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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nflation Spike and Falling Product Variety During the Great Lockdow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80
저자: Xavier Jaravel(LSE), Martin O’Connell(IFS)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 총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과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
ㅇ 본고에서는 2013~2020년(5.17일까지) 중 영국 개별 가구 수준의 소매점 스캐너 자료
(household level scanner data)를 활용하여 이동제한조치(Great Lockdown)가 실시된 이후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분석
- 주간 및 월간 인플레이션을 산출하고, 가구별 또는 품목별 인플레이션에 이질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
ㅇ 분석결과 이동제한조치 시작(3.23일) 이후 한 달 만에 월간(month on month) 인플레이
션이 2.4%까지 치솟았는데, 이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은 분석대상 기간인 지난 8년 동
안 발생한 적이 없음
- 높은 인플레이션의 절반 정도는 이동제한조치 실시 이후 할인행사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도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상당 수준(85b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가구별로 경험하는 인플레이션에는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품목별로 보았을 때는 이질성이 축소
- 가구별로는 부유(상위 25%)하거나 연령대가 높은(주소비자 기준 56세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각 20bp)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261개)로는 지난해 1∼5월 중에는 절반 정도가 디플레이션을 보였으나, 이동
제한조치 이후에는 13%만 디플레이션을 보여 대부분 품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Incorporating

Scenario Analysis into the Federal Reserve’s Policy
Strategy and Communica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369
저자: Michael Bordo(Rutgers大), Andrew Levin(Dartmouth大), Mickey Levy(Berenberg
Capital Markets LLC)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상황 변화에 따른 미국경제의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 연준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
- 현재와 같이 높은 불확실성하에서는 거시경제 모형을 통한 경제분석이 어려우므로,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계획을 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경제의 불안심리 완
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ㅇ (기본 시나리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경기가 반등하지만 2022년 말까지 고용 및 성장률이 대유행(pandemic)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를 하회
- 현재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FOMC가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yield curve control)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정책의 경기진작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금융시장 기능 저해 등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미 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단기금리를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크
지 않으며, 10년물 등 장기금리를 관리하는 정책도 일본은행의 경험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ㅇ (긍정적 시나리오)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성장률은 내년 중 대유행 이전 수준
을 회복, 2022년에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
- 연준이 2022년에 정책금리를 1%까지 인상하고, 긴급지원자금(기업대출, 회사채, 지방채
등)도 점진적으로 회수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대해서는 컨틴전
시 플랜을 만들어 대비할 필요
ㅇ (부정적 시나리오) 감염위험이 약화되지 않아 경제 심리 및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성
장률은 2022년 말까지 대유행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
- 채권매입 및 대출 확대 외에 연준이 직접 주식(corporate equities) 매입에 나서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동 조치의 경기부양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가 필요
* 일본은행은 일본 ETF의 3/4(잔액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었음
**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fiduciary obligation)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회사경영 등 복잡한 문제에 관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한편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다음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가 인하함
으로써 은행신용 확대를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자극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분석방법론】 Scenario Analysis

거시경제
③ “EMEs and COVID-19: Shutting Down in a World of Informal and Tiny Firm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360
저자: Laura Alfaro(Harvard大), Oscar Becerra(Los Andes大), Marcela Eslava(Los Andes大)
【핵심내용】
ㅇ 신흥국 노동자는 고용 및 소득 측면에서 선진국 노동자보다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할
가능성
- 신흥국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일자리(informal job)*, 영세기업 일자리,
자영업 등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원격근무에도 적합
하지 않기 때문
* 해고 관련 규제, 해고수당 등 고용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

ㅇ 본 연구는 콜롬비아의 고용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충격*이 고용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의 기업규모별, 비공식 일자리 비중별, 근로형태별 차이를 비교·분석
* 코로나19 충격은 ①봉쇄조치(공급충격) ②대면접촉 관련 산업 부문의 소비위축(수요충격), ③전후방 연관
산업 위축(산업간 연계 충격) ④소득감소의 승수효과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

- 영세기업 일자리, 자영업 등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여 충격 발생 즉시 고용이 감소
하는 반면, 공식 일자리(formal job)는 고용조정이 경직적이라고 가정
ㅇ 분석 결과, 신흥국의 고용 및 산출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충격에 더 취약한 대신 회
복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에서부터 고용과 산출이 각각 56%, 4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달리 비공식 일자리와 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에 기인
* 반면 미국의 경제구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 및 산출이 각각 33%, 30% 감소

- 나아가 경기 회복기에는 비공식 일자리 중심의 신속한 고용회복(quick rebound)으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경제구조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마련 시 경제구조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 따라서 공식 일자리 보전을 통해 근로자의 숙련도 상실을 방지하는 한편, 충격에 취
약한 비공식 일자리에 대해서는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함
- 특히 신흥국은 봉쇄조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감염병 검사와 추적·격리,
의료시설 확보 등)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

【분석방법론】 Simu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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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Fiscal Policy and Covid-19 Restrictions in a Demand-Determined Economy”
출처: NBER, Working Paper 27366
저자: Alan J. Auerbach, Yuriy Gorodnichenko(Berkeley大), Daniel Murphy(Virginia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
- 한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와 같은
고정적인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도산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 도산의 파급효과가 경제 내에서 증폭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본 후, 다양한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
- 고·저소득자로 구성된 2주체 경제모형*을 기반으로 소득불평등도, 지원대상 등에 따
라 이전지출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차별화되는지를 분석
* Murhpy(2017)의 Negligible Marginal Cost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은 한계비용보다 고정적으로 소요
되는 운영비용이 큰 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가정(예: 이발사 등 서비스 제공자)

ㅇ 분석결과 코로나19 충격*은 소비 이연 효과(1차적 효과)와 유동성 위기 직면 기업의 퇴
출효과(2차적 효과)를 통해 부정적 충격의 영향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봉쇄조치로 인하여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을
줄임으로써, 생산이 줄어든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모형화

- 고정적인 운영비용이 큰 경우 기업은 영업 중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경우보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과 소비 감소 효과가 상대
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매출(revenue) 대비 운영비용(operating cost)의 비중이 높거나, 이자보상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영업 중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이전지출 승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봉쇄조치 실행 중에는 취약기업을 지원하고 봉쇄
조치 해제 이후에는 저소득가계에 소득을 보조하는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
단됨
- 저소득 가계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봉쇄조치가 해제될 경우, 소비 진작을 통
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
ㅇ 본고는 코로나19로 지급능력 있는 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이를 감안하
여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
【분석방법론】 Two Agent Model with Negligible Margin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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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⑤ “Epidemics in the Neoclassical and New-Keynesian Model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903
저자: Martin Eichenbaum, Sérgio Rebelo(Northwestern大), Mathias Trabandt(Freie
Universitat Berlin)

【핵심내용】
ㅇ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에는 생산, 소비, 투자, 노동시간 사이에 공행성(comovement)
이 나타나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침체를 분석하는 상당수의 경제모형이
이러한 공행성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침체시 거시경제변수의 공행성을 생성할 수 있는 모형을 식별
하고자 신고전학파 모형, (완전신축적 가격 하에서의) 독점적경쟁 모형, (경직적 가격 하에서
의) 뉴케인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후 100주 간의 거시경제 변수를 전망
ㅇ 분석 결과, 신고전학파 모형은 GDP, 소비, 노동시간이 각각 5%, 9%, 7% 감소하지
만, 투자는 침체 전의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공행성을 보이지 못함*
-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susceptible)은 소비와 노동시간, 투자를 모두 줄이고자 하
지만 감염의 위험이 없는 사람(infected & recovered)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
간을 늘려 남은 소득을 저축하고 투자하고자 하여 총투자는 소폭 증가하는 등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
ㅇ 독점적경쟁 모형은 GDP, 소비, 노동시간, 투자가 각각 7%, 9%, 10%,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공행성을 보임
- 독점적경쟁 모형에서는 신고전학파 모형에 비해 실질임금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이미 병에 걸렸거나 치유된 사람들의 노동공급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저축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감소
ㅇ 뉴케인지안 모형은 GDP, 소비, 노동시간, 투자가 각각 8%, 9%, 12%,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공행성을 보임
- 뉴케인지안 모형에서는 가격의 경직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완전신축가격을 가정한) 독
점적경쟁 모형에 비해 침체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그 방향성은 서로
같음
ㅇ 추후 연구에서는 금융마찰, 제로금리 하한 등의 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하에서의 정책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음
【분석방법론】 Neoclassical Model,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New-Keynes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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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Inflation with Covid Consumption Bas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352
저자: Alberto Cavallo(Harvard Business School)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코로나물가지수(covid price index)를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와 비교하고, 현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
수가 물가상승률 측정에 편향(bias)을 지니고 있음을 보임
-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동제한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응정책으로 인해 상당수
국가에서 소비지출 패턴이 극적으로 변함(Chetty et al. 2020)
-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품별 구성 비중을 과거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단위로 갱신하므로, 현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Diewert and Fox, 2020)
ㅇ 이를 확인하고자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품별 가중
치를 재구성하고, 미 노동통계국의 업종별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와 결합하여 월별
코로나물가지수(covid price index) 측정
* Opportunity Insights Economic Tracker(Harvard, Brown 大 운영)의 미국 내 일일 단위 신용(직불)
카드 소비지출 데이터 활용

ㅇ 비교 결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3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코
로나물가상승률을 하회하기 시작했고, 그 폭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코로나물가상승률
0.39
0.39
0.27
0.28
-0.22
-0.12
-0.69
-0.09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코로나물가상승률
2.50
2.50
2.35
2.35
1.56
1.67
0.35
1.06

- 이러한 결과는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ㅇ 이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품
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감소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
- 예를 들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4월 기준) 높은 물가상승률(전월대비, 2.67%)을 보인 식
료품 소비지출 비중은 7.58%에서 11.28%로 확대된 반면, 낮은 물가상승률(전월대비,
-4.97%)을 보인 교통 부문 지출 비중은 15.74%에서 6.25%로 크게 축소
ㅇ 미국 외 주요 16개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10개국에서 소비자물
가지수의 하향 편향을 확인
- 한편, 나머지 6개국에서는 상향 편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①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변
화 ② 품목별 소비지출의 변화에 따라 편향이 양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Measurement of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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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FX Intervention to Stabilize or Manipulate the Exchange Rate? Inference
from Profitabilit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4897
저자: Damiano Sandri(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브라질 중앙은행의 외환스왑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환율개입 목적과
결정 요인을 분석
- 중앙은행의 환율개입 목적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① 의도적으로 균형환율로부터 벗어나도록 조정을 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 ② 균형으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난 환율을 안정화

ㅇ 2013~2019년 기간 중 실시된 브라질 중앙은행 외환스왑의 기대수익률을 이용하여 환
율개입 의도를 평가하고 실증적으로 검증
- 환율개입으로 기대수익률이 하락한다면 균형환율로부터 벗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조정
한 결과로 볼 수 있고, 기대수익률이 상승한다면 균형으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난 환율
을 안정화시킨 결과라고 평가 가능
-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상기 논리를 검증하고 환율개입의 결정요인을 규명
ㅇ 브라질 중앙은행의 외환스왑 누적 기대수익을 추정한 결과,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추
세를 보여 2019년 2월말에는 19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해당 기간 연평균 기대수익률
은 5.6%에 달함
- 동 결과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균형으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난 환율을 안정화시킬 목적
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회귀분석 결과, 기대수익률과 달러대비 자국 통화의 초과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환
율예측의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외환스왑 거래 규모가 확대됨
* BRL(브라질 통화)과 USD간의 UIP(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조건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이용
하여 BRL의 USD 대비 초과 기대수익률을 계산

- 환율이 UIP 조건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클수록 외환스왑 거래 규모가 확대된 결과는
환율 안정 목적의 외환시장 개입의 논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 또한 더미교차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환율 절하에 비해 환율 절상 시 외환스왑
거래가 더욱 확대되는 비대칭 현상이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주로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으며, 환율 절상 시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 행태를 보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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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The Micro and Macro Dynamics of Capital Flow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371
저자: Felipe Saffie(Virginia大), Liliana Varela(LSE), Kei-Mu Yi(Houston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자본이동이 산업 내/산업 간 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
이론적 설명을 제시
- 1992~2008년의 헝가리 기업 censu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유입의 자원 재분배에
관한 두 가지 경로(투입비용 경로, 소비경로)*의 유효성을 검증
* 투입비용(input-cost) 경로는 자본유입이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켜 자본집약적 산업의 이윤이 증
대되는 효과를 의미하고, 소비(consumption) 경로는 자본유입이 총소비 확대로 이어져 소득탄력성
이 높은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 기업 간 이질성을 고려한 다부문(교역이 가능한 제조업, 교역이 불가능한 서비스업) 동태 일
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자본이동 자유화(외화 차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영구적 인하)가 산
업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
ㅇ 실증분석* 결과,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 자본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입비용 경로와 소비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작
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자본이동 자유화 전후에 나타난 산업(제조업, 서비스업)의 자본·소득탄력성 차이에 따른 부가
가치 등의 변화를 고정효과 패널회귀 분석을 통해 비교

- 다만, 자원 분배의 소비경로 효과가 투입비용 경로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제 내 고용 및 부가가
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
-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자유화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수
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기업 이탈이 발생하면서 기업수가 감소
ㅇ 이론모형 분석결과,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라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자본의 상대가격
이 하락하여 투자가 확대되고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는 한편, 소비가
확대되면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 역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기적으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의 자원 배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
- 한편, 장기에는 단기와는 달리 교역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축소되고,
제조업 비중 및 생산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자본 및 소득탄력성 등의 산업 및 기업 간 이질성이 자본자유화
에 따른 산업 간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동 자유화
가 국제교역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Model, Heterogeneous Firm-dynamics Model
- 8 -

동북아경제
⑨ “Beyond Sham :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출처: Asian Perspective
저자: Patricia Goedde(성균관大)
【핵심내용】
ㅇ 북한 헌법을 민주주의 국가 및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교하여 북한의 헌
법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분석
- 민주주의 헌법은 개인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의 이익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민주주의 시각에서 북한 헌법이 유명무실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하며,
「조선사회주의 헌법」이 북한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 고찰할 필요
ㅇ 북한 헌법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공통점이 있으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강조
하고 북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음
- 싱가포르 등 권위주의 국가의 헌법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지 않고 대안적
정치세력의 등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북한 헌법과 일부 유사
- 북한은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현지화하여 주체사상과 선군주의를 헌법에 삽입
하고 이를 통해 1인 통치를 정당화
- 중국과 베트남도 마오주의, 호치민주의를 헌법에 삽입하였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았고
북한과 달리 가족 계승도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 헌법과 차이
ㅇ 북한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통제를 통한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
ㅇ 북한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최근 들어
북한의 개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광복 이후의 북한 헌법에서는 일본 불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적 재산의
상속, 개인 기업의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정부의 세금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추후 삭제
- 또한 타국과의 교역과 외화부족을 해결하고자 외국투자(1992), 경제특구(1998)등의 조
항을 제정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 최근에는 IT 등 신산업 발전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각 중심의 경제정책 변
화를 암시하는 문구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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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This Changes Everything: Climate Shocks and Sovereign Bonds”
출처: IMF, Working Paper 20/79
저자: Serhan Cevik(IMF), João Tovar Jalles(University of Lisbon)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민감도 및 적응력이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
(sovereign risk)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98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1995~2017년 정부 채권 수익률 데이터를 이용,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회복력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ND-GAIN(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stitute)*의 취약성(vulnerability) 및 회복력
**
(resilience) 점수 를 주요 설명변수로 이용
* 노트르담 대학교의 기후변화 연구소
** 취약성 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익스포져 및 민감성 등과 관계된 36가지 지표로 계산하며,
회복력 점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 및 전환 능력에 관계된 9가지 지표로 계산

-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변수를 통제 변수로 활용, 패널 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취약성 및 회복력이 정부 채권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ㅇ 분석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는 스프레드가 높게 나타나며, 기후변화에 대한 회
복력이 강한 국가는 스프레드가 낮게 나타남
- 기후변화 취약성의 계수는 모형에 따라 0.579~2.526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취약
한 국가의 정부는 차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됨
- 기후변화 회복력의 계수는 모형에 따라 –0.164~-0.405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국가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차입이 용이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선진국 그
룹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반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는 영향의 크기 및
유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경제를 다변화하고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
적인 노력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구조적 회복력 강화,
재정적 완충(fiscal buffers)과 보험제도 등을 통한 금융 회복력을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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