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의
1)

조사연구자료 목록

Ÿ 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전북본부 이응원 과장, 김성요 조사역(2020/06)

Ÿ 경기지역 무형자산 현황과 대응방안
경기본부 박성경 과장(2020/06)

Ÿ 전남 서남권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점검

Ÿ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광주전남본부 김영웅 조사역(2020/07)

Ÿ 충북의 투자여건 점검 및 시사점
충북본부 김광민 과장, 김성중 조사역(2020/07)

Ÿ 강원지역 경제사회 구조 특징 및 시사점
강원본부 이규환 과장(2020/07)

목포본부 박지섭 과장, 원영진 과장(2020/06)

Ÿ 강원도 중소기업대출 특징 및 시사점
Ÿ 코로나19가 충북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강원본부 최석훈 조사역(2020/07)

충북본부 김광민 과장, 김성중 조사역(2020/06)

Ÿ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원 영동 경제의 회복
Ÿ 인천지역 GRDP 현황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현황 및 시사점
강릉본부 장이문 과장, 문동규 조사역(2020/07)

인천본부 이수지 과장(2020/06)

Ÿ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 및
Ÿ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 변화 요인 및
고용의 질

시사점
광주전남본부 이준범 과장(2020/07)

전북본부 김종원 과장, 양준빈 조사역(2020/07)

Ÿ 강원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Ÿ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강원본부 유선희 과장(2020/07)

제주본부 황수빈 과장(2020/07)

Ÿ 울산경남 지역 자동차 부품업 특징 및
Ÿ 경기지역 소비의 특징 및 시사점
경기본부 정현석 과장, 오지윤 조사역(2020/07)

발전방안
울산본부 연승은 과장, 이상협 조사역,
경남본부 임종수 조사역, 서봉기 조사역
(2020/07)

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서 최근(2020.6~8월) 작성·발간한 조사연구자료 목록입니다. 과거 조사연구자료 목록은 기존 발간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변화에 따른

Ÿ 부산지역 경제의 취약 요인 분석: 수요구조

대구경북지역 대응 방안

및 연계도 변화를 중심으로

대구경북본부 김민지 과장(2020/07)

동아대학교 김완중 교수, 부산본부 정민수
과장(2020/08)

Ÿ 경기지역 혁신클러스터 현황과 발전 방안
경기본부 강선영 조사역(2020/07)

Ÿ 경기지역 기업의 유동성리스크 점검 및
평가

Ÿ 경기지역 자영업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경기본부 김주영 과장, 오지윤 조사역(2020/08)

Ÿ 충남지역 고용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대전충남본부 이종찬 과장(2020/08)

Ÿ 광주전남지역 민간소비의 특징 및 정책과제
광주전남본부 김영빈 과장,
목포본부 박지섭 과장, 박선욱 과장(2020/08)

Ÿ 최근 경북동해안지역 순역외소비 확대 요인
및 시사점
포항본부 유태경 조사역(2020/08)

Ÿ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변화가 코로나19
위기에 주는 시사점
부산본부 정민수 과장, 윤태영 과장,
이지영 조사역(2020/08)

Ÿ 대구경북지역의 국내복귀 기업 유치여건
점검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김보현 과장(2020/08)

Ÿ 경기지역 대기업-중소기업 연계성 분석 및
균형발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홍기석 교수, 경기본부 이재영
과장(2020/08)

경기본부 박성경 과장(20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