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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Should Emerging Economies Embrace Quantitative Easing during the

Pandemic?”
출처: FRB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저자: Gianluca Benigno(FRB of New York), Jonathan Hartley(FREOPP), Alicia Garcia
Herrero(Natixis), Alessandro Rebucci(Johns Hopkins大), Elina Ribakova(IIF)
【핵심내용】
ㅇ 최근 신흥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고용과 성장이 위축되고 자
본유출이 급증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
- 신흥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2019년말 기준)이 평균 50%를 넘어서고 있어 재정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
ㅇ 본고에서는 신흥국일지라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자국통화표시 부채 비중이 큰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금융
상황 안정과 재정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
- 이미 일부 신흥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자국통화표시 국채 매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장기금리 하락, 통화가치 절상 등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국통화표시 국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채
매입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
*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화 표시 부채로 인해 대차대조표상 통화불일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위험기피
도가 증가할 경우 신흥국통화표시 자산을 급매하며, 그 결과 해당 신흥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통
화가치가 하락

ㅇ 다만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 약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각 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국채 매입으로 인한 통화 약세 시 심각한 물가상
승압력(price pressure)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 민간부문이 외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국가의 경우에도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민간부문 대차대조표가 악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우려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Pandemic Recession Dynamics: The Role of Monetary Policy in Shifting

a U-Shaped Recession to a V-Shaped Rebound”
출처: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0-083
저자: Michael T. Kiley(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정책금리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제약이 코
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확대(amplification)시키는지, 그리고 이
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QE가 필요한지 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장기간에 걸친 U자형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통화정책 방안을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충격은 실질GDP 10% 위축(2020Q2 실제값)으로 설정
ㅇ 분석 결과 정책금리 실효하한 제약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두 배 확대시키며,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U자형 경기침체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저점(trough) 기준 실질GDP는 20%, 노동투입시간은 25%, 총소비는 13% 감소하였
으며, 경기회복 속도도 현저하게 둔화
- 금융시장에서도 10년물 회사채의 위험 프리미엄이 400bp까지 상승
ㅇ 그러나 실효하한 제약 하에서도 QE로 대응할 경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큰 폭으로 완화 가능
- 실효하한 제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확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목GDP의 30%에
해당하는 6.5조 달러 규모*의 QE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 실제 2020.2월∼6월 사이에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3조 달러 확대

- QE는 금융기관이 직면한 대차대조표 제약(balance sheet constraint)과 금융조건을 완
화시켜 대규모 투자·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V자형 경기회복을 유도
ㅇ 한편 빠른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와 QE의 조화로운 운용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
- 대규모 QE 시행 시 경기자극과 더불어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에 반응하여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경우 QE의 긍정적 효과가 체감
(diminishing returns)하게 됨
ㅇ 다만, 코로나19의 영향, QE의 영향을 모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DSGE Model Analysis

거시경제
③ “Tapping into Talent: Coupling Education and Innovation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5318
저자: Ufuk Akcigit, Jeremy Pearce, Marta Prato(Chicago大)
【핵심내용】
ㅇ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제성장이 재능(talent)을 갖춘 연구인력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
라, 이들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
ㅇ 본 연구는 개인의 선호와 금융시장의 마찰요인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
여 R&D정책과 교육정책(교육비 보조, 박사과정 증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 많은 재능을 가진 개인이라도 ① 연구자가 되기를 기피하거나(선호의 이질성) ②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
지 못하면(금융제약) 박사과정 진입이 감소하여 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 덴마크의 개인 수준 미시자료(micro data)를 이용하여 현실에 맞게 모형 내 모수값을 설
정(calibration)한 후,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R&D정책과 더불어 교육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 이는 교육비 지원정책이 유능한 개인들이 박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
- 특히 금융제약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경제일수록 교육비 지원정책의 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ㅇ 나아가 R&D정책과 교육정책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가 상이*하므로 정책을 시
행할 때 이를 감안할 필요
* R&D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교육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time to
build)되며, 정책시행 약 5년 후 교육보조금 정책의 효과가 R&D정책의 효과보다 커지는 것으로 분석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조합
소요 예산
(GDP 대비)

R&D
보조금

교육
보조금

(%)
박사과정
증원

0.5

0

100

0

1.0

50

50

0

2.5

58

26

16

정책효과의 시간경로

주: 소요예산 규모에 따라 정책조합이 상이

ㅇ 본 연구는 R&D와 교육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분석방법론】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Heterogeneity, Policy Experiment

거시경제
④ “The

Impact of Pessimistic Expectations on
COVID-19-Induced Uncertainty in the Euro Are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5321

the

Effects

of

저자: Giovanni Pellegrino(Aarhus大), Federico Ravenna, Gabriel Züllig(Danmarks
Nationalbank)

【핵심내용】
ㅇ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활동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이 비관적 기대 하에서 확대될 가능성
ㅇ 본 연구는 경제주체의 기대와 불확실성간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충격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간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포함한 VAR모형으로
불확실성 충격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불확실성은 Bloom(2009)의 VXO 지수를 활용한 유로주식시장 변동성 지수(VSTOXX Index), 기대는
소비자 신뢰도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를 사용

ㅇ 표본내(in-sample) 분석결과, 비관적인 기대가 고조된 기간에는 불확실성 충격이 거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회복 소요시간도 장기화
* 소비자 신뢰도 분포상 하위 20%를 비관적 기대가 고조된 기간으로 정의, 해당 기간중 불확실성 충격
에 대한 CPI, 산업생산지수의 하락폭이 일반 기간대비 각각 9~11배 확대

- 또한, 분산분해 분석시 비관적 기대가 고조된 기간에는 각 변수의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충격의 기여도가 일반적인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ㅇ 위 모형에 코로나19의 다양한 전개양상*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이 비관
적인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더딜 가능성을 제시
* 기본 시나리오1, 백신개발이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지속(persist)되는 시나리오2, 2차 파동(second
wave)이 발생하는 시나리오3을 가정, 충격부여후 주요변수의 동학은 아래와 같음

최대하락폭(전년동월대비)
최대하락 발생기간(개월)
회복 소요시간1)(개월)

시나리오1
산업생산
CPI
-15.41
-1.35
7
6
15
-

시나리오2(persist)
산업생산
CPI
-18.96
-1.9
7
9
17
-

시나리오3(second wave)
산업생산
CPI
-17.28
-2.17
10
10
18
-

주: 1) 산업생산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0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 또한, 강건성 확보를 위해 기업가의 기대를 반영하거나 다른 불확실성 지표를 활용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ㅇ 본 연구는 불확실성과 비관적 기대간 상호작용으로 침체의 심화 가능성을 제시하여, 불
확실성 해소와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위해 당국의 명확한(clear)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Interacted VAR Analysis

미시제도
⑤ “Unemployed with Jobs and without Job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886
저자: Robert E. Hall(Stanford大), Mariana Kudlyak(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data를 이용,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실업자 상황을 분석
- 직장은 있지만 일시적 휴직 상태에 있는 Recall 실업자와 직장에서 해고된
Jobless 실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화 양상을 파악
ㅇ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실업률을 높여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Recall 실업자와 Jobless 실업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Recall 실업률은 1%(2월)에서 11.5%(4월)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3%대(8월)까지 빠르게
낮아져 총 실업률의 하락*을 견인하였음
*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3.5%(2월)에서 14.7%(4월)까지 높아졌으나 8.4%(8월)까지 낮아짐

- 반면, Jobless 실업률은 3%대(2월)에서 4%대(8월)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
에 대한 주의가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영구적 실업*은 340만 명으로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으나 향
후 증가할 위험성이 존재
* 영구적 실업이란 미 노동부 조사에서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났다’고 응답한 경우

- 고용주의 경기 개선 기대가 낮아져 리콜을 취소하거나 실업자가 리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구직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Recall 실업자 중 일부가 Jobless 실업자로 전환*
* 설문조사에서 이번 달 ‘리콜 기대’로 응답한 사람 중 다음 달 ‘무직이며 구직 중’으로 변경된 사람의
비율이 3월에는 1% 수준이었으나 7월에는 6% 수준까지 높아짐

- 그 외에도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일시적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포기
하는 실망실업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ㅇ 저자는 구직률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구직률이 더 낮아질 경우에는 경기
가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 Recall 실업자의 구직률은 코로나19 전후(2019.11월~2020.7월) 대체로 30%대를 유지
하며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
- Jobless 실업자의 구직률은 2019년 20%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15%(3월)까
지 낮아진 이후 20%(7월)를 회복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미시제도
⑥ “Renegotiation In Debt Chain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883
저자: Vincent Glode(Pennsylvania大), Christian Opp(Rochester大)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부채 사슬* 구조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가
일어나면 채무재조정(debt renegotiation) 협상 전략에 따라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안
* 부채 사슬(debt chains)이란 중소기업-신용조합-상업은행-연기금 등의 순서대로 경제주체 간 채무 관
계가 연쇄적으로 연결된 자본조달구조를 의미

- 경제위기로 모든 경제주체의 자산가치가 무작위하게 하락하고 이 사실을 본인만 아
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채 사슬을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재
조정 협상*을 진행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채무이행 시 받게 될 상환액을 고려하여 채무 삭감 여부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자산≥상환액일 때 채무를 상환하고, 자산상환액이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

ㅇ 분석 결과, 채무불이행 없이 모든 채무가 재조정되는 균형(default-free equilibrium) 상
태가 존재하나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채권자가 본인의 채무가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인이 받아야 할 채권 역시
삭감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없는 채무조정이 가능
- 그러나 부채 사슬 상의 한 채권자가 채권 삭감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연쇄적 채무
불이행 사태로 발전*
* 예를 들어, 상업은행이 신용조합의 채무를 삭감해주지 않는다면 신용조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
가할 뿐만 아니라, 신용조합 역시 중소기업의 채무를 삭감해주지 않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채무불
이행 가능성도 같이 높아짐

ㅇ 따라서, 보조금(targeted subsidy), 채무 삭감 의무화(mandate debt reduction)와 같은 정
책수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대하고 채권자의 채무 삭감을 유도함으로써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을 높여 신용조합의 채무 삭감에 대
한 유인을 높이고 이는 부채 사슬을 통해 상업은행 등 상위 채권자의 채무 삭감 유
인 확대로 연결
- 또한, 연기금이 보유한 상업은행 채권에 대한 삭감을 의무화하면 상업은행 역시 자
신이 보유한 신용조합 등에 채권을 삭감할 유인이 커져 채무 삭감 가능성이 전체적
으로 높아짐
【분석방법론】 Game theory(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

국제경제
⑦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an Open Economy”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335
저자: Arnaud Mehl, Livio Stracca, Massimo Ferrari(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2국가 DSGE 모형을 활용하여 CBDC 도입이 거시경제 충격의 국가간 전이
(spillove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적 함의를 도출
- 자국에서 기술진보 및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동 충격이 타국의 실물 및 금
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CBDC 도입 여부에 따라 상이한지 분석
- CBDC는 ① 완전한 유동성이 보장되는 결제 수단인 동시에 금융자산의 성격 역시 가
지고 있어 현금에 비해 선호되며, ② 보유 이자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③ 완전한 안
전자산(중앙은행 발행)으로서, ④ 자국에서만 발행하며 타국 경제주체도 보유 가능하다고
가정
ㅇ 분석 결과, CBDC 도입 시 국가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국의 기술진보 및 통화정책
충격이 타국 경제로 전이되는 정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금융자산(개별국 통화, 개별국 채권) 이외에 CBDC라는 추가적인 자산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 충격 발생시 자산간 대체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의 금융시장 연계가 강화
- 이에 따라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격변수인 채권가격 및 환율 변
동폭이 종전에 비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변수의 변동폭도
확대
ㅇ 다만, 상기 결과는 CBDC의 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CBDC가 현금에 비해 낮은 유동성을 가져 현금이 CBDC보다 선호되는 상
황을 가정하는 경우, 거시경제 충격의 국제적 전이효과는 상기 결과에 비해 축소됨
- 또한, CBDC의 보유 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테일러 준칙에 기반하여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여타 가정이 동일하더라도 거시경제 충격의 국가
간 전이효과가 CBDC 도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특정 국가에서만 CBDC를 도입하는 경우 타국의 통화정책 자율성(autonomy)을
약화시켜 국제통화시스템의 비대칭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타국의 통화정책 자율성 훼손은 CBDC 도입에 따라 충격의 국가간 전이 정도가 확대
되면서 타국 통화당국이 정책결정에 있어 글로벌 요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
는 데 기인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CBDC의 특성에 따라 국제통화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국가의 CBDC 도입에 앞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Two-country DSGE Model

국제경제
⑧ “Anticipation Effects of Protectionist U.S. Trade Policies”
출처: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52/2020
저자: Norbert Metiu(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공표가 교역 상대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를 분석
- 최근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러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국제무역 분야의 새로운 관심
사로 대두
ㅇ 개방경제 벡터자기회귀모형(open-economy vector autoregressive)을 이용하여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유로지역·캐나다·일본·중국·멕시코 등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국제적인
영향을 분석
- 1988년~2015년 기간 중 미국이 실시한 반덤핑 과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정책 발표 충격을 식별
ㅇ 분석 결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실제로 실행되기 이전에 발표만으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의 GDP와 투자를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유로 지역은 GDP 및 투자가 각각 0.2% 및 0.4% 유의하
게 감소
ㅇ 동 결과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발표가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비관적으로 형성
된 경제 전망이 실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반사실적 분석 결과,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로 인한 경기 신뢰도(business
confidence) 하락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는 충격의 파급을 더욱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언론 보도에 의한 경제 주체
의 기대 변화가 실물 경기에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임을 시사
-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현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전 시기임을 감안할 때 최근
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포함한 추가 분석이 필요
【분석방법론】 Open-economy Vector Autoregressive Framework

동북아경제
⑨ “India’s Ties to North Korea: Can New Delhi Overcome Challenges to
Its Maturing Engagement?”
출처: 38 North
저자: Jagannath Panda(뉴델리 국방 연구소)
【핵심내용】
ㅇ 최근 인도는 동방정책(Act East)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이 마주한 사회적 조건 역시 이러한 교류 확대와 부합
- 인도는 자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극복과 군사기술 협력 상대로 남한을, 북한과는
인도적 교류를 확대하며 한반도와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한 국경봉쇄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와의 교류에 적극적
- 한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 인도를 주시하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
ㅇ 교류 증대가 최근에 부각된 이유는 국제적 외교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
- 인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25개국 중 하나인데다, 일본과도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였던 관계로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부진했음
- 하지만 인도는 최근 카슈미르 지역의 중-인 국경 분쟁을 계기로 호주, 미국, 인도,
일본 4자 안보대화(Quad)에 참여하고 이로 인해 국제적 외교 지형에도 변화가 발생
ㅇ 인도와 남·북의 교류 증대는 상호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인도는 최근 겪고 있는 경제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ICT 기술 도입
을 시도하고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완화하고자 친환경 협력을 진행
- 한국은 인도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와 이로 인한 무역규모 증대(2000년 120억 달러 →
2018년 21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음
- 북한의 입장에서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무역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과학, 기술
등의 민간분야 교류를 진행하고 경제지원을 받을 가능성
ㅇ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향후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긍정적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으나 상대국의 민감한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
- 전통적인 남북 협력사업의 이해당사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제한되었지만, 인
도와의 관계 개선이 지속될 경우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긍정적일 수 있음
- 다만 인도는 북한과 파키스탄의 밀월관계가 자국 안보에 끼칠 악영향을 염려하고,
중국은 한국이 반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

기타주제
⑩ “Flight to Safety: How Economic Downturns Affect Talent Flows to

Startups”
출처: NBER, Working Paper 27907
저자: Shai Bernstein(Harvard大), Richard R. Townsend(UC San Diego), Ting Xu
(Virginia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경기침체가 스타트업으로의 인적 자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을 규모가 작은
초기 스타트업보다 선호하는 ‘flight to safety*’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
* 경기침체기에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전후로 기업 규모 및 발전 단계에 따른 구직자들의 선호
도 변화를 분석
- 미국의 구인 플랫폼인 AngelList Talent의 구직자 검색 및 지원 데이터, 구직자들
의 직종, 경력, 위치 등의 정보를 활용
- 국가적 위기상황이 선포된 2020년 3월 13일 이후 기업 규모에 따른 구직자들의 검
색 빈도, 실제 지원 횟수 등의 변화를 분석
- 구직자들의 경력,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점수를 이용하여 구직자의 수준별로
위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ㅇ 분석 결과, 3월 13일 이후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상승
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고급인력이 주도
- 구직자들이 검색하는 기업의 평균 규모가 25% 상승했으며,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한 검색이 20% 상승
- 이와 동시에 구직자들이 직무, 임금수준, 위치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덜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을 위해 다른 조건을 타협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선호 변화는 경력 혹은 구직자 점수가 중위값 이상인 고급인력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경기침체기에 구직자들이 안전한 직장을 선호함에 따라 스타트업으로의
인적자원 유입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창업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