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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The Mortgage Cash 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A

Tale of Two Countri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Working Paper No. 21-8
저자: Daniel Cooper, Vaishali Garga, María José Luengo-Prado(FRB

of Boston)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통화정책의 주택담보대출 경로 효과(정책금리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금리변화를
통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금리(미국) 및 변동금리(스페인) 체제에서 분석·비교
- 미국과 스페인의 2007~2018년 중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ㅇ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상승)하면 가계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의 크기는 예상과 달리 고정금리 체제인 미국에서의 효과가 변동금리 체제인
스페인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하락하면 미국 소비지출 증가율은 2.8%p 상승, 스페인은 1.65%p 상승

-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금리 하락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재융자(refinancing)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
ㅇ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ㆍ인하의 효과가 대칭적인지 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의
효과가 차주에 따라 동질적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 변동금리 체제인 스페인에서는 금리 인상ㆍ인하가 비슷한 크기의 효과를 보였으나
고정금리 체제인 미국에서는 금리 하락 효과가 상승 효과보다 더 컸음
- 스페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의 효과가 가계 특성(연령, 교육정도, 소득, 주택규모
등)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는 재융자(refinancing) 능력이 우월
한 가계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ㅇ 본고는 통화정책 주택담보대출 경로의 효과가 존재하며 그 효과가 고정금리 체제와
변동금리 체제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OLS, IV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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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Macroprudential Policy during COVID-19: The Role of Policy Spa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6607
저자: Katharina Bergant(IMF), Kristin Forbes(MIT)
【핵심내용】
ㅇ 본고는 거시건전성정책 여력(policy space) 확보 여부가 동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발생 초기(2020.6월)까지 글로벌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
- 또한 여타 거시정책(통화·재정·외환·자본통제 정책 등)의 여력 확보가 거시건전성정책에 미
치는 영향 및 그 반대의 경우도 분석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방식을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지수*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펼쳐 온 것으로 나타남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LTV, FX 관리정책 등을 종합하여 지수화

- 글로벌 거시건전성정책은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점차 강화되어 오면서 정책 여력을 확보
-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 거시건전성정책 여력을 많이 확보한 국가일수록 팬데믹
기간 중 금융시장 충격이나 실물경기 하방 위험이 작았던 것으로 분석
ㅇ 국가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코로나19 이전 긴축적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유지한 국가가 팬데믹 초기 동 정책을 유의미하게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거시건전성정책 여력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팬데믹 초기 동 정
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확률이 30.3% 상승
- 반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축,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은 거시건전
성정책의 완화적 운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여타 거시정책 여력 확보가 거시건전성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시건
전성정책 여력 확보가 여타 거시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단, 여타 거시정책의 경우에도 해당 거시정책 여력 확보가 동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 충격에 대해 거시건전성정책을 완화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격 발생 이전 기간에 정책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또한 다양한 거시정책 수단과 정책 여력의 상호작용이 보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
록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도 강조
【분석방법론】 Probit, OL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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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How Much Does Household Consumption Impact Business Cycl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Brief No. 21-25
저자: Christian Matthes, Felipe F. Schwartzm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가계소비는 지출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지만, 주요 거시경제이론
에서 가계소비 충격을 경기변동을 발생시키는 주요 동력으로는 고려하지 않음
- 최근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등 현금보조 성격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동 정책이 경기를 과열시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발생
ㅇ 본 연구는 부문 간(cross-sectoral) 정보를 활용하여 가계소비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의
특징 및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직관적으로, 가계소비의 부정적 충격은 기업을 주요 매출 대상으로 하는 부문에 비
해 소비재 생산에 치중하는 부문의 생산량 및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 위 직관에 따라, 특정 부문의 변수에 대한 소비 충격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는
해당 부문 산출물의 가계에 대한 매출 비중에 의존한다는 것을 주요 식별 가정
(identification assumption)으로 활용
- 위 가정을 바탕으로 미국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소비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
ㅇ 분석 결과, 가계소비 충격은 1970년대 이후 미국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동 충격은 총수요 충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비 충격은 GDP 변동의 40%를 설명하여, 기업신용 충격(18%), 정부지출(14%),
에너지(11%), 통화정책(5.6%), 기술(7.5%) 등 다른 충격에 비해 경기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
- 양의 가계소비 충격이 발생할 때 GDP,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은 상승하지만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정부지출, 신용스프레드 등은 변하지 않아 가계소비
충격은 총수요충격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식별된 가계소비 충격은 가계 부(wealth) 성장률 및 소비자 심리지수 시계열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동 충격은 가계의 부 및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로 경기변동을 유발함을 암시
ㅇ 본 연구는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은 가계의 소비 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안정화 정책이 경기변동 완화에 유용한 수단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Hierarchical Vector Auto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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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Hysteresis in Unemployment: Evidence from OECD Estimates of the

Natural Rat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43
저자: Laurence M. Ball(Johns Hopkins大), Joern Onken(University College London)
【핵심내용】
ㅇ 주류 경제학계는 총공급 요인(인구구조, 노동시장 구조, 생산성 등)에 의해 경제의 장기균형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결정되며, 총수요 요인(통화정책 등)은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는 이력효과(hysteresis)*를 통해 총수요 요인에 의한 실업률 변
화가 자연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랫동안 제기
* 이력효과의 대표적인 발생 경로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이며, 이는 실업 경험이 실업자의 직무
역량과 재취업 의욕을 낮추어 실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

ㅇ 본 연구는 2002~2019년간 OECD 가입 29개국의 실업률, 자연실업률 데이터*를 활용
하여 이력효과를 계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 OECD는 매년 기대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필립스 곡선을 활용하여 국가별 자연실업률을 추정 및 발표

-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이 일치하는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
정하여 총수요 충격에 의한 양자 간 격차가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ㅇ 분석 결과, 이력효과가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strong evidence)를 확인
- 일시적인 총수요 충격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면, 이후 8년간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모멘텀이 존재하며, 동기간 자연실업률은 실업률을 따라 오르는 것으로 나
타남
-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1%p 초과하는 상황이 1년간 지속되면, 자연실업률은 실업률
을 따라 평균적으로 0.16%p 오르는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이력효과의 크기(degree of hysteresis)는 실업률의 변화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
(asymmetric)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1%p 낮은 상황이 1년간 지속되면 자연실업률은 실업률을
향해 0.23%p 하락하며, 반대의 경우 자연실업률은 실업률을 향해 0.13%p 상승
ㅇ 본 연구 결과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이 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인플레이션 중심의 기존 통화정책 운영목표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환기
- 한편, 관찰 불가능한 자연실업률 추정에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제하거나 우회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이력효과
를 재확인할 필요
【분석방법론】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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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conomic Growth and Bank Innov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26
저자: Gary B. Gorton(Yale大), Ping He(Tsinghua SEM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29년 이후 미국의 금융혁신 양상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금융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 1929~1941년 중 개별은행의 대출기록과 1987~2016년중 미연준의 대출현황조사(survey of terms of
business lending)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조사하였으며, 1933년에는 기업대출 만기가 평균 100일 수
준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평균 62개월까지 늘어났음

ㅇ (시대별 금융혁신 양상) 미국에서의 혁신은 주로 신용평가 역량 확충(1929~1941년 중)과
신금융상품 출현(대출 매각(loan sales) 및 대출의 증권화, 1987~2016년 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큰 기업 대출의 만기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기여
- 대공황 이후 기업의 장기대출(term loan)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인프라가 확충되자 은행들은 장기대출 확대를 위해 기업 신용평가 역량을
크게 확충
- 1987년 이후로는 대출 매각 및 대출의 증권화 등*의 형태로 금융혁신이 진전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크게 하락하자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ending)과 레버리지
론(leveraged loans)**비중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만기 장기화도 추가로
진전
* 대출의 증권화가 진행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위험이 기관투자자 등 비은행권으로 이전
**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은행들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레버리지론은
투자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지칭

ㅇ (혁신의 성장에 대한 기여) 미국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금융혁신이
경제성장(output growth)에 상당폭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29~1941년 중 금융혁신으로 장기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장기대출 거절률 : 89%(32년)
→ 85.7%(41년)) 제조업 생산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는 27%(연평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87~2016년 중에는 금융혁신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5%(연평균)로 분석되었으며,
금융위기 시(09-10년)에는 동 기여도가 대폭 축소
ㅇ 본고는 금융혁신 관련 역사적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를 분석하여 정책당국에 경제적 함의를 제공
【분석방법론】 Equilibrium Model, Parame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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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Macroprudential Policy Interlinkages”
출처: FRB of Kansas City, Working Paper RWP 21-10
저자: Johannes Matschke(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서든스톱(sudden stop)에 대비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신흥국의 자본이동
규제(capital controls)1), 대외부문 거시건전성정책2), 대내부문 거시건전성정책3)의 조화로
운 운용 방안을 모색
1) 국가 간 금융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2) 국내외 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한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규제
3)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

- 거시건전성정책은 부실한 경제주체에 대해 선별적 규제가 가능하고 자본이동규제는
가계의 대외순자산 포지션을 개선시켜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일반균형 효과
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필요
ㅇ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국내 금융시장에 왜곡요인이 존재하지 않
더라도 신흥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가 간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병행
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자국통화표시 부채에 대한 규제는 과도한 차입을 방지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채권자
로부터 채무자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냄
- 이러한 재분배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채무자의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환율 절상
효과를 유발하여 채무자의 차입제약과 서든스톱을 완화
ㅇ 대내외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닌 불완전한 보완 관계에 있음
- 자국통화표시 채권과 외화표시 채권 간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외부문과 대내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강도를 동일한
방향으로 조절해야 함
- 또한 ① 자국통화표시 채권의 상대적 수익률과 ② 국내 부채에 대한 실질환율의 민감
도가 높을수록 대내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최적 규제 강도가 높아짐
ㅇ 본 연구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국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왜곡요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서든스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본이동규제, 대내외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포
괄하는 통합 정책운용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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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Supply

Chain Resilience: Should Policy Promote Diversification or
Reshor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330
저자: Gene M. Grossman(Princeton大), Elhanan Helpman(Harvard大), Hugo Lhuillier
(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2 국가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위한
최적 정책을 분석
(주요 가정)
- 기업은 단일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단일 최종재를 생산하며, 단일 공급선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공급선에 장애가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충격이 존재
- 기업은 저비용·고위험의 해외 공급자, 고비용·저위험의 국내 공급자와 고정비용을
지출하여 계약 가능
- 기업은 ① 자국 공급자와 계약하거나(onshoring), ② 외국의 공급자와 계약하거나
(offshoring), ③ 공급망을 다각화(diversification)를 선택 가능
-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활용하여 ① 공급망의 다각화, ② 온쇼어링, ③ 오프쇼어링
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3가지 정책 수단을 보유
ㅇ 분석 결과, 경쟁 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에서 개별기업 입장에서 공급망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할 유인이 존재
- 공급망 교란 시 경쟁기업으로부터 고객을 탈취(business stealing)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할 가능성
ㅇ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기업 투자유인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
- CES 선호체계를 가정하는 경우 공급망 다각화 정책이 제한적인 최적 정책이며 온쇼
어링 또는 오프쇼어링 정책보다 우월함
ㅇ 기업이 마크업(mark-up)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정부는 최소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조합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하나의 정책 수단은 가격 마진을 통제하여 공급망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른 정책 수
단은 공급망의 위치(국내 또는 해외)를 통제하는 데 활용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공급망 복원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 정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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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Politico-economic

Implications
of
North
Economy” in the Kim Jung-un Era”
출처: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11(3)

Korea’s

“Quasi-market

저자: Seung-yul Oh(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핵심내용】
ㅇ 본고는 김정일 및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준시장(quasimarket) 체제에 담긴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
ㅇ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단계였음
- 헌법 개정(1998), 인민경제계획법(1999),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등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계획경제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등
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개혁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완화와 통제를 반복함
* ⓵ 물가·임금 현실화 및 배급제 축소, ⓶ 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인센티브제 도입, ⓷ 환율 현실화 및
관세 조정 등

ㅇ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경제적 생존과 정치적 이념 사이의 딜레마를 해
결하기 위해 이미 현실화된 준시장 경제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당·정부·군부의 경제활
동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함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라 2015년부터 경제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을 추진
했으나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가격 자유화, 생산수단의
소유권 변화, 신설 기업의 시장 진입권 보장,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 등에 관한 내
용이 없어 근본적인 개혁으로 보기는 어려움
- 탈북자 설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여기지만 통제
로 인해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돈주’를 통해 통제권·처벌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보호를 받는 대신 뇌물을 제공하고 이익을 공유함
ㅇ 김정은 시대의 준시장 경제구조는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권력층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의 경우 지대 추구(rent-seeking) 영역이 줄어들고 계획경제로
돌아갈 경우 준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대 추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준시장을 허용하
면서 감시·통제·처벌하는 현 정책 노선이 권력층의 지대 추구를 극대화하는 데 적합
- 하지만 이와 같은 북한의 준시장 경제구조는 자원배분 왜곡, 공급 부족 악순환, 양
극화 등을 심화시켜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퇴행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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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Extreme Weather and the Macroeconom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Working Paper No. 21-14
저자: Hee Soo Kim, Christian Matthes(Indiana大), Toan Phan(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기상이변(Extreme Weather)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mixed results)을 제시
- 최근에는 기상이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양질의 기상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
* 기존에 공표된 기후 관련 통계들은 실제 기상이변 피해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Kishore et al., 2018),
통계치가 지역별 정치·경제적 여건에 의존할 수 있다는 문제(endogeneity) 등이 언급

ㅇ 본고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기상이변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활 전이
벡터자기회귀모형(Smooth Transition VAR)을 이용하여 분석
- 기상이변의 측정지표로서 ACI*(Actuaries Climate Index)를 사용하였으며, 거시변수로
산업생산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방기금금리 및 실업률의 월별자료를 사용
* 미국과 캐나다 보험계리협회에 의해 개발된 기상이변 모니터링 지표로서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강수
량, 가뭄, 풍속, 해수면 상승 등 6가지 기상학적 요인을 집계하여 시산하며, 동 지표의 값이 클수록
기상이변 빈도나 규모가 높음

ㅇ 충격반응 분석 결과 ACI가 낮았던 표본기간 초기(1960년)에는 기상이변 충격이 거시
경제변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ACI가 높은 표본기간 말기(2020년)에는
기상이변 충격이 산업생산 감소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상승을 유발
- 이때 산업생산 성장률(growth)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2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산업생산 수준(level)에 미치는 효과는 약 40개월 지속
-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은 주로 에너지·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에너지·식료품 항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Core CPI Inflation)을 내생변수에 포함시킨 분석
결과, 기상이변 충격은 동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

ㅇ 동 결과는 ACI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이변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되었음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limited adaptation)
ㅇ 본고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기상이변이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후속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
- 특히 본고의 추정결과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나 기후변화의 피해함수(damage function)
추정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Smooth Transition Vector Auto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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