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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Public Opinion on Central Banks when Economic Policy is Uncertain”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765
저자: Klodiana Istrefi(Banque de France), Anamaria Piloiu(EC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중앙은행에 대한 평판(public opin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앙은행 평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의 가용성을 감안하여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Baker, Bloom and Davis(2016)가 제공하는 자료*(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이하 EPU지수)를 활용
* 정책관련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언론보도와 인플레이션 및 정부지출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 불일
치에 근거하여 작성

- 직접적인 영향과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평판과 거시경제변수 간 상호작용도 감안하기 위하여 Bayesian VAR 모형을 구성
하고 추정한 다음 충격반응분석을 실시
ㅇ 분석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기가 위축되고 중앙은행 평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하락
- 중앙은행에 대한 평판도 상당 폭 하락하였으며, 평판의 회복 속도도 경제변수에 비
해 대체로 더딘 것으로 분석되어, “신뢰가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confidence
is easy to lose but hard to gain)는 견해를 뒷받침
- 이러한 결과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 저하와 경기 위축 간 형성되는 피드백 관계
(feedback loop)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중앙은행이 전문가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도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앙은행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 특히 최근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나 대차대조표 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
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
【분석방법론】 Structural Bayesian VAR

거시경제
② “The Risk of Being a Fallen Angel and the Corporate Dash for Cash in

the Midst of COVID”
출처: CEPR Press, COVID-19 Economics Issue 10
저자: Viral V. Acharya(NYU), Sascha Steffen(Frankfurt School)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봉쇄정책(lockdown policy)으로 기업들은 현금유입이 급감한
반면 고정비용은 줄지 않아 유동성이 악화
- 유동성 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차입비용이 상승하며 현금흐름이 더욱 악
화될 것을 우려하여 기업들의 현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이에 본 연구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추락천사*(fallen angel)”가 될 위험에 처한 기업들
의 유동성 조달 행태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으로의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평가
* ‘투자적격 등급’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 기업들은 크게 은행의 신용공여(credit line)를 활용하거나, 기업어음, 채권을 발행하
여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별 유동성 조달 행태를 분석
ㅇ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3월 이후, 유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별 주가 하
락정도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위기가 진행될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투자부격적 등급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위기 이전(2020.1월 기준)에 비
해 주가가 40% 수준으로 하락
ㅇ 이를 반영하여 3월 이후 개별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신용등급
에 따라 유동성 조달 행태가 상이
- 투자등급의 경계(BBB등급)에 있거나 투자부적격 등급의 경우 신용공여를 활용하려는 경
향*이 높았으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AAA-A등급)들은 채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조달
* 분석기간(3,1일~4.9일) 중 총 신용공여 사용액중 BBB등급과 투자부적격 등급 기업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

- 연준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에도 신규발행 채권 중 높은 신용등급
의 채권(AAA-A등급)이 대부분(3.13일~3.30일간 약 75%)을 차지하는 등 정책효과가 신용
등급별로 비대칭적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에 신용등급의 강등을 우려한 기업들이 신
용공여 사용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부문의 리스크 또한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
- 신용공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집중됨에 따라 해당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진 점을 고려할 때 은행 부문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Logit Model Analysis

거시경제
③ “Social Distancing and Supply Disruptions in Pandemic”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629
저자: Martin Bodenstein(FED), Giancarlo Corsetti(Cambridge大), Luca Guerrieri(FE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전염병학 모형(SIR 모형)과 2부문 거시모형을 결합하여 코로나19 대응 조치
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인구를 세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상이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감염률(infection rate)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활동에 따라 그룹1(핵심부문 근로자), 그룹2(기타부문 근로자), 그룹3(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 모형 내 중간재를 생산하는 핵심부문(core sector)은 타 부문과의 대체성이 낮고 최
소 노동투입규모 제약(minimum labor requirement)에 직면하는데, 이로 인해 동 부문
의 노동공급 감소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증폭되는 효과를 유발
ㅇ 그룹별로 상이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감염
률(41%→15%)과 GDP 손실(-30%→-15%)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재택근무가 수월한 비핵심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 이는 핵심부문의 노동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비핵심부문으로부터 핵심부문으
로의 전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경제 전반의 전염률을 낮추기 때문(positive
externality)

- 다만, ①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기간이 충분치 않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 정책의 실효성과 백신 개발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GDP 손실이 최대
40%까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나아가, 감염률 억제와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보건 정책(health measures)이 필요함을 지적
- 감염률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GDP를 20%가량 감소
시키는 반면, 동 정책을 완화하는 대신 광범한 검사(widespread randomized testing)를
함께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이 절반 가까이 감소
ㅇ 본 연구는 2부문 모형을 통해 핵심부문의 공급 훼손(supply disruption)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메커니즘을 상정하고, 부문별로 상이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효과를
시산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
【분석방법론】 SIR Model, Two Sector Model

미시제도
④ “Economic Activity and the Value of Medical

Innovation during a

Pandemic”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060
저자: Casey B. Mulligan(Cambridge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셧다운의 기회비용을 정량화하여 추정함으로써 의료 부문에
서의 혁신으로 그 비용을 줄여야 함을 강조
- 매년 영업일수와 GDP, 2020년 4월 기준 총 노동 시간 및 노동 장소(location) 데이
터, 셧다운 이후 노동시장 설문조사(Bick & Blandin) 데이터 등을 활용
ㅇ 셧다운이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정상상태에 비해 25%~28% 정도 낮을 것으로 추정
- 다만, 해당 추정치는 셧다운 하에서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형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짐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실제 GDP 성장률보다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음
ㅇ 셧다운 대상인 ‘non-essential’ 부문에서는 생산이 $6조 가까이 감소하고, 정부의
구제 정책으로 $2조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
- 셧다운이 1영업일 늘어날 때마다 하루에 $300억, 한 달에 $6,000억의 사회적 비용
이 발생
- 이때, 소득 감소의 영향은 부유한 가계에 비해 빈곤한 가계에 더 크게 나타나는 등
경제주체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생
- 따라서 경제적으로 계상되지 않는 불평등의 비용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비용도 존재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것 
* 미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향후 정책 자금조달이 현재가치로 $1.9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위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신약의 개발 및 제조 등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의
료 부문의 규제를 축소할 필요
- 각종 규제로 인해 약품마다 평균 $15억의 비용이 발생하며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림
- 한국과 아이슬란드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예로
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셧다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Scenario Analysis

미시제도
⑤ “Labor Markets During the COVID-19 Crisis : A Preliminary View”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017
저자: Olivier Coibion(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Yuriy Gorodnichenko(University
of California), Michael Weber(University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미국 시민 9,445명을 대상으로 한 Nielsen 패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
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심각한 경기침체(severe recession)에 견줄만하며, 변화 중 일부
는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
- 누적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650만 건(4.4일 기준)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유
행은 미국 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 노동통계국(BLS)의 4월 노동시장 지표 공개에 앞서(5. 8일 발표 예정), Nielsen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추
정하여 평가*
* 코로나19 유행 전(1.6~27일)과 후(4.2~6일)에 실시한 패널 설문조사 결과 비교

ㅇ 불과 2달여 사이에 고용률은 60.0%에서 52.2%로 약 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글
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2008년~2010년간 5%p 하락)보다 고용시장이 더 크게 나빠
진 것으로 분석
- 미국의 노동가능인구가 2억 6천만 명이므로 약 2,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
로 추정되며, 이는 누적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상회*
* 실업급여 수혜조건 미달 근로자 존재, 단기간 급증한 실업급여 처리에 따른 누락 가능성

ㅇ 실업률은 4.2%에서 6.3%로 소폭 증가(2.1%p)한 반면 노동시장참가율은 64.2%에서
56.8%로 크게 하락(7.4%)했는데,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다수가 구직을 단념하여
노동가능인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 일자리를 잃은 응답자 중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노동가
능인구에서 제외되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이번 실업률 증가폭은 대침체(2008년~2010년) 실업률 증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나 노
동시장참가율 하락폭은 기존 추세적 하락(2008년~2016년간 3%p)의 2배 이상
ㅇ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
나, 은퇴를 이유로 구직을 단념한 응답자가 크게 늘어 노동시장참가율은 장기간 낮
아질 것으로 예상
- 구직을 단념한 이유 중 은퇴를 꼽은 응답자는 대유행 전후 53%에서 60%로 크게
증가했고 조기에 은퇴한 응답자 역시 많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
로 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기 때문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국제경제
⑥ “Disput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출처: NBER, Working Paper 27012
저자: Ralph Ossa(Zurich大), Robert W.Staiger(Dartmouth大), Alan O.Sykes(Stanfo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과 국제무역협정**(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의 분쟁 해결절차를 비교하고 두 협정 분쟁해결 절차 간 근본적인 차
이점의 발생 원인을 규명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국제협정으로 대표적으로는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program 등이 있음
** 해외에 재화·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협정

- 투자협정·무역협정 분쟁 해결절차의 구체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게임이론 모형분석*
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
* 후방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이용해 상황별 최적의 의사결정을 찾는 Maggi and Staiger(2011)
의 모형을 기반

ㅇ 통상적으로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의 분쟁 해결절차는 협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
점이 존재
* 제소권리(the right to file grievances), 구제책의 성격(the nature of the remedy), 구제 대상 기간
(the remedial period)

- 협정위반에 대한 제소권리는 무역협정의 경우 정부에게만 주어지는 반면, 투자협정
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여
- 무역협정 위반의 구제책으로 관세보복이 인정되지만 투자협정은 현금손해배상이 인정됨
- 마지막으로 무역협정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구제되지만 투자협정의 경우에는 판결 이후와 이전의 손해를 모두 포괄하여 구제
ㅇ 게임이론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양 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를 각 협정이 운
영되는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화 과정으로 설명 가능
- 구체적으로 법원이 투자협정 위반으로 투자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비해서 무역협
정 위반으로 정부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평가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 등에서는 양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최적
ㅇ 본 연구결과는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절차가 크게 다른 것은 양 협정이 해
결해야 할 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데 기인하며 서로 다른 협정 환경 하에서
의 최적화 과정의 결과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Game Theory Analysis

국제경제
⑦ “Voluntary and Mandatory Social Distancing: Evidence on COVID-19
Exposure Rates From Chinese Provinces and Selected Countri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646
저자: Alexander Chudik(FRB of Dallas), M Hashem Pesaran(Southern California大),
Alessandro Rebucci(Johns Hopkins大, CEPR)
【핵심내용】
ㅇ 본고는 SIR 모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억제 정책이 감염률과 고용 손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인구를 감염 위험 노출자(susceptible to the disease : S)·감염자(infected with the disaese : I)·회복
자 및 사망자(recovered or dead : R)로 나누고 각 그룹 간의 전이율을 고려하여 전염병 확산을 분석
하는 표준적 SIR 모형에 노출률(감염된 적이 없고, 격리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을 내생화하여 분석

- 노출률을 코로나19 억제 정책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상이한 노출률 하에서
나타나는 감염률과 고용 손실을 추정
- 특히 대표적인 코로나19 억제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 주도하에 의무적으로 시
행되는 경우(노출률이 일정)와 의무적 시행에 더하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도 거리두기 강
도를 높이는 경우(노출률이 감염률 등에 영향을 받아 시간에 따라 변화)를 분리하여 시뮬레이션
-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등의 일별 자료(1.22~4.6)를 바탕으로,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21개 지방 및 일부 유럽 국가의 노출률을 실증적으로 추정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의무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확산 억제 효과가 큰 반면, 의
무적 시행에 더하여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적인 감
염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억제 정책의 강도가 높을수록 감염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고용 손실 측면에
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감염
억제와 고용 손실 간 상충관계(trade-off)를 확인
- 감염 가능성이 높은 선별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무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
하는 경우, 고용 손실로 인한 비용을 일부 축소 가능
ㅇ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노출률을 실증적으로 추정한 결과, 여타 중국 지방의 노출률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일부 유로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 후베이성의 노출률보다 3~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
- 이는 코로나19 최초 확산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시행한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확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감염 억제 정책은 강도가 높을수록 감염 억제에 효과적이나, 고용
측면에서의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 자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IR Model

동북아경제
⑧ “Old-age Income and Health Concerns in North Korea :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출처: Research in Brief
저자: Cheol-Jong Song(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핵심내용】
ㅇ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
- 북한은 2004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측에 따르면 2033년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진입
-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년부양비가
높아져 경제의 기초 체력에 부정적 영향
ㅇ 북한에서 노령인구의 기대수명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제외하고는 증가하였으나 노령
층의 소득은 연금 제도의 미비로 장마당 수익에 의존하는 등 노령층 빈곤이 심각
- 북한의 남녀 기대수명은 1993년 67세, 74.1세에서 2008년 64.1세, 71세로 감소하
였으나 2019년에 66.7세 73.5세로 다시 증가
- 경제사정 악화로 북한의 연금제도는 실효성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층은 장
마당에서 소득을 얻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 2017년 탈북자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68.9%가 연금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
ㅇ 북한 노년층의 건강상황은 추후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될 수 있음
- 2018년 UN조사에 따르면 북한 고령층 22.4%는 심혈관계 질환을, 13.4%는 관절
질환을, 10%는 기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 의료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2018년 조사에서
는 50%의 응답자가 질환 발생시 장마당에서 약을 구매해 자가 치료하며 전문의로
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민은 11.5%에 불과
ㅇ 북한과의 경제협력 단계에서부터 고령층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
- 고령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인구 거주지역 건설 및 개성공단 재개시 노령인
구 취업에도 관심을 두는 정책이 필요
- 또한 남북경협 의제에 의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들이 남북의 경제 격차
를 최소화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기후변화
⑨ “A Finance Approach to Climate Stress Testing”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609
저자: Henk Jan Reinders, Dirk Schoenmaker, Mathijs A Van Dijk(Erasmus University)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탄소세 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분석
ㅇ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한 Merton의 구조적 신용 리스크 모형
(Merton, 1974)을 이용하여 각 정책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 네덜란드 3대 시중은행의 주식 및 채권 익스포져 데이터를 활용, 탄소세 정책으로
부터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받는 자산들을 한 부문으로 묶어 모형을 추정
-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각 탄소세 수준에 대해 4개의 정책 시나리오*별 기후 스트
레스 테스트를 실시
* 정책 도입 기간(즉시 적용/10년간 점진적으로 적용), 소비자로의 조세 전가 정도(전가 없음/50% 전
가)를 기준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ㅇ 분석 결과, 탄소세 정책의 실시로 인해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최대 손실을
능가하는 수준의 자산 가치 손실이 발생
-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100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가장 강
도가 높은 즉시 적용·전가 없음 시나리오 하에서 29.9%의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apital) 손실이 발생
- 손실은 대부분 기업 대출로부터 발생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5개의 부문*에
서 전체 손실의 83%~91%가 발생
* ①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② 코크스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③ 수상 운송업 ④ 1차금속
제조업 ⑤ 항공 운송업

- 손실의 정도는 탄소세 부과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ㅇ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세 정책이 은행의 다양한 자산에 광범위하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의 시점 및 강도를 선택해야 함을 시사
- 본 연구는 탄소세 정책이 자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했으므
로, 실업률 및 이자율 변화 등의 부차적인 효과를 반영할 시 정책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
【분석방법론】 Merton Credit Risk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