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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Issues Regarding the Use of the Policy Rate Tool”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0-070
저자: Jeffrey Campbell, Thomas King(FRB of Chicago), Anna Orlik, Rebecca
Zarutskie(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
책인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이하 FG)와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이하 NIRP)의 효과를 평가
- 아직 도입되지 않은 NIRP와 관련해서는 FOMC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정리
ㅇ 대체로 FG는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expected path)를 낮추고 동 경로에 대
한 불확실성을 줄이며 장기금리를 하향안정화 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FG가 실물경제 회복에 미친 영향은 확실한 평가가 곤란한데 이는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금리 경로를 낮출 경우 비관적인 전망이 반영되어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
ㅇ FG는 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알려주는 일자 기반 FG(date based FG), ② 인플레이션
과 실업률 수치 등을 기준으로 삼는 성과 기반 FG(outcome based FG), ③ 향후 정책방
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정성적 FG(qualitative FG)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구분

일자 기반
FG
성과 기반
FG
정성적 FG

장점
- 커뮤니케이션이 용이
- 높은 투명성 확보
-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방향이 조정
- 완화정책의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망의존도가 경감
- 중앙은행의 재량이 확대

단점
- 중앙은행의 재량이 축소 가능성
- 수정될 경우 중앙은행 신뢰성 저하 우려
- 일자기반 FG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담 증대
- 복수의 성과들 간 관측이 엇갈릴 경우 정
책 불확실성 축소가 어려움
- 정책의도 전달 상 오류 발생 가능
- 신뢰성 저하, 정책효과 반감 우려

ㅇ NIRP는 도입 국가들 경험에 의하면 큰 부작용없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
- 큰 폭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곤란, 도입 당시 예상보다 운용기간 장기화, 금융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예: 지준금 중 일부에만 마이너스 금리 부과) 병행 필요
등은 NIRP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근거로 작용
- 도입 국가들의 이질적인 금융환경,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도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금융통화
② “Which Firms Benefit From Corporate QE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Case of the ECB’s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
출처: CEPR, Discussion Papers 15224
저자: Asli Demirguc-Kunt(World Bank), Balint Horvath(Bristol大), Harry Huizinga
(Tilburg大)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ECB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
이하 PEPP) 발표가 기업별 주가 및 CDS 스프레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
* ECB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의 자산매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매입 대상
회사채는 유로지역의 비은행 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investment-grade rating)으로 제한

- ① PEPP를 통한 자산매입 대상 여부, ②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정도, ③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재정대응 규모에 따라 기업별 영향을 비교
ㅇ 분석 결과, PEPP 대상 기업의 주가 상승 및 CDS 스프레드 축소 정도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남
- 다만 투자부적격 등급이거나 비유로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PEPP 발표의 효과가 자산매입 대상 기업에 국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 PEPP에 따른 기업 이익은 주주 및 채권자에게 분배되는데,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
업일수록 주주에게 분배되는 이익의 몫이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
*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규모는 각각 시가총액(market value of equity) 및 부채의 시장가치(market
value of debt) 변동을 통해 측정하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레버리지 비율,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book-to-market)로 평가

ㅇ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항공, 건축, 서비스 등)의 경우 PEPP 발표가
주가 및 CDS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PEPP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심각하게 손상되
면서 신용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수익성있는 투자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
ㅇ PEPP 이전 코로나19에 대한 재정대응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PEPP가 기업의 주식
및 부채 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의 재정대응은 임금 보조,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급불능 가능성을
완화함으로써 PEPP 발표의 효과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
- 이는 팬데믹에 대응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Event Study Analysis

거시경제
③ “Inflation at Risk in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83
저자: Ryan Banerjee, Aaron Mehrotra, Fabrizio Zampolli, Juan Contreras(BIS)
【핵심내용】
ㅇ 저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인플레이션 동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중요성이 대두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평가는 민간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예상할 수 있
도록 하여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
ㅇ 본 연구는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주요국 인플레이션 전망(4분기 후)의
조건부 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상하방 리스크를 평가
- Adrian et al(2019)의 방법론과 43개국(선진국 12, 신흥국 31)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
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종속변수로 하는 필립스 곡선을 추정
ㅇ 분석 결과, 현재 인플레이션과 GDP성장률은 미래 인플레이션의 조건부 분포에 비선
형적 영향(미래 인플레이션의 분위에 따라 설명변수의 한계효과가 상이)을 미침
- 특히, GDP성장률은 분포의 왼쪽 꼬리에 미치는 영향이 강했는데, 이는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인플레이션의 하방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
ㅇ 또한, 명목금리하한 등 정책제약은 인플레이션 하방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으며, 금융조건 악화(tighten)는 인플레이션의 상하방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킴
- 명목금리하한 기간을 더미로 추가한 결과,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의 하위 5%에 대
한 영향(-0.66)이 중위값에 대한 영향(-0.3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ㅇ 선진국과 신흥국간 비교시, 신흥국에서는 자국통화가치 절하(depreciation)가 중요한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로 작용
- 신흥국(한국, 멕시코, 태국, 브라질)은 외환위기 동안 인플레이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
치는 현상이 발생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해당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ㅇ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수치화한 결과 선진국, 신흥국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가 추세적으로 축소
* Adrian et al(2019)에서 제시한 상/하방 엔트로피를 활용, 해당 지표는 미래 인플레이션의 비조건부
분포와 조건부 분포간 차이를 통해 도출

ㅇ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변수로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를 추정하여,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하향 가능성 판단, 물가안정목표 상향 논의 등에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Quantile 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

거시경제
④ “Did the Federal Reserve Break the Phillips Curve? Theory & Evidence

of Anchoring Inflation Expectations”
출처: FRB of Kansas City Research Working Papers 2020-11
저자: Brent Bundick(FRB of Kansas City), A. Lee Smith(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ㅇ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anchor)시켜
통화정책이 물가불안(price instability) 없이 경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음(Woodford,
2003)

ㅇ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는지 미국
과 일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필립스곡선 평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미국 FOMC와 일본은행(BOJ)는 각각 2012.1월과 2013.1월에 물가안정목표치를 2%로 설정

- 금융시장 고빈도 자료와 월별 거시자료를 이용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효과를
분석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설정 전후로 축약형 필립스곡선의 변화 여부를 검정
ㅇ 분석 결과, 미국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안착*되었으며(1.5~2% 수준), 이로 인해
필립스곡선의 평탄화**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인 교란(surprise)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인플레이션이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음
** 추정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축약형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감소(–0.19 → –0.05)하였으며, 기대인플
레이션의 안착이 필립스곡선 평탄화의 대부분을 설명

- 한편 일본의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원활하
지 않았으며, 필립스곡선도 평탄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축약형 필립스곡선 추정결과주)
<A. 미국>

<B. 일본>

주: 분석 대상 기간은 각각 1999.1월-2019.12월(미국), 2001.9월-2019.12월(일본)

ㅇ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할 때,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 공표를 통해 기대인
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
- 특히 제로금리 하한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분석방법론】 DSGE Model with Nominal Rigidities, Regression Analysis

미시제도
⑤ “Declining Business Dynamism Among Our Best Opportunities: The Role

of the Burden of Knowledge”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787
저자: Thomas Astebro(HEC Paris), Serguey Braguinsky, Yuheng Ding(Maryland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1997년 이래로 미국 과학/공학 박사들의 창업이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
고 ‘지식의 무게(Burden of Knowledge)'가 늘어난 것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
* 지난 20년 간 과학/공학 박사들 중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자 비율은 각각 34%(1997) -> 24%(2003) ->
21%(2017), 11%(1997) -> 14%(2001) -> 8%(201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별, 인종, 지역과 무관하게
미국 전역에서 확인되는 현상

- 즉, 학문이 발전하고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창업가로서 필요한 업무 경험, R&D 역
량, 투자 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창업이 감소하게 됨
ㅇ 미국의 1995~2017년 설문조사 데이터(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를 활용하여 기존
회사 취업자와 창업가를 비교한 결과, 창업가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가의 창업 전 업무경력 기간은 1997∼2017년 기간 중 14% 증가했으나 실질임
금은 1997년 $72,616에서 2017년 $57,517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업무경력 기
간이 짧을수록 실질임금은 더 크게 감소
- 스타트업의 2017년 전체 업무량은 1997년보다 15% 증가했으며 특히 R&D 업무량
은 50% 이상 크게 늘어났지만 기존 회사의 전체 업무량은 동기간 동안 12% 증가에
머물렀으며 R&D 업무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ㅇ 한편, 기존 기업은 스타트업에 비해 직원 간 업무량 조절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기존 기업이 재정적 여유가 있어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한데 주로 기인
- 기존 기업은 재정적 여유가 있으므로 직원을 더 채용하여 분업을 통해 개인의 업무
범위를 줄이거나 보고체계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직체계 변화가 가능
- 반면에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크고 금융 제약이 심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부족
ㅇ 저자는 관리능력 및 R&D 역량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스타트
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세 경감, 규제 완
화 등과 더불어 ‘지식의 무게’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시제도
⑥ “What Explains the COVID-19 Stock Marke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784
저자: Josue Cox, Sydney C. Ludvigson(New York大), Daniel L. Greenwald(MIT)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급등락*을 보인 미국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실물
및 금융경제의 영향보다는 투자자의 심리 변화로 더 크게 설명됨을 보임
* S&P500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2.19~3.23일)에 –33.7% 급락했으나, 연준의 연이은 통화정책 발
표와 함께 단기간에(3.24~4.17일) 29%를 회복하는 V자 반등을 보임

- 급락 원인에 대해서는 자산가격 결정모형(Greenwald et al. 2019)을 이용하여 실물, 금
융, 심리 등의 변수가 주가지수 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파악
-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다양한 통화정책이 정책 결정발표 전후 30분간 주
가지수 변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파악
ㅇ 먼저, 대유행 초기의 주가지수 급락은 실물 및 금융변수 외에 시장참가자의 투자 심
리 위축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실물변수로 설명되는 지수 하락은 전체 하락률 33.7%의 약 1/4 정도로 크지 않았
는데, 이는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물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
일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
* 당시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는 –9.7%였지만 3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10.2%로 매우 높았으며, 경
기침제 직후 기업 당기순이익이 빠르게 회복한 역사적 경험도 실물경제의 낙관적 전망에 일조

- 금융변수의 경우, 금리하락(미 국채 3개월물 금리 2월 1.53% ⇒ 3월 0.29%)으로 인해 주가
지수를 약 3.6%(전체 하락분 대비 10%) 상승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 위의 두 요인에 의한 주가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락분 85%는 투자자의 위
험회피성향 증대와 그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급락 이후 단기간 내에 주가지수가 회복된 것은 미 연준이 금융시장 전반에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 금리 인하나 국채매입 등의 정책발표 직후에는 S&P500이 총 17.4% 하락하였지만,
긴급대출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에는 동 지수가 총 8.3% 상승
* 기업어음매입기구(CPFF), MMF유동성지원기구(MMLF) 등 총 $2.3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 3~7월 중 긴급대출프로그램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약 $1,000억 정도로 계획액의
4.3%에 불과하여, 실제 공급된 유동성 규모보다는 유동성 공급계획을 통해 투영된
정책당국의 의지가 투자자의 심리개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Asset pricing model, Event study(Regression analysis)

국제경제
⑦ “Risk Sharing in Europe: New Empirical Evidence on the Capital Markets

Channel”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WP No. 781
저자: Gilles Dufrenot(Aix-Marseille大), Jean-Baptiste Gosse, Caroline Clerc(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본고는 EU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 GDP 충격에 따른 위험을 회원국 간 분담
하여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
- 은행동맹(Banking Union)과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 등을 통해 EU 회원국 상
호 간 금융투자를 촉진하는 금융통합의 위험분담 기능을 평가
ㅇ 1999년 1/4분기~2016년 2/4분기 기간 중 EU 14개 회원국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오
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을 활용하여 금융통합의 정도에 따라 위험분담(risk
sharing)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추정
- 유로존 내에 GDP가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각국이 겪는 비대칭적
충격을 얼마나 평탄화시킬 수 있는지를 위험분담의 척도로 측정
ㅇ 분석 결과, 비대칭적인 GDP 충격 발생 시 경제주체들이 주로 저축을 조정함으로써 회
원국 간 위험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비금융기업들이 GDP 변동에 대응하여 저축을 조
정함으로써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로 가계 및 정부 저축의 조정을 통해 회원국 간 소비
평활화가 이루어짐
ㅇ 한편, 채권 및 주식 시장의 금융통합 강도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위험분담
기능을 향상시키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짐
-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축적
은 장·단기 모두에서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이질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국가들 간 경제통합을 추진 시 금융통
합을 통해 회원국 간 상호 금융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실물 및 금융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Error-Correction Model

국제경제
⑧ “Monetary Policy Under an Exchange Rate Anchor”
출처: IMF, Working Paper WP/20/180
저자: Vincent Fleuriet(Bankque de France), Mark Buessing-Loercks, Mariam El
Hamiani Khatat(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환율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implementation)에 관한 적절한 원칙을 제시

통화정책*

설계(design)

및

시행

*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환율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의미하며, 본고는 소
프트 페그 기반의 환율목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 환율목표제의 경우 명확한 통화정책 운영원칙이 부재하여 동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체계적인 통화정책의 설계 및 시행이 어려운 상황
ㅇ 본고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르면, 환율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
이어야하며, 환율은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 및 명목기준지표
(nominal anchor)로 활용되어야 함
- 또한, 금리기반 통화정책 하에서와 달리 환율목표제 하에서 금리는 환율을 목표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 환율의 목표수준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정책을 도입할 필요
- 중앙은행은 불필요한 시장의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 거시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정책 조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
ㅇ 한편, 환율목표제의 성과는 해당 국가가 환율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에 대한 신뢰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
- 특히, 과도한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유발하여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율목표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에 유의
ㅇ 다만, 환율목표제 유지의 필수 요소인 충분한 대외준비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순대외자
산 및 자국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의 통화 및 재정정책뿐
만 아니라 글로벌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
- 환율목표제의 지속가능성이 대내 요인뿐만 아니라 대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에서 동 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신축성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운영 체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
【분석방법론】 Macroeconomic theory

동북아경제
⑨ “Understanding the ”Socialist Tourism“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Discourse”
출처: North Korean Review
저자: Dean J.Ouellette(경남大)
【핵심내용】
ㅇ 북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국가 전체적
으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차적으로 경제 제재와 그로 인한 외화수급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으나, 북한의 관광사업이 성장하는 배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
-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고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 북한 내 학술지에 등장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 경향을 조사
ㅇ 선대 북한정권의 관광산업 정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
보하는데 중점을 둔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음
- 원산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바꾸겠다는 발언(1989년)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이 북한
의 제3차 7개년 개발계획(87~93)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지는 못함
- 소비에트블록 붕괴로 경제가 침체된 1993년, 북한은 UN에 관광계발 계획 원조를 요
청하였고 이듬해 UN은 관광인프라 건설·교통시설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 김정일 시대에는 금강산 관광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아리랑 공연을 실시하였으
나, 체제 안정성 유지에 대한 염려로 관광산업이 대폭 성장하지는 못함
ㅇ 현 북한정권은 복합적인 목표를 지닌 ‘사회주의적 관광사업’을 제창하며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사회주의적 관광사업은 북한의 체제적 우월성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발전,
환경보호,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다층적 목표를 지님
- 특히 북한의 현대화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업, 인프라 공급, 물류 산업의 확장, 경공
업 발달 등을 이루기 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와 접목 시키고 있음
ㅇ 관광산업 발달에 따른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제한적이나마 평화 증진에 도움
- 현지지도 중 국제적 트렌드와 변화하는 외부 수요를 재빠르게 따라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는 관광산업으로 북한의 내부적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줌
- 자급자족 경제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 이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처를 주목할 필요

기타주제
⑩ “Clean Air as an Experience Good in Urban China”
출처: NBER, Working Paper 27790
저자: Matthew E. Kahn(Johns Hopkins大), Weizeng Sun(MIT), Siqi Zheng(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폐쇄(shutdown)조치로 인해 중국 도시들이 경험한 대기 질의 급격
한 향상이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민간의 관심 및 정부의 노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
ㅇ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폐쇄 조치 이후 중국 도시들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변화 정도 및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정부
의 경기부양책 중 친환경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전통적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론*에 따르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해 대기오
염이 개선됐지만, 향후 경제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다시 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환경이 악화되지만 어느 지점을 지난 후에는 환경이 개선되어
결국 1인당 소득과 환경오염의 수준이 역 U자 관계를 갖는다는 이론(Grossman and Krueger, 1995)

-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의 ‘푸른 하늘’이 경험재*이기 때문에, 침체로부터 회복하여
도 환경오염의 수준이 영구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
* 경험하기 전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재화를 말함. 오랜 기간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중국에서는
폐쇄조치 이후 처음으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매우 많아, 본 연구는 현재의 대기
상태가 일종의 경험재와 같은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

ㅇ 분석 결과, 폐쇄조치 이후 중국 도시들의 대기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대기 질의
대폭적인 개선을 경험한 도시들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크게 증대됨
- 중국 도시들의 폐쇄조치 기간 전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8~2019년
에 비해 2020년에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운전·산업활동의 감소로 인해 오염
물질 방출량이 매우 감소하였기 때문
- 대기오염 개선 정도와 민감도가 높은 도시들*에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 환경보호 검
색량과 친환경 정책 도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푸른 하늘’이 경험재
의 성격을 갖는다는 본 연구의 주장과 일치
* 도시들을 (폐쇄조치 후 대기오염 개선 정도/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으로 나누어 폐쇄조치 후 환경 개선에 관한 관심 및 노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

ㅇ 본 연구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이 외면되어 현재의 환경 개선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극적인 환경 개선이 경험재의 성격을
가져 장기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분석방법론】 Event study, Panel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