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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OVID-19 and the U.S. Economy”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Article
저자: Thomas A. Lubik, Sonya R. Waddell(FRB of Richmond)
【핵심내용】
ㅇ COVID-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은 미국경
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0만건(3.26일 기준)까지 급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미국의 인력 및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및 호텔 산업 부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1,700만명에 육박
* 식당 예약건수가 사실상 0에 근접하였고 호텔 객실 점유율도 56.4%(3.25일 기준, 전주대비) 하락

- 타격이 큰 교통·오락·음식·숙박 부문이 가계소비지출의 25%를 차지하며, 소비가 총
산출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비와 공급 모두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코로나19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달리 물리적 자본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
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
- 미국 등 선진경제에서는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주요 생산요소인데 코
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에 손실이 발생
-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 및 노동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 줄어들
수 있으며, 수요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발생
ㅇ 코로나19 충격이 경제에 장기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
- 해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
도록 가계지원금을 지급할 필요
- 기업의 수입이 급감하는 가운데 고정비용(임대료, 이자) 지출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어려
움을 겪는 기업에 브리지론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
- 한편, 연준은 정책금리를 사실상 제로수준으로 인하하였는데 이는 가계 및 중소기
업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론】 Event study analysis

금융통화
② “Central Bank Swaps Then and Now: Swaps and Dollar Liquidity in the

1960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51
저자: Robert N. McCauley, Catherine R. Schenk(Oxford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20세기(주로 1960년대)와 21세기(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사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 미 연준은 1917년 영란은행과 최초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
의 요구만으로 인출이 가능한 대기성(standing) 통화스왑계약은 1960년에 스위스 중앙
은행과 체결하였으며, 1962년까지 주요 유럽 소재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 일본
은행 및 BIS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ㅇ 과거와 최근 통화스왑의 차이점으로는 ① 시장환경 및 스왑규모, ② 스왑자금 시장공
급 방식(instrument), ③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대한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과거 통화스왑은 외환시장개입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한 유로
달러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나, 최근 통화스왑은 금융위기로 인한 달
러 자금조달 유동성(funding liquidity)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연준은 국내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TAF(Term Auction Facility)를 통해 대응

- 규모면에서 과거에는 6.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6,000억 달러로 확대
- 과거에는 시중은행에 무담보 예치하는 형태로 달러자금을 공급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입찰이나 담보부 대출(secured dollar advances)을 통해 공급
- 과거 역외시장(유로달러시장)에서 달러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미국 기업어음이나 대출
금리에 대한 상승압력을 제외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subtle and diffuse), 최근에는 역외시장에서 달러금리(LIBOR)가 상승하면 이
와 연계된 수조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ㅇ 공통점으로는 ① 통화스왑이 중앙은행 간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 ② 통화스왑 자금이
유로달러시장 부채 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6.8억/130억 vs 6천억/13조)하다는
점, ③ 역외시장에서의 달러 조달 비용이 미 국내시장과 비교하여 높다는 점* ④ 스왑
자금이 주로 만기 1개월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1960년대 미 연준은 통화스왑금리를 미국 국내금리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며, 2008년에도 처음에는
TAF 금리(전영업일 기준)를 적용하다가 10월 이후부터는 TAF+100bp를 적용

- 또한 미 연준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하여 역외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적
절하게 공급으로써 미국 국내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이효과를 차단하였다는 점도 공통점
ㅇ 최근 미 연준이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은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 간 달러화 및 자국통
화 표시 통화스왑계약과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작동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거시경제
③ “The Economics of the Fed Pu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894
저자: Anna Cieslak(Duke大), Annette Vissing-Jorgensen(Berkeley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① 주식시장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② 주식시장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분석
- 주식 수익률과 연준의 경제전망, 정책금리(Federal Fund Rate) 간의 관계를 추정
- FOMC 의사록 및 속기록 텍스트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
을 추출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
ㅇ 주식 수익률과 연준의 경제전망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식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주요 경제변수(실질GDP, 실업률)에 대한 전망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위 관계는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전망모형 변화가 있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주식 수익률이 개선된 경우는 정책금리 변화와의
관계가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
ㅇ 또한 주식 수익률이 저하될수록 미래 및 현재의 실질GDP 전망(나우캐스팅)에도 영향을
주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증가
- 테일러 준칙에 GDP 전망 변화와 주식 수익률 변화를 변수로 추가하였으며, 각각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와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를 구분하여 변수로 구성
- 주식 수익률의 변화를 요인별(리스크 프리미엄, 배당금, 통화정책)로 분해할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나 배당금 감소로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정책금리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았음
ㅇ 정책결정 배경 등을 기록한 FOMC 의사록에서도 주식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부정적
인 언급*의 빈도가 증가
* 텍스트 분석을 통해 975번의 주식시장 관련 언급을 추출하였으며 언급한 내용이 주식시장의 상승
(going up), 하락(going down), 보합(flat)이면 각각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분류

- 상기 언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자산효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
* 주식시장이 경제에 인과적 영향을 주는지(driver view), 경제전망 내지 기대 등을 반영하는지
(predictor view) 등으로 분류했으며, 언급중 driver view의 비중이 38%를 차지

ㅇ 본 연구는 주식시장이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이와 같은 관계가 도출된 배경을 의사록 등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
이 주요 특징임
【분석방법론】 ADF test, Text Analysis

거시경제
④ “Should Central Banks be Forward Looki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4540
저자: Paul De Grauwe(LSE), Yuemei Ji(UCL)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경제주체들이 인지적 한계(cognitive limitation)로 인해 합리적 기대를 형성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 전망적 테일러 준칙(Forward-looking Taylor rule)과 현재
관측값에 근거한 테일러 준칙(Current-Taylor rule)의 성과를 비교
- 산출갭과 물가에 대한 기대형성 방식을 정상상태 값에 근거(fundamentalist)하는 방
식과 과거값을 외삽(extrapolate)하는 방식으로 구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만든 시장
심리지수의 변화에 따라 경기 과열이나 침체(boom or bust)가 나타나는 경제에서 정
책성과를 분석
ㅇ 캘리브레이션 결과, 정상적인 상황(normal-situation)과 달리 경기 과열이나 침체 국면
에서 통화정책을 미래 전망적으로 운용할 경우 현재 관측값에 근거할 때보다 정책
오류(policy errors)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
- 미래 전망적 통화정책 하에서 물가와 산출갭의 변동성이 일관적으로 더 크게 나타
났으며, 과열(침체) 국면에서는 민간의 기대형성이 낙관적(비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
이 높아 물가와 산출갭에 대한 예측 오차가 증가함
- 민감도 분석 결과, ①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②기대가 빈번하게 변경될수록, ③테일
러 준칙의 산출에 대한 고려가 낮고 금리평활화계수가 클수록 예측 오차가 증가
ㅇ 충격반응 분석 결과, 현재 관측값에 근거한 테일러 준칙 하에서 총수요 충격이 산출
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기도 작고 지속기간도 짧게 나타남
- 이는 미래 전망적 통화정책 하에서 예측오차로 인한 정책 오류가 더 크게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
ㅇ 본 연구는 민간의 기대가 합리적 기대로부터 이탈할 경우 통화정책을 미래 전망적으
로 수행하기보다는 현재 관측된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논증
- 최근 코로나 위기와 같은 극심한 불확실성 하에서 중앙은행은 미래를 섣불리 예측
하기보다 관측된 정보에 근거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Behavioral Model

미시제도
⑤ “Longer-run 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543
저자: Òscar Jordà(FRB of San Francisco), Sanjay R. Singh, Alan M. Taylor(California大)
【핵심내용】
ㅇ 14세기 이후 10만명 이상이 사망한 15개 주요 팬데믹을 중심으로 팬데믹이 중장기
적으로 중립적 실질금리  , 실질임금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중·장기 시계에서 실제GDP가 잠재GDP 수준과 일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균형
실질정책금리 수준

- 14세기 흑사병 등 근대 이전의 자료가 남아 있는 유럽 주요국(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
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영란은행(BOE), 국제사회사연구소(IISH) 등의 과거 중
립적 실질금리 및 실질임금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결과, 팬데믹의 확산은 장기간에 걸쳐 실질금리와 실질임금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 중립적 실질금리는 팬데믹 발생 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2% 가량 하락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
-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 후 하락하여 실질금리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임
- 팬데믹 확산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본 비율(L/K)이 낮아져 금리는 하락
하고 임금은 상승하는 이론적 결과에 부합
ㅇ 팬데믹 발생시 자본수요는 감소하고, 자본공급은 증가하여 실질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노동-자본 비율의 하락으로 생존 노동인구 대비 자본의 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자본수요가 감소
- 팬데믹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여 자본공급은 증가
ㅇ 각국의 노동-자본 비율, 팬데믹의 확산수준, 산업화 정도 등에 따라 실질금리의 하락
폭은 다소 차이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실질금리 하락폭이 2~4%,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실질
금리 하락폭이 1% 내외
ㅇ 코로나19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된다면 수십 년간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후 전개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미시제도
⑥ “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Distancing Measures In Italy :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Dur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916
저자: Guglielmo Briscese(Chicago大), Nicola Lacetera(Toronto大), Mario Macis(Johns
Hopkins大), Mirco Tonin(Bozen-Bolzano大)
【핵심내용】
ㅇ 이탈리아 국민 8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및 자가격리(self-isolation) 등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
이 국민들의 준수 의지(willingness to comply)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이탈리아 정부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외출자제령(stay at home)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설문조사가 시행된 3.18~20일부터 이미 여러 매체에서 외
출자제령이 연장될 것을 예상
ㅇ 외출자제 기간의 연장이 국민의 준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문 시행
- 외출자제령이 얼마나 연장되느냐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몇 주, 몇 달, 무기한)를 제시
하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기존보다 준수 정도 유지, 증가, 감소) 설문
- 조사대상의 97.2%인 869명이 외출자제령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몇 주 -42.7%, 몇 달 -20.4%, 필요시까지 무기한 -34.1%)
ㅇ 외출자제령 연장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민간의 준수 의지가 약해지지는 않음
- 시나리오에 따라 연장 기간이 길어져도 준수 유지, 증가, 감소로 응답한 비율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ㅇ 반면, 시나리오의 연장기간이 예상한 연장기간보다 길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의
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의 연장기간과 예상기간의 차이가 클수록 기존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
은 감소하고, 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증가함
- ① 응답자가 Red Zone(사회적 거리두기가 먼저 실시된 5개 주)에 거주하는 경우, ② 기존
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실천한(권고사항 6가지를 모두 실천)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fatigue)을 보여줌
ㅇ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기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기대를 안
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민의 준수여부에 달려있음(Maharaj et al, 2012)
- 국민의 준수 의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그들의 예상과 부합(match)하는
정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Multi-nominal Logit Regression

국제경제
⑦ “Banking Crises without Panics”
출처: NBER, Working Paper 26908
저자: Matthew Baron(Cornell大), Wei Xiong(Princeton大), Emil Verner(MIT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과거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은행위기(banking crisis)* 사례를 검토하여 은행위기
과정에서 은행패닉(banking panic)**의 역할에 대해 분석
* 은행이 신용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자금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경제불황을
야기하는 위기 상황
**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금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
(bank-run)

- 학계에서는 은행위기가 패닉에 의해 발생한다는 견해(panic-based view of banking
crisis)와 패닉이 없는 상황에서도 은행 자기자본 감소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는 상반
된 견해가 존재하는데 본고는 실증분석을 통해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검증
ㅇ 1870~2016년에 걸친 46개국의 은행 재무제표, 거시금융 변수, 은행패닉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 감소가 미래의 신용공급 위축과 경
기불황을 유발하는지 검증
- 또한, 은행패닉의 발생 유무에 따라 은행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은행위기 발생 메커니즘
이 달라지는지 분석
ㅇ 분석 결과, 은행 자기자본이 30% 이상 감소하는 은행 자기자본 충격(bank equity crash)
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패닉이 없이도 실질 GDP와 신용공급이 큰 폭 감소*하며 은행패
닉은 주로 은행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서 발생
* 은행 자기자본 30% 감소 시 평균적으로 실질 GDP는 3.4% 감소하고 신용/GDP 비율은 5.7%p 하락하며, 은
행패닉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 GDP가 2.9% 감소하고 신용/GDP 비율이 3.4%p 하락

- 은행 자기자본 충격은 향후 3년간 실질 GDP와 신용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은
행패닉은 동 영향을 증폭하는 메커니즘으로 역할
- 은행위기는 패닉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손실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함을 확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은행패닉을 예방하고 거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보다는 은행 자본을 적기에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ocal Projection

국제경제
⑧ “Thinking Ahead about the Trade Impact of COVID-19”
출처: CEPR Press, “Economics in the Time of COVID-19” Ch.5
저자: Richard Baldwin(Geneva大), Eiichi Tomiura(Hitotsubashi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가 국제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역사적 경험과 경제 이론에 근
거하여 분석
- 코로나19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충격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데다, 과거 신
흥국 위주로 유행하였던 전염병과는 달리 G7 국가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ㅇ 무역의 중력모형*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공급측면 충격은 수출국의 GDP를 감소시켜
수출을 위축시키고, 수요측면 충격은 수입국의 GDP를 감소시켜 수입을 위축시키면
서 총교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두 국가 간 교역은 개별국의 GDP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상정된 모형

ㅇ 코로나19의 공급 및 수요측면의 충격은 주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파급되면서 공급
망전염(supply chains contagion)이 발생할 가능성
-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서의 바이러스의 확
산에 따른 공급 차질(supply disruption)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코로나19에 큰 타격
을 받지 않은 여타 국가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생산이 위축될 우려
- 한편, 2008~2009년 글로벌 교역 붕괴가 소비 감소에 따른 채찍효과(bullwhip effect)*
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증폭되면서 교역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공급망 상에서 최종소비와 멀어질수록 변동성이 증폭되는 현상

-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특성에 더하여, 주로 소비보류가
가능한 내구재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하는 공급 및 수요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
ㅇ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
- 또한, 각국 정부와 기업이 국내 공급망 확충 등으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위
축이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성 둔화를 유발할 우려
ㅇ 본고는 공급망전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국내 공급망 확충보다는 공급망을 다변화하
여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조업 중단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
【분석방법론】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동북아경제
⑨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 Prospects and Obstacles”
출처: Advances in Economics,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저자: Y Dyomin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EB RAS)
【핵심내용】
ㅇ 북한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본받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2013.3.29)하고 수차례 개
정(16.8, 17.9)을 통해 해외 투자와 국제 협력을 도모함
- 경제개발구역이 제정된 2013년에는 13개 지역에서 개발구를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
발전을 도모
ㅇ 경제개발구 법률은 북한 인력의 고용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기업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
- 경제개발구역에서 해외 업체들은 북한 주민만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 노동력을 고
용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업무 및 관리 업무로 한정
- 부지 계약시 약 50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용권의 매매, 대여,
증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거래 가격은 대여자가 설정할 수 있음
- 세율은 일반기업에 14%, 우선순위 기업*에 1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 · 면제하여 사업의 장기적 운영을 장려
* 인프라 건설에 특화된 기업 및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ㅇ 과거 북한에서 유사한 개방정책이 실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개방 사업이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
- 북한은 직물업에 주력하는 개성공단과 관광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강산 사업을 확
대한 바 있으나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미국 및 한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제재
를 받고 있어 두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 전문가의 86%는 이러한 제재가 해제될 경우 금강산 관광의 경제성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ㅇ 경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북 제재 철폐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
- 현재 북한은 UN의 제재로 모든 광물 수출, 합작회사 설립,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
이 막힌 상태
- 복합목적의 개발지구는 2억불, 관광지구는 4~8천만불에 해당하는 투자가 필요한 것
으로 추산되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성 담보가 어려움

기후변화
⑩ “High Water, No Marks? Biased Lending after Extreme Weather”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56
저자: Nicola Garbarino, Benjamin Guin(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영국 사례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적정하게 평가‧대응하
고 있는지 분석
- 실제 사례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금융기관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
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했던 점을 보완
ㅇ 영국의 2013~14년 겨울 홍수* 발생 전후 ① 실거래가격과 담보 평가가치의 차이 및
② 모기지 계약 조건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추정
* 2013.12월부터 2014.2월까지, 템즈 강 유역부터 동쪽 해안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
여 약 13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

- 피해를 입은 지역과 입지 않은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두 지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통제하고 홍수의 영향만을 시산
- 홍수 피해 여부 및 여타 요인들을 더미변수로 설정, 홍수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한
재융자 시 금융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을 이용하여 분석
ㅇ 금융기관들은 피해를 입은 부동산의 담보 가치와 모기지 재융자 계약조건을 유의미하
게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피해를 입은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하락폭과 비슷한 정도로 담보가치에 상향 편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의 담보가치 변화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임
- 홍수 피해 발생이 계약조건(금리 혹은 대출액 등)을 변화시키는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후적으로도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 리스크를 지리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려할 필요
- 신용위험이 낮은 고소득 차입자들이 매력적인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홍수 발생 가
능성이 높은 해안 및 강변 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홍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공공보험에서 저소득 가구로부터 고소득
가구로의 소득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