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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t’s What You Say and What You Buy: A Holistic Evaluation of the

Corporate Credit Faciliti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No.935
저자: Nina Boyarchenko, Anna Kovner, Or Shachar(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 연준의 기업대출제도(Corporate Credit Facilities, 이하 CCFs) 도입 공표
*
(announcement)가 회사채 유통시장(secondary market)과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 미
친 영향을 분석
* 2020. 3. 23일 연준은 비금융 기업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PMCCF(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및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설립을 공표
PMCCF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대규모 고용기업이 발행하는 우량(investment
grade)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동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며, SMCCF는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고용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비우량 등급 포함)및 ETF(exchange-traded funds)를 매입

ㅇ 분석 결과 CCFs 도입 공표 이후 회사채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위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공표효과
(announcement effect)가 CCFs 도입으로 인한 총 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유통시장에서는 CCFs 도입 공표 이후 3개월 동안 신용 스프레드가 140bp 축소되
었는데, 공표 당시 전체 효과의 1/3이, 4.9일 CCFs가 보다 구체화되었을 때 1/3
이, 그리고 5.12일 실제 매입이 시작되었을 때 나머지 1/3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bid-ask spread도 공표 이후 3개월 간 200bp 축소
되었는데, 공표 당시 절반 가량, 이후 4.9일까지 60bp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
- 발행시장에서도 CCFs 도입 공표 이후 매입대상채권을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가격 측면에서는 매입대상채권의 상승폭이 컸으나 유동성 측면에서
는 매입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시현
* 2020년 상반기 중 우량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두배에 달하는 7,020억달러를 기록

ㅇ 공표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사채 시장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실제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고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facility)만 갖추어 놓아도 시장기능 회복
에 유효한 지를 분석한 결과 실제 회사채를 매입하는 행위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
- 연준의 회사채 매입 규모가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개선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statistically 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Inflation at Risk from Covid-19
출처: BIS Bulletin No 28
저자: Ryan Banerjee, Aaron Mehrotra, Fabrizio Zampolli(BIS)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 여
건 변화가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1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포를 추정한 후, 상·하방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중심으로 최근(20.1분기) 여건 변화의 영향을 검토
* 4개 선진국(독일, 영국, 일본, 미국)과 4개 신흥국(브라질, 중국, 멕시코, 터키)
** 인플레이션 분포의 상·하위 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거나 높게 실현될 가능성
을 나타냄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감소, 유가하락, 금융여건 악화(tight), 환율상승*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생산은 전기대비 GDP, 유가는 분기평균 WTI, 금융여건은 주가수익률 변동성(equity
volatility), 환율은 명목실효환율(NEER) 변화율(상승은 자국통화절하를 의미)을 통해 측정

return

- 생산감소 및 유가하락은 인플레이션 하방 꼬리 리스크를, 환율상승은 상방 꼬리 리
스크를 확대시키며, 금융여건 악화는 상·하방 꼬리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
ㅇ 선진국에서는 하방 꼬리 리스크가 확대된 반면, 신흥국에서는 상·하방 꼬리 리스크가
모두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선진국의 경우 생산감소,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하방 꼬리 리스크가 확
대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제로금리를 (재)도입한 국가(미국, 영국)의 경우 리스
크가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의 경우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꼬리 리스크가, 금융여건 악화의 영향으
로 상·하방 꼬리 리스크가 동시에 증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하방 꼬리 리스크가
모두 확대
인플레이션 꼬리 리스크 변동에 대한 요인별 영향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거시경제
③ “Multimodality in Macro-Financial Dynamic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5088
저자: Nina Boyarchenko(FRB of New York), Tobias Adrian(IMF), Domenico Giannone
(Amazon)

【핵심내용】
ㅇ 실물경제와 금융상황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이 축적됨에 따
라 동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 금융상황이 완화적일 경우 실물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나, 금융상황이 긴축적일 경우 거시-금융 간
연계성(macro-financial linkage)으로 인해 장기간의 깊은 침체를 겪을 수 있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

ㅇ 이에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상황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
를 추정하고, 금융상황이 악화될(tightened) 때 나타나는 다봉현상(multimodality)*을 분석
*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융여건이 완화적(easy)인 좋은 균형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낮고 금융여건이 악화
되는 나쁜 균형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여 결합분포가 다봉형태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

- 커널 추정법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GDP성장률과 금융상황(NFCI지수)의 결합
분포를 추정하고, 동 모형의 예측 성과를 선형 VAR 모형과 비교·평가
ㅇ 미국 시계열 자료 분석 결과, 평상시에는 실물-금융의 결합분포가 단봉의 정규(Gaussian)
분포를 보이는 반면, 금융상황이 악화된 경우 다봉형태의 결합분포가 나타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금융위축 시기에는 다봉현상이 2~4분기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GDP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클 가능성을 지적
- 따라서 경제가 나쁜 균형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단봉 분포로 신속히 회복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함을 주장
- 한편 밀도충격반응*(Density Impulse Response) 분석 결과, 금융상황이 개선되는 충격
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감소하고 단봉분포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
타나,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금융여건의 완화가 긴요함을 시사
* 결합분포에 변동(perturbation) 충격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미래 결합분포의 변화(Gallant 외(1993))

ㅇ 또한 비모수 추정법은 전통적인 선형 VAR 모형에 비해 표본 외 예측의 성과가 더욱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결합분포의 다봉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상황이 악화된 경우 전통적 선형 VAR에 근거한 전망치(point estimate)에 편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합분포 자체의 동학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
ㅇ 본 연구는 실물-금융 결합분포에 나타나는 다봉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금융위
축기에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Non Parametric Kernel Estimation, Density Impulse Response

거시경제
④ “Financial Fragility in the Covid-19 Crisis: The Case of Investment

Funds in Corporate Bond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7559
저자: Antonio Falato(FRB), Itay Goldstein(Pennsylvania大), Ali Hortaҁsu(Chicago大)
【핵심내용】
ㅇ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에 투자한 ETF, 뮤추얼펀드의 규모가 증가하며 자금시장이 발
달하였으나, 이로 인해 금융취약성(Financial fragility)도 높아졌다는 문제가 제기
- Goldstein등(2017)에 따르면 해당 시장에서 투자자간 존재하는 전략적 보완성
*
(Strategic complementary) 으로 인해 위기시 일시에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
* 회사채에 대한 뮤추얼펀드는 상환(현금화)시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당 비용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도 전가됨에 따라 위기시 투자자들에게 상환행위가 우월전략이 되는 현상이 발생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시 미국 회사채 시장의 자금유출 * 현상을 분위회귀
모형 및 선형확률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자금유출의 핵심요인을 제시
- 미국의 투자리서치회사인 Morningstar에서 제공한 회사채 투자자금의 일별 유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자금유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 코로나19 위기
기간을 더미변수로 추가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위기는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유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대규모
자금유출을 발생시킬 확률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2월이후 유출 규모는 분석기간 평균(19.1월 ~ 20.4월)대비 30~60bp 증가하였으며,
대규모유출(유출규모 분포의 하위10% 수준으로 정의)이 발생할 확률도 10%p이상 증가
ㅇ 추가적으로 자금별 특성을 고려*한 결과, 자금의 비유동성(illiquidity)과 헐값매각에 대
한 취약성(vulnerability)이 자금유출의 핵심요인인 것으로 분석
* 자금별 유동성(Roll(1984)), 헐값매각에 대한 취약성(Fatalo등(2019))을 나타내는 지표에 따라 표본을 구분
(sample-spilt)하고 각 표본별 기본모형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위기가 자본유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

- 헐값매각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경우 유사한 자산의 가격하락이 해당 자산으로 파
급되면서 자금유출 규모가 증가했으며,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유출이 초기에
발생하고 규모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ㅇ 이에 대응한 연준의 회사채 매입 정책(PMCCF, SMCCF)은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화시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실제 회사채 매입 전인 3월 마지막주부터 자금유출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의 공표만으로도 시장 안정화 효과(announcement effect)가 발생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회사채 자금시장의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정책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이 의의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Linear Probability Model

미시제도
⑤ “Firms, Failures, and Fluctuations: The Macroeconomics of Supply

Chain Disruptio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565
저자: Daron Acemoglu(MIT), Alireza Tahbaz-Salehi(Kellogg School of Management)
【핵심내용】
ㅇ 현대 경제는 여러 단계(layers)에서 다양한 공급 업체들이 서로 특정한 맞춤형
(customized) 관계를 맺는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공급망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공급망이 중단되
면서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
- 본 논문은 경제에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기업실패(firm failures)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가 어떻게 충격을 증폭시키는지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연구
ㅇ 분석 결과,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그 영향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충격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시장에
서 퇴출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맞춤형 중간재를 공급받던 기업도 연쇄적으로 영향
을 받음
- 이러한 연쇄 반응은 최종적으로 소비재 생산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
라 소비자 잉여까지 줄어들게 됨
- 즉, 현대 경제의 복잡다단한 공급망에서는 부정적 충격에 의한 경기 감소폭이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ㅇ 한편, 긍정적 충격에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음
- 전방참여기업(upstream firm)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던 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
면 해당 기업은 중간재 수요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전방참여기업들이 퇴출될 가능
성이 있음
- 만약 초기에 발생한 생산성 증대 이익보다 전방참여기업의 퇴출과 이로 인한 공급
망 훼손이 초래하는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경기가 오히려 악화됨
ㅇ 본 논문은 공급망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경기변동 완화를 위
한 거시경제 정책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Game theory

미시제도
⑥ “Bank Complexity, Governance, and Risk”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547
저자: Ricardo Correa(FRB of Governors), Linda S. Goldberg(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1996~2018년 기간의 미국 내 은행지주회사의 분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은행지주회사의 복잡성*과 은행 리스크 간의 관계를 분석
* 복잡성(complexity)은 은행지주회사가 수익구조 다변화, 금융의 시너지를 추구함에 따라 금융중개 범
위가 확대되고 기업구조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의미

- 복잡성은 조직 규모(자회사 수), 사업 영역(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 비중 등), 지리적 영역
*
(사업 국가 수 등)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리스크는 유동성, 비체계적 , 체
**
계적 리스크 에 대한 노출 정도를 개별 측정
* 비체계적 리스크(idiosyncratic risk) : 개별 기업의 고유 특성(업황, 경영실적 등)에 의한 리스크
** 체계적 리스크(systematic risk) :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기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

ㅇ 분석 결과, 조직규모와 사업영역 측면의 복잡성이 높아지면 은행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가 다변화되어 유동성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금융시장 전체에 대
한 노출도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 리스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은행지주회사는 복잡성 증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최적 수준의
복잡성을 선택해야 함
ㅇ 한편, 본 논문은 경영 투명성과 금융개혁법안(Dodd Frank Consumer Protection Act
2010)*이 은행지주회사의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
* 은행지주회사 파산 시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직을 청산할 수 있는 계획서(정리의향서
[living will], 정리계획[resolution plan])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대리인 비용이 낮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수익 다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복잡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개혁법안은 은행지주회사 파산 시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가 사
전에 내재화(internalize)하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과도한 영업 확장을 억제함에
따라 복잡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동 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억제함에 따라 유동성 리스
크를 높이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국제경제
⑦ “COVID-19 and Emerging Markets: An Epidemiological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Capital Flows”
출처: IMF, Working Paper 20/133
저자: Cem Cakmakli, Selva Demiralp(Koc大), Sebnem
Sevcan Yesiltas, Muhammed A.Yildirim(Koc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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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ㅇ 본고는 COVID-19 팬데믹이 신흥국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모
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
- 팬데믹 충격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국에 미칠 파급영향과 전면적인 봉쇄
정책(full lockdown)을 통한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
ㅇ 대표적인 신흥국 소규모 개방경제인 터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SIR-multi-sector-macro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널리 쓰이는 Susceptible-Infedcted-Recovered(SIR) 모
형을 국제 투입산출구조를 감안하여 확장

- 아울러 COVID-19 팬데믹 충격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지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ㅇ 모형분석 결과, COVID-19 감염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며 특히 해외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충격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파급
* 공급충격은 공장폐쇄,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공급감소를, 수요충격은 경기위축으로 인한 국내·외 수요
감소를 의미

-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시행할 경우 GDP가 전분기 대비 17%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적 비용과 사상자 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39일간의 전면적인 봉쇄가 최적 정책으로 나타남

ㅇ 실증분석 결과, 국제 생산 네트워크 연관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
- COVID-19 팬데믹으로 해외 자본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
ㅇ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밀접하게 연결된 신흥국 소규모 개방경제는 COVID-19 팬데믹
충격에 더 취약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 봉쇄 정책과 더불어 국
제 공조를 통한 자금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IR-multi-sector-macro Model

국제경제
⑧ “Patterns in Invoicing Currency in Global Trade”
출처: IMF, Working Paper 20/126
저자: Emine Boz, Gita Gopinath, Tra Nguyen(IMF), Georgios Georgiadis, Helena
Le Mezo, Arnaud Mehl(ECB), Camila Casas(Banco de la República)
【핵심내용】
ㅇ 본고는 1990~2019년에 걸친 102개 국가의 무역 결제통화(invoicing currency) 비중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뒤, 글로벌 교역의 중심 결제통화로서의 US 달러(이하 ‘USD’)
와 유로화의 역할을 분석
- 글로벌 교역의 결제통화로서 USD 및 유로화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USD 및 유로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해당국 수입물가 및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
을 패널회귀 분석
ㅇ 교역 결제통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USD와 유로화는 글로벌 결제통화로서 여타 통화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교역 결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 및 유로 지역이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SD 및 유로화 결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USD가 글로벌 교역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
는 비중에 비해 크게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USD가 국제 교역의 중심 결제통화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유로화의 경우 일부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 결제통화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중심 결제통화로 활용되고 있음
ㅇ 개별 국가의 USD 및 유로화에 대한 교역 결제 의존도가 해당국 수입물가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통화에 대한 결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통화가치 변화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USD 및 유로화 결제 비중이 높을수록 각 통화가치의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전
가(pass-through)되는 정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USD는 여타 통화에
비해 전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개별 국가의 통화에 대한 USD 및 유로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

- 한편, USD 결제 비중이 높을수록 USD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규모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확대된 반면, 유로화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석에서 유의성이 없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결제통화로서 USD는 미국의 글로벌 교역 비중을 감안
할 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USD 결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입물가 및
교역 규모가 달러의 가치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⑨ “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Population Scenarios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2017 to 2100 : a Forecasting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저자: Stein Emil Vollset(Washington大)

【핵심내용】
ㅇ 북한의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전체 인구는 2028년 정점에 이
르고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1,300만) 수준에 미칠 것이라는 인구추계 결과를 발표
- 북한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대체출산율 2.1보다 낮은 출산
율(2017년 1.32)이 2100년까지 유지될 것이라 가정한 데 따른 결과임
ㅇ 본고는 UN인구국(UNPD)에서 제공하는 2100년까지의 인구 추계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나타나는 생애출산율(TFR)의 특성을 반영
- 특정년도의 인구는 전년도의 인구에 생애출산율에 따른 출생아 수, 사망률에 따른
사망자 수, 이민율에 따른 인구이동 등 3가지 변수의 합으로 산출
- 다만 국가별 이민자 수는 1,000명당 2명 내외 수준으로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인구
추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번 인구추계는 생애출산율이 소득증가와 피임법의 개선으로 개인의 선택이 출산
에 있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ㅇ 세계 인구는 당분간 증가하다가 2064년 97억명을 정점으로 2100년 88억명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UN의 기존 연구에 비하여 21억명 낮은 수준
- 소득수준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어 출산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여 인구를 추계한 결과임
- 다만 출산율 추이가 반등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북아시아 국
가들의 사례는 개인의 선택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함을 보여줌
ㅇ 북한은 이미 출산율이 낮고 저소득 국가임에도 교육수준이 높으며, 동북아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저출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
- 현재 북한은 임금에 비하여 학력이 높으며, 지속가능한 개발(SDG)을 위해 환경 및
교육에 투자하면 출산율이 1.22로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
ㅇ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가능인구를 줄여 장기 GDP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
한의 고령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
⑩ “Housing

Market Value Impairment from Future Sea-level Rise
Inundation”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Research Working Papers 2020-05
저자: David Rodziewicz(FRB of Kansas City), Christopher J. Amante(NOAA), Jacob
Dice(FRB of Kansas City), Eugene Wahl(NOAA)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해수면의 상승이 미국의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 미국 인구의 약 40%가 연안 지역에 거주하므로, 정부나 규제·감독 당국, 금융기관,
투자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ㅇ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미국 15개 해안 도시에서 발생할 주택시장의 손실을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별로 추정
- 분석 자료는 지역별 해수면 상승 예측 확률분포 데이터,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해안 디지털 고도 모형(coastal digital elevation model) 데이터 등을 활용
- 해당 지역 내 540만 개 주택의 지리,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별 침수 시점을 예상하고, 침수되는 순간 주택 가치를 0으로 설정
-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지역별 주
택시장의 손실을 추정·비교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5차 보고서에서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농도값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

ㅇ 분석 결과, 2100년까지 15개 도시에서 평균 9,000~22,000개의 주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RCP 2.6(CO2 농도 420ppm) 하에서 2,000~27,700, RCP 4.5(540ppm) 하에서
3,200~38,700, RCP 8.5(940ppm) 하에서는 6,700~77,200개의 주택 손실이 예상됨
- 대도시에 주택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형이 상승하는 도시(뉴욕 등)보다 저지대에
주택이 집중되고 지형이 평탄한 도시(마이애미 등)에서의 손실이 크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피해를 수량화하고 그 시기를 구체화함
으로써 대응책의 시기 및 정도를 설정하는 것에 기여
- 다만, 침수 리스크의 상승으로 인한 가치의 손실 등 침수 발생 이전의 잠재적 피해
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Climat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