봉쇄정책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봉쇄정책 해제에 관한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계적인 봉쇄해제 전략이 마련될 필요
ㅇ 이에 본 연구는 순차적 봉쇄해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
는 비의료적 개입(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검사-추적-격리(test - tracing quarantine) 전략의 효과를 분석
- 감염병 모형*에 재택근무 가능 정도, 대면접촉 정도로 구분된 66개 부문으로 경제
가 구성되었다는 설정을 추가하였으며, 미국의 코로나19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
* 기존의 SIR모형에 질병노출(exposed), 격리(quarantined)를 반영한 SEIQRD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근로자를 5개의 연령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연령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

ㅇ 분석 결과, GDP대비 리스크 지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봉쇄해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전면적인 해제정책에 비해 파레토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
* 특정 부문(i)에 근무하던 특정 연령군(a)의 노동자(    )가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전염률(  )과 총산출량
(Y)에 미치는 한계 효과의 비율로 도출

- 전면적인 해제에 비해 사망률은 유지하면서, 산출량(GDP)이 0.2~1%p 가량 증가
ㅇ 또한, 봉쇄를 해제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비의료적 개입 조치까지 완화할 경우,
전염병의 2차 확산이 발생(21.1월까지 누적사망자 42~72만명 추산)하여 봉쇄정책을 재차 수
행하게 될 가능성
- 검사-추적-격리 전략으로 보완하더라도 비의료적 개입 완화로 발생한 부정적 효과
를 상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
ㅇ 한편, 치명률을 고려하여 고령(65세 이상)층의 근무지 복귀를 제한하는 연령별 봉쇄해
제정책은 보건 측면의 이점은 미미하며 경제 회복까지 지연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근무지 외에서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활동을 통제
하지 않고 연령별로 근무지 복귀만 차등화하는 정책은 효과가 감소
ㅇ 본 연구는 봉쇄정책 해제 시 감염과 경제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접근
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비의료적 개입 조치를 병행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Age-based SEIQRD Model

미시제도
⑤ “The COVID-19 Fiscal Multiplier; Lessons from the Great Recesion”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20-13
저자: Daniel J. Wilson(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과거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비추어,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GDP에 미칠
영향을 비교·분석
- 재정정책의 주요 3가지 수단(개인에 이전소득 지급, 정부의 직접 구매, 주·지방 정부에 이전소득
지급)을 분석하여 재정승수를 추정
ㅇ 첫째, 개인에 이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단순 케인지안 모형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한
계소비성향이 커질수록 확대됨
* 한계소비성향/(1-한계소비성향)

-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은 보통 0.25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실업 등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이 있을 경우 0.67까지 상승(Parker, 2013, Sahm, Shapiro, Slemrod, 2010)
- 이는 실업자가 많은 경기침체기에는 개인에 이전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의 승수가 1
보다 충분히 클 수 있음을 시사
ㅇ 둘째, 정부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재정승수가 1.5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
-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직접구매정책(ARRA spending, American
Reinvestment Act)의 승수가 1.5에 근접(Chodorow-Reich, 2019)

Recovery

and

-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하에서는 재정승수가 1.5~2.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Cloyne, Jordà & Taylor, 2020)

ㅇ 셋째, 주(state)정부 및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가 중요
* 지자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규모만큼 지방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공공 지출
수준이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

- 금융위기 당시 끈끈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공공지출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
바 있음(Leduc & Wilson, 2017)
- 이번 정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주에서 심각한 예
산 제약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ㅇ 결론적으로 현재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은 향후 GDP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단, 경기확장의 정확한 시점은 소비가 얼마나 빠르고 급격하게 회복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분석방법론】 Case Study

미시제도
⑥ “Global Supply Chains in the Pandemic”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224
저자: Barthélémy Bonadio, Andrei A. Levchenko(Michigan大), Zhen Huo(Yale大),
Nitya Pandalai-Nayar(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핵심내용】
ㅇ 多국가-多산업 무역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의 역할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
급망 해체(renationalization of the supply chains)의 효과를 분석
- 이동제한조치 등은 각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이는 중간재 및 최종재 무역
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파되어 글로벌 경기 침체는 더욱 심
화될 수 있음(Baldwin, 2020)
-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이를 평가하고자 국가 및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한 多국가-多산업 무역모형 사용
- 자본이 주어진 단기의 상황에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중간재와 최종재
를 생산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것으로 가정*
* OECD Inter-Country-Input-Output Tables(세계산업연관표, 2015)를 활용하여 64개국의 33개 산
업별 중간재 및 최종재 투입 등의 교역구조를 모형에 반영

- 이동제한, 재택근무 등의 보건정책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충격이라 간주하고,
국가별, 산업별 이질성*을 반영하여 노동 공급 충격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
* 옥스퍼드大의 국가별 코로나19 정부대응 강도 수치(corona government response tracker)와 산업
별로 재택근무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비중 수치(Dingel and Neiman, 2020)를 반영

ㅇ 충격 지속기간 동안 각국 GDP는 평균적으로 3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폭은 국가별 보건정책 대응 강도에 따라 편차를 보임(대만, 스웨덴 –21%, 베트남 –40%)
- 전체 GDP 감소분의 3분의 1(10.7%)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달된 대외 충격
(foreign shock)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모든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모두
해결하는 폐쇄경제를 가정할 경우 각국 GDP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감소(32.3%)
- 보건정책 대응 강도가 낮은 일부 국가(일본, 대만, 그리스, 스웨덴)를 제외한 대부분 국
가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ㅇ 자국 상품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해외 상품을 자국 상품으로 대
체할 경우 대외 충격은 피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대내 충격에 직면하게 되므로 글
로벌 공급망 해체의 실익이 없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lobal Network Model

국제경제
⑦ “Deglobalization and Social Safety Nets in Post-Covid-19 Era : Textbook
Macroeconomic Analysi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239
저자: Assaf

Razin, Efraim

Sadka(Tel Aviv大), Alexander

Horst

Schwemmer

(Ludwig-Maximilians-Universitat)

【핵심내용】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래로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가속화될 경우 예상되는 사
회안전망의 변화를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민족주의와 고립주의가 강화되고 세계화 퇴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 세계화 수준과 소득분배 및 복지지출 간의 거시경제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화와 사회복지 간의 관계를 규명
ㅇ 2기간 Heckscher-Ohlin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화 퇴조가 소득 분배·복지지출에 대
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무역 세계화, 금융 세계화, 국가간 조세 경쟁, 노동력 이주 등이 모형에 반영되고 다수결에 의해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복지 재화·서비스 제공) 수준이 결정됨

- 세계화의 확대(축소)를 국제무역 거래에 수반되는 마찰적 거래비용의 감소(증가)로 모형
에 반영
ㅇ 분석 결과, 무역 세계화가 사회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내 자본·노동 간 상대적
풍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이 노동에 비해 풍족한 경제는 자본집약재를 수출, 노동이 자본에 비해 풍족한 경제는 노동집약재
를 수출하는 것으로 가정

-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경제에서는 무역 세계화가 축소되면 자본소득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고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노동소득 비중이 높은 저소득자(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감소
-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경제에서는 반대로 저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자
의 소득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증가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세계화의 퇴조가 진행될 경우 국제교역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
제 내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안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Heckscher-Ohlin Model

국제경제
⑧ “Trade Shock and Credit Reallocat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792
저자: Veronica Rappoport(LSE), Stefano Federico, Fadi Hassan(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무역 자유화가 은행의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탈리아 은
행의 대출 행태 변화를 통해 분석
ㅇ 중국의 WTO 가입 이전(1994~2001년) 및 이후(2002~2007년)의 이탈리아 은행과 기업의 신
용데이터, 대차대조표, 교역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중국의 WTO 가입(더미 변수로 구분)이
은행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으로 분석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경쟁이 심화된 산업(이하 ‘hit 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 공급 변화를 분석
* ‘(중국 WTO 가입 전 대중국 수입 – 중국 WTO 가입 후 대중국 수입)/총 근로자 수’ 값이 상위 50%
에 속하는 산업을 중국 충격에 타격을 받은(hit by china shock) 산업으로 분류
** hit 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상위 50%에 속하는 은행을 중국 충격에 노출된(exposed by china
shock) 은행으로 분류

ㅇ 분석 결과, hit 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중국 WTO 가입 이후 동 산
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hit 산업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가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무역자유화로 이득
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신용 공급도 감소
-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 노출된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은행의 부실
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 하락하여 은행의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전반적
인 신용 공급을 줄이는 데 기인
ㅇ 한편, 은행의 hit 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 투자, 생산 등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중국에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업부실이 증가할 경우 내생적
금융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제약은 신용 및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
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An Empirical Analysis on DPRK : Will Grain Yield Influence Foreign

Policy Tendency?”
출처: Economic, Business, Management Aspects of Sustainability
저자: Chi Zhang, Jun He, Guanghui Yuan(상해大)
【핵심내용】
ㅇ 북한의 정치적 입장 변화와 곡물 생산량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곡물 생산량
이 증가할수록 북한이 매파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짐을 수량적으로 증명
- 북한은 정상적인 작황에서도 식량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12%가 부족한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외부의 식량원조가 필수적
- 내부적 식량부족이 지속될 경우 북한 정부가 경제특구를 설립하거나 외부의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등 내부 개혁에 나서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
ㅇ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북한에서 시행된 대외정책을 매-비둘기 성향 지표로 점
수를 매기고 북한의 곡물 생산량과의 관계를 분석
- 매-비둘기 성향은 북한 전문가 10명이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서, 북미 정상회담(비둘기)
과, 북핵 실험(매)을 양극단으로 설정하고 개별사건의 상대적 정책 위치로 평가
- 다만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연간으로 1회 발표되지만, 북한의 정책들은 같은 연도에
매-비둘기 성향의 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가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동안 발표된 정책들에서 경험적 직교함수(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기간 동안의 유의미한 공통값을 추출
ㅇ 북한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곡물생산량은 단기적 예측력은 떨어지나,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곡물생산량은 북한의 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보다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현
- 우선 정부 담당자는 곡물 생산량의 감소를 영구적인 현상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
로 여겨 정책 변경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
- 또한, 북한 내부의 정책을 개혁하기보다 제재를 감행하는 외부의 적을 비난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경향
- 1995-96년의 흉작 직후 북한이 4자회담에 복귀(1997)하거나 2010-13년의 풍작 이
후 핵실험(2013-17년)을 감행하는 등 곡물생산량은 북한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경험적 직교함수(EOF), 계량분석

기후변화
⑩ “A

Unifying Approach to Measuring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27247
저자: Antonio Bento, Noah S. Miller(USC), Mehreen Mookerjee(Zayed大), Edson R.
Severnini(Carnegie Mellon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통합 접근법(unifying approach)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adaptation)
의 정도를 추정
- 횡단면 추정과 고정효과 추정 계수의 차이로 적응을 설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
(bias)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보완
ㅇ 하나의 방정식 안에서 대기 중 오존 농도*에 대한 기온의 장·단기적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크기를 추정
* 오존 농도는 데이터가 풍부하고 기온 상승에 민감하며, 밤 동안 사라지기 때문에 일간 상관관계가 적
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적절함

- 기온을 기후 경향(climate trend)과 날씨 충격(weather shock)*으로 분해하여, 오존 농
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 기후 경향은 해당 일자가 속한 월 평균기온의 30년간 이동평균으로 정의하고, 날씨 충격은 기온과
기후 경향의 차이로 정의

- 경제주체는 장기적인 기후 경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하여 오존 생성 물질 방출
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후 경향과 날씨 충격 계수의 차이를 적응의 정도로 정의
ㅇ 분석 결과, 경제주체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적응의 이
질성(heterogeneity)이 나타남
- 1℃의 날씨 충격에 대해 1.68ppb, 기후 경향에 대해 1.23ppb의 오존 농도 상승이
나타나며, 경제주체는 둘의 차이인 0.45ppb만큼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음*
* 장·단기 효과를 분해하지 않으면 기후 패널티(climate penalty, 기후변화가 오존 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를 약 36% 과대평가하게 됨

- 1980년대에 적응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낮아졌으며*, 기
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역에서 적응의 정도가 크게 나타남
*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

ㅇ 본 연구는 발전된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과 경제주체의 적응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이고, 향후 다양한 기후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분석방법론】 Econometric Mod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