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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UN 총회는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 해소 및 지속가능발전 이념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모든 형
태와 차원의 빈곤 종식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
식하며, 17개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로 빈곤 퇴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위 세부 목
표로는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 근절(1.1), 국가별 정의에 따른
빈곤층 비율 절반 이상 감소(1.2),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
치 이행(1.3),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 보장(1.4), 경제ꞏ사회ꞏ환경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 감소(1.5)를 포함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는 국제사회가 노력해 온 빈곤 감소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COVID-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특히 거시경제 기초여
건, 산업구조, 사회안전망, 보건여건 등이 취약한 저개발국 및 저소득층에 더 심
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WHO는 2020년 3월 전염병 위험 최고단
계1)인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단순한 공중 보건 위기가 아닌 모든 부문에 영향
을 줄 위기”라며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ꞏ사회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은 국경봉쇄, 이동제한조치 등을 취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 확진자 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 부
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2020. 6)은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2.5%에서 –5.2%
로 하향 조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극심한 경제침체를 예상하였다.
IMF 또한 COVID-19로 인해 180개 회원국 중 17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
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Roubini(2020) 등 일부 학자는 COVID-19가 기존 경제
위기와 달리 보건 위기에 기인하고 있어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 기관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특히, 개발
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빈곤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수
준이 낮을수록 감염병으로 인한 부담 증대로 COVID-19로 인한 저소득국가 및
1)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로 구분, 팬데믹은 감염병이 2개국
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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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빈곤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을 중심으로 COVID-19가 빈곤에 미칠 잠
재적 영향을 추정한다. 이에 앞서 먼저 COVID-19 이후 아세안 주요국에 나타나
는 특징을 확진자수, 감염병 대응,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아세안을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세안이 여타 지
역에 비해 한국의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2)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이며, 이들 국
가는 2020년 ODA 예산 중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경제협력에서도 아세안은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15.6%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대상국 중 제2위 규모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COVID-19가 아세안 국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협력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아세안 주요국의 COVID-19 확산 추이 및 영향
2020년 1월, 아세안 지역 내 첫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을 기점
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 확산 초기에는 중국과 연관된 사례가 많았으나, 3
월 이후에는 아세안 역내 이주노동자 및 종교행사 참가자의 집단감염 등으로 인
해 지역 내 확산이 심화되었다.
다만, <Figure 1>에서 나타나는 아세안 COVID-19 통계 수치가 각국의 감염현
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통계 집계를 위해서는 검사,
진단 및 치료까지 광범위한 보건의료 역량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는
해당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Table 1>과 같이 소득수준별 아세안 각
국의 COVID-19 현황과 의료역량지표를 비교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
록 백만 명당 확진ꞏ검사 건수가 적게 집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3) 감염병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GHS4), SPAR5))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평가
2)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3) 일반적으로 저소득국일수록 인구구성이 젊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구구성
이 젊어 COVID-19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4) 세계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 GHS)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평
가하는 지수로, 0에서 100까지 점수로 평가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부 평가요소로는 예방, 탐지, 대응, 보건의료체계, 국제규범 준수, 환경적 위해요소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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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특히 바이러스 배출 방지를 위한 예방(Prevention)
과 환자 및 의료인력을 치료ꞏ보호할 수 있는 보건체계(Health System) 부문이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Cumulative and Daily Confirmed COVID-19 Cases

Notes: 1) Cumulative confirmed cases depending on days since 30 confirmed cases first
recorded.
2) Weekly average daily confirmed cases depending on days since 10 daily cases first
recorded.
Source: Johns Hopkins CSSE Database, Our World in Data (July 31, 2020). [Online].

5) 자체평가지표(State Party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SPAR)는 국제기구 등의 외부평가위원 없
이 각국의 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0에서 100까지 점수로 평가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감염병 대응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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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Health Index and Reported Cases and Tests
Total
Cases
/ 1M
UHC SPAR
pop

GHS (2019)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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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1.
2.
Score Prevention Detection

3.
Response

4.
5.
Health
Norms
system

6.
Risk

2017 2019

Total
Tests
/ 1M
pop

Jul
26,
2020

Jul 26,
2020

Cambodia
Least
Developed Myanmar
Countries
Laos

39.2

28.6

57.7

36.7

12

60

38.5

60

50

13

3,496

43.4

30.3

59.2

50.4

19.5

59.1

38.2

61

64

6

1983

43.1

18.9

70.4

52

19.4

45.9

46.8

51

35

3

3,502

Vietnam
Lower
Middle
Philippines
Income
Countries Indonesia

49.1

49.5

57.4

43

28.3

64.6

53.4

75

66

4

2,824

47.6

38.5

63.6

43.8

38.2

49.8

50.3

61

53

734

11,848

56.6

50.2

68.1

54.3

39.4

72.5

53.7

57

73

361

5,048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Thailand

73.2

75.7

81

78.6

70.5

70.9

56.4

80

85

47

9,817

Malaysia

62.2

51.4

73.2

61.3

57.1

58.5

72

73

-

275

28,946

High
Brunei
Income
Countries Singapore

32.6

24.8

30.5

33.4

24.2

23.3

66.7

81

-

322

84,654

58.7

56.2

64.5

64.6

41.4

47.3

80.9

86

92

Average

50.6

42.4

62.6

51.8

35

55.2

55.2

≦25

25< ≦50

50< ≦75

8,605 199,891

68.5 64.75

75< ≦100

Source: Worldometers; NTI; Johns Hopkins CSSE Database; WHO Database.

보건의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COVID-19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분
의 아세안 국가는 사업장 폐쇄,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 제한 등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취했다(Figure 2). 그 결과 소매점 및 여가시설, 식료품점 등의 방문자 수
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경우 유동인구 감소폭이 무려
80%에 달하고 있다(Figure 3). 아울러, 아세안 국가는 대외무역과 관광부문에 대
한 경제의존도6)가 높아 COVID-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 2019년 기준 GDP 대비 무역 비중은 싱가포르(319%), 태국(210%), 말레이시아(123%) 순이고, GDP 대
비 관광업 비중은 필리핀(25.3%), 태국(19.7%), 말레이시아(11.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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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

Note: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 investigated from data of government lockdown
policies.
Source: Our World in Data (Last updated 27th July).

<Figure 3>

Community Mobility Changes
Philippines

Singapore

Note: Community Mobility Changes of different categories of places using data from Google
Maps.
Source: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 Our World in Data.

국가 전반적으로 미칠 경제적 영향 외에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으로 인
한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7)가 길어지므로
COVID-19로 인한 저소득국 및 저소득층의 빈곤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Figure 4>.

7) 질병으로 인해 손실된 시간(10만 명 당 연 단위)을 나타낸 지표로서,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부담 정도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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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per Capita vs DALYs due to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Note: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lost per 100,000 depending on GNI per capita.
Source: Sterck et al.(2018), p. i17.

이에 아래에서는 관련 기존연구를 검토한 후 COVID-19가 아세안 주요국의
빈곤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III. 기존연구 및 분석모형 도출
신고전주의 경제성장모형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 하에서 생산적 자산
(productive assets)을 축적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주요 원
천은 인적자본, 물적자본 및 기술변화의 축적에 있으며, 이를 통한 경제성장은
결국 빈곤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관련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1)
빈곤과 경제성장(및 불평등)의 관계를 실증적 규명(Bruno et al., 1996; Ravallion
and Chen, 1997; Dollar and Kraay, 2002; Bourguignon, 2003; Adam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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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wij and Verschoor, 2007; Bluhm et al., 2018), 2) 빈곤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Grootaert, 1997; Datt and Jolliffe, 2005; McKenzie, 2005; Biyase
and Zwane, 2018), 3)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Solow,
1956; Romer, 1986, 1990; Lucas, 1988; Barro, 1991, 2003; Mankiw et al., 1992;
Islam, 1995; Rodrik, 2000; Acemoglu et al., 2001)한 연구가 있다. 이 중에서 빈
곤과 경제성장 및 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성장이 빈곤감소에 실제 기
여하는 바가 경제성장률 그 자체와 소득불평등 수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전
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항인 COVID-19의 아세안 주요국 빈곤에 미칠 영향의
경우 전술한 기존 연구 중 빈곤과 경제성장 및 불평등간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COVID-19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가 아세안 주요국 빈곤에 미칠 영향
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율의 소득 및 불평등 탄력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빈곤예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 적합한 접근법을
검토한 후 빈곤과 경제성장 및 불평등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연구의 논의를 바
탕으로 본 논문의 실증분석모형을 도출한다.

1. 기존연구: 빈곤예측 접근방법
기존 연구에서는 전 세계 및 특정 지역 혹은 국가의 빈곤예측을 주로 세 가지
접근법에 기반을 두어 추정하고 있다.
첫째는 글로벌 빈곤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국가별 가구 서베이를 통해 조사
된 과거 소득 및 지출자료의 증가율을 미래시점 혹은 기간에 적용하여 빈곤을
예측하는 방법이다(Ravallion, 2013; Yoshida et al., 2014; Summer et al., 2020
등). 특히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는 소득분배 중립적(distribution
neutral) 가정 하에 COVID-19로 일인당 소득 또는 소비가 5%(10%), 10%(20%),
20%(30%)씩 감소하는 시나리오별로 빈곤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들은 일인당 소


득 또는 소비가  감소할 경우 빈곤선(z)을  만큼 상향 조정하여 새롭
   
게 조정된 빈곤선 이하에 속한 인구를 빈곤자로 간주하고 있다.
두 번째는 IMF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일인당 GDP 증가율 전망치를 이용
하여 미래시점의 빈곤율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우선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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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소득 및 불평등 탄력성을 추정한 후 일인당 GDP 전망치를 활용하여 빈곤
율을 예측한다(Bluhm et al., 2018; Lakner et al., 2020). Valensisi (2020)의 경우
전술한 Summer et al. (2020)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세계 빈곤율을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가구별 서베이를 통해 구축된 소득 및 지출 증가율을 대신하여 국제
기구에서 기발표된 경제전망치를 활용한 빈곤선 조정을 통해 빈곤율을 추정하고


를 통해 산출하였다. 이 수식에서
있다. 구체적으로 빈곤선(z)은   

   



 

빈곤선은 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일인당 GDP 성장률의 감소는 더
높은 빈곤선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일반균형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활용한 추정이다. 이 방법론은 초기균형상태에서 COVID-19와 같은 외
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모든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균제상태(steady
state)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Vos et al.
(2020), Laborde et al. (2020) 등은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MIRAGRODEP 모형을 활용하여 COVID-19가 글로벌 빈곤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추정전략의 공통적 한계는 소득분배 중립적 충격(distribution-neutral
shock)을 가정하는데 있다. 문제는 COVID-19와 같은 외부충격이 소득수준이 열
악한 그룹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8) 국가마다 소득분배의 형태가 이질
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COVID-19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지출 혹
은 소득과 같은 화폐적 경로만이 아닌 비화폐적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COVID-19는 건강, 교육 등 비화폐적 영향을 통해 다양한 연쇄효과를 거쳐 장기
적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의 경우 가계 소득(소비)
혹은 경제성장률의 감소를 국가 간 동일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하고 있어 각국
의 상이한 소비변화와 성장률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Bluhm et al.
(2018), Lakner et al. (2020), Valensisi (2020)는 일인당 GDP 증가율이 가구별
서베이를 통해 측정된 소비 또는 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1인당 GDP 증가 중 일부분만이 가계로 전달되고 있
8) Mongey, Pilossoph, and Weinberg (2020)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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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민계정 변수를 이용한 빈곤 효과는 과다 추정될 여지가 있다(Korinek et
al., 2006; Newhouse and Vyas, 2018).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COVID-19가 글로벌 혹은 주요 지
역별 빈곤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COVID-19는 전
세계적 빈곤종식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여러 조치에 큰 도전과제로 부상
하고 있고, 실제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최빈곤층의 종식을 목표로 빈곤종식
(SDG1) 및 국가내 불평등 완화(SDG10)를 세부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COVID-19의 잠재적 충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각국
혹은 국제사회의 빈곤 악화에 대한 대응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2. 추정모형 도출
본 논문은 기존 방법론 중 전술한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방법론을 이용한다.
COVID-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의 소득 또는
소비 위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IMF는 COVID-19에 따
른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있어 전례없는 위기로 인한 전망치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의
방법론 및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COVID-19로 인한 가구의 소득 또는 소비가
10%, 20%, 3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빈곤선은 식
(1)만큼 상향 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빈곤율을 추정한다.



   

(1)

여기서 는 국가별 가구의 소득 또는 소비 감소율, z는 빈곤선을 각각 의미한다.
전술한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보다 정치한 실증분석 모형
을 통해 빈곤율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빈곤의 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실
증분석 모형을 구축하여야 하나, 일반화된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9)
사실 한 국가의 빈곤감소에 있어 경제성장의 기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제
학자 혹은 개발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의 가계소득 전가효과
9) Besley and Burgess (2003)는 빈곤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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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through)는 국가별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빈곤감소의 주요 요인
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빈곤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일인당 GDP(혹은 소득)와 소득불평등도를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다
(Bourguignon, 2003; Hoover et al., 2008; Bresson, 2009). World Bank (2000)는
한 국가의 빈곤감소에서 성장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분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고, Bourguignon (2003)는 빈곤변화가 경제성장 변수에 의해 50% 정도 설명이
되고, 나머지는 소득분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Bruno et al.
(1996), Ravallion and Datt (1992), Datt and Ravallion (1992), Kakwani (1993),
Dollar and Kraay (2002), Besley and Burgess (2003), Bourguignon (2003),
Kalwij and Verschoor (2007), Bluhm et al. (2018) 등은 빈곤변화를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고,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
과 소득불평등도 개선이 주요 요인임을 보였다. Bruno et al. (1996)은
1984~1993년 중 20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빈곤에 대한 성장탄력성을 –2.12로 추
정하였으며 불평등 개선이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인 바 있다. Besley
and Burgess (2003)는 경제성장의 빈곤감소에 대한 추정치를 –0.73로 분석하였
다. 이에 경제성장의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빈곤감소에 주요 요인인 한편,
재분배 개선과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연구는 빈곤율을 식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 평균소득, z: 빈곤선,  : 소득 분포(불평등)를 의미한다.
단, 여기서 
한 국가의 소득이 로그정규확률변수( ln ∼   )이면 평균소득은 식 (3)
으로 나타난다.

      exp   





(3)

식 (3)을 통해 빈곤율(식 2)은 식 (4)와 같이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 ∙)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l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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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을 시간에 대한 빈곤율의 상대적 변화(식 5)로 나타낸 후  및  를 각



각 양변에 곱하면 빈곤의 소득 및 불평등 탄력성이 포함된 식 (6) 및 식 (7)과 같
이 도출할 수 있다.

     
    


 
  

(5)



    
   






  
 

 
 
 

(6)



   
 

   





 


 


(7)

  
 




,     이다.10)
단, 여기서  



 
  
식 (6)에서 소득분포가 로그정규분포라는 가정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식 (7)의
추정방정식은 식 (8)로 나타난다.

 ln    ln    ln  


(8)




여기서  및 는  
및 를 각각 나타낸다.



소득분포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분포이면 식 (7)은 빈곤에 대





) 및 불평등( ) 탄력성이 반영된 식 (9)와 같은 추정방정식으로 나타
한 소득(  



난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10)         ,             이다.
















∙
여기서    는 역밀스비(inverse Mills ratio)를 나타낸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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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를 정리하면 Bourguignon (2003), Kalwij and Verschoor (2007)에서 활용
된 바 있는 식 (10)과 같은 실증분석 모형이 도출된다.

 ln    ln     ln    ln    ln  ln  

(10)

 ln  ln    ln  ln  ln  

IV. 잠재적 빈곤 영향 추정
1. 추정방법
식 (10)의 각 변수는 로그차분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수준변수(level variable)가
가지는 본래의 고유 정보를 상실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빈곤율의 로그변환으로
인해 특정연도에 ‘0’을 가진 국가의 정보가 배제되는 표본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게 된다. 1차 차분의 경우 각국의 시간 불변 고유특성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으나 교차항이 설명변수에 추가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교차항의 시차변
수(lagged levels)를 통해 추정계수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Bluhm et al.,
2018).
이에 본 논문의 기본 추정방정식은 식 (8)에 기반을 둔다. 다만, 전술한 추정상
의 한계를 완화하는 한편, 빈곤율과 같이 종속변수가 비율로 구성될 경우 분수반
응모형(fractional response models)을 통한 추정이 선호11)되는 것을 감안하여 식
(11)을 기본 추정모형으로 이용한다. Bluhm et al. (2018)도 식 (10)의 한계와 종
속변수의 데이터 특성을 감안하여 식 (11)을 통해 빈곤율과 소득변수 및 불평등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ln    ln 

(11)

여기서 는 설명변수와 선형모형의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의 연결함수(link function)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식 (11)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할

경우

관찰되지

않는

국가별

이질성,

불균형패널자료

(unbalanced panel data)에 따른 추정모형의 적정성과 서베이 조사가 가지는 측정

11) 이에 대해서는 Papke and Wooldridge (199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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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에 따른 내생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식 (11)과 같이 비선형 추정에서는 더미변수를 통해 국가별 고유특성을 통제
할 경우 부수적 모수 문제(incidental parameters problem)로 인해 추정치에 편의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Baltagi, 1995; Papke and Wooldridge, 2008). 이에
Papke and Wooldridge (2008)는 관측되지 않는 고유 특성( )과 설명변수(벡터인

) 간 연관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관임의효과모형을 제안하였다(식
  )를 가정
12). 여기서 관측되지 않는 특성은 조건부 분포(  ∼    
    로 나타낼 수 있다.12) 따라서 미관측 고유특성은
하여 추정하고     


  )과 없는 부분(  )으로
조건부 분포 하에서 설명변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   


  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는 변수
구분이 가능하며, 이 중   

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13)

        
 

(12)

여기서 u는 추정치가     에 의해 조정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Papke and Wooldridge (2008)가 제시한 상관임의효과모형은 균형패널이
라는 전제 하에서 도출된 모형이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및 조건부최대우
도추정(conditiona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CMLE)은 불균형 패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상관임의효과 모형에서는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s)일 경우 국가 간 이질성이 각국의 표본크기( )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Wooldridge, 2019). Wooldridge (2019)는 이러한 의존성을
관측되지 않는 국가고유효과의 평균과 분산에 국가별 상이한 관측선택지표
(selection indicators)인  14)를 반영하여 통제하도록 제시하였으며15) 이를 통해
도출된 모형은 식 (13)이다.

12) 는 상수이며,  는 관측되지 않는 국가 고유특성에서도 설명변수와 무관한 부분으로 가정한다.
13) Wooldridge (2019)는 조건부 분포의 가정이 전제되기는 하나 국가별 이질성을 통제하여 일치 추정량
을 얻는 장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   이면 국의 종속 및 독립변수가 완전하게 관찰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다.
15) 예를 들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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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기서 는  국의 표본크기, h는 새로운 규모요인(scale factor),  는 t시점
의 관측 선택지표(selection indicators),  은 더미변수(   이면   , 그
이외는

0),

는

미지의

variance

변량매개변수(unknown

parameters),

 

exp







는 국가 간 이질성의 분산(  )을 의미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소득 및 소비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되었
기 때문에 측정오차에 따른 내생성 문제도 추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어 식
(14)를 활용한다(Bluhm et al., 2018). Heckman and Robb (1985)은 선형모형에서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식 (14)와 같은 통제함수(control function)를
통한 2단계 추정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제함수에서는 1단계를 통해 추정된 적합
값(fitted value)을 2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1단계를 통해 추정된 오차항을

 )와 설명변수들이 오차
사용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해 추정된 추정오차( 
항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게 되어 내생성이 통제가 된다.

      
1단계: ln 












          

  ln    
  

2단계:      








(14)


         







exp 




  



와  의 추정계수를 각각 의
여기서 는 벡터  와  16), 그리고  와 는 
 는 축약형 잔차(reduced-form residuals)로 1단계를 통해 추정이 되며,
미하며, 
g는 새로운 규모요인(scale factor)을 나타낸다.
한편,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항은 COVID-19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가 빈곤
율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Bluhm et al. (2018)이 보인 바와

16) 국민계정의 소득 또는 소비데이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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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성장률 및 불평등 시나리오가 주어질 경우 식 (7)에서 도출된 소득 및 불평
등 탄력성을 통해 빈곤율의 향후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식
(7)의 소득 및 불평등 탄력성을 QML 추정치에 대입하면 식 (15)와 같이 나타난
다. 식 (15)는 빈곤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단위구간(unit interval) 내에서 빈곤율을 엄밀히 예측하게 하며, 일관된 추정결과
를 가지도록 한다(Bluhm et al., 2018).



    


     ×   

 
ln
  
ln  (15)








  
    

    


   ×   

 
ln
  
ln 


    

2. 데이터
아세안 주요국의 빈곤데이터는 World Bank의 PovcalNet 데이터를 이용한다.
PovcalNet는 World Bank가 무작위로 선정된 전 세계 1.2백만 가구서베이를 통해
구축된 빈곤율 데이터베이스로 글로벌 빈곤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 소득 혹은 지

<Figure 5> World Economic Outlook (WEO) Projections (Oct. 2019 and Apr.
2020)

Note: BRN(Brunei Darussalam), IDN(Indonesia), KHM(Cambodia), LAO(Laos), MMR(Myanmar),
MYS(Malaysia), PHL(Philippines), SGP(Singapore), THA(Thailand), VNM(Vietnam)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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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데이터가 있다. PovcalNet은 전 세계 166개국을 대상으로 1967~2018년 동안
불연속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등을 제
공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의 인구는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에서
추출하였다.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IMF는 세계경제 및 각국의 전망치를 매년 10월 연차총회때 발표한
후 다음 해 4월에 10월 전망치를 수정한다. 2019년 10월 및 2020년 4월 수정 전
망치를 비교한 <Figure 5>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반영된 4월 수정 전망치가
이전과 비교가 무의미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3. 분석 결과
가.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 기준
세계은행의 국제빈곤선 기준에 따라 본 논문은 일일 소득기준(PPP 2011 가격)
$1.90, $3.20 및 $5.50을 빈곤 기준으로 설정하였다.17) 이러한 국제빈곤선 기준
하에서 COVID-19로 인한 가구의 소득 또는 소비가 10%, 20%, 30% 감소할 것
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가 <Figure 6>에 제시되어 있
다.18)
COVID-19 이전 국제빈곤선 기준인 $1.90 미만의 인구는 인도네시아 12.4백만
명(4.6%), 필리핀 8.0백만 명(7.8%), 베트남 1.8백만 명(1.9%), 라오스 1.5백만 명
(22.7%), 미얀마 1.1백만 명(2.0%)으로 나타난다.19)
COVID-19로 인해 가계 소득이 10% 감소할 경우에는 국제빈곤선 이하의 빈
곤층이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순으로 더 많이 양산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즉, 추가적인 빈곤층이 인도네시아 6.4백만 명(2.4%), 필리핀 3.6
백만 명(3.5%), 베트남 0.8백만 명(0.8%), 라오스 0.4백만 명(6.4%), 미얀마 0.8백
만 명(1.5%)으로 분석되었다.20)
COVID-19로 가계 소득이 30% 감소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30.3백만 명
17) https://blogs.worldbank.org/developmenttalk/richer-array-international-poverty-lines
18) 2020년 3분기 중저소득국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1%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ILO, 2020).
2020년 11월에 들어서면서 COVID-19의 전세계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 소득은 더욱 감소할 여지가 큰 편이다.
19) 괄호( )안은 각국의 빈곤인구 비중을 나타낸다.
20) 괄호( )안은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추가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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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필리핀 15.7백만 명(15.4%), 베트남 2.8백만 명(2.9%), 라오스 1.5백만
명(23.8%), 미얀마 4.8백만 명(9.0%)의 추가 빈곤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COVID-19로 가계소득이 30% 감소할 경우 총인구의
46.6%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 간 소득격차가 큰 아세안의 특징을 반영하여 하위중소득국 국제빈곤선인
3.20달러를 기준으로 COVID-19로 인한 가계소득 위축 시나리오별 빈곤층의 변
화를 추정하였다. 우선 빈곤선 기준인 3.20달러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의 빈곤자가
인도네시아 64.7백만 명, 필리핀 33.3백만 명, 미얀마 10.3백만 명, 베트남 6.7백
만 명, 라오스 3.8백만 명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가계소득이 10% 위축될 경우
에는 추가적인 빈곤층이 인도네시아 16.9백만 명, 필리핀 6.2백만 명, 미얀마 3.5
백만 명, 베트남 2.2백만 명, 라오스 0.4백만 명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 대비 추가 빈곤자의 비중을 구해보면, 라오스(6.9%), 미얀마(6.5%), 인도네
시아(6.1%), 베트남(2.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계 소득이 30% 위
축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인구 대비 추가 빈곤층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
핀, 라오스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상위중소득국의 국제빈곤선인 5.50달러에서는 빈곤자가 인도네시아 150.0백만
명, 필리핀 64.6백만 명, 미얀마 32.5백만 명, 베트남 22.5백만 명, 태국 6.0백만
명, 라오스 5.5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인구 대비 비중에서는 라오스 85.0%, 필리
핀 63.2%, 미얀마 60.8%, 인도네시아 56.0%, 베트남 23.6%, 태국 8.6%로 나타난
다. COVID-19로 가계소득이 10% 감소할 경우 추가 빈곤층은 인도네시아 15.5
백만 명, 필리핀 5.3백만 명, 베트남 5.2백만 명, 미얀마 4.4백만 명, 태국 2.7백만
명이 양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인구 대비 비중에서는 미얀마 8.2%, 인도네
시아 5.8%, 베트남 5.5%, 필리핀 5.2%, 태국 3.8%를 각각 차지하였다. 가계소득
이 30% 감소한다면 인구 대비 추가 빈곤자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COVID-19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별 빈곤 영향을 추정해보면
규모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의 순으로 추가 빈곤층
이 많이 나타났다. 인구 대비 추가 빈곤자의 비중에서는 국제빈곤선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나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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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dditional Number of Poor by ASEAN Countries as a Result of
COVID-19 Pandemic
(Unit: Million people)
- $1.90 (A) -

- $3.20 (B) -

- $5.50 (C) -

Notes: 1) IDN(Indonesia), LAO(Laos), MMR(Myanmar), MYS(Malaysia), PHL(Philippines),
THA(Thailand), VNM(Vietnam)
2) Post-10, Post-20 and Post-30 indicate three scenarios: 10, 20, and 30 percent
contraction of per capita income or consumption.
Source: Author’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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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
앞의 추정에서는 COVID-19가 아세안 각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거시경제 기초여건, 경제발전단계, 비교우위 등에 따
라 COVID-19의 파급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COVID-19로 인한 국가별 상이한 파급영향이 반영된 IMF
의 국가별 경제전망치를 활용하여 팬데믹이 아세안 주요국의 빈곤율에 미칠 영
향을 분석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빈곤율과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Bourguignon (2003)과 Bluhm
et al. (2018)이 제안한 추정방정식, 즉 식 (11), 식 (12), 식 (13) 및 식 (14)를 통
해 추정한다.

<Table 2>

Determinants of Poverty

Variables

ln  

LSDV

CRE
(Eq.11)

CRE
(Eq.12)

Unbalanced
(Eq.13)

Endogeneity+
Unbalanced
(Eq.14)

-0.161***

-0.894***

-0.740***

-1.225***

-1.227***

(0.049)

(0.118)

(0.124)

(0.495)

(0.587)

*

*

**

***

1.318***

(0.291)

(0.347)

(0.456)

-

-

0.120

ln  

(0.061)

0.986

(0.236)

0.686

1.379

0.193


 

-

Correlated random
effects

No

Yes

Yes

Yes

Yes

-

(0.396)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Yes

Panel size dummies

Yes

Yes

No

Yes

Yes

Panel size dummies
* CRE

No

No

No

Yes

Yes

Variance function

No

No

No

Yes

Yes

Scale Factor

-

0.114

0.119

0.0823

0.0843

0.901

0.946

0.887

0.951

0.957

ln 

-

-243.3

-254.6

-338.2

-329.3




0.0597

0.0414

0.0601

0.0394

0.0372

Observations

1,641

1,641

1,632

1,632

1,593

Pseudo 
(or   )



Note: 1) The model includes a constant term but it is not reported.
2)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Source: Author’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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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식 (11), 식 (12), 식 (13) 및 식 (14)의 분석결과와 함께 상관임의효
과(correlated random effects) 모형이 아닌 패널분석 시 많이 이용되는 LSDV(least
square dummy variable) 모형을 이용한 추정치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1인당 소득수준 및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모든 추정
방법에서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기대부호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Table 2). 즉, 1인당 소득수준은 빈곤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1
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졌다.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빈곤율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수록(지니계수가 낮아질수록) 빈곤
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SDV로 빈곤율과 소득수준 및 소득불평등도간 관계를 추정할 경우 1인
당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도 변수가 각각 과소추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종속변수가 비율로 측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로그선형모형을 이용할 경우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을 시
사한다.
추정모형인 식 (11), 식 (12), 식 (13) 및 식 (14) 중 가장 선호되는 추정모형은
식 (14)이다. 식 (14)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불균형패널데이터의 특성 및 내생성까
지 고려하고 있어 이론적 측면에서 여타 추정모형에 비해 우수하다. 아울러,  
및 MSE 등 표본내 적합도 측면에서도 여타 추정모형에 비해 더 선호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Table 2), 유사모형인 식 (13)과도 추정치가 거의 유사하게 분석되
었다. 이에 본 논문은 식 (14)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아세안
주요국의 빈곤율에 미칠 영향을 추정한다.
한편, 본 논문은 COVID-19가 분석대상국의 경제에 미칠 시나리오를 임의적으
로 구성하기보다 COVID-19 팬데믹이 반영된 IMF 2020년 4월 수정 전망치를 이
용한다. 물론 IMF 전망치도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망
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임의적 시나리오보다는 신뢰할만한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그리고 IMF 2020년 4월 수정 전망치는 2021년까지 제시하고 있어
COVID-19에 따른 잠재적 빈곤율 영향을 2020년 및 2021년까지 추정한다. 이를
통해서 COVID-19 팬데믹 이전의 전망치와 이를 반영한 4월 수정 전망치 간에
빈곤율의 방향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득불평등도에도 영향
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GM, 2020). 소득불평등도는 각국별 소득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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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모형 내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의 이용가능한 데이터(가구 특성별 가처분 소득 데이터 등)의
제약을 고려할 때 이를 국가별로 추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distribution-neutral’이라는 가정 하에 아세안
국가에 소득불평등도가 분석시점 기준으로 불변(Post-COVID(2)), 기준 시점보다
5% 악화(Post-COVID(1)), 혹은 개선(Post-COVID(3))되는 경우를 모두 보여주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추세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결과는 <Figure 7>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COVID-19는 아세안 국가
의 빈곤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4월에 발표된 IMF의 수
정 전망치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각국 경제는 2020년에 큰 충격을 받은
후 2021년부터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율도 분석
대상국가 모두 2020년에 악화된 후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완화되는 추세가 상이하였다.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 태
국 등은 비교적 빈곤율의 감소 추세가 가파른 반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은 상
대적으로 더딘 특징을 보였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COVID-19 이전과 이후 추세
선 간격이 매우 더디게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Poverty Prediction for 2020 and 2021
- Laos -

- Myanm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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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

- Philippines -

- Indonesia -

-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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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iland -

Source: Author’s calculation.

특히 주목되는 특징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정책
적 노력에 의해서도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Figure 7). 이는 COVID-19 이후 경제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함께 소득불
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할 경우 COVID-19 이전 빈
곤 수준으로 조속히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이전 추세보다도 더 빠른 빈곤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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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빈곤 감소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다. 2015년 채택된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에서도 2030년까지 빈곤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의 대대적인 노
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빈곤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한국의 주요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빈
곤에 대한 COVID-19의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만, COVID-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COVID-19가 아세안 국가의 소득 또는 소비 위축
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추정
방법을 통해 COVID-19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를 통한 추정에서는 추가 빈곤자(규모)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인구 대비 측면에서는 전
반적으로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 방법론의 경우 COVID-19에 따른 아세안 각국의 소득감소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완화
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는 아세안 각국의 빈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
되었다. 다만, 아세안 각국의 빈곤은 2021년부터 빠른 개선이 예측되었다. 국가
별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빈곤율이 비교적 빠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미얀
마,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더딘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COVID-19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할 경우 COVID-19 이전의 빈곤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빠른 빈곤감소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VID-19는 기존 경제위기와 달리 보건 위기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
치와 심리위축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보건 위기가 해소되지 않
고서는 빈곤도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염성 질
병에 대한 개별 국가의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GHS 지수)를 보면
아세안 대부분 국가가 75 이하로 나타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가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저소득국은 세계보건안전지수 6
개 평가항목 중 보건의료체계 수치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평균 수준
보다도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아세안 국가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역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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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의료서비스 접근성, 진단 역량, 보건 위기 대응체계 등에서 개선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ODA 예산 대폭 증대, 우리나라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방역 모델 마
련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
의회(KCOC) 등 개발협력기관에서도 방역물품 지원 및 의료역량 강화 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특히 KSP21)는 보건의료체계가 한 국가의 경제ꞏ사회적 요소와 복
잡하게 얽혀 있고 국가 간 의료역량 격차도 커 협력국 현황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ꞏ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자문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추정방법을 통해 COVID-19의 빈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본 논문의 IV장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도는 각국별 소득분배정책 및 제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모형 내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이용가능한 데이
터의 한계로 소득분배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COVID-19의 빈곤 영향을 화폐적 경로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화폐적 경로만이 아
닌 비화폐적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모형을 통
해 COVID-19의 빈곤영향을 추정하는 한편, 빈곤 예측에 있어 최적의 모형을 선
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
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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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Potential Impacts of
COVID-19 on Poverty in ASEAN Countries
Hokyung Bang*, Eunjeong Yang**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s of COVID-19 on poverty in ASEAN
countries. The first estimate, adopted from Summer et al. (2020) and Nonvide
(2020), configures three scenarios of contractions in per capita household income
or consumption; the impact of each scenario on poverty is calculated using poverty
lines at different thresholds. In the second estimate, poverty impacts in 2020 and
2021 were projected using regression models controlling for unobserved country
effects, unbalanced data, and endogeneity. COVID-19 has been shown to have
negative impacts on poverty reduction in the ASEAN Member States. To reduce
poverty, concerted efforts are needed to implement policies f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Such efforts will not only speed up the
countries’ return to pre-pandemic poverty levels but also contribute to further
accelerating poverty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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