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44호>

<2021.11.26.>

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논문제목을 클릭하
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and COVID-19”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274
저자: Michal Brzoza-Brzezina(SGH Warsaw School of Economics), Marcin Kolasa(IMF),
Krzysztof Makarski(SGH Warsaw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뉴케인지안 DSGE 모형과 SIR(Susceptible, Infectious or Recovered) 방역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
- 코로나19에 대응한 다양한 방역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팬데믹 기간 중 통화정책의
역할을 방역정책과 통화정책의 상충관계 측면에서 분석
ㅇ 방역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행정 당국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봉쇄 및 격리 등 행정 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 팬데믹 발생 후 1년간 생산량은 약
4.1%, 인플레이션은 0.3% 하락하며, 사망자는 총인구의 약 0.61%까지 상승
- 봉쇄조치만 취하는 경우, 첫 해 생산량이 6.7%로 크게 감소하고 사망자는 총인구의
0.26% 수준으로 하락하는 반면, 감염자 격리조치만 취하는 경우에는 첫 해 생산량이
1.29%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총인구의 0.42%를 차지
- 봉쇄 및 격리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는 3.39%에 달하고 사망률은
0.16%로 하락
-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팬데믹에 따른 수요위축(하방압력)과 노동공급 축소(상방압
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ㅇ 팬데믹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측면과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방역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
- 방역정책이 완화적인 경우 통화정책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측면보다는 감염병 확
산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긴축적으로 수행
- 방역정책이 강화되는 경우 통화정책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완화적으로 수행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은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다만 이러한 정책조합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팬데믹으로 금융시장이 왜곡
되지 않고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New-Keynesian DSGE-SI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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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Credit, Crises and Inequality”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949
저자: Jonathan Bridges, Georgina Green, Mark Joy(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고는 26개 선진국의 1970~2019년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지니계수)의 관계 및 신용 증가세가 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경기침체 이후 5년간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고, 경기침체 직전 신용
증가율이 동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또한, 은행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경기침체 이후 소득불평등 악화 정도가 상이한지
여부를 분석
ㅇ 분석 결과, 경기침체 이후 5년간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경기침체 이후 5년간 실업률은 장기 추세에 비해 1.3~2.4%p 증가하였으며 지니계
수는 3~5년간 1.4~2.7%p 상승
- 경기침체가 금융위기에 의해 발생한 경우 실업률 및 지니계수 증가 폭이 일반적인
경기침체에 비해 1.5~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
ㅇ 경기침체 직전 급격한 신용증가는 경기침체 이후 실업 증가 및 소득불평등 악화를 더
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분석
- 경기침체 직전 3년간 민간신용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경기침체 이후 5년간 실
업률 증가 폭은 2배 확대되고 지니계수 상승 폭은 40% 확대
- 급격한 신용증가가 실업률 및 지니계수에 미치는 증폭 효과 역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ㅇ 경기침체 직전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낮은 경우 경기침체 이후의 지니계수 상승 폭은
더욱 확대되었으나, 실업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경기침체 직전 은행 자본건전성이 1 표준편차 낮은 경우 경기침체 이후 지니계수
상승 폭이 55% 확대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민간부채의 급격한 증가, 은행 자본건전성 약화 등과 같은 금융
취약성 확대가 금융위기 등의 충격 발생 시 소득분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금융취약성 확대 요인들에 대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 및 소득분배 측면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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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Wealth

Inequality and Return Heterogeneity
Pandemic”
출처: FRB of Dallas, Working Paper No. 2114

During

the

COVID-19

저자: Katya Kartashova(Bank of Canada), Xiaoqing Zhou(FRB of Dallas)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발생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던 미국 내 상위 1%가 차지하는 (순)자산 비중
이 빠른 상승세를 나타냄
- 2020.1분기 상위 1%의 (순)자산 비중은 29.9%로 1.1%p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4분기 31%) 을 상회(2021.1분기 32.1%)
-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발생했던 두 차례의 경기침체시 상위 1%의 (순)자산 비중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수 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크게 대비
ㅇ 본 연구는 미국 가계의 자산 및 수익률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경기침체
중 자산 불평등 결정요인을 분석
* 미국 소비자금융조사(SCF)는 가계별 자산, 소득에 관한 세부정보를 설문하나 3년 단위로 제공되어 가
계의 실시간 자산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 조사 데이터와 월별 자
산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의 월별 자산 및 수익률을 추정

- 자산은 가계의 노동 공급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안정화정책 설계시 자산
배분 양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일시적 충격에 따른 자산 변화는 자산 불평등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적 자산 불평등 변화에 주목할 필요
ㅇ 코로나19 경기침체 중 자산 상위 1%와 하위 99%의 자산수익률 격차는 상위 1%의
자산 보유비율과 비례하여 오르내렸으며, 이는 자산 불평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자산 수준에 따른 수익률 격차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
- 상위 1%와 하위 99%의 자산수익률 격차는 2020.2월 3.7%p에서 2020.4월 –2.5%p
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1.2월 6.1%p를 기록
ㅇ 코로나19 경기침체 중 자산수익률 격차(자산 불평등) 변화는 동기간 자산 가격의 변화
와 자산 수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
- 미국에서는 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자산이 적은 가
계일수록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포트폴리오 이질성, portfolio heterogeneity)*
* 상위 1% 가계는 자산의 66%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중위 가계는 보유 자산의 66%가 부동산

-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주가가 급락하며 상위 1%의 자산수익률 역시 크게 낮아졌다
가 이후 주가가 급등하며 이들의 자산수익률 역시 크게 상승하였으며(2020.2월 11% →
4월 ―2% → 2021.2월 17.3%), 주가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
-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크게 변하지 않다가 이후 점차 상승하여 하위
99%의 자산수익률은 비교적 완만하게 오르내렸으며(2020.2월 7% → 4월 0.5% → 2021.2
월 11.2%),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 완화로 이어짐
- 한편, 자산 수준에 따른 저축률 차이(saving-rate heterogeneity)도 존재하나, 코로나19
경기침체 기간 중 자산 불평등 변화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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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Differences in Rent Growth by Income 1985-2019 and Implications for

Real Income Inequality”
출처: Feds Notes, November 05, 2021
저자: Daryl Larsen, Raven Molloy(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실질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추정하는 경우 각 분위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소득을 추산
-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행태에 차이가 있어 각 소득 계층이 직면
하는 물가상승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지수로 계산한 실질소득의 불평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ㅇ 본 연구는 소득분위에 따른 주택 임대료 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소득분위
별 물가상승률을 추정
- 임대료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계산 시 가계지출 바스켓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소득 계층에 따른 상승률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각 계층이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추정
* 예를 들어, 1980~2000년 중 임대료 상승률은 대졸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고졸 저소
득층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남(Moretti, 2013)

- 1985~2019년 중 미국주택조사(American Housing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주택
의 임대료 상승률을 계산
- 이후 각 주택을 거주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분류하여 소득분위별 주택 임대료 상승
률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별 전체 물가상승률을 추정
ㅇ 분석 결과, 소득분위별 임대료 상승률 차이가 분위별 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은 전체
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1985~2019년 중 누적 임대료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최상위 5분위의 임대료 성장
률은 81%로 최하위 1분위 임대료 성장률인 72%에 비해 약 9%p 높음
- 이를 반영하여 동기간 분위별 누적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1분위가 직면한 물가
상승률이 5분위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5분위의 임대료 상승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1분위의 지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
고 임대료가 다른 재화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의 격차가 상쇄됨
** 1분위 143%, 5분위 136%로 동기간 각 분위의 실질소득 상승률이 20%, 70%인 것과 비교하면 실질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음

ㅇ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도 실질소득의 불평등이 최
근 30년간 확대되었다는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시사
- 다만, 본 연구는 각 계층이 직면하는 임대료 상승률의 격차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
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재화 가격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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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Capital Investment and Labor Demand?”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85
저자: E. Mark Curtis(Wake Forest大), Daniel G. Garrett(Wharton School), Eric C.
Ohrn(Grinnell大), Kevin A. Roberts(Duke大), Juan Carlos Suárez Serrato(Duke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97~2011년중 미국의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속상각제도(bonus
*
depreciation) 등 투자유인 세제정책이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 및 노동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법인세를 이연시킴으로써 기계설비 투자 등에 소요되는 투
자금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투자증가를 유도하는 효과

ㅇ 자본투자는 미국 연간 제조업조사(ASM;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등에서 제공하는
16만개 기업별 자산현황을 바탕으로 파악
- 노동수요는 공장별 노동자의 특성(임금,연령,학력,인종)을 파악할 수 있는 분기별 노동환경
조사(QWI; Quarterly Workforce Indicators)를 활용하여 정책 시행 이후 변화를 분석
ㅇ (패널 분석 결과) 이중차분(DID)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가속상각제도 정책 시행 후 자
본투자 및 고용이 상당폭 늘어났으나 임금 및 생산성 증대는 나타나지 않았음
- 가속상각제도가 미국에서 2001년도에 도입된 이후 10년 누적 기준으로 자본투자는
평균 17%, 고용은 7.9% 증가
- 제도 도입 이후 저연령(19~34세, 3.8%p증가), 저학력(고졸이하, 1.0%p증가) 중심으로 노동력
구성이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평균 수입은 2.7% 감소
- 자본투자 증가와 더불어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현상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ㅇ (구조모형 분석결과) 가속상각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비용(cost of capital) 하락시 규모
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과 자본간의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비용이 낮아지면 실질적인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소득효과와 유사)

- 자본비용 하락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를 규모효과(scale effect)와 대체효과(substitute
effect)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규모효과가 전체 노동수요 변화의 90%를 차지
- 기업들의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이 0.4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부합
ㅇ 본고는 미국에서 실시한 가속상각제도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한편 노동수요를 감소시
키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Structural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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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Optimal Bank Reserve Remuneration and Capital Control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73
저자: Chun-Che Chi(IEAS), Stephanie Schmitt-Grohé(Columbia大), Martín Uribe
(Columbia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이 존재하는 개방 경제에서 최적 자본 통제 및 지준
부리(interest on reserves) 정책을 분석
- 가계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부채를 차입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해외 투자자 등이 예치한 예금을 바탕으로 가계에 대출
- 정책 당국은 지준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자본통제세(capital control tax)를
부과
ㅇ 이론 모형 분석 결과, 중앙은행이 비용 없이 지준 공급이 가능한 경우 최적 지준부리
정책을 통해 금융마찰이 없는 경제의 최선 자원 배분(first-best allocation)을 달성 가능
- 자본통제 정책을 통해서는 차선의 자원배분만이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서 지준부리 정책이 자본통제 정책보다 우월
- 그러나 중앙은행의 지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존재할 경우, 자본 통제 정책과 지준
부리 정책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금융마찰의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ㅇ 한편, 경기침체기에 중앙은행이 은행 지준 공급을 통해 가계 부채 디레버리징과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의 동조화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손실을 완화할 수 있음
ㅇ 1970년~2014년의 신흥국 경제(중국, 포르투갈, 한국, 스페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형을 모
수설정(calibration)한 결과, 금융마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부재시 가
계의 과소 차입(underborrowing)이 관찰됨
- 규제가 없는 경쟁 균형에서 가계의 부채 분포는 최적 거시건전성 정책 하에서의 가
계 부채 분포보다 좌측에 위치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의 지준부리 정책이 가계의 담보제약으로 인한 금융마찰
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 위기 시 중앙은행이 지준 공급을 통해 가계 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완화함으로
써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가능성
【분석방법론】 DS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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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Deindustrialization and Industry Polariz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9483
저자: Michael Sposi(Southern Methodist大), Kei-Mu Yi(Houston大), Jing Zhang(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부문 간 생산성 증가율 격차(sector-biased productivity growth)와 부문별 무역 통
합을 도입한 동태적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탈산업화* 및 국가 간 산업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
*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에서 과거에 산업화를 경험하였던 국가들에 비해 현재 산업화를 진행하는 국가
들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현상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국가 간 분산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

- 1971~2011년 중 28개국 균형 패널 데이터를 1990년 전후 두 개의 표본으로 나누어
1인당 GDP를 통제한 상태에서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두 효과에 대해 분석
-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모형을 활용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두 효과의 주요 동인을 식별
ㅇ 실증분석 결과, 1971~90년과 비교하여 1990~2011년에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최대
값은 3.4%p 감소하였고 국가 간 분산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업에서 제조업을 건너뛰고 서비스업 단계로 직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
음을 시사
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 부문 간 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탈산업화의 60%를 설명하고, 부
문별 무역 통합이 산업 양극화를 대부분 설명하며, 두 동인의 부문 간 자원 재분배
효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가격 하락)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으므로 제조업의 상대
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
* 실증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 폭이 큰 국가일수록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하락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의 예측과 일치

-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국가 간 무역 통합의 확대로 인하여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
는 국가의 제조업 수출 비중과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없는 국가의 제조업 수입 비중
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산업 양극화가 심화
ㅇ 본 연구는 산업화 후발 국가가 제조업에 특화하지 못하고 국가 간 제조업 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상의 원인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증가율과 무역 통합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Dynamic Open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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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System Dynamics-based Prediction of North Korean Port Volumes”
출처: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저자: Taewon Chung, Junwoo Jeon(Sungkyul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 항만의 품목별 화물량(2025~2050년)을 예측하여 남북관계 개선 이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ㅇ 시스템 역학(system dynamics) 방법론을 이용하여 품목별* 화물량을 예측한 뒤, 북한
항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별 예측 화물량을 9개의 항만**에 분배
* 철광석, 석유, 곡물, 시멘트, 모래, 석탄, 기타 광석, 잡화, 컨테이너
** 나진, 청진, 남포, 나진-선봉, 송림, 해주, 흥남, 원산, 단천

- UN Comtrade의 품목별 화물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목마다 상이한 예측변수들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ㅇ 곡물을 예시로 화물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북한의 1인당 곡물 소비량, 사료
섭취량, 인구 및 GDP와 한국의 GDP, 베트남의 GDP를 예측변수로 설정
- (1인당 곡물 소비량)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한국이 소득수준의 증가
와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곡물 소비량이 감소했던 것처럼 북한도 2020년 기준
111kg에서 2050년 기준 55kg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북한의 인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향후 인구 규모는 2050년 기준 약
2,617만명으로 예상됨
- (한국 및 베트남의 GDP) 북한의 2019년 GDP와 한국의 1980년 GDP가 비슷하므로
한국의 GDP(1980~2010)를 이용하여 2020년 이후 북한의 무역량을 예측하고 북한 경
제의 재개방을 가정하여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맺은 1995년 이후의
GDP(1995~2019)도 전망에 반영
ㅇ 분석 결과 2050년 기준 품목의 경우 컨테이너(72,454,000t)와 시멘트(45,897,000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항만의 경우 남포항(113,217,000t), 청진항(47,525,000t), 나진항
(37,816,000t) 순으로 화물량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항구는 남포항, 청진항, 단천항으
로 남포항은 북한 화물량의 46%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진항은 북한 당국의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으며, 단천항은 대표적인 광업도시로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
해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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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What We Know about Climate Change and Inflation”
출처: VoxEU.org, 12 November 2021
저자: Donata Faccia, Miles Parker, Livio Stracca(ECB)
【핵심내용】
ㅇ 기후변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심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
* ECB는 통화정책체계 내에 기후변화를 고려사항에 포함하는 액션플랜을 발표(2021.7월)

- 통화정책 수행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ㅇ 기존 문헌들은 기후변화가 물가안정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제시
- ① 자연재해 빈발로 농작물·시설 등이 파괴되어 농산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②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각종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③ 이상기후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경로가 대표적
ㅇ 본고는 48개 선진국 및 신흥국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상기온(extreme temperatures)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ㅇ 분석 결과, 이상기온은 여름철 혹서(hot summer)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물가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계절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른 계절에 발생하는 이상기온은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혹서 충격은 주로 식료품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물가를 상승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일수록 그 영향이 크고 지속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신흥국의 경우 소비 바스켓 내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서보다 높
고, 충격에 대한 복원력(resiliance)이 낮은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ㅇ 한편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혹서 발생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물가하락 압력이 나타
날 가능성이 제시
- 이는 과거 이상기온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경험해 왔던 선진국들도 향후 이상고온
빈발로 물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는 이상기온이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물
가안정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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