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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Great Covid Cash Surge - Digitalisation Hasn't Dented Cash's Safe

Haven Rol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18
저자: Jonathan Ashworth(Fathom Consulting), Charles A. Goodhart(LSE)
【핵심내용】
ㅇ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교환의 매개체로서 현금의 역할이 약화되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세계 68개 국가(OECD 34개국, 여타 신흥국(GDP 2000억달러 이상))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며 동 규모는 전세계 GDP의 90% 이상(PPP기준)을 차지하는 수준
ㅇ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된 직후 수 개월
간 월평균 현금 유통규모(Currency in Circulation)가 장기 평균(직전 5년 평균)에 비해
3~4배 급증
- 연평균 증가율로도 대공황이나 전쟁 시기보다는 낮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2000
년 Y2K 사태 당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
- 전세계 68개 국가의 2020년 현금 유통규모 증가율 평균은 2019년이나 직전 5년 평
균에 비해 2~3배 급증*
* 우리나라의 현금 유통규모 증가율도 2020년 18.9%로 2019년 10.1%, 2015-2019년 평균 12.3%에
비해 높은 수준

ㅇ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 증가 및 디지털 지급결제방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통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현금의 역할이 커진 데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
-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현금 수요가 고액권을 중심
으로 증가
- 팬데믹 이후 고액권을 중심으로 화폐 발행규모가 증가한 데 반해, 중앙은행에 반환
되는 화폐 퇴장규모는 하락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
ㅇ 최근 주요국에서 현금 유통규모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역정책 강도 등에 따라 변
동성이 큰 편이지만, 백신접종률이 높고 코로나 대응에 성공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 유통규모도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안전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고액권을 중심으로 건재함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Narr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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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A Structural Measure for the Shadow Federal Funds Rate”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1-064
저자: Callum Jones(FRB), Mariano Kulish, James Morley(University of Sydney)
【핵심내용】
ㅇ 금리 기간구조(term structure) 모형으로 추정된 기존의 shadow policy rate*는 비전
통적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지만, 비전통적 통화정책 이외의 여타 충격
에 기인한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제로금리 하한(ZLB) 제약 하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이론상의 정책금리 수준
(hypothetical rate)으로 Wu and Xia(2016)에서 추정한 shadow rate가 대표적

- 예를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제로금리 하한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긴축적 충격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시에 따라 제로금리 유
지기간(duration)이 연장되는 경우는 완화적 충격으로 구분해야 하나, 기간구조 모형
은 이를 구분하는 데 제한적
ㅇ 본고는 다양한 구조적 충격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Smets and Wouters(2007)의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구조적 shadow rate’를 추정*하고, 기존 추정치와 비교
* 1984.1/4~2019.4/4분기 중 미국의 거시 자료 활용

ㅇ 추정 결과 ‘구조적 shadow rate’의 움직임이 제로금리 유지기간 연장의 원인별로 통
화정책 기조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9.1/4분기의 구조적 shadow rate는 1.6%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정책금리가 제로금리 하한에 제약(bind)될 것으
로 예상되는 데 따른 긴축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제로금리 하한에도 불구하고 2011.1/4~2012.4/4분기 중 구조적 shadow rate는
–2% 내외를 보이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포함한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집행이 반영된 결과
ㅇ Wu and Xia(2016)의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본고에서는 긴축적 충격 직후 물가가 상승
하는 물가 퍼즐(price-puzzle)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본고가 추정한 구조적 shadow
rate가 통화정책 기조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ㅇ 최근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상황을 반영하여 2020.2/4분기 구조적 shadow rate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완화적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하락
ㅇ 본고는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경제 내의 다양한 구조적 충격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shadow rate’를 추정하였다는 데 의의
- 본고는 기존 연구에 비해 제로금리 하한 제약 하에서의 통화정책 기조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여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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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o Inflation Expectations Improve Model-Based Inflation Forecasts?”
출처: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2604
저자: Marta Bańbura(ECB), Danilo Leiva-Leon(Banco de España), Jan-Oliver Menz
(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인플레이션 기대는 경제주체의 행위에 반영되어 실제 인플레이션의 주요 결정요인으
로 작용하므로, 실현된 인플레이션이 정책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통화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 기대에 관한 정보를 인플레이션 예측에 활
용할 시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주목
ㅇ 본 연구는 계량모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때 인플레이션 기대에 관한 정보가
갖는 부가적인 예측력 제고 효과를 분석
- ECB(유럽중앙은행)의 SPF(예측 전문가 서베이), Consensus Economics 등의 전문가 기
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가계 및 기업 인플레이션 기대와
인플레이션 스와프로부터 유추한 금융시장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활용
- 거시경제 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관한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모형과 거시경제
변수만을 활용하는 모형 간 예측력 비교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에 관한 정보가 갖
는 부가적인 예측력을 추정
ㅇ 분석 결과, 전문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활용할 시 일부 인플레이션 예측력 향상 효과가
발생
- 장·단기 전문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포함하는 경우 거시경제 변수만을 활용한 경우에
비해 대부분의 예측 모형에서 예측오차(RMSFE)가 감소
- 예측의 정확성 향상 효과는 일반적으로 높지 않으나, 저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전문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인플레이션의 평균을 상수로 가정*하는 모형들이 갖는 예측의 상
향편의(upward bias)를 수정하여 예측력이 유의하게 향상
* 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플레이션 평균을 가정한 모형에 대해서는 저인플레이션 시기에 전문가 인
플레이션 기대가 상향편의를 가져 예측력 향상 효과를 갖지 못함

- 다만, 기업, 가계, 금융시장 인플레이션 기대는 모형의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본고는 기업 및 가계 인플레이션 기대에는 미래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시장에서 추정한 인플레이션 기대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등 인플레이션 기대 외의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ㅇ 본 연구는 통화정책 당국이 전문가 인플레이션 기대 정보를 예측 모형에 적절히 반영
할 시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Bayesia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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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A Mountain of Debt: Navigating the Legacy of the Pandemic”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37
저자: M. Ayhan Kose, Franziska Ohnsorge and Naotaka Sugawara(World Bank)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경기침체와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글로벌 정부부채가 급증
- 2020년 글로벌 정부부채비율(GDP 대비)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
인 97%에 달함
ㅇ 본 연구는 1970~2020년간 글로벌 176개국의 493개 정부부채 급증(government debt
*
boom) 사례 와 비교하여 이번 부채 급증의 편익과 비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
* 각국의 정부부채 급증은 확장 국면에서 정부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지난 50년간 글로벌 정부부채 사이클은 4차례(1970~89년, 1990~01년, 2002~09년, 2010년~) 발생

ㅇ 이번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역
대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 사례 중 가장 오랫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국가
에서 진행되고 있음
- 2010년부터 글로벌 정부부채비율은 연평균 2.1%p씩 증가(기존 급증 기간보다 1%p 빠른
속도)하여 2019년에 최고치(84%)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 이를 갱신(97%)
- 과거 각국의 정부부채 급증은 평균 6년간 지속된 데 반해 이번 급증은 이미 9년이
넘었으며, 분석 국가의 85%에서 정부부채가 급증
ㅇ 한편, 2020년 정부부채비율 급증은 주로 재정적자비율(GDP 대비)이 –9.3%로 크게 확대
된 데 기인하며, 글로벌 GDP성장률 하락(–4%)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
- 2020년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활용하여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완화하
였으며 이는 정부부채 축적의 편익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ㅇ 그러나, 경기 회복과 함께 앞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투자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 하락 및 차입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 지난 50년간 정부부채 급증 직후 신흥국의 50%, 선진국의 34%가 금융위기를 경험
-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1.3%(연평균)로 과거 정부부채 급증 기간의 2.4%보다 크
게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국채금리 간 격차가 2010년 3.1%p에서
2020년 1.7%p로 크게 좁혀져 정부부채 누증이 심화될 가능성
【분석방법론】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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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The Effects of Taxes on Innovation :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59
저자: Stefanie Stantchevea(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혁신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제모형을 설정하여 최적세율(소득세
율, 자본이득세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들을 서베이
* 기술발전 등을 통해 장기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효과는 혁신주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체적으로 확산

- 혁신은 사회적 인정 등의 내적동기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혁신활동에 대한 세율변동은 혁신의 순기대수익률(expected net returns)의 변동을 통해
혁신을 촉진
ㅇ (이론모형*) 최적세율은 혁신의 파급효과 크기 및 세금부과가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정도(efficiency cos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됨
* 혁신가는 혁신으로 창출된 소득의 일부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소득은 사회전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

- 혁신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수록, 세금에 대한 자본공급 및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정부가 설정하는 최적 세율 수준은 낮아짐
- 혁신가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투자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법이 효율적
ㅇ (실증연구) 미국 자료를 활용한 기존 실증연구를 보면, 세율하락(소득세율, 자본이득세율)
은 전반적으로 혁신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세율하락이 일부
주(州)에 국한되는 경우 여타 주의 혁신활동을 일부 감소시키는 효과도 발생
- 미국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했던 특허들을 위주로 분석한 결과, 세율변동에 대한 혁신
의 양(특허 개수)의 탄력성은 0.8로 추산되었으며, 혁신의 질(인용횟수)의 탄력성은 1로
추산
- 다만, 1981-2004년중, 일부 특정 주에서 발생한 R&D투자 세액공제 1%p 상승은
해당 주의 R&D투자를 3~4%가량 늘리며 다른 주의 투자를 3~4%가량 감소*시킴
* 주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자들의 주간 이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세율변화에
대한 이들 연구자들의 이동수요의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0.34수준

ㅇ 본고는 혁신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이론모형과 기존 실증연구에 대한 서베이를 바탕으
로 최적세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함
【분석방법론】 Economic Model,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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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Can

Capital Controls Promote Green
Countries?”
출처: Banca d’Italia, Working Paper No. 1348

Investments

in

Developing

저자: Alessandro Moro(Bank of Italy)
【핵심내용】
ㅇ 본고는 탄소 집약적 기업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을 통제하는 정책이 기업의 친환경 투자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탄소 집약적 기업(carbon-intensive firms)과 친환경 기업(green firms)이 존재한다고 가정
하는 2기간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
- 위험 기피적인 국내 가계는 기업에 자본과 노동을 공급하며, 위험 중립적인 해외
투자자도 기업에 자본을 공급
- 정부는 탄소 집약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고 친환경 기업으
로의 자본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집약적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에 과세
ㅇ 분석 결과, 자본통제 정책은 탄소 집약적 기업의 부정적인 외부성을 축소하는 한편
동 기업의 생산도 위축시키는 상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 집약적 기업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친환경 기업에서는 생산요
소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
- 생산성이 더 높은 탄소 집약적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의 감소로 나타나는 긴축 효과
에 기인하는 상충관계를 감안하여 정책 당국은 최적 세율을 선택
ㅇ 최적 세율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수록 높고 투자자들의 환경친화적 선호가
강할수록 낮으며, 가계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이 기업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최
적 세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들이 환경친화적일수록 충분한 자본을 친환경 기업에 공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므로 최적 세율은 하락
- 해외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해외투자
자로부터의 세수를 국내 가계에 분배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탄소 집약적 기업에 대한 친환경 경제정책은 탄소 배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와 생산량 간 상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Period Small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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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Rethinking Exchange Rate Regime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47
저자: Ethan Ilzetzki(LSE), Carmen M. Reinhart, Kenneth S. Rogoff(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각국의 환율제도, 기축통화, 자본이동관리, 외환보유액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환율체제의 발전과정을 분석
ㅇ (달러 위상 강화) 분석 결과, 21세기에 국제금융체제에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은
더 높아진 반면, 유로화와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비교해 제한
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달러표시 해외 대출 확대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환율체제와 환율변동성)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의 수는 제한적이며,
대다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고 관리 수준의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
-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변동성의 전 세계적 하락 및 신흥국의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은 환율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
- 특히 2014년 이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 변동성 등 환율 안정화에 유리한
환경 및 스왑라인 등 국제협력으로 인해 달러, 유로, 엔 등 G3 통화의 환율이 크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남
ㅇ (자본이동관리 축소) 급격한 자본유입 또는 Sudden Stop(‘예상하지 않은 자본유입 중단과
이에 뒤이은 대규모 자본유출’)으로 인한 신용 사이클 변동성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수단으로서 자본이동관리가 유효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동관
리 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
ㅇ (외환보유액 축적의 비용)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는 동시에 환율을 관리하고자
중앙은행이 축적한 대규모 달러표시 안전자산은 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까지는 꾸준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미국 채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어
야 함
ㅇ (전망) 기축통화의 변화는 전쟁 등을 동반한 주요 지정학적 변화를 전제해야 하므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금융혁신은 향후 국제통화체제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
ㅇ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환율 변동성은 감소
하였으며, 향후 암호자산의 확산 등 금융혁신이 국제통화체제의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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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What are the Public Opinion on the Cooperation in the South-North

Border Regions? The Task for Cooperation on Disasters and Calamities”
출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저자: Yongwoo Na, Wootae Lee(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
기 위한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함
ㅇ 접경지역* 주민, 일반 국민, 재해재난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⓵북한 및 남
북관계에 대한 인식, ⓶접경지역 및 재해재난 사고에 대한 인식, ⓷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 관련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⓵ 전문가에 비해 접경지역 주민 및 일반 국민들은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북한을 협상파트너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가 남북교
류를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⓶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세 집단 모두 접경지역을 군사적 긴장지역으로
인식하는 반면 접경지역에서 재해재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
부적 요인*을, 접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은 국내적 요인**을 중시함
*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과 남북 간 협력체계 부재
**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흡과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제도의 미비

⓷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 관리를 위해 세 집단 모두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으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북한에 대한 불신 및 과거에 남북협력이 여러 번 실
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필요성을 가장 낮게 느꼈으며 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 사고
발생 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답함
ㅇ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및 지지가 선행되
어야 하므로 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북한과의 신뢰 구축, 지자체의 역할에 대
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북한은 UN의 지속가능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자발적 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재해재난 관련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국민들이 남북교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지자체의 관련 역량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를 알
리고 주민참여형 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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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Demand or Supply?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Macroeconomy”
출처: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2608
저자: Matteo Ciccarelli, Fulvia Marotta(ECB)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 위험이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기변동 측면에서 기후변화 위험(물리적 위
험, 전환위험)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동 위험의 특징을 규명할 필요성이 증대
ㅇ 본고는 1990~2019년 OECD 24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Panel VAR model)으로 분석
- 모형 내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과 전환위험(transition risks)의 대리변수*들을 내생
변수로 도입하여 기후변화 충격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위험 간
상호작용을 고려
* 물리적 위험의 대리변수로 ①온실가스 배출량과 ②환경악화의 후생비용(Roy and Braathen, 2017)을,
전환위험의 대리변수로 ①환경정책(OECD의 환경정책지표)과 ②친환경 기술(환경 관련 특허건수)을 사용

ㅇ 충격-반응 분석 결과, 기후변화 충격들은 2~8년 시계에서 거시경제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물리적 위험의 경우 총산출과 물가에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전환위험은 총산출
을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물리적 위험은 수요 충격에 가까우며*, 전환위험은 공급 충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
* Batten et al.(2020)의 지적과 같이 물리적 위험은 생산시설파괴 등 공급 충격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체계 변화, 투자 위축 및 이주(migration) 등 총수요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

ㅇ 한편 환경정책 강화나 친환경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경우(전환위험 충격) 물리적 위험이
감소하는 등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간의 상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
ㅇ 국가별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각국의 정책적 여건이나 경제수준, 기후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이 상이
* 탄소세 시행 여부, 소득수준, 자연재해 수준, 정치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국가별 그룹을 나누어 분석

- 가령 탄소세 도입 및 세수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동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감소하였으며, 고소득 국가일수록 친환경 기술진보
의 지속기간이 길고 물리적 위험이 크게 감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기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충격
의 성격과 위험요인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정책조합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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