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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How

Economic Crises Affect Inflation Beliefs: Evidence from the
COVID-19 Pandemic”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저자: Olivier Armantier, Gizem Kosar, Rachel Pomerantz, Giorgio Topa, Wilbert
van der Klaauw(FRB of New York), Daphne Skandalis(Copenhagen大), Kyle Smith
(New York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뉴욕 연준의 소비자 기대 조사(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SCE)* 결
과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미국 가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불확실성
(uncertainty) 및 의견불일치(disagreem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14∼2020년 중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CE가 각 응답자 별로 단기(향후 1년) 및 장기(향후 3년)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분포 전체(each respondent‘s entire distribution of belief)를 조사하고
있어 각 응답자 별로 느끼는 불확실성과 응답자 간 의견불일치 구분이 가능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의 평균 기대인플레이션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으
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의견불일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매우 큰 폭으로
확대
- 상당 수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공급충격으로 인식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수요충격으로 인식하여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디
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대인플레이션에 양극화(polarization) 현상
이 발생*
* 2020.8월 기준으로 양극화 현상은 소폭 완화되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

- 그러므로 평균 기대인플레이션만 보고 판단할 경우 현실을 잘못 이해(misleading)할
가능성
ㅇ 또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증가는 사람들의 경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1%p 확대되면 긴급자금지원금 수령액 중 저축비중이 1.6∼
1.8%p 증가
ㅇ 한편 인구적 특성(나이, 성별, 인종, 가족구성, 가계수입, 교육, 경제지식 등)에 따른 기대인플레
이션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코로나19 이후 더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
았으나,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Local Linear Regression

금융통화
② “Small Business Lending during COVID-19”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2020-35
저자: Remy Beauregard, Jose A. Lopez, Mark M. Spiegel(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개별은행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금년 상반기 중 미국의 은행 규모별
총대출 및 소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및 PPP 유동성 제도(PPP Liquidity Facility, 이하 PPPLF)** 도입의 효과를 실증분석
* 비농업·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담보된 100만 달러 이하의 상업대출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농업
대출을 포함
** PPP는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해당기업이 직원 수, 급여 등에 대한 특정 조건을 만
족할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PPPLF는 은행들이 PPP대출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하인 경우 소형은행(4,247개), 100억~1000억 달러인 경우 중형
은행(641개), 10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대형은행(138개)으로 분류
-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형은행 7.6%, 중형은행 12.1%, 대형은행 80.3%로
대형은행 비중이 매우 크지만, 소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소형은행
25.3%, 중형은행 22.4%, 대형은행 52.2%로 소형은행의 역할이 크게 증대
ㅇ PPP 도입 이후 은행의 총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소형은행은 11.6%p, 중형은행은
9%p 높게 나타났으나, 대형은행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은행의 개별 특성(유동자산 비중, 자기자본비율 등)에 따라 예상되는 수준 대비(%p)로 표시(이하 동일)

- 그러나 PPP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대출의 경우 예상 수준보다 소형은행은 23.2%p,
중형은행은 37.7%p, 대형은행은 34.9%p 높은 증가율을 기록
ㅇ 소형·중형·대형은행의 소기업대출 중 PPP 대출의 비중은 각각 35%, 54%, 56%를 차
지하는 등 은행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PPP에 적극 참여
- PPP 참여는 평균적으로 은행들의 소기업대출 증가율 중 20%p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PPP가 소기업 자금 지원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
ㅇ 연준의 PPPLF도 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PPP 참여를 촉진하여 소기업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소형은행의 경우 PPP 대출 중 25%가 PPPLF 이용 시 담보로 활용되었으며, 중·대
형 은행의 경우 각각 20% 및 7%가 담보로 활용
-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PPPLF가 은행의 PPP 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형은행의 PPP 참여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거시경제
③ “Nowcasting Business Cycle Turning Points with Stock Networks and

Machine Learning”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494
저자: Andres Azqueta-Gavaldon, Dominik Hirschbühl, Luca Onorante, Lorena
Saiz(EC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경기국면(호황·불황)에 대한
실시간 전망(nowcasting)을 시행
* 자료나 정보로부터 패턴을 학습한 후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기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

- 경기국면 분류를 위해 2-상태 모형(two state model)과 3-상태 모형(three state model)
을 설정*하고, 주식시장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전망의 성과를 평가
* 2-상태 모형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양(+) 혹은 음(-)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경기국면을 분류하였으며,
3-상태 모형은 고성장(3%이상), 저성장(0~3%), 경기침체(0%미만)로 경기국면을 분류
** 기업 주가간 연계성(connectedness)은 경기변동의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ㅇ 미국 자료(1980~2019년)를 분석한 결과, 기계학습 기법을 통한 실시간 전망은 경기침
체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2-상태 모형의 경우 제조업, 운송업, 그리고 금융업(주로 보험) 부문의 정보를 통
해, ② 3-상태 모형의 경우 금융 · 보험업 · 소매업 부문의 정보를 통해 경기침체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ㅇ 동 분석 결과는 기업간 연계성*에 대한 방대한 정보(5,002개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경기 전
망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함을 시사
* S&P500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주가의 동적 연결망(dynamic network)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식별

- 기업간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기업·산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를 파악하고 충격의 전달경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
- 특히 경기침체기에 기업간 주가 연계성이 높아, 개별 기업의 고유 충격(idiosyncratic
shock)이 기업 간 전파를 통해 경제에 광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함을 발견
ㅇ 본 연구는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경기순환 국면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실시간 전망의 새로운 분석기법(tool)을 제시
- 기업 주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거시 집계
자료로 탐지하기 힘든 풍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Machine Learning

거시경제
④ “How News Affects Sectoral Stock Prices through Earnings Expectations

and Risk Premia”
출처: ECB, Working Paper No. 2493
저자: Anna Kirstine Hvid(DNB), Kristian Kristiansen(ECB)
【핵심내용】
ㅇ 주식시장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스 발표 이후 주가가
변하는 이유가 산업별로 상이할 가능성도 제기
- 주식 발행 기업의 실적(earning)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석시 이를 고려할 필요
ㅇ 본 연구는 유로 지역의 산업별 주가를 기대실적(earning expectation)과 리스크 프리미
엄으로 분해하고 각 부문별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
- 언론 기사를 통해 뉴스심리(news sentiment) 지수를 도출*하고, 베이지안 VAR 모형**
으로 심리지수 충격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분석
* 2000~2018년간 톰슨로이터의 경제전반, 산업별 기사에서 긍정적, 부정적 어조의 단어를 추출하여 경
제전반, 산업-특정적 수준의 뉴스심리 지수를 도출
** 경제전반, 산업-특정적 뉴스 심리지수, 주가 순으로 외생성을 가정한 3변수 VAR 모형을 사용하는
한편 주가 대신 세부항목인 리스크 프리미엄, 기대 실적을 활용한 모형도 설정

ㅇ 뉴스심리 지수 도출시, 모든 산업에서 평균이 음(-)으로 시산되었으며 금융 산업의
평균이 가장 낮아 분석기간 중 금융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음을 시사
- 특히, 금융 산업에 대한 뉴스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락한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ㅇ 충격반응분석 결과, 경제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충격은 모든 산업의 주가를 상
승시켰으나 산업별로 주가 상승의 요인이 상이했음
-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기대실적 증가와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금융 산업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의 감소만이 주가 상승에 기여
- 원인으로는 금융 산업의 경우 현금흐름이 복잡하여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 실적으로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제시
ㅇ 각 산업-특정적인(sector-specific) 뉴스 충격에도 금융 산업 주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시산
- 이는 금융기업들의 자산구성이 유사하여 단일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도 여타
기업으로 전파되는 것이 용이한 데 기인
ㅇ 본고는 뉴스 충격에 대한 주가의 구성요소별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금융 산업
에서의 반응이 여타 산업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Bayesian VAR

미시제도
⑤ “Designing Efficient Contact Tracing through Risk-based Quarantin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135
저자: Andrew Perrault(Harvard大), Marie Charpignon, Jonathan Gruber(MIT),
Milind Tambe, Maimuna Majumder(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기존 코로나19 방역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염을
RBQ(risk-based quarantine)  방역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

예방할

수

있는

*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집단(접촉장소 등)별로 나누어 n일 동안 격리하여 관찰하며, n일 간 아무도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집단은 격리를 해제하고 필수검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상 여부만 모니터링

- 기존의 방법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전원 접촉일로부터 2주간 격리하고 확진 여
부를 검사하지만, 동 방법은 확진자가 많을 경우 시간적(2주 간 격리), 금전적(검사비) 비
용이 크다는 한계가 있음
ㅇ RBQ는 전염의 핵심이 되는 집단 위주로 격리, 검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20%가 전체 감염의 80%를 일으키므로 감염력이 매우 높은 전
파자(Highly transmissive, HI)만 관리해도 전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확진자가 다녀간 대규모 집단에서 아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확진자는 HI일 가능성이 낮으므로 해당 집단의 격리를 해제하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
ㅇ 모든 접촉자를 격리하는 방법(①), 모든 접촉자를 검사하는 방법(②)과 RBQ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 결과, RBQ는 ①보다는 격리시간을, ②보다는 감염전파를 줄
였으며 금전적 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아래 표 참고)
- ①의 경우 감염자(-31.9%)와 사망자 수(-17.5%)는 많이 낮출 수 있으나 평균 격리일
(62.1일)이 너무 길고, ②의 경우 평균 격리일(14.9일)은 많이 낮출 수 있으나 감염자
(-13.9%)와 사망자 수(-5.8%)를 크게 낮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RBQ는 ①에 비해 평균 격리일(36.1일)을 크게 축소하면서 ②에 비해 감염자(-26.5%)
와 사망자 수(-13.1%)도 낮출 수 있고 금전적 비용($144)도 가장 낮음
- 약간의 금전적 비용이 추가되는 RBQ 모니터링  의 경우에는 감염자(-28.9%), 사망자
수(-15.3%) 감소 폭이 더욱 확대
* 각 접촉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매일 증상 여부를 체크
감염자 수

사망자 수

평균 격리일

Baseline

1.36

0.0274

0.0

0

①
(모든 접촉자 격리)
②
(모든 접촉자 검사)

0.92
(-31.9%)
1.17
(-13.9%)
1.00
(-26.5%)
0.97
(-28.9%)

0.0226
(-17.5%)
0.0258
(-5.8%)
0.0238
(-13.1%)
0.0232
(-15.3%)

62.1

189

14.9

1,630

36.1

144

36.1

208

RBQ
RBQ
(모니터링)

【분석방법론】 Agent Based Branching Process Model

비용($)

미시제도
⑥ "The Inexorable Recoveries of US Unemploy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111
저자: Robert E. Hall(Stanford university), Marianna Kudlyak(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1948~2019년간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자연실
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
* 자연실업률(또는 물가안정실업률)은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하
며, 선행연구에서는 자연실업률이 인구구조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변동성이 낮고 일정한 수준에서 유
지되는 것으로 평가

ㅇ 분석 기간 중 실업률은 총 10차례 등락을 보였으며, 실업률의 상승과 하락국면에서
비대칭적인 양상이 관찰됨
- 대규모의 부정적 충격 발생 시 실업률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경기회
복 국면에서의 실업률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낮아짐(rise like a rocket and falls like
a feather)*
*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회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1월까지이며, 동 기간 중
실업률은 10%에서 3.5%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

ㅇ 실업률을 로그로 변환하면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기울기가 비슷한 우하향 직선의 형
태를 띠었는데 이는 실업률 회복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시사
- 최근 7차례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실업률이 회복하는 속도를 추정한 결과, 실업률은
매해 전년 수준 대비 10분의 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올해 실업률이 10%이면 이듬해에 실업률은 1%p 하락한 9%를 기록하고, 2년 뒤에는
0.9%p(0.1*9%) 하락한 8.1%를 기록

- 이러한 결과는 7차례의 경기회복 국면과 인구 특성(성별, 인종, 연령 등)에 상관없이 안
정적으로 발생
ㅇ 한편,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업률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자연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 국면에서 자연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의 하향 추세를 따라 동
반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물가상승률이 0.20%p 미만일 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로 추정

- 이는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자연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강
조한 Gali et al.(2011)의 결과와도 부합
ㅇ 저자들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자연실업률이 실제 실업률과 동조적으로 변화한다는 사
실을 통해 최소한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자연실업률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
을 가능성을 있음을 주장
【분석방법론】 Markov Regime-Switching Model

국제경제
⑦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and Output”
출처: FRB of Chicago, Working Paper 2020-30
저자: Yun Jung Kim(Sogang 大), Jing Zhang(FRB of Chicago)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부채(정부부채+민간부채) 수준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이론 모형 및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
* 전 세계 72개국 총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70년 84.8%에서 2014년 168.6%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 표준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부채와 GDP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예측
- 1970년~2014년 기간 중 72개국(선진국 21개국, 개도국 51개국)의 패널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VAR 분석을 통해 부채와 GDP 간의 관계를 추정
ㅇ 실증 분석의 결과, 부채/GDP 비율과 GDP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론 모형에서는 GDP 증가 시 개도국의 부채/GDP 비율이 증가하고, 부채/GDP 비
율이 증가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 실증분석에서는 GDP가 증가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부채/GDP 비율이 감소하고
부채/GDP 비율이 증가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이론 모형이 금융 마찰과 명목 경직성, 그리고 민간부채와 정부부채
간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에 주로 기인
ㅇ 한편, 부채와 GDP 간의 관계는 채무의 주체(민간·정부), 자금 조달방식(국내조달·해외조달),
환율제도(변동·고정)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GDP가 증가할 때 정부부채는 감소하는 반면 민간부채는 증가하며, 민간부채의 증가
는 GDP를 감소시키는 반면 정부부채의 증가는 G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GDP가 증가할 때 국내조달부채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조달부채는 유의한 변화가 없
으며, 국내조달부채 증가 시보다 해외조달부채 증가 시 GDP 감소 폭이 더 확대
- 부채가 증가할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와 달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
의 GDP는 단기적으로 증가한 후 중기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
* 이론 모형에서는 고정환율제도의 명목 경직성을 감안하지 않아 실증분석과 괴리가 존재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부채와 GDP 간 관계가 부채의 구성, 경제발전 수준, 경제제도 등
국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VAR

국제경제
⑧ "Local Sectoral Specialization in a Warming World"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491
저자: Bruno Conte(University Autonoma de Barcelona), Klaus Desmet, David Krisztian
Nagy, Esteban Rossi-Hasnberg(CEPR)
【핵심내용】
ㅇ 본고는 지구온난화가 유발하는 경제적 지형(economic geography)의 변동을 분석
- 무역과 이민을 고려*한 동태 공간 모형(dynamic spatial model)을 활용하여 향후 200년
에 걸쳐 예상되는 기후변화가 인구 분포, 생산성, 특화 산업(농업-비농업으로 구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 및 산업 부문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과 이민은 기후변화에 대
한 중요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역할
** 기후변화에 민감한 대표적인 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을 농업과 비농업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CPP에서 상정한 RCP 8.5(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속)를 가정

- 무역 비용에 따라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무역
비용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
ㅇ 분석 결과, 기온 상승은 향후 200년에 걸쳐 많은 인구 및 경제 활동을 시베리아, 캐나
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반구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의 경우 현재의 중심지(남아메리
카, 인도, 중국 동부지역 등)보다 북쪽 지역(캐나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특화 지역이 이
동할 가능성
- 또한, 농업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캐나다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되면서 전반적으
로 생산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 반면, 비농업의 경우 생산 최적온도가 평균적으로 농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동 산업의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무역 비용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구이동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 비용이 높을수록 특화 산업 조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인구의 이동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짐
- 또한, 무역 비용이 높을수록 농업은 여러 지역에 걸쳐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거래비용의 존재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농업이 특화되기보다는 거주지와
가까운 다양한 지역에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데 기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가 충분히 저감되지 않고 현재 추세로 배출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인구, 생산성, 산업생산(특히 농업) 등에서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ynamic Spatial Model

동북아경제
⑨ “North Korean Women as New Economic Agents : Drivers and
Consequences”
출처: Issue & Policy Briefs
저자: Sung Kyung Kim(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핵심내용】
ㅇ 지속적인 경제난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인하여 북한에서 여성이 주요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본고는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분석
-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감소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식량
배급체계가 붕괴되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시작
- 북한에서는 ‘농민시장’ 등 자생적 시장경제 체제가 존재하였으나, 2002년 북한에서
자릿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장마당을 허용함에 따라 시장거래가 대규모로 확산
ㅇ 북한의 기존 중공업 중심 산업구조 하에서 여성은 부수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경제환경이 급변하자 오히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계기가 됨
- 전후복구 과정에서 북한은 중공업 중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공
업 부문에서 일하던 대다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부수적인 수준에서 머무름
- 하지만 장마당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
여 자본을 축적한 ‘돈주’가 탄생하였고 장마당의 주요 참여자인 여성의 지위가 상승
- 남성들은 주로 공공영역에 속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가족 부양 및 육아의
의무를 떠맡은 여성들은 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이동이 자유로워 비공식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ㅇ 경제부문에서 여성의 지위 확대는 두드러지나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여성의 지위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가족관계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발생
- 올해 북한 당국은 삼지연시 건설에 기여한 18명을 포상하였는데, 이 중 10명이 여
성이었고 포상자들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재와 자본을 공급한 돈주로 추정
- 다만 북한에 잔존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이 경제력을 획득하여도 정치권
력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확대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북한에서 경제활동은 공공영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정치 권력과의 연관이 필수적

- 자유연애가 확대되고 이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
-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COVID-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제
무역량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 변화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