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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ECB

Communication as a Stabilization and
Evidence from Ex-Ante Inflation Uncertainty”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82

Coordination

Device:

저자: Cecilia Melo Fernandes(University of Amsterdam)
【핵심내용】
ㅇ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경제주체들의 기대(expectation)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낮추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
- 본고는 2000.2/4~2019.2/4분기 중 ECB의 전문가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 자료와
실증모형을 통해 추정한 중앙은행 정보충격* 자료를 활용하여 중앙은행 커뮤니케이
션이 사전적(ex-ante)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ECB의 통화정책 발표 직후 금리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 ECB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식별하여 추정
** 불일치(disagreement), 개별(individual), 전체(aggregat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후술 참조)

ㅇ 분석 결과 ECB 정보충격 발생 1분기 후부터 8분기 시계에서 세 가지 사전적 인플레
이션 불확실성이 모두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불일치 측면)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은 개별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평균으로
수렴하도록 유도(stabilizer effect)
- (개별 측면)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별 경제주체의 기대에 반영되면서 각자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less uncertain about their own beliefs)
- (전체 측면) 경제 주체 간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감소, 개별 예측의 불확실성 감소
는 전체적으로 경제 내 사전적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
ㅇ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차 구조, 통제 변수, 전망 시계, 정보충격 식별 방법의 변화 등
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강건성을 보여주었음
ㅇ 본고는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불확
실성을 낮추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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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The Treasury Market in Spring 2020 and the Response of the Federal

Reserv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28
저자: Annette Vissing-Jorgensen(UC Berkeley)
【핵심내용】
ㅇ 2020.3월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3.9~18일 중 10년물 국채금리 64bps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연준은 이에
대응하여 2020.1/4분기중 1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매입
- 본고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 원인 및 연준의 정책대응 효
과를 분석
ㅇ 명목 국채금리(10년물) 변동 요인을 분해*한 결과, 국채금리 급등은 실질금리 변동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명목 국채금리는 실질 국채금리 + 기대 인플레이션 + 신용리스크로 분해 가능

- 기대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스왑 금리로 측정)은 분석 대상기간(3.9~18일) 중 오히려
42bps 하락하였으며, 미국 정부 신용리스크(CDS 금리로 측정)는 거의 변화하지 않음
- 이에 따라 10년물 실질금리는 분석 대상기간 중 약 103bps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 변동과 거의 유사한 수치
ㅇ 2020.3월중 국채금리 급등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증가한 유동성 수요에 직면한 주요
국채거래 주체(뮤추얼 펀드, 외국 공공기관, 헤지펀드)의 국채 매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뮤추얼 펀드, 외국 공공기관, 가계(헤지펀드 포함) 등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0.1/4분기
중 각각 2,870억달러, 2,660억달러, 1,96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
ㅇ 국채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미 연준은 2020.1/4분기 중 1조19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
-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연준의 국채 매입 공표(announcement)보다는 실제 매입 시행
*
(implementation)이 국채금리 상승세 억제에 효과적 이었던 것으로 분석
* 연준이 국채매입 정책을 발표한 시점(3월 15일)에도 금리 상승은 지속되었으며 실제로 국채를 대규모
로 매입(3월 19일)하면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

- 반면, 회사채 시장에 대한 개입의 경우 연준의 매입 공표 자체만으로도 금리 상승세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연준의 대규모 국채 매입조치가 국채금리 급등세를
완화시키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시사
- 다만, 연준의 과도한 국채시장 개입은 정부 부채의 과다 축적 위험 등 도덕적 해이
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기 시 연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
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필요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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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Changing Link between Labor Cost and Pric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583
저자: Elena Bobeica, Matteo Ciccarelli, Isabel Vansteenkiste(ECB)
【핵심내용】
*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단위)노동비용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과 달리 약화되었다는 의문이 제기
* 노동비용은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및 연금의 고용주 부담분 등 근로자 고용시 기업이 부담하
는 총비용을 의미하며,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한 단위 생산시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의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며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동기간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유지
ㅇ 본 연구는 1960~2018년간 미국 노동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음
을 보이고, 동 변화를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
- 단위노동비용과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물가상승률 등을 활용한 VAR 모형을
기반으로 노동비용 상승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반응을 분석
ㅇ 충격반응분석 결과, 단위노동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노동비용 경로
(labor cost channel)는 80년대 중반부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단위노동비용 상승 충격(1 표준편차)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반응은 1985년 +0.65(표준편차)
에서 2008년 +0.1로 꾸준히 낮아졌으며, 이후 2018년까지 +0.1 수준을 유지
ㅇ 주요 선행연구에서 노동비용 경로 약화 원인으로 지목한 4가지 요인의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영향이 가장 크며, 나머지 3가지 요인(경제충격 유형의 변화,
국제무역의 확대,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역시 노동비용 경로 약화에 기여
-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안정화는 노동비용 상승 충격에 대한 인플
레이션의 반응을 0.4가량 낮춤*
*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고 상품간 가격 편차가 작아지면 소비자는 상품 가격 상승에 민
감해지며 기업의 비용 전가 능력은 약화

- 노동비용 상승을 촉발한 경제충격의 유형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반응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플레이션의 반응이 작은 총공급충격(기술 발전)이 전체 경제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 이외에도 국제무역과 상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더 많이 증가한 산업에서 노동비용
경로는 더 많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
ㅇ 노동비용 경로의 약화는 모두 구조적 요인의 추세적인 변화에 따른 현상이므로, 앞으
로도 노동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이는 노동시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더라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는 연준의 인식(Powell, 2020)과도 부합
【분석방법론】 Structural VAR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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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The

Uneven Economic Consequences of COVID 19: A Structural
Analysi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Analytical Note 2021-17
저자: Martin Kuncl, Austin McWhirter and Alexander Ueberfeldt(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경기침체의 불균등적 특성이 거시경제, 가계의 금융취약성, 소비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응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
- 과거의 불황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경기침체는 청년층,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실
업률 상승 폭이 두드러지게 높았다는 점과 재정 및 통화정책 당국의 대응책의 종류
와 강도가 유례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의 두 가지 특징을 보임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불균등적인 영향을 반영한 뉴케인지언 모형과 캐나다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경기침체의 특수성을 분석
ㅇ 분석 결과, 실업에 미친 불균등적인 영향이 거시경제 전체에의 충격을 증폭시킨 것으
로 나타남
- 이번 불황이 과거 불황 수준의 불균등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반사실적
(counterfactual) 시나리오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상승 폭의 차
이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은 차입 여력이 낮아 실업에 대응하여 소비를 크게 줄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가상의 시나리오에 비해 총소비가 더 많이 감소
- 청년층의 노동시간이 더 많으므로 가상의 시나리오에 비해 총생산 역시 더 많이 감
소하는데, 공급 충격이 수요 충격을 압도하여 인플레이션은 상승
- 가계의 금융취약성은 실업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더 높지만, 경제활동
재개 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채무부담 감소, 소득증가 등의 영향으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책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
- 정부의 보조금, 실업수당, 채무상환 유예 등의 정책은 코로나19 경기침체의 불균등
적 영향들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금리 실효 하한(effective lower bound) 제약을 완화하여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경기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취약성도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New 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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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What We Can Learn From Idiosyncratic Wage Changes?”
출처: Federal Reserve Board Discussion Papers 2021-52
저자: Cynthia L. Doniger(FRB)
【핵심내용】
ㅇ 임금이 경직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장기임금 계약이론, 효율성 임금이론 등)
이 제시되어 왔으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경직성의 정도를 정교하게 측정한
연구는 아직 부족
ㅇ 본고는 독일 생산가능인구(20~60세 노동자)의 사회보험 데이터와 구인(job vacancy) 자료,
서베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임금조정(wage change, 또는 임금설정) 행태에 대한
다음의 6가지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제시
① 전체 임금조정 중 부정기적인 임금조정(idiosyncratic wage change)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점차 상승하는 모습(1975년 0.75% → 2014년 1.75%)
* 대체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조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임금조
정을 지칭. 미국의 경우를 보면 노동조합과의 임금계약은 대체로 약 3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임금조
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스케쥴에 따라 매년 이루어짐

② 부정기적인 임금조정 시에는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보다 더 큰 폭의 임금상승이 이
루어져, 이직 시 나타나는 임금상승 폭과 유사
③ 부정기적인 임금조정은 대체로 직장 경력이 짧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
하며, 임금조정 폭은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tenure)와 반비례하고 연령 및 전체
경력과는 별 상관이 없음
④ 상위 기업으로의 이직 시 흔히 임금인상이 나타남
⑤ 부정기적인 임금인상이 잦은 산업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폭이 큼
⑥ 상기 서베이에서 임금협상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한 기업의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부정기적인 임금조정이 집중적으로 발생
ㅇ 추가적으로 미국의 1996∼2008년 중 소득 서베이(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를 바탕으로 임금조정과 경기변동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기적 임금
조정 빈도는 실업률과는 부(-)의 관계를, 직업 이동성(job-to-job transition rate)과는 정
(+)의 관계를 보임
ㅇ 본고는 독일과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조정 양상을 이용
하여 임금경직성의 정도를 추정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님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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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Does Offshoring Production Reduce Innovation:

Firm-level Evidence

from Taiwa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117
저자: Lee G. Branstetter(Heinz大), Britta Glennon(Wharton School),
Chen(Taiwan大), Nikolas Zolas(Center for Economic Studies)

Jong-Rong

【핵심내용】
ㅇ 본고는 오프쇼어링이 기업 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대만의 사례를 활용하여 분석
- 대만의 정책 충격(해외투자 제한 완화)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동한 792개
대만 전자제품 제조기업의 특허 자료를 활용
-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충격 전후의 특허 출원 건수를 기업별, 유형별로 파악
ㅇ 분석 결과 오프쇼어링 품목의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오프쇼어링 충
격은 해당 제품의 혁신 수준(level)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대만에서 중국지사로의 수출 누적액(stock)이 100% 증가할 경우 특허 출원 건수는
2~4% 감소
ㅇ 또한 오프쇼어링은 혁신의 대상을 제품 자체에서 공정(process)으로 전환시키는 등 혁
신의 본질적인 특성(nature)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요소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이점
을 활용하기 위해선 생산 공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
-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기 전에도 생산 공정 위주의 혁신을 수행하고 있던 기업
들은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혁신이 증가
ㅇ 한편 오프쇼어링은 오프쇼어링 품목과 밀접한 교차 품목의 혁신을 증가(cross-category
effect)시키는 등 2차적으로 제품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교차 품목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는 생산 공정 혁신보다 제품 자체에 대한 혁신으로
부터 기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 오프쇼어링은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효과 외에도 해
당 제품은 물론 관련 제품의 혁신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최적 연구개발
투자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2SLS Estimation, Text Min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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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Dutch
Disease and Capital Flow Measures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09
저자: Juan F. Yépez(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통해 네덜란드병
*
(Dutch disease) 을 야기하였음을 보이고, 신흥국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
* 본고에서는 신흥국으로의 지속적인 대규모 외화유입이 실질환율 절상을 통해 교역 부문(tradable
sector) 생산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칭

- 2000~17년 중 25개 신흥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미국의 금리 인하 충격이 신흥국의 환율과 교역 부문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흥국 자본이동관리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
-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 부문에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
외부성이 존재하는 2부문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고 자본이동관리정
책의 후생 효과를 분석
ㅇ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인하 충격은 신흥국의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고 교역 부문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며, 이에 대응하여 신흥국은 자본이동관리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질환율 절상 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교역 부문 생산 축소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
났으며, 네덜란드병은 환율이 더 유연할수록,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특히 강하게 나타났음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교역 부문에 실행에 의한 학습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신흥국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은 환율 절상과 비교역재의 상대가격 상승을 제한하여 교역 부문의
비효율적 생산 축소를 완화함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키는 차선책*인 것으로 나타남
* 최선책은 외부성을 제거하여 경제주체들이 자원 재분배의 비용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것

- 실행에 의한 학습은 교역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므로 교역 부문의 생산 축소는 생산성
저하로 인한 미래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데, 기업은 이 비용을 내재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 부문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 미만으로 축소
- 따라서 네덜란드병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정책은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에
적합
ㅇ 본 연구 결과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신흥
국의 수단으로 자본이동관리정책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ector Auto-Regression, DS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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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How “Eternal” Is the Sino-DPRK Alliance?”
출처: 38North, June 30, 2021
저자: Jagannath Panda(Manohar Parrikar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과 중국의 우호조약 갱신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우호조약이 가
지는 의의와 향방에 대해 분석
ㅇ 북한과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관계의 전환점을 맞기도 했으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을 근간으로 오랫동안 협력해옴
- 북한의 1차 핵실험(2006) 이후 중국은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안을 지지하면서 이전의 정치적·외교적·인도주의적 지원으로부터 대북 기조가 변
화했음을 보여줌
- 북한의 핵실험 지속으로 고조된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사회주의 철학 및 국제주
의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우호조약 제4조*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적인 회담을 지속
*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대 국제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ㅇ 우호조약은 20년마다 갱신되는데 올해가 그 시점에 해당되며, 서방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부 조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이 조약
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제2조*의 군사 자동개입에 있어서 중국은 유사시 군사력이 더 강한 미국과의 전면전
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하고 싶어하나 북한은 해당 조항 없이
조약의 갱신에 응할 가능성이 낮음
*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선언,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미 3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호조약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
- 북한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호조약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한
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가능
ㅇ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올해 우호조약은 큰 변화 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동 조약의 수정 여부는 국제정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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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Growth at Risk From Climate Change”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1-054
저자: Michael T. Kiley(FRB)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의 하방위험(downside risks)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
(Litterman, 2020; Financial Stability Board, 2020) 이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이 증대
* 기존의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다수

ㅇ 본고에서는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기온 변화(fluctuations in temperature)가 경제성
장률의 하방위험에 미치는 영향(Growth at Risk)에 대해 분석
- 1960-2010년 124개국 연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기온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을 분위별(10~90 백분위수)로 추정
* 경제성장률은 World Bank 자료를,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변수인 기온은
Willmott(2012)의 월별 기온 시계열을 국가수준의 연간 변수로 집계하여 사용

Matsuura

and

ㅇ 분석 결과, 기온상승 위험은 경제성장률의 하방위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온 1℃ 상승시 경제성장률 분포의 하위 분위(10 백분위수)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9%p
하락하며, 이는 상위 분위(90 백분위수)에서의 경제성장률 하락폭(-0.8%p)의 2배를 상회*
* 기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함수형태로 바꾸어 분석하더라도 유사한 결과(robust)

-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미국 등)보다는 고온 기후의 저소득 국가(인도,
*
나이지리아 등)에서 하방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
* 미국에서는 기온 상승이 경제성장률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인도의 경우 지구온
난화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률 분포가 하방 이동(shift to left, negative-skewed)
주)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의 확률분포(인도)

주: 세로선은 각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의 중위값(median)을 의미

ㅇ 본고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
힘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이해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
- 다만 향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정책대응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지속될 필요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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