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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Fiscal Policy and Households’ Inflation Expectations: Evidence from a

Randomized Control Trial”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821
저자: Olivier Coibion(UT Austin),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 Michael Weber(Chicago 大)
【핵심내용】
ㅇ COVID19 팬데믹 이후 각국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부담을 줄이려 할 경우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inflationary cycle)’이

높아지고

실제

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순환

발생할 가능성

ㅇ 본고는 무작위대조군연구(Randomized Control Trial)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정책
관련 정보 제공이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전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
- 1개의 통제집단과 6개의 대조군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24개 설문을 실시(조사대상 총
92,390가구 중 29,348가구에서 32,669명이 응답)
* 현재(2018년) 재정적자 규모(T1), 현재 국가부채 규모(T2), 현재 미 국채 금리(T3), 향후 10년간
(2028년까지) 재정수지 예상 경로(T4),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및 물가수준 예측치(T5), 향후 10년
간 국가부채 예상 규모(T6)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

- 현재 수준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
이나 미래 재정전망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반면 미래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예측 정보가 주어진 경우
장,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미래 재정전망도 부정적으로 영향 받음
ㅇ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재정정책의 일시적 변화와 영구적 변화를 구분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분석방법론】 Randomized Control Trial Survey, Panel Analysis

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and the Corporate Bond Market: How Important is the

Fed Information Effect?”
출처: Fed,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1-010
저자: Michael Smolyansky, Gustavo Suarez(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긴축(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의 위험 선호도를 감소(증가)
시켜 위험 자산 가격을 낮추는(높이는) 효과(이하 수익률 추구 효과)를 가짐
- 그러나 통화정책의 정보 효과(Fed information effect)*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
은 긴축적(완화적)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경기가 좋다고(좋지 않다고) 판단한 신호로
보아 수익률 추구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시장 참가자가 현재 및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
해를 유추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

ㅇ 본고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2~3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회사채 시장에서의 통화정책 정보 효과를 분석*
* 2002~2019년 중 연준의 FOMC 회의 전후 이틀에 걸친 미국 회사채 거래 데이터를 이용

- 또한 통화정책 충격을 현재 정책금리 변화 충격과 향후 정책의 예상 경로 변화 충
격으로 분해하여 통화정책 정보 효과에서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ㅇ 분석 결과, 미국 회사채 시장에 통화정책의 정보 효과가 존재하며, 동 효과는 수익률
추구 효과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즉, 긴축(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채의 신용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오히려 증가(감소)
- 이는 시장 참가자가 긴축(완화)적 통화정책을 현재 및 미래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긍정(부정)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정보 효과가 수익률 추구 효과에 비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결과
ㅇ 한편 정보 효과의 요인을 분해한 결과,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 변화보다는 통화정책
의 예상 경로 변화에 따른 정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정책금리 수준의 변화보다는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해
(forward guidance)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공표가 정보 효과를 가
지며, 동 효과는 전통적 견해에 따른 수익률 추구 효과보다 클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거시경제
③ “A Growth Model of the Data Econom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427
저자: Maryam Farboodi(MIT), Laura Veldkamp(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머신러닝, AI 등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 기술이 전통적인
모형이 예측하는 경제성장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
ㅇ 기술혁신이 없는 Solow(1956) 형태의 경제성장 모형에 데이터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축적이 경제의 장, 단기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동 모형에서 데이터는 ①생산활동의 부산물*이고 ②예측에 활용되는 정보로써 ③불
확실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
* 빅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얻는 정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각 기업은 고
유의 데이터 생산성을 가지며 생산 시 (상품 생산량×데이터 생산성)만큼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정
** 빅데이터 기술이 현실에서 고객의 취향 등 수요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업이 최적의
생산기술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낮출 수 있도록 설정

- 데이터는 기업 간 매매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경합성(non-rivalry)을 갖기 때문
에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해도 보유한 데이터의 일부만 유실되도록 설정
ㅇ 분석 결과,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모형에서 데이터 축적을 통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i) 미래에 대한 완전 예측
(perfect prediction)이 가능하고 ii) 완전 예측은 무한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필요
- 두 가정은 모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결국 생산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이
발생하며 경제가 장기균형으로 수렴하게 됨
ㅇ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의 데이터와 물물교환(barter)하는 기업이나, 데이터
생산 및 판매에 특화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데이터의 가격이나 데이터 비경합성이 충분히 높을 때, 데이터 생산성이 높은 기업
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낮은 가격 혹은 무료에 상품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음*
* 이는 흑자 전환 전까지 17분기 간 2.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Amazon,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광고의 형태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Facebook 등의 행태를 설명

ㅇ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이 전통 경제의 이행 경로(transition dynamics) 및 개별 기업
의 행태를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예측력을 제고한다는 특성만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시킬 수는 없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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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Why Do Short Selling Bans Increase Adverse Selection and Decrease

Price Efficiency?”
출처: The Review of Asset Pricing Studies 11 (2021) 122–168p
저자: Peter N Dixon(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을 활용하여 공매도 금지조치가 주가의 가격 효율성
과 주식시장 내 시장조성자*와 정보기반 거래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시장조성자(market maker) :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형성을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매매가격차이(bid-ask spread)를 통해 이득을 얻는 거래자
** 정보기반 거래자(informed trader) : 주식(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거래
자 유형으로, 주가가 실제 주식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기여함

ㅇ 이론모형 분석결과, 공매도 금지조치는 일부 정보기반 거래자가 거래에 참여하지 않
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내재가치와 주가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가격 효율성이
저하
- 공매도 금지 하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 수단(공매도)이 제한되므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
보기반 거래자의 거래 참여 유인이 감소
- 이들의 거래 참여가 감소하면 주가에 반영되는 정보 역시 감소하게 되고, 주가가
주식의 내재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 효율성 저하가 발생
ㅇ 한편, 시장조성자는 정보기반 거래자보다 보유한 사적 정보가 적어 정보기반 거래자
와 거래시 손실을 보게 되나, 거래상대방이 정보기반 거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
므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동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시장조성자 입장에서 매입거래 상대가 정보기반
거래자일 확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주식 매입 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가 확대됨
- 공매도 금지 하에서 주식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자만 할 수 있으므로, 시
장조성자는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시장참가자 중에는 정보기반 거래자가 많을 것
으로 예상하게 됨
-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정보기반 거래자와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 매입 시 매수가(bid price)를 낮추어 대응하게 됨
ㅇ 실증분석 결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9.15일) 직후 실행된 주식 공매도 금지조
치(9.19~10.8일)의 영향으로 시장조성자가 제안하는 매수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ㅇ 본 연구는 금융 불안 상황에서 도입하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가격 효율성을 낮출 뿐
만 아니라, 역선택 문제를 악화시켜 유동성을 시급히 확보하고자 하는 매도거래자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데 의의
【분석방법론】 Market Microstructure Model,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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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Does Alternative Data Improve Financial Forecasting? The Horizon

Effec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No.15786
저자: Olivier Dessaint(INSEAD), Thierry Foucault(HEC), Laurent Frésard(Universita
della Svizzera Italiana)

【핵심내용】
ㅇ 사회가 디지털화되면서 기업수익 예측시 대안적 데이터(소셜미디어, 신용카드 데이터 등)도
가용해졌지만,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의 장기예측 정확도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1983년에서 2017년간 IBES 애널리스트의 기업 장기수익 예측시 정확도는 약
20%p 하락했는데, 이는 대안적 데이터들이 대두된 2010년 이후 가속화됨
ㅇ 본 연구는 대안적 데이터가 기업수익 예측 시계(장-단기)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분석했으며, 이론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미국의 주식SNS(StockTwits) 데이터에 대한 노출도*(exposure)를 애널리스트별로 도출
하고, 패널모형으로 노출도에 따라 예측의 정확도가 변했는지 평가
* Stocktwits는 주식정보 공유를 위한 SNS로 동 서비스의 기업별 관심목록에 등록한 총 이용자수와
게시글(posting) 수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의 SNS데이터에 대한 노출도를 시산

ㅇ 패널모형 분석결과, SNS 데이터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경우 단기예측의 정확도는
높아졌으나 장기예측의 정확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노출도 1단위 상승시 단기예측(1년 미만)의 정확도는 약 0.5%p 상승했으나, 장기예측
(2년 이상)의 정확도는 약 1.5%p 하락
- 이러한 효과는 예측대상 기업이 많거나, 장-단기 수익간 상관관계가 낮은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애널리스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ㅇ 이론모형* 분석결과, 대안적인 데이터는 애널리스트들이 단기 수익예측에 집중할 유
인을 높여 상대적으로 단기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킴
* 모형에서 애널리스트는 단기, 장기 기업수익에 대한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예측을 위해서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예측 시계(horizon)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다고 가정

- 대안적 데이터는 주로 기업의 단기 현금흐름과 연관되므로, 동 데이터 활용이 용이
해질 경우 단기 수익예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예측의 목적에 따라 대안적 데이터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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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Rules for Central Banks: A Risk-based
Framework”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32
저자: Romain Lafarguette, Romain M. Veyrune(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명확한 원칙을 제공할 수 있는 Value at Risk(VaR) 준칙*을 제안
* 외환시장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환율의 조건부 분포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고
동 분포에서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양극단의 환율변동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도 또는 매입하도록 하는 준칙

-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측정 등에 VaR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본고는 시장의 환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에도 VaR를 활용할 것을 제안
- 멕시코 중앙은행이 공시한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외환시장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VaR 준칙을 활용하였다면 나타났을 개입양상과는 상이*
* 본고에서 다루는 VaR 준칙은 환율변동의 꼬리위험 헷징에만 집중하는 반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으므로, 상이한 양상은 멕시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과도한 축적 방지 등
환율변동성 완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음을 시사

ㅇ VaR 준칙은 새로운 균형으로의 환율조정 과정에서 오버슈팅을 완화하여 환율이 적시에
새로운 균형으로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른 준칙과 비교하여 VaR 준칙이 지닌 장점 중 하나는 투기적 공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점*
*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환율의 조건부 분포를 실시간으로 예측·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투기적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행위가 조건부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움

-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개입 빈도가 대체로 일정할 것이므로 최대 개입규모와 외환보
유액의 가용한도를 함께 고려하면 개입에 필요한 예산을 도출할 수 있음
- 환율의 조건부 분포가 환율상승·하락에 대해 대칭적이므로 동일한 빈도로 양방향에
개입하게 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외환 매입·매도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예산중립적이기 때문에 외환시장개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ㅇ 본고의 연구 결과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려는 국가나 헷징시장 발전을 위해 중앙은행이 부담하던 환위험 중 일부를
점진적으로 시장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국가에게 VaR 준칙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ARCH Mod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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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Artificial Intelligence, Globalization,
Develop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453

and

Strategies

for

Economic

저자: Anton Korinek(Virginia大), Joseph E. Stiglitz(Columbia大)
【핵심내용】
ㅇ AI 및 관련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됨
-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요소 수요 및 시장 집중도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ㅇ 본고에서는 기술 진보가 개발도상국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작용
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
- AI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하방 위험을 2요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부터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출
ㅇ 분석 결과 천연자원/노동 절약적 방식의 기술진보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도상국의 교역
조건 및 후생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 기술이 천연자원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숙련노동에 분배되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천연자원에 분배되는 소득은 감소함에 따라 천연자원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개발도상국의 후생은 악화
- 마찬가지로 비숙련노동 절약적 기술진보가 이루어질 경우 비숙련노동에 비교우위를 갖
고 있던 개발도상국의 후생이 악화되며, 해당 경제의 자본 집약도가 낮을수록 후생 악
화 정도는 더욱 확대
ㅇ 또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급격하게 커지는 슈퍼스타 기업과 국가가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
- 제품개발 비용이 높지만 생산 비용은 낮은 AI 산업의 특성상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
업 혹은 국가가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 구조(winner-takes-all)가 형성됨
ㅇ 따라서 기술 발전으로 소수의 승자가 얻는 독점적 지대를 패자들에게도 배분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국제협력이 요구됨
- 과세 정책을 통해 독점 잉여를 재분배하고,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려 기술
발전 방향을 조정할 경우 불평등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음
- 초국가적(supra-natural)인 수준에서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개발도상국도 공유할 수 있
도록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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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A Principled US Diplomatic Strategy Toward North Korea”
출처: 38 north, latest article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북한과의 건설적 협상을 위한 6가지
대북 외교전략 원칙을 제안
- 북한 지도부는 경제를 현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미국과 외
교의 문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ㅇ [제안1] 주도권 확보 및 향후 4년간의 안건 선제적 설정
- 달성 가능한 협상의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싱가포르 공동성명서(2018)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유지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교적 옵션으로 제시
ㅇ [제안2] 동맹국과의 신뢰 및 협력 강화
- 한국 및 일본과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한미동맹 역할 검토 및 협력 확대, 한미일 3
국 회의 재개
ㅇ [제안3] 중국과의 제한적·실질적 협력
- 중국은 북한을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용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은 경계하
므로,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할 필요
ㅇ [제안4] 리비아 모델(‘선 핵포기-후 보상’ 방식)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이동
- 1단계 비핵화 의제의 목표는 새로운 미사일의 개발 중단 및 핵분열물질 생산 감축,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함
- 1단계 평화 의제의 목표는 북미간 긴장을 완화해 가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한국전쟁 종결선언 후 평화협정 협상,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인 제재 완화, 연락
사무소 등 외교관계 확장경로 구축 등을 포함
ㅇ [제안5]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
-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수입 방지,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
ㅇ [제안6] 북한의 미사일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 전략 강화
- 군사태세 강화, 미국의 핵우산(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 강화, NATO와 같은 핵공유협정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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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Climate Finance”
출처: NBER Working Paper 28226
저자: Stefano Giglio, Bryan T. Kelly(Yale大), Johannes Stroebel(NYU)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재무경제학(financial economics)의 견지에서 기후변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실증분석 연구결과들을 정리
ㅇ 경제모형 내 기후변화 위험(climate risk)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① 기후변화의 자연재해적 특성에 주목하여 꼬리사건(tail events)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
으로 모형화하는 기후재해(climate disaster) 접근법(Barro, 2013; Weitzman, 2012, 2014 등)
② 경제활동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가 향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경로
(climate feedback channel)를 강조하는 접근법(Nordhaus, 1977, 1991, 1992 등)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집약적 산업이 함께 성장함에 따라 늘어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구온난화
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대표적

ㅇ 특히, 기후변화 위험이 금융자산의 위험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접근법이
상이한 견해를 보임
- Giglio 외(2020)는 위험프리미엄의 부호 및 기간구조가 기후변화 위험이 발생한 원인
(자연재해인지 혹은 경제활동에서 유발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 또한 최근에는 Epstein-Zin 효용함수를 사용하거나 모호성 회피(ambiguity aversion) 등을
도입하여 위험프리미엄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Daniel 외, 2019; Barnett 외, 2020)
ㅇ 실증연구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을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과 전환 위험(transition
*
risks)으로 구별 하여 각종 금융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물리적 위험은 해수면 상승, 산불 등 기후변화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직접적 자산가치 손실을 의미하며,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변화와 규제로 인한 손실을 지칭

-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적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고(Engle 외, 2020) 이상고온이 나타나
는 기간 동안 탄소집약적 기업들의 성과가 저조(Choi 외, 2020)
- 주택시장에서도 기후변화가 주로 해수면 상승, 산불위험 등 물리적 위험 경로를 통
해 주택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Giglio 외, 2020; Garnache&Guilfoos, 2019)
ㅇ 본 연구는 재무경제학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이론과 실증 연구들을 정리
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대한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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