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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s the COVID-19 Pandemic a Supply or a Demand Shock?”
출처: FRB of St.Louis ECONOMIC Synopses Number 31
저자: Pedro Brinca, Joao B. Duarete, Miguel Faria-e-Castro(FRB of St.Louis)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의 산업별 근로시간 및 실질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초래
한 경제적 충격이 수요충격*인지 공급충격**인지 산업별로 식별
* 주어진 가격 하에서 소비자의 구매능력이나 구매의도를 줄이는 충격
** 주어진 가격 하에서 경제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능력을 줄이는 충격

- 근로시간과 실질임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노동수요 충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노동공급 충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이동제한조치
(lockdown)가 시작된 직후인 금년 3월과 한 달이 경과된 4월을 대상으로 분석
미국의 산업별 근로시간 변화율 충격분해
<2020.3월>
<2020.4월>

ㅇ 분석 결과, 대체로 노동공급 충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요 및 공급 충격
의 크기는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대면접촉에 의존하는 레저·관광·요식업(leisure and hospitality)의 노동시간 증가율은 3
월에 9.55%p, 4월에 63.18%p 감소했으며, 이 중에서 노동공급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 63%인 것으로 분석
- 반면 소비패턴 변화 및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의 경우 부정적인 충격의 크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거시경제
② “The Macroeconomics of a Pandemic : A Minimalist Model”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777
저자: Luis Felipe Céspedes(Chile大), Roberto Chang(Rutgers大), Andrés Velasco(LSE)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분석
- 모형 내 기업의 생산성은 고용 규모에 의존*하며, 기업은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가운데 담보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
* 기업의 고용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생산성이 하락하며, 이는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

- 이에 따라 기업은 순자산(net worth)이 작고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 차입여건이 악화
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저하
- 특히 모형 내 복수의 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비관적 기대가 형성될 경우
고용과 생산성이 감소하는 악순환(doom loop)*이 발생 가능
* 기업의 생산성 하락에 대한 기대가 기업가치·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기업의 차입제약을 강화시키면서
고용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유발(self-fulfilling)

ㅇ 분석 결과, 전통적 총수요관리정책보다 임금보조,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주식
매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이 팬데믹 극복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
- 금융제약으로 기업의 생산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리 인하
와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및 유동성 공급, 주식매입은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직접
적으로 감소시키는 경로를 통해, 기업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기업의 차
입여건 완화를 통해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
ㅇ 본 연구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 의의
- 다만 동 정책수단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여력과 자금
조달여건(국제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Two Perio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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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Disaster Resilience and Asset Price”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773
저자: Marco Pagano(Naples大), Christian Wagner(Vienna大), Josef Zechner(Vienna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봉쇄정책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극단적 위기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구비 여부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중요 특성으로 부각*
* 원격근로 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Microsoft, Apple, Google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의 주
가는 코로나19 위기가 높아진 2020년 1/4분기중에도 각각 12, 19, 33% 상승

ㅇ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미국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기
간중 기업의 복원력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평가
- 미국의 상장기업들에 대한 복원력 지수*를 산출한 후, 코로나19 위기 충격에 따른
기업별 주가 반응의 차이 및 지속가능 여부 등을 분석
* 복원력 지수는 봉쇄정책 이후에도 기업활동이 지속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재택근무 가능 정도, 근
로자 간 대면 접촉 정도를 바탕으로 산출

ㅇ 분석결과, 코로나19 발병기간* 동안, 복원력 지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주가하락 정도
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
* 2020년 2.24일(이탈리아의 봉쇄정책 도입)부터 3.20일(미 연준의 대응정책 발표전)으로 설정

- 복원력 지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주식 수익률(누적 수익률 기준)이 2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복원력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복원력 지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주식 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ㅇ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유사한 리스크에 대한 복원
력을 고려한다는 결과를 제시
- Martin·Wagner(2019)의 방법론을 통해 기업별 위험-중립적 분산을 비교한 결과,
복원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향후 주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팬더믹 리스크에 대한 대비 여부가 개별 기업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
여줌으로써, 코로나19 이후에도 팬더믹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이 기업경영 시 주요
고려사항이 될 가능성을 시사
- 다만,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복원력을 수요-공급망 연계 측면으로도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 3 -

미시제도
④ “Kill Zon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46
저자: Sai Krishna Kamepalli, Raghuram Rajan, Luigi Zingales(Chicago大)
【핵심내용】
ㅇ 2006~2018년 Facebook, Google의 기업(기업가치 $5억 이상) 인수·합병 data, Pitch의
벤처캐피탈 금융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수·합병에 따른 혁신 효과를 분석
- 새로운 플랫폼 기업(startup)이 기존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반드시 스타트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거나 신규 기업의 진입을 자극하지는 않음을 보임
ㅇ 분석 결과, 플랫폼 산업에서는 스타트업이 인수됨에 따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인수되는 경우, 해당 스타트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40% 줄어들고 이후 3년간 투자건수가 20% 감소
- 반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스타트업이 인수되는 경우, 해당 스타트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40% 증가하고 이후 3년간 투자건수도 소폭 증가
ㅇ 이러한 차이는 플랫폼 산업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기인
- 신규 플랫폼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외부성이 증대되어
다른 고객을 끌어들이며, 그 결과 기업 가치를 높여 인수합병 기회를 높임
- 기업이 인수되면 신규 플랫폼이 모기업 플랫폼에 합병되므로 기존 사용자들은 사용
하던 플랫폼을 바꾸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직면
- 스타트업 플랫폼이 Facebook과 같은 대기업 플랫폼에 합병될 경우 수많은 사람들
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얼리어답터들은 전환비용을 부담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신규 플랫폼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감소
- 따라서 대기업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스타트업 플랫폼을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가 감소하여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투자와 혁신이 감소
- 결과적으로 신규 기업의 투자 가치가 줄어드는 “kill zone”이 만들어짐
ㅇ 이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고전적 경제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나타냄
- 고전적 경제학에서는 신규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인수된다면 다른 신규사업자들이
투자를 늘릴 유인을 제공
- 위 논의에서 그러한 유인 제공은 신규 기업이 혁신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때만
성립함을 강조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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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Zombie Credit and (Dis-)Inflation : Evidence from Europ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58
저자: Viral V. Acharya(New York大), Tim Eisert(Erasmus大), Matteo Crosignani(Michigan大),
Christian Eufinger(IESE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대규모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 집행 시 의도치 않게 좀비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
공급으로 유로 내 저물가 현상을 유발했음을 보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
- 좀비기업은 ①이자부담능력(이자보상비율, EBIT/이자비용)이 낮고 부채비율은 높아 사업
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②낮은 이자율로 신용을 조달한 기업으로 정의
- 2012년부터 진행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유로 내 좀비기업 비중은 평균
4.5%(2012년)에서 6.7%(2016년)로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3%대에서 0%대로 하락
ㅇ 이는 좀비기업 신용 경로(zombie credit channel)로 설명할 수 있음
- 독점적 경쟁시장을 상정한 모형에서 대규모 양적완화는 좀비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
추어 그들의 생존을 돕고, 이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과열되어 상품 가격은 하락
- 이와 더불어 기존 기업의 부도, 신규 기업의 진입, 기업의 마크업률, 생산성이 감소
하고, 산업 내 과열된 경쟁으로 해당 산업의 임금과 재료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이를 확인하고자 2012~2016년 중 유로 12개 국가, 65개 산업별 116만여개 기업 데
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 진행
ㅇ 분석 결과, 좀비기업 비율이 높은 상위 10% 국가-산업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위
10%에 비해 0.23%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제조업은 분석 기간 중 좀비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38.5%p), 해
당 산업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장 큰 하락폭(0.81%p)을 보임
- 만약 좀비기업의 비율이 2012년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유로 전체의 소비자물가상승
률은 현재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0.45%p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됨
- 다른 변수들도 모형의 예측과 부합한 방향성을 보였으며, 고정효과(국가·산업·연도)에
따라 모형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남
ㅇ 특정 산업의 좀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건전한 기업의 마크업률과 매출성장률이 낮
아지고 임금 및 재료비가 상승하는데, 이는 좀비기업의 생존이 산업 내 경쟁을 과열
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기인
ㅇ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본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금융 마찰이 원인이
므로, ① 실물 경제에 자금이 전달되는 경로를 미시적으로(micro-level) 모니터링하고,
② 타겟형 금융부문 자본확충(targeted financial sector recapitalization)을 지원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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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⑥ “Using Disasters to Estimate the Impact of Uncertain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167
저자: Scott R. Baker(Northwestern大), Stephen J. Terry(Boston大), Nicholas Bloom(Standfo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경제 내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불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의 경기 파급효과를 추정
ㅇ 재난충격 변수를 추가한 IV-VAR 모형을 추정하여 불확실성과 경기변동 간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한 후, 이론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시
- 1987~2017년 기간 중 60개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 주가수익률, 주가수익률의 변동
성을 내생변수로 설정한 VAR 모형에 재난충격 도구변수*를 추가하여 외생적인 불확
실성 충격**이 실질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자연재해·테러·정치적 사건 등의 재난충격을 더미 변수화하여 도구변수로 이용
**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주가수익률 변동성은 경기변동과 내생성을 가지므로 재난충격 도구변
수를 이용하여 주가수익률 변동성으로부터 내생성을 제거한 외생적인 불확실성 충격을 식별

-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이질적 기업 경기변동모형
(heterogeneous firms business cycle model)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
ㅇ 분석결과, 재난 발생으로 인한 외생적인 불확실성 충격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경기불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IV-VAR 추정 결과, 재난 불확실성 충격 발생 시 GDP 성장률이 즉각적으로 3.5%p
하락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7분기 이후까지 유의하게 지속
- 모형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재난 불확실성 충격 발생 시 생산성 하락, 고용감축, 투
자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GDP 성장률이 하락
ㅇ IV-VAR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20년 1/4분기 말에 발생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미국 실질GDP 성장률이 2020
년 4/4분기까지 9%p(연율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봉쇄조치의 세계적 확산과 팬데믹 충격의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충격의 실
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분석방법론】 IV-VAR, Heterogenous Firms Business Cycle Model

- 6 -

국제경제
⑦ “Globalization in the Time of COVID-19”
출처: CEPR PRESS, COVID ECONOMICS Issue 19
저자: Alessandro Sforza(Bologna大), Marina Steininger(Ifo Institute and LMU)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개별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동 충격이 주변국
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생산 연계성의 역할을 분석
ㅇ 다국가-다부문 리카도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분석*
* 글로벌 생산 연계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정도가 높은
경제 상황(open economy)과 개방도가 낮은 경제 상황(open economy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무역비
용이 100%p 높은 경제)에 대해 각각 분석

- ①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
- ②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격리 정책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
- ③ ①와②에서 나타난 실질소득 변화를 국내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요인(direct
component)과 글로벌 연계성으로 인한 간접요인(indirect component)으로 분해
-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생산 차질(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비용 상승)이 모든 국가에 동시적
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생산 충격으로 간주하는 한편, 격리 정책의 영향은 정책의 강
도 등이 반영된 노동력 감소 충격으로 모형을 설정
ㅇ 분석 결과, 통합정도가 높은 경제 하에서 코로나19 충격은 대부분 국가의 실질소득을 큰
폭 감소시키며, 격리 정책에 의해 노동력의 일부가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 실질소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국가별 실질소득 감소 폭은 상이하였는데, 개별 국가의 무역 개방도, 코로나19 노
출 정도 및 격리 정책의 강도가 높을수록, 원거리근무 가능성(teleworkability)이 낮을수록
해당 국가의 실질소득 감소 폭은 확대
- 무역개방도 및 분업의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실질소득 감소가 주로 글로벌 연계성에
따른 간접효과에 기인
- 산업별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여타 산업과의 생산 연계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부가
가치 감소 폭이 확대
- 한편, 통합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간접요인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 폭은 줄어드나 여전
히 생산 부문간 연계에 의한 충격 전이가 존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생산 연계성이 생산 충격을 주변 국가로 전이시키는 주요
경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ulti-country, Multi-sector Ricard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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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⑧ “Economic Impacts to be Brought by the DPRK’s Return to

International Society : CGE Analysis with the GTAP 9A Data Base”
출처: ERINA Discussion Paper
저자: Enkhbayar Shagdar, Nakajima Tomoyoshi(ERINA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핵심내용】
ㅇ 본고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를 사용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경우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지 추정한 것임
- ① 북한 내부의 경제 개혁 ② 남북 통일 ③ 북한의 동북아시아 FTA 가입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당 시나리오별로 북한경제의 소득 개선 효과를 분석
ㅇ GTAP 모형은 다수의 지역과 복수의 산업으로 구성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로서
저자는 13개 지역과 8개 산업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북한 현황을 반영하여 모수를 조정
- 북한의 정책변수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독립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11년 기준 북한의 지출국민소득, 무역, 요소가격 등을 추정하
여 모형에 포함
- 또한 북한 산업구조가 농업, 중화학 공업에 집약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산
업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계획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비중을
높임
ㅇ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 시나리오는 경제개혁으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TFP)이 증가한
다고 가정한 경우임
- 남한의 1960년대 경험을 근거로 북한의 내부경제개혁을 완수할 경우 북한의 TFP가
30%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이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북한주민의 후생은 66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남북통일 시나리오에서는 한반도지역 관세를 0으로, 북한의 동아시아 FTA가입 시나
리오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세를 0으로 설정하여 후생증가분을 측정
- 모형에 따르면 남북 통일시 후생증가분은 17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공업과 건설, 서비스업은 성장하나 타 산업은 다소 정체될 가
능성
- 동북아시아 FTA가 성립될 경우 전체적으로 1,070억 달러 수준의 후생증가가 발생
ㅇ 다만, 남북통일 또는 동북아시아 FTA 가입 시나리오에서는 교역조건변화로 역성장하
는 산업분야가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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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⑨ “Scenario Analysis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from Climate

Change”
출처: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20-3
저자: Erik Ens, Craig Johnston(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후-경제 모형(climate-economy model)을 통해 정책 시나리오별 리스크 및
경제의 이행 경로를 분석
- 정책별 주요 경제변수의 경로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와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가 분포하는 양상을 평가했다는 점이 특징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기후 관련 물적 피해가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

ㅇ MIT EPPA(Economic Projection and Policy Analysis) 모형*을 도입,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을 변화시키며 시나리오별 정책 경로 및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
* 기후 정책과 각 산업 분야, 세계 경제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 ① 현상 유지(business as usual) ②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③ 2℃ 제한 정책, ④ 지연된 2℃ 제한 정책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기후 정책 목표이며, 위
모형에서는 동 정책을 통해서는 기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평가

ㅇ 분석 결과, 정책 시나리오별로 GDP 및 부문별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행 및
물리적 리스크 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
- 예를 들어 현상 유지 정책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리
스크는 적게 나타나지만, 기온 상승으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는 최대치로 나타남
- 반면 지연된 2℃ 제한 정책은 물리적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행 리스크가 크게 나타남
ㅇ 정책기관 및 민간 부문은 기후 정책의 강도와 시기별 리스크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
석하고 대비할 필요
- 향후 모형을 보완하여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금융시스템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면
정책의 함의를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분석방법론】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alysis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