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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
① “Corporate Debt Maturity and Monetary Policy”
출처: FRB of Boston, Current Policy Perspectives
저자: Falk Bräuning, José L. Fillat, and J. Christina Wang(FRB of Boston)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에 의하여 유발된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의 만기 구조와 신용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채구조 조정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

- 똑같은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발생해도 제로금리 하한 이전 시기와 제로금리 하한
시기에 따라 상이한 경제 상황 및 통화정책 운용 결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
로 두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
*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시기를 포함한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기간을 대상
으로 하고 있음. 제로금리 하한 이전 시기에는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경제 활황을 제어하기 위한 단
기 정책금리 인상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제로금리 하한 시기의 수익률 곡선 평탄화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통 방식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일 수 있음

ㅇ 분석 결과 통화정책에 의해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될 경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시
만기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로금리 하한 이전과 해당 시기 여부에 따라 차
이가 존재
- 제로금리 하한 이전 시기에는 미 국채의 기간 스프레드가 1%p 감소할 경우 기업은
회사채 발행 시 만기를 2.8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
드도 1.7%p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제로금리 하한 해당 시기에는 미 국채의 기간 스프레드 감소가 회사채의 만기 연장
및 신용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한 2008년 4분기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그 이후 영향력은 점차 감소
- 통화정책에 의하여 변화된 기간 스프레드에 대하여 기업들은 발행 부채의 만기 조
정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임
ㅇ 수익률 곡선 평탄화에 대한 기업들의 부채구조 조정 반응 등은 기업의 규모 및 위험
도 등 기업들의 이질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대규모의 기업은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와 상관없이 장
기 금리 하락에 의한 수익률 곡선 평탄화에 의하여 이득을 얻으며, 신용 스프레드
감소로 인한 이득도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위험도가 높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 발행 시 만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기업들이 부채 구조 조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고용 유지 또는 증대, 배당금 배분 등을 통해
소비 진작 및 타 회사의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거시경제
② “Assessing the Fiscal Implications of Banking Crises”
출처: BIS Working Paper No.893
저자: Claudio Borio, Juan Contreras and Fabrizio Zampolli(BIS)
【핵심내용】
ㅇ 금융위기 발생시 막대한 재정비용이 소요되는데, 해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
과 향후 소요될 재정비용을 파악할 필요
- 특히, 파산한 금융기관 인수, 정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뿐 아니라 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재정비용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
ㅇ 본 연구는 국가별 데이터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재정비용(fiscal cost)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정비용의 추이를 예측
- 67개국의 금융위기 전후 재정비용*과 민간신용, 외환보유고 등의 변수간 관계를 분
석했으며,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미래 재정비용의 분포를 도출
* 금융위기 발생(t기) 전후 GDP 대비 정부부채(t-1기에서 t+4기까지, 누적)의 변화로 정의

ㅇ 표본내(In-sample) 분석시 민간신용, 외환보유고는 각각 재정비용을 증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GDP대비 민간신용 10%p 증가시 재정비용이 6 ~ 8%만큼 증가, GDP대비 외환보유
고 1%p 증가시 재정비용이 3.8 ~ 5.1% 감소하는 관계가 도출됨
ㅇ 상기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분위회귀 모형*을 통해 향후 재정비용의 분포를 추
산한 결과, 2018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재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
* Adrian(2019, AER)의 방법론을 적용, 해당 연구에서는 금융변수를 활용하여 향후 GDP 성장률의 분
포를 추정하여 하방리스크를 예측

- 국가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20% 규모의 재정비용이 소요되며, 5% 확률로 GDP
대비 40% 이상의 재정비용도 소요될 가능성
ㅇ 표본내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민간신용은 향후 재정비용의 상방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외환보유고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2007년 은행의 자기자본이 2017년 수준으로 높은 상황을 가정하면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재정비용이 GDP 대비 7%p 감소(국가별 평균)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ㅇ 본 연구는 위기 시 막대한 재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시 재정 여력 확보가 중요
함을 제시했으며, 재정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건전성 감독(자본 규제 등)의 필요성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Quantile Regression

거시경제
③ “How Should Tax Progressivity Respond to Rising Income Inequalit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06
저자: Jonathan Heathcote(FRB of Minneapolis), Kjetil Storesletten(Oslo大), Giovanni
L. Violante(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미국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재분배정책이 점차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러한 통념과 달리 미국 조세체계의 누진성(progressivity)은 증가
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Piketty and Saez, 2007; Ferriere and Navarro, 2020 등)
ㅇ 본 연구는 이질적 경제주체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모형을 통해 조세
체계의 최적 누진성을 분석*하고, 미국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평가
* 누진도를 나타내는 모수(  )를 이용하며,  값이 클수록 누진적임

-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①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와 ②외
생적인 노동생산성 충격으로 모형화한 후,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 누진세를 탐색
ㅇ 모형의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일 경우 누진성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누진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자원배분 왜곡효과(인적자본 축적 저하와
산출량 감소 등)가 더 크게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
ㅇ 한편 소득불평등이 개별적으로 대비가 불가능한(uninsurable) 노동생산성 충격에서 비롯
되었다면,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 정부개입 없이도 경제주체들이 충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면(insurable), 누진세 강화를 통한 재분
배정책은 불필요할 수 있음(redundant)

- 이는 누진세가 소득재분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기능함을 시사
ㅇ 미국 자료를 캘리브레이션한 결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적 누진도(  )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실제 미국의 누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최적 누진도(  )는 1980년에 비해 2016년에 약하게나마 감소*(0.181→0.161)하였으며,
미국의 조세체계 누진도는 동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0.186→0.186)
* 동 누진도 감소폭은 한계세율이 평균적으로 약 1.6%p 하락하는 수준

ㅇ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불평등의 발생 원인에 따라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조절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미시제도
④ “Is the Federal Reserve Contributing to Economic Inequality?”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 2020-32
저자: Mary C. Daly(President of 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경제 등 여러 어려움 하에서 동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지난 40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약 20% 증가에 그친 반면, 10분위 가구의 소득
은 약 66% 증가했고, 2019년 미국 성인 상위 10%의 소득은 경제 전체 소득의 약
50%를 차지
ㅇ Fed는 통화정책으로 최대고용 및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경제
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포용적 경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
- 이는 효과적인 통화정책으로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증대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제주체가 지속가능한 소득과 부의 창출 혜택을 누
릴 수 있기 때문
ㅇ 2008년 대침체 시기의 경우 Fed는 경기회복이 확연해질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기록적인
저실업률 달성에 일조
- 이 과정에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임금과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고 부유한 가
구에 비해 가난한 가구의 순자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인종 간 실업 격차도
줄어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음
ㅇ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여 포용적 경제를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Fed는 지속적
으로 기존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있음
* 2012년 「통화정책 장기목표와 전략에 관한 선언문(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을 발표한 이후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동 선언문의 내
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수정은 지난 8월에 이루어졌음

- 최대고용은 하나의 고정(fixed)된 목표치보다는 실업률, 임금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
하여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물가안정
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통화정
책의 유연성을 제고
* 현재 미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연간 2% 상승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목
표 달성 기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Fed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경제적 불평
등 축소를 위해서는 보건 증진, 교육 개선, 디지털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전체
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미시제도
⑤ “How Did Depositors Respond to COVID-19”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964
저자: Ross Levine(UC Berkeley), Chen Lin, Mingzhu Tai, Wensi Xie(Hong Kong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2019년과 2020년의 1~4월간 카운티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은행 지점
별 예금금리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초반 미국에서 급격히 증가*
한 예금 규모에 코로나19 확산이 미친 영향을 파악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3월 초부터 미국 내 은행의 예금 규모가 급증하여, 4월
말 총 예금액은 1월($13조) 대비 15% 증가한 $15조를 기록

- 예금의 경우 지역별, 기간별로 세분화된 미시 데이터를 입수하기 어려워 은행 지점
별 예금금리를 예금 대신 사용
- 예금이 은행의 예금잔고 확대 필요(수요 측면)에 의해 증가하면 금리가 상승하지만,
예금이 가계의 예금 선호 상승(공급 측면)에 의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됨
ㅇ 패널분석 결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카운티 소재 은행 지점의 예금금리가 다른 지
역 소재 지점보다 더 많이 하락하여 미국의 예금 증가는 공급 측면에 기인했다는 해
석이 가능
- 백만 명 당 확진자 수가 1 표준편차 많아지면 예금금리는 2.2b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저자들은 지역 내 확진자 발생이 많을수록 향후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져 가계가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늘렸고 이에 따라 예금금리가 하락했다고 주장
- 예금의 또 다른 공급측 증가 요인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확
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의 영향은 패널식에 포함된 다양한 고정효과에 통제되었기 때
문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순수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예금 증가를 설명
ㅇ 한편,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예비적 저축에 대한 유인이 클수록 확
진자 발생이 예금금리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더욱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낮을수록 예금금리가 하락*하였고, 고령
층, 고학력층, 민주당 지지지가 많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예금금리가 더 낮게 나와
예비적 저축이 예금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동 논문의 결과를 뒷받침
*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한 직접적 예금 증가는 고정효과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에 동 예금금리 하락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계의 예비적 동기의 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
시킴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⑥ “Productivity and Trade Dynamics in Sudden Stops”
출처: BOJ, IMES Discussion Paper 2020-E-13
저자: Felipe Saffie(Virginia大), Felipe Benguria(Kentucky大), Hidehiko Matsumoto(BOJ)
【핵심내용】
ㅇ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sudden stop(급격한 자본유입 감소)이
거시 경제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
- 기업의 수출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sudden stop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상이
하게 나타나므로 수출 기업과 비수출 기업의 동학(dynamics)을 구분하여 분석*
* sudden stop이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 개방경제에서 수출 기업은 생
산성 증가의 주 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 기업과 비수출 기업을 구분

-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1998년 칠레의 sudden stop 당시에 나타난 거시 경
제변수의 움직임, 기업의 행태 등과 부합하는지 비교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sudden stop은 실질 GDP, 소비, 자산 가격 등을 하락시키는
데 이는 주로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entry)*이 축소되면서 생산성이 둔화된 데 기인
* 기업의 진입이란 시장에 새로운 제품(product line)을 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모형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이 필요함을 가정하고 있어, 기업의 진입은 생산성의 향
상을 전제하고 있음

- 반면, 수출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은 확대되는데, 이는 sudden stop 발생시 국내 최
종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 면에서 국내 판매에 비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유리
하기 때문
- 실제 1996~1999년 칠레 제조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sudden stop 전후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sudden stop에 따른 후생 손실을 분석한 결과, 후생 손실의 약 30%가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감소에 따른 생산성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의 확대는 sudden stop 이후의 생산성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수출 확대는 sudden stop에 따라 발생하는 후생 손실 폭을 축소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sudden stop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 활동이 빠른 경기회복을 견
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 후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sudden stop 상황 하에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유입 확대 노력
과 함께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수출지원 정책 등을 강구할 필요
【분석방법론】 Small Open Economy DSGE

국제경제
⑦ “Stock Market Spillovers via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Transmission
of U.S. Monetary Polic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404
저자: Galina Hale(FRB of San Francisco), Julian di Giovanni(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주식 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
ㅇ 표준 개방경제 생산 네트워크 모형(standard open-economy production network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 SAR(spatial autoregression)* 추정을 통해 통화정책이 글로벌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분해
* 26개국 54개 산업의 국제 투입산출표와 국가별 주가 수익률, 미 연준 통화정책 충격변수 데이터를 활용

- 표준 개방경제 생산 네트워크 모형 내에서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가계의 수요를 변
화시켜 기업의 이윤과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 미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설정
ㅇ 패널 SAR 추정 결과,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글로벌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미치는 영
향은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우선적으로 미국 내 주가 수익률이 영향을 받고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파급되며, 충격이 글로벌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
향 가운데 약 80%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구체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충격 1%p 발생 시 글로벌 주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0.12%p 상승
- 분석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과 글로벌 금융 사이클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하여 분석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국제적으로 전파되
는 주요 경로로 역할하고 있음을 시사
- 글로벌 실물경제의 상호연계성이 금융 충격의 글로벌 확산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
【분석방법론】 Spatial Autoregression

동북아경제
⑧ “A New Framework for Assessing Sanctions is Vital for Any New US
Strategy on North Korea”
출처: 38 North
저자: Markus V.Garlauskas(U.S. Intelligence Community)
【핵심내용】
ㅇ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통하여 북한이 전략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지
만 최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대되고 있음
- 대북 경제제재는 무기개발에 필요한 정밀기계부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북
한의 신규 전술무기 취득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하지만 최근(10.10)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ICBM 및 새로운 전략자산들을 공개하였
으며, 이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UN제재 우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제재 이행이 가져
오는 전략자산 축소효과보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
ㅇ 북한 전략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제재의 효과를 사전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기본 전제
-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경제제재의 해제를 요구하
였으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전략자산의 가치와 제재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
- 영변 핵시설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간
플로토늄 생산량 등 북한의 전략 자산에 관한 정보기관의 평가를 반영할 필요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의 제재조치가 북한경제에 어떠한 파급경로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북한 정부가 감행할 우회조치 등을 고려할 때 생산적인 협상이 가능
ㅇ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행 방식, 북한의 우회 가능성,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방안과 이행수준을 효율적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
- 북한 정부가 제재조치에 대하여 취하는 우회조치를 고려하고, 주변 국가 및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원조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
-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전략자산 취득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제재 방안을 설정할 필요
- 다만,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정부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제재 효
과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은 걸림돌

기타주제
⑨ “How

do People Respond to Small Probability Events with Large
Negative Consequence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373
저자: Martin Eichenbaum(Northwestern大), Miguel Godinho de Matos(Catolica Lisbon
School),
Francisco Lima(Statistics Portugal), Sérgio Rebelo(Northwestern大),
Mathias Trabandt(Freie Universität Berlin)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발생 확률은 낮으나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사람들이 어떻
게 반응하는지 분석
- 위 주제는 자산가격설정 등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 희귀한
사건은 발생 빈도가 낮아 실증분석을 위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움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일종의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이 되어,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음
ㅇ 포르투갈 공무원들의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경제주체는 각자가 직면
하는 감염 리스크(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할 위험)의 크기에 대응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소득은 경제위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의 소비행태 변화는
대부분 감염 리스크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치사율이 높은 노년층, 소비 시 감염 확률이 높은 고접촉 재화*에서 소비량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봉쇄 정책의 영향 외에도 경제주체가 감염 리스크에 반응하
여 자발적으로 소비를 줄인 것으로 해석 가능
* high-contact goods(외식·스포츠 관람 등 소비 시 대면접촉이 발생하는 재화)

ㅇ 감염병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증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남
- 모형에서 경제주체는 노년층(치사율이 높음) 혹은 청년층에 속하며, 정부의 봉쇄 정책
의 정도는 소비에 대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형태로 반영되고, 소비가 클수록 감
염될 확률이 증가
- 분석 결과, 치사율이 높은 노년층과 잃을 것이 많은 부유한 소비자들의 소비량 감
소가 크게 나타남
- 봉쇄 정책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감염이 없고 봉쇄 정책만 있는 가상의 상황과
비교한 결과, 노년층과 청년층의 소비량 감소 차이는 대부분 봉쇄의 효과가 아닌
감염 리스크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경제주체가 확률이 매우 낮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경제 모형이
예측하는 것처럼 위험회피적으로 행동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SIR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