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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On the Interaction between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527
저자: Alberto Martin(CREI), Caterina Mendicino, Alejandro Van der Ghote(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정리
ㅇ 이론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경제주체의 차입 확대나 위험 선호 행태가 경제
전체의 위험이나 비효율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데, 대부분의 실증 분석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시스템 리스크 예방 효과가 있음을 입증
ㅇ 그러나 거시건전성 정책은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한계를 가짐
① 거시건전성 정책의 비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감지되지만 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
간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정책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②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은행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③ 거시건전성 정책은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음
ㅇ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시스템 리스크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
-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기간 중에는 긴축적으로, 거품 붕괴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된 기간에는 완화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그러나 통화정책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 ‘무딘(blunt)’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더 크게 누적될 가능성도 존재
ㅇ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에 대한 정량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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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② “Do Macroprudential Measures Increase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Euro Area Household Survey”
출처: ECB Working Paper Series No. 2567
저자: Oana-Maria Georgescu, Diego Vila Martin(EC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LTV(Loan-to-Value), DSTI(Debt-Service-to-Income)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자산(wealth) 및 소득(income) 불평등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
* LTV는 80%, DSTI는 30%로 제한되는 정책 도입을 가정

- LTV·DSTI 규제는 경기 호황 시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반면, 불황기에는 신
용 순환을 평탄화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킬 수 있음
- 네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자산 및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
* ① 부정적 거시충격 및 LTV, DSTI 규제 없음 ② 부정적 거시충격 없고 LTV, DTI 규제 도입 ③ 부정
적 거시충격 존재 및 LTV, DSTI 규제 없음 ④ 부정적 거시충격 존재 및 LTV, DTI 규제 도입

- 유럽 4개 국가(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1997.9~2018.12월 중 소득, 자
산, GDP,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는 자산 불평등을 다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즉, LTV와 DSTI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외부충격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니계수가 상승*
* 외부충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지니계수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각각
0.14%p, 0.58%p, 0.54%p 및 0.4%p 상승

ㅇ 한편, 거시건전성 규제는 소득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
- 외부충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규제 도입이 지니계수를 소폭 하락시키는 반면, 부
정적 충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불변
-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실물경제 위축 및 실업 확대를 통해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가계의 채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
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함께 작용하는 데 기인
【분석방법론】 Bayesia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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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③ “The Global Recovery: Lessons from the Past”
출처: FEDS Notes, June 22, 2021
저자: Dario Caldara, Matthew DeHaven, Francesco Ferrante, Matteo Iacoviello
(FRB)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56개국의 246건에 달하는 경기침체 사례*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경기회복 양상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
* 1947~2019년 중 56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침체 사례 246건을 분석하였으며, 경기침체 여부는 수
축국면과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Bry-Boschen 알고리즘을 따라 판단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2020년 1∼2분기에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침
체를 겪었으나, 3분기부터 곧바로 반등하여 역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회복
- 각국의 GDP는 2020년 2분기에 기존 성장추세 대비 평균 15% 하락하였으나, 3분기
부터 반등하여 2021년 1분기에 –7% 수준으로 회복
- 과거 22건의 심각한 경기침체(severe recession)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 GDP는 경기
침체 2분기 후 12% 하락하였으며 3년 후에도 15% 하회
* GDP성장률이 성장 추세 대비 2분기 연속 –7% 이하인 경우를 심각한 경기침체로 정의

ㅇ 이번 경기침체의 빠른 회복에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펼친 적
극적인 정책 대응이 일조한 것으로 평가
-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 선별적 신용 지원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 불
안정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출 지원 등 GDP 대비 10~20%
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
- 그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경기침체 이전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기업 파
산은 오히려 과거 추세보다 28%가량 하락(2021년 1분기 기준)
ㅇ 코로나19 경기침체는 심각하지만 짧은 경기침체(severe and short)*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이 경우 3년 후에도 기존 성장추세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심각한 경기침체 후 세 번째 분기에 곧바로 회복하여 정(+)의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로 정의

- 9건의 심각하지만 짧은 경기침체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 GDP는 경기침체 2분기 후
12% 하락하였으며, 3년 후에는 기존 성장추세 대비 –5% 수준으로 회복
ㅇ 노동생산성의 회복 양상은 향후 경기회복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
로 보이는데, 노동생산성 전망 시 다음 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노동생산성은 2020년 2분기에 기존 추세 대비 –8% 수준이었다가, 2021년 1분기에
–4%까지 회복하였는데,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시 상당히 빠른 수준*
* 심각한 경기침체 3년 후 노동생산성은 –9%, 심각하지만 짧은 경기침체 3년 후 노동생산성은 –4%

-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화, 자동화, 원격 근무 등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
산성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반면, 기업 파산이 감소하면서 청산 효과(cleansing effect)*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로 인해 향후 생산성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 역시 존재
* 경기침체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파산하여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자원 배분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

【분석방법론】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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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Are

Rising U.S. Interest Rates Destabilizing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출처: FEDS Notes, June 23, 2021
저자: Jasper Hoek, Emre Yoldas(FRB), Steve Kamin(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핵심내용】
ㅇ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은 부채부담을 증가시키고 자본유출을 유발하는 등 신흥
시장국(Emerging Market)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여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
- 그러나 2000년대 중반과 같이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목표를 지속적
으로 인상하였으나 신흥시장국의 금융 상황은 안정적이었던 시기도 존재
ㅇ 본 연구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를 결정하
는 요인을 분석
- ①미국 금리 상승의 원인과 ②신흥국의 거시경제적 취약성(macroeconomic vulnerability)
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두 요인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신흥국 자산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회의(FOMC Meeting)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
과 S&P 500 주가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금리 변동의 원인이 ‘성장’인
것으로 구분*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통화(인플레이션)’인 것으로 구분**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는 FOMC의 메시지는 금리의 상승과 함께 투자심리를 개선시
켜 주가를 상승하게 하고,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메시지는 금리 및 주가를 동시에 하락시킬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을 우려하는 FOMC의 매파적(hawkish) 메시지는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고용상황이 향후 연준의 긴축을 지연시킬 만큼 나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식하는 경우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음

-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외환보유고, 정부부채, 대외부채, 민간부문 신
용 증가세 등 6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측정
ㅇ 패널 회귀분석 결과, 금리 상승의 원인이 통화인 경우 성장인 때에 비해 신흥국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거시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동 효과가 확대
- 미국 금리 상승의 원인이 통화인 경우 신흥시장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CDS 스프레
드 확대, 주가 및 화폐가치 큰 폭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며, 취약성이 가장 높은 5개
국가에서는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비해 동 효과가 약 2배에 달하였음
- 반면 미국 금리 상승의 원인이 성장인 경우 신흥시장국의 금리, 주가, 화폐가치 등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본 연구는 최근 미국 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이 성장세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신흥시장
국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추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거시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시장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 4 -

미시제도
⑤ “Identifying the Transmission Channels of Credit Supply Shocks to

Household Debt: Price and Non-Price Effects”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s No. 927
저자: Alexandra Varadi(Bank of England)
【핵심내용】
ㅇ 가계부채 증가에는 규제 완화, 과도한 경쟁, 대마불사 기대 등 공급측 요인이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주장(Rajan, 1994; Justinano et al., 2019)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효
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신용공급 요인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
- 다만 부채 규모에는 대출 수요와 거시경제 여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의 효과를
통제하고 신용공급 요인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
ㅇ 본 연구는 영국의 2008~18년 중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공급 충격을 식별하고,
해당 충격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경로를 가격 및 수량(=비가격) 효과로 나누어 분석
- 영국의 신용여건서베이(Credit Conditions Survey) 데이터로 수요 및 거시경제 요인을
통제*하여 신용공급 요인**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패널모형에 지역×시간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지역별 주택가격 변화 등의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고,
Bassett et al.(2014)의 방법론으로 은행-차입자 간 선택문제(self-selection bias),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차입가구 특성을 통제
** 주담대 예대마진(대출금리-국채수익률), 수수료(이상 가격지표), LTV 수준별 신용 규모, LTI 한도, 대
출 승인 건 비중(이상 수량지표)이 3개월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대출기관의 응답을 활용

ㅇ 기본모형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신용공급 충격의 가격 효과보다는 수량 효과가 가계
부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차주별 대출 규모를 종속변수로 설정시 가격(주담대 예대마진 축소), 수량(최대 LTI 한도 확
대) 요인 모두 부채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은행별 대출계약 건수로 종속변수 변경 시
수량 요인(최대 LTI 한도)만이 부채 규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차주별로 보면, LTV 등 규제 완화 시 청년층*(30세 이하)은 부채가 늘어나는 등 수
량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차주**들은 평균대출규모가 일부
축소
* LTV 비율이 75% 이상인 대출의 비율이 약 60%임
** 차주를 주택구매 경험에 따라 첫 번째 주택구매자(First-time Buyer)와 기주택보유자(Home-owner)
로 구분, 영국에서 각 그룹의 LTV 비율은 80%, 62% 수준(중위값 기준)으로 나타남

- 이는 은행이 높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고LTV 대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기 때
문으로 보임
ㅇ 다만 부채수준이 높아 차입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LTI 4.5 이상)는 주담대 예
대마진 축소(가격 요인), 부채 한도 증가(수량 요인) 모두에 유의하게 반응
- 이는 대출 비용이 줄어들 경우 고채무 차주들의 이자부담비용이 감소하여 이들의
대차대조표가 개선된 것에 기인
ㅇ 본고는 외생적인 신용공급 충격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여 정
책결정자에게 효율적인 부채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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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⑥ “Lending Standards and Borrowing Premia in Unsecured Credit Market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1-039
저자: Kyle Dempsey(Ohio State大), Felicia Ionescu(FRB)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 무담보 소비자 신용시장에서 초과예대마진*(borrowing premia)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출의 초과예대마진과
차주의 신용위험 간 관계를 분석
* 대출의 예대마진(실제치)과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적정 신용프리미엄(이론치)의 차이를 지칭하며,
적정예대마진을 상회하는 초과예대마진으로 볼 수도 있음. 기존의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이론으로는
대출시장에 상당한 수준의 초과예대마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쉽지 않음
** 신용카드 대출 관련 계좌단위 패널 데이터(Y-14M)와 차주의 부도 위험 데이터(Equifax)를 결합

ㅇ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고위험 및 저위험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금리 간에 별 차이가 없
어 고위험 차주일수록 낮은 초과예대마진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위기 시
에는 고위험 차주 중심으로 초과예대마진이 큰 폭 확대되면서 대출금리가 상당 폭 상승
- 초과예대마진은 2019년 기준 고위험 차주(FICO 신용점수 650 이하)는 0.5%p, 저위험
차주(FICO 신용점수 800점 이상)는 14.2%p로 차주의 부도위험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은 11%p 수준임
- 금번 코로나19 위기 시 초과예대마진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고위험 차주의
초과예대마진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ㅇ 이론 모형 분석 결과, 초과예대마진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초과예대마진 현상
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전체 신용공급량은 감소하고 차주들의 평균 부도율은 상승
- 신용공급 총량은 45% 감소*하였으며, 저위험차주(부도위험 10%이하) 비중이 낮아지면
서(96%→77%) 부도위험은 상승
* 기존 차입자의 대출 감소(intensive margin)보다 차입자 수 감소(extensive margin)에 주로 기인

ㅇ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충격을 가정할 경우, 고위험 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부
담이 증가
-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대출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level effect), 저위험
차주 중심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incidence effect) 고위험 차주 대상 대출이 감소
- 이러한 대출기준의 변화로 인해 개별 주체의 소비변동성이 확대
ㅇ 본고는 무담보 신용시장에서 초과예대마진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 이
론적으로 밝혀 금융정책 당국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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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⑦ “The Sectoral Trade Losses from Financial Cris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76
저자: Jean-Marc B. Atsebi(IMF), Jean-Louis Combes, Alexandru Minea(Clermont
Auvergne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 손실을 추정하고 손실의 발생 경로를 규명
- 1980~2018년 중 41개 신흥국에서 발생한 38건의 국가채무 위기, 34건의 은행 위기,
36건의 외환 위기 등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금융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적 내생성을 해
결하기 위해 충격영향평가기법, 국소투영기법 등의 방법론을 활용
ㅇ 분석 결과, 금융위기는 무역량을 상당폭 감소*시키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위기 발생 이전과 비교한 GDP 대비 수출 및 수입의 감소폭은 국가채무 위기는 5.6%p 및 11%p, 은행
위기는 8.9%p 및 14%p, 외환 위기는 7.7%p 및 9.1%p로 추정

-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 손실은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나 서비스업에서도 유의
하였으며, 광업과 서비스업 무역은 은행 위기 이후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하나, 농업
무역은 국가채무 위기 이후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증가
- 단일 위기*(individual crisis)보다 복합 위기(combined crises)로 인한 무역량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발생 전후 1년간 다른 금융위기를 동반하지 않는 금융위기

ㅇ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 손실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구조적 경로) 제조업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는 제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영
향을 받으면서 1차상품(primary goods)에서 고차상품 생산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저해
- (수요 경로) 제조업은 농업, 광업, 서비스업에 비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량의 감소폭이 확대됨*
* 농산품은 주로 생필품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이므로 소득감소로 인한 수요축소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내구재와 투자재 등의 소비는 연기할 수 있으므로 소득감소로 인한 수요축소 효과가 큼

- (공급 경로)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은 농업과 광업보다는 대외차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과 수출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
해 무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연쇄적으로 증폭됨
ㅇ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수출품 및 무역상대국의 다변화,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무역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Impact Assessment and Lo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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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⑧ “Can International Technological Diffusion Substitute for Coordinated

Global Polici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출처: IMF Working Paper WP/21/173
저자: Philip Barrett(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친환경 기술의 확산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탄소 저감 친환경 기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국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효과가 친환경 정책의 시행 강도가 낮은 국가에도 전파될 가능성
ㅇ 유럽 지역 OECD 회원국과 중국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2050∼6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0% 수준까지 줄일 경우의 정책 효과를 분석
① 탄소세만 부과
② 탄소세 수입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연구 보조금 지급
③ 탄소세 수입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 보조금 지급
ㅇ 분석 결과, 친환경 기술의 국제적 확산이 활발한 경우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국제 파
급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기술의 국제 확산 경로가 차단된 경우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세계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7°C 정도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가 지속
- 친환경 기술의 국제 확산 경로가 작동하는 경우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3°C까지만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를 일정 수준에서 저지 가능
ㅇ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친환경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탄소배출 산업의
비용절감 기술 개발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탄소배출 산업 기술의 국제 확산을 방지
하는 등 긍정적인 글로벌 파급효과를 강화
ㅇ 최적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탄소세 수입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는 탄소세만 부과할 경우의 효과가 더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확산
등에 따른 동태적 국제파급 효과의 영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공조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친환경 기술의
국제적 확산 효과가 클 경우 개별 국가 차원의 친환경 기술 개발 정책이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SGE Analysis
- 8 -

동북아경제
⑨ “Mechanisms of Housing Marketisation in North Korea”
출처: Habitat International, Volume 113, July 2021
저자: 백정훈, 김은영, 박금성(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핵심내용】
ㅇ 본고는 북한에서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화가 확산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 시장화 현황에 대해 분석
- 북한의 주택 정책은 계획, 건설, 관리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실행되
며 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매매나 임대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주택 시장화 확산의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시장 활성화, 돈주의 성장, 부정부패
증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있음
- 1990년대 급격한 경기침체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택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돈주의 민간자본이
대신 주택 건설에 투입됨
- 공무원들의 낮은 소득, 배급시스템 붕괴로 인한 현금확보 유인 증가,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뇌물수수 기회 증가 등으로 부정부패가 나타났으며 건설 부문의 모든
과정에 뇌물이 동반되면서 민간의 참여 기회도 확대
- 2009년 화폐개혁으로 외화가 선호됨과 동시에 무위험 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
동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인식
ㅇ 탈북자 79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택 시장화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
과는 아래와 같음
- 당국이 부여하는 거주권이 없더라도 집을 직접 구매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자신의 소
유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응답
- 좋은 주거 환경 및 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욕구가 주택 시장화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며, 시장 접근성,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이 주요 가격 결정 요소로 나
타남
ㅇ 북한은 시장화를 불허하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모순 속에서 부실 공사 등의 부작용이
만연해 있는데 만약 제대로 된 시장 개방이 실현된다면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로
국제 사회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제 사회
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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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⑩ “Dissecting Green Return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940
저자: Lubos Pastor(Chicago大), Robert

F.

Stambaugh,

Lucian

A.

Taylor

(Pennsylvania大)

【핵심내용】
ㅇ 최근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친
환경 자산(green assets)들은 비친환경 자산(brown assets)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시현
- 그러나 실현된 수익률과 달리 친환경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비친환경 자산에 비해
낮아,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e.g. Pástor et al. 2021)
ㅇ 본 연구는 미국 주식시장의 월별 자료(2012.11-2018.6월)를 이용하여 친환경 기업들이
실현하고 있는 높은 수익률의 원인을 분석
- 친환경 기업과 비친환경 기업 간 수익률 격차인 녹색요인*(green factor) 변수를 구축
한 후, 동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①기후변화 우려(climate concerns), ②소비
자의 친환경 제품 수요 및 ③투자자의 친환경 투자 수요 등을 고려**
* Pástor et al.(2021)에 따라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해당 기업의 친환경수준 지표(greenness)에 회귀
한 회귀계수로 시산
** 기후변화 우려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Ardia et al(2021)의 언론보도 지수를 사용하고, 소비자와 투자
자의 수요 충격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기업의 실적 관련 뉴스(earnings news) 및 자금흐름(flows into
sustainable funds) 등을 이용

ㅇ 실증분석 결과, 최근 녹색요인에서 나타나는 높은 성과(strong performance)의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가상적으로 기후변화 우려 충격이 제거될 경우 친환경 주식들의 높은 수익률은 대
부분 소멸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소비자와 투자자의 친환경 수요 충격도 제거된다
면 친환경 자산의 성과가 비친환경 자산에 비해 저조할 가능성
- 이는 친환경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결과와도 부합
- 한편 기후변화 우려 충격이 친환경 주식의 수익률 변화에 반영되는 데에는 약 1개
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별(daily)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동 충격이 발생 당일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1-2일 이후 반대
방향의 효과(reverse effect)로 상쇄되어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당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음

ㅇ 본고에 의하면 최근 친환경 자산의 높은 수익률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하
게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이며, 향후 동 우려가 해소될 경우 동 추세가 지속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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