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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Considerations Regarding Inflation Ranges”
출처: FEDS, Staff working paper 2020-075
저자: Hess Chung, Brian M. Doyle, James Hebden, Michael Siemer(Federal Rese
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
치 이탈과 관련하여 범위(range)를 설정하자는 미 연준의 논의를 점검
ㅇ 인플레이션 범위로는 불확실성(uncertainty) 범위, 운영(operational) 범위, 무관심(indifference)
범위가 대표적으로 논의
① 불확실성 범위 : 적절한 정책하에서도 불완전 정보 등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인플
레이션이 변동할 수 있는 범위(인플레이션의 내재적 변동성)
② 운영 범위 : 일정 기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이탈하더라도 정책당국이 추후 이
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
③ 무관심 범위 :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이탈해도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범위
장 점
불확실성
범위

운영
범위

무관심
범위

-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탈에 따른 중앙은행 신
뢰도 손상을 완화
- 이미 많은 중앙은행에서 활용되고 있어 민간
의 이해 획득 용이
-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탈에 대한 민간의 우려
경감
-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하회 기간이 길수록 완
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형성 시 경기진작 효과 발생
- 빈번한 정책 변동에 대한 민간의 적응 부담을
완화
-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회 범위를 비대칭적으로
넓게 선정 시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에 도움

단 점
- 인플레이션이 해당 범위를 지속적으로 벗어
날 경우 중앙은행 신뢰도 저하
- 경제충격의 성격에 따라 적절 범위 수시 변동
- 무관심 범위로 오인될 가능성 존재
- 정교한 포워드 가이던스 부재 시 정책금리에
대한 민간의 기대 약화
- 일반적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할
경우, 극심한 경제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을 제약
- 무관심 범위로 오인될 가능성 존재
- 인플레이션 변동이 지속 또는 증가함에 따라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의 목표치 달성을 저해

ㅇ 인플레이션 범위 도입 시 민간은 인플레이션 이탈 정도에 집중하게 되는데, 통화정책은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 또한 인플레이션 범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앙
은행의 목표 달성 의지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FRB/US Model Simulation

금융통화
② “Alternative Strategies: How Do They Work? How Might They Help?
출처: FEDS, Staff working paper 2020-068
저자: Jonas Arias(FRB of Philadelphia), Martin Bodenstein, Hess Chung(Federal
Reserve Board), Thorsten Drautzburg(FRB of Philadelphia), and Andrea
Raffo(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그동안 미 연준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중기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bygones-be-bygones)을 수행
- 그러나 중립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실효하한 도달 및 필립스곡선의 평탄화로 인해
현재의 통화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
ㅇ 본고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으로 채택된 일정 기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보충 전략*(makeup strategy)의 작동원리와 효과를 분석
*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있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목표에
미달한 부분을 추후 보충하는 전략.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물가수준 목표제, 일
시적 물가수준 목표제 등이 주로 논의

- 보충 전략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4년 및 8년 기간), 물가수준 목표제의 정책 효과
를 FRB/US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ㅇ 분석 결과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중기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
(bygones-be-bygones)보다 보충 전략(makeup strategy)이 거시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
- 실효하한 제약 이후에도 장기간 저금리 정책(lower for longer)을 실시할 것이라는 정
책당국의 의지 표명 및 인플레이션을 보충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될 경우 금
융 상황(financial condition)이 완화되고 추가적인 경제 부양이 가능
ㅇ 다만 보충 전략 실시에 따른 효과는 정책의 세부사항 및 경제 환경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존재
- 인플레이션 조정의 대상 시기(makeup window)가 길어질수록 빠른 속도로 경기를 안정시
킬 수 있으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높은 신뢰성 요구*
* 물가수준 목표제 및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8년 기간)는 2%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2% 초과를 용인할지
에 대한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 전략 효과는 경제주체들의 정책 신
뢰 여부에 의해 차별화

- 총수요의 금리 민감도가 높고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공급 충격의 비중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수행범위가 확장되고 보충 전략의 정책 효과 제고가 가능
【분석방법론】 FRB/US Model Simulation

거시경제
③ “Distributional Considerations for Monetary Policy Strategy”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73
저자: Laura
Feiveson,
Nils
Goernemann(Federal
Reserve
Board),
Julie
Hotchkiss(FRB of Atlanta), Karel Mertens(FRB of Dallas), Jae Sim(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소득 불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
ㅇ 본 연구는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 ELB) 제약이 존재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
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 HANK) 모형을 이용하여 Makeup 전략*의 경기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경기침체기 발생하는 저물가(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회)에 대해 향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보상(makeup)
하는 통화정책 전략으로서, 평균인플레이션 목표제와 물가수준 목표제 등의 방법들이 주로 논의

ㅇ 경기침체의 심각성은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 New Keynesian ; RANK) 모형보다
HANK 모형에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통화정책 전략을 모색할 필요
* HANK 모형 내 ‘매기 소득을 전부 소비하는(Hand to Mouth)’ 가계는 금융시장을 통한 충격 완충
(buffer)이 어려워 충격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데 기인

- 특히 경기침체의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실직 및
인적자본 저하 등)은 장기간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negative hysteresis) Makeup 전
략을 통한 경기 안정화 필요성이 증대
ㅇ 시뮬레이션* 결과, 실효하한 상황에서 Makeup 전략은 경기 안정화뿐만 아니라 경제
내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부정적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및 물가수준 목표제 하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와 비교

- Makeup 전략은 일정기간 동안 미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overshoot)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실효하한 제약하에서도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보다 경기침체를 억제하는데 효과적
- 아울러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 효과는 취약계층(저소득·저연령·저학력 집단 등)
에서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기안정화는 소득분배 개선을 유도
ㅇ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이질성을 고려한 HANK 모형을 통해 Makeup 전략이 경기안
정화에 효과적임을 보이고,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 Makeup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 전략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정책
신뢰가 전제될 필요
【분석방법론】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거시경제
④ “Monetar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since the Financial Crisis”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65
저자: Dario
Caldara,
Etienne
Gagnon(Federal
Reserve
Board),
Martínez-García(FRB of Dallas), Christopher J. Neely(FRB of St.Louis)

Enrique

【핵심내용】
ㅇ 저금리 및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 수립을
위해 기존에 수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대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대차대조표 확장(자산매입 등) 정책, 포워드가이던스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존재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전통적,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수행 내
역을 정리하고 해당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거시변수의 추이와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와 관련된 연
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수행 내역과 비교
ㅇ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제 충격 이후, 실물과 물가간 괴리가 심화되는 등
연준의 이중책무(dual mandate) 달성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
- 실업률은 위기 기간에 급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2% 수준을 하회
-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이 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하락, 생산성 하락, 자연이자
율의 하락 등 구조적인 변화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
ㅇ 그동안 연준이 수행한 대차대조표 확장(자산매입), 포워드가이던스 등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위기 이후 실물 경기 부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신속한 정책 발표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일본, 유럽 등에서도 명목금리가 하한에 이르렀을 때에는 신속한 정책 발표를 통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정책 성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일본은행의 경우 비교적 빠른 1990년대부터 자산매입정책을 시도했으나 소극적인
정책 수행으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지하지 못해 디플레이션에 직면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 내역, 정책 효과 등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통화정책 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Counterfactual Analysis

미시제도
⑤ "Supply-side

Effects of Pandemic Mortality: Insights from
Overlapping-Generations Model"
출처: FRB,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20-060

an

저자: Etienne Gagnon, Benjamin Johannsen, David López-Salido(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한 사망률 증가가 경제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첩
세대 일반균형모형(Overlapping-Gener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
ㅇ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COVID-19 발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사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경제공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
- The Great Influenza(1918∼1920)의 경우 20~30대 사망률이 1.0%에 달하여 노동공
급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임금은 상승
- COVID-19의 경우 50대 이하의 사망률이 매우 낮아 경제활동인구가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음에 따라 노동공급 및 임금, 생산능력 등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르면 COVID-19의 감염율과 젊은 층 사망
률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제생산능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① 인구의 70%까지 감염되어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총인
구가 0.75% 이상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약 0.4% 감소하나, ② The Great
Influenza와 같이 젊은 층의 사망률이 1.0%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2020년 총인구
가 0.39%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은 0.6% 이상 감소
- ①에서는 실질총생산이 0.2% 이상 감소하고 실질임금은 0.1% 높아지는 반면, ②에
서는 실질총생산이 2020년 0.4% 감소한 이후 2049년까지 0.2% 추가 감소하고, 실
질임금은 2020년 0.2% 이상 상승한 후 서서히 충격 이전 수준으로 수렴
ㅇ 결론적으로 COVID-19로 젊은 층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생산
능력과 임금 등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COVID-19 확산을 단기간 내에 억제하지 못하고 유행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산능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도 존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미시제도
⑥ “Now Unions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Well-be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720
저자: David G. Blanchflower(Dartmouth大), Alex Bryson(University College London)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 38개국의 근로자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근
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General Social Survey(미국, 1972~2018년, 3.6만 명) European Social Surveys (유럽 38개국,
2006~2019년, 7만 명) 등은 근로여건 만족도, 이직 가능성, 실직 가능성 등에 대해 4단계(1~4)로 조사

- 노동조합 외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인종,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의 통
제변수와 지역(주, 국가), 시간 및 개인별 고정효과를 반영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
ㅇ 미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2000년대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낮추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근로여건 만족도를 높이는 것
으로 전환
- 1972~1996년간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비노조원 대비 0.16 만큼
낮춤*
* Freeman(1979) 등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1998~200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비노조원 대비 0.12 만큼 높였고, 2010~201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21 만큼 높임
ㅇ 영국 등 유럽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노동조합이 근
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노동조합이 근로여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에서 (+)로 전환된 주원인은 2000년
대부터 고용 안전성이 중요해졌고,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었기 때문
- 노조원의 비노조원 대비 임금 프리미엄은 1973~2001년간 17.9%에서 2002~2018년
간 14.3%로 낮아져 임금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편익은 감소
- 한편,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이직하기 어려운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이직
이 어렵다는 응답이 2000년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
- 실직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2000년도 이후부터 노조원이 비노조원보다 실직
가능성을 낮게 판단함에 따라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편익은 증가
ㅇ 동 연구 결과는 고용 안전성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이 증가해 짐에 따라 노동
시장의 역동성 저하 및 실직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Fixed Effect Estimation

국제경제
⑦ “Monetary Policy and

Cross-Border Interbank Market Fragmentation:
Lessons from the Crisis”
출처: Bank of Canada, Staff Working Paper No. 2020-34
저자: Tobias S.Blattner(ECB), Jonathan M.Swarbrick(Bank of Canada),

【핵심내용】
ㅇ 본고는 EU가 경험한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현상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
을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점검
* 유로지역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 간 금융의 구조적 격차로 인해 국가 간 금융통합 정도가 낮아지는 현상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남부 유럽의 기업과 가계는 타 유럽지역에 비
해 높은 차입비용을 부담하는 금융 분절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 현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시그널을 약화시킴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
-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two-country DSGE 모형*을 설정하여 금융 분절화가 통화동맹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절화에 대응하여 중
앙은행이 수행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
ㅇ 분석 결과, 금융 분절화의 발생은 금융 거래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통화정책의 유효
성을 저하
-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가속기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회원국
간에 비대칭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회원국으로 파급되는 통화정책 영향이 약화
-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되면 실물경기 위축 등에 따른 충격이 증폭됨에 따라 은행 위기
가 촉발될 가능성
ㅇ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두 가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효과를 점검한 결과, 장
기대출프로그램은 충격이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
은 경기위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 유효성이 확인
-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이 대출·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은행
간 국제 금융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통화동맹 내 금융 분절화 현상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DSGE Model

국제경제
⑧ “When Tariffs Disturb Global Supply Chai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177
저자: Gene M. Grossman(Princeton大), Elhanan Helpman(Harvard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글로
벌 공급망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모형의 주요 가정은 ① 독점적 경쟁 시장 내 최종재 생산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국가의 중간재 공급자를
탐색(search)하고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을 통해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공급망을 형성하고, ② 관
세 부과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최종재 생산기업은 중간재 공급자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적인 탐색
비용을 부담하여 새로운 공급자를 탐색

- 최종재 생산기업이 공급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재에 대한 예상치 못
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나타나는 사회후생 변화를 평가
*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종재 생산기업이 가격 측면에서 현재의 중간재 공급자를 변경할 유인이 없는 경
우 ‘저관세’, 국내 혹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3의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할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고관세’로 정의

ㅇ 분석 결과,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전반적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며, 그 정도는
최종재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최종재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저관세 구간에서 관세 증가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이는 최종재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중간재에 관세 부과시 최종재 기업의 이윤이 감
소하는 반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최종재 가격에 중간재 관세를 전가할 수 있어 신
규 기업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윤 감소가 제한되기 때문
ㅇ 한편, 고관세 구간의 경우에는 최종재 수요의 탄력성과 무관하게 관세 증가에 따른 사
회후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관세 부과시 최종재 생산기업이 공급망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정하여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결과임
- 만일 최종재 생산기업이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reshoring)한다고 가정하면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비해 관세가 유발하는 사회후생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시 최종재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망 변경에
관한 최종재 생산기업의 의사결정 행태에 따라 사회후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동북아경제
⑨ “Engaging North Korea :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Peacebuilding”
출처: Third World Quarterly
저자: Annie Young Song, Justin V. Hastings(Sydney大)
【핵심내용】
ㅇ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경협사업
의 여지가 줄어들었으며, 환경협력사업은 남북경협의 새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환경협력사업은 2001년 정상회담부터 꾸준히 다뤄진 의제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
원‧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나 북한의 산림 복구*가 주된 주제
* 조림사업, 병충해 방제 사업, 식목기술 이전 사업 등

- 2010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중지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NGO)를 중심으로 환경사업은 유지된 바 있음
ㅇ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도 환경사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남북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
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제재로부터 자유
롭기 때문
- 북한은 산림녹화를 통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식량 생산성을 높여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남한 또한 향후 이어질 남북 경협 사업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북한의 국토대비 산림 면적은 1990년 70%에 이르다가 2016년 40% 수준까지 감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 또한 홍수 피해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식량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5
년, 1996년 홍수로 인한 식량생산 차질분은 19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2001년부터 식목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난과 그로 인한
개간 등의 이유로 불법적 벌채가 성행
- 또한 NGO가 인도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UN 경제 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
므로 자유로운 협력사업이 가능
ㅇ 환경협력사업은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환경협력사업을 통하여 공동 연락기구가 설립되면 양국의 이해관계 조율에 도움
- 동남아 일대의 메콩강 환경협력을 통하여 국가 간 갈등을 완화시킨 사례도 존재

기타주제
⑩ “Rugged Individualism and Collective (In)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232
저자: Samuel Bazzi, Martin Fiszbein(Boston大), Mesay Gebresilasse(Amherst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의 ‘거친 개인주의*(rugged individualism)’ 문화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저해하였음을 보여줌
* 국가로부터의 자립, 경쟁을 통한 성공을 중시하는 등 반국가주의(anti-statism) 성향이 짙은 개인주의
를 의미하며, 서부개척시대의 개척자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미국인들의 국민적 특성을 일컫는 단어

ㅇ 지역별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및 지방
정부의 대응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 미국 중심부(heartland) 각 군(county)의 total frontier experience*(이하 TFE)를 이용
하여 지역별 개인주의 정도를 추정
* 각 지역이 역사적으로 변경지대에 속했던 총 기간으로서 저자들은 이전 연구(Bazzi et al. (2020))에서
변경지대에 속했던 역사가 긴 지역일수록 ‘거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짐을 보임

- 지리·인구·기후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TFE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주민들과 지방
정부의 확산 방지 노력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
ㅇ 분석 결과, 국가적 대유행 선언(3월 13일) 직후부터 TFE가 길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적 노력의 강도가 약화
- TFE가 10년 길어짐에 따라, 주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할 확률이 약 2%p, 직장에
서 보내는 시간이 약 1.5%p 만큼 상승하며, 마스크를 거의 혹은 전혀 착용하지 않
을 확률이 약 5% 상승
- 지방 정부의 비상사태선포, 자가격리 명령, 마스크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확률
역시 각각 18%, 50%, 9% 감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TFE가 길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높음을 보임*
* TFE가 긴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기여하여 공익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낮고, 과학기술 및 전문가
의견을 잘 믿지 않아 전염병의 위험성 및 대응책의 효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

ㅇ 본 연구는 미국의 ‘거친 개인주의’ 문화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약
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
- 특히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향후 백신 접종을 제약하는지에 대해 주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Event Study,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