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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Does Quantitative Easing Boost Bank Lending to the Real Economy or

Cause Other Bank Asset Reallocation?: The Case of the UK”
출처: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883
저자: Simone Giansante(Bath大), Mahmoud Fatouh(BOE), Steven Ongena(Zurich大)
【핵심내용】
ㅇ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두 차례(two main waves, 2009.3월~2009.11월 및
2011.10월~2012.10월)에 걸쳐 양적완화(Asset Purchase Program, 이하 APP)를 실시
- APP는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시중은행의 지준예치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실행되
었는데, 당시 통화정책위원회는 은행들이 지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The current strains in the financial system…, meant banks were less likely to increase
their lending substantially following an increase in their reserves (Minutes of the MPC
Meeting held on March 4 and 5 2009)

ㅇ 본고에서는 영국에서 APP로 인해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은행의 위험채권 매입이 확
대되었는지를 분석
- 2000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반기별 패널자료를 활용하되, APP로 인
해 지준예치금이 증가한 은행(QE-Banks)과 그렇지 않은 은행(Non QE-Banks)으로 구분
ㅇ 분석 결과 APP가 Non-QE Banks에 비해 QE-Banks의 대출을 증가시킨 증거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채권 매입을 확대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분석
- QE-Banks는 위험기준 자기자본규제(Risk-Based Capital Requirement)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증가한 지준으로 대출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데 활용하기 보다는
지준예치금 자체로 보유하거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재매입하는 데 활용
ㅇ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 은행대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는 양적완화 보다는 중앙은행 대출기구(예: Funding for Lending Scheme, Term Funding
Scheme 등)를 설치·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자기자본규제로 인해 양적완화가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를 통해 파
급되는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데도 유의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거시경제
② "Vulnerable

Growth

in

the

Euro

Area:

Measuring

the

Financial

Conditions"
출처: ECB Working Paper No.2458
저자: Juan Manuel Figueres, Marek Jarociński(ECB)
【핵심내용】
ㅇ 성장률 하방리스크 전망에 금융지표가 유용하다는 연구(Adrian et al.(2019))가 있어, 해
당 연구 결과를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필요
- 특히, 유로지역은 은행 등 간접금융 위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왔으며, 유로 단위
의 통합된 금융시장 구축 기간이 짧아 이를 고려한 금융지표의 선정이 중요
ㅇ 본 연구는 유로지역에 적합한 금융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1년 후 GDP 성
장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하여 GDP 성장률 하방리스크를 예측
- 유로지역 GDP 성장률(연간)과 적합도가 높은 금융지표와 현재 GDP 성장률을 설명
변수로 하는 분위회귀모형을 설정하여 GDP 성장률 전망의 분포를 도출
ㅇ 각종 금융지표와 실질 GDP 성장률(연간)에 대한 추정결과, CISS*(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 사용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시장, 채권시장 등 개별 금융시장 지표들을 비선형(nonlinear) 결합하여 도출한 유로지역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지표(Holló et al(2012))

ㅇ CISS와 현재 GDP 성장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GDP 성장률
(연간)을 전망한 결과, 유로지역에서도 금융지표를 활용한 성장률의 하방리스크 예측
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 리스크의 비대칭적 특징을 발견
- 금융위기와 유로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서 GDP 성장률 분포의 상위 분위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하위 분위는 크게 하락
- 특히, 하방리스크의 비대칭성은 성장률 분포의 조건부 평균이 하락할수록 조건부
분산이 증가하는 음의 상관관계에 기인
GDP 성장률의 조건부 분포

GDP 성장률의 조건부 평균, 분산

ㅇ 본 연구는 Adrian et al.(2019)의 방법론을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 전망에 접목하
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하방리스크 예측에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거시경제
③ “Beyond Pangloss: Financial Sector Origins of Inefficient Economic

Boom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5180
저자: Frederic Malherbe(UCL), Michael McMahon(Oxford大)
【핵심내용】
ㅇ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government guarantee)은 금융공황(financial panic)을 예
방·억제하기도 하나, 동시에 은행부문의 과도한 위험추구(risk-taking)를 유발하는 양면
성을 가짐(Kareken and Wallace, 1978)
ㅇ 본 연구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하고,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과도한 왜곡(Great Distortion)을 경험했을 가
능성을 검토
- 모형 내 지급보증의 도입이 은행의 자금조달·기업대출 의사결정을 변화시켜 실물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Solow(1957)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자본계수(총생
산 대비 자본)를 이용하여 미국 GDP의 왜곡 규모를 시산
ㅇ 분석 결과, 정부의 지급보증이 도입될 경우 과잉투자가 나타나 GDP가 과도하게 팽
창*(inefficient boom)하는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
* 정부의 지급보증이 존재할 때 은행 부문이 파산을 간과하면서 과도한 대출과 GDP 팽창이 나타나며,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동 팽창이 심화되는 경제 상황을 ‘Beyond Panglossian Economy’라고 명명

- 은행 파산시 정부의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해 은행의 실효 자금조달 비용이 감
소하며, 그 결과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하락하여 과잉투자가 유발되고 GDP가 팽창
- 나아가 금융복잡성(financial sophistication)이 높은 경제에서는 은행의 정부 지급보증
악용 가능성*(exploitability)이 증가하여, 은행의 대출과 과잉투자가 더욱 확대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
*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나 감시가 느슨할수록, 금융부문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악용 가능성이 높음

ㅇ 경제분석국(BEA)과 노동통계국(BLS)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
전 미국의 GDP는 효율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평가
- 미국 경제는 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GDP가 과다팽창해왔으며, 이로
인한 왜곡 규모*는 GDP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는 효율적 배분(counterfactual)에서의 GDP와 비교

- 따라서 금융위기 당시 경기침체의 일부분은 왜곡이 해소(rewinding)되는 과정에서 비
롯됐을 가능성
ㅇ 본 연구는 정부 지급보증의 왜곡 현상이 금융부문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증폭될
수 있음을 보이고, 지급보증 정책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미시제도
④ “Peer-to-peer P2P Payment Services”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Page One Economics
저자: Andrea J. Caceres-Santamaria(FRB of St.Louis)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모바일 P2P(peer-to-peer) 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서
비스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
* 스마트폰 등(mobile device)의 App을 통해 은행 계좌나 카드를 연결하여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는 서
비스로, 계좌이체 위주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상품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차이가 있음

ㅇ eMarketer에 따르면 미국의 모바일 P2P 결제서비스 사용자는 2017년 6,440만명에서
2019년 9,6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18세 이상 휴대폰 사용자의 40.4%를 차지
- 특히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자)의 62%가 P2P 결제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남
- 2019년 현재 미국에는 P2P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App  이 20개 이상 존재하며,
총 결제액은 1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Paypal, Venmo, ClearXchange(Zelle) 등이 해당되며, 최초의 App인 Paypal은 전세계 사용자 수
가 2.5억명을 상회

ㅇ P2P 결제서비스는 신속한 거래 및 송금으로 거래비용을 낮추어 경제 활동을 촉진하
고 효율성을 증진시킴
- 이전에는 거액의 금융거래 시 ①수수료와 같은 금전비용뿐 아니라 ②수표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비용이 발생
- 그러나 P2P 결제서비스는 무료로 은행 계좌와 연결되고 전자기기를 활용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
ㅇ 단, P2P 결제 서비스 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
- 사용자가 금융사기나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할 경우 P2P 결제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ㅇ P2P 결제서비스는 속도, 편리함,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안전성만 제고된다면 현
재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미시제도
⑤ “Consumption and Income Inequality across Gener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5166
저자: Giovanni Gallipoli(British Columbia大)), Hamish Low(Oxford大)),
Mitra(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Aruni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미국 내 부모-아들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가 자식의 소득과 소비
및 자식 세대의 소득(소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에서 1967~2014년간 760개 부모 가구-아들 가구 페어를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딸은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따른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

ㅇ 자식 가구의 소득(소비) 중 일정 부분이 부모 소득(소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
고, 이를 세대 간 탄력성*으로 측정
* 부모의 소득(소비) 1% 증가에 따른 자식의 기대소득(기대소비) 퍼센트 증가분으로, 이 값이 클수록
부모가 자식의 소득(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대별(부모, 자식) 가구 소득(소비)의 분산을 측정하여 동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을 파
악하고, 자식 세대의 불평등에서 부모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중을 계산
ㅇ 분석 결과, 소득과 소비의 대물림(intergenerational persistence)은 교육, 결혼. 선호 및
저축 행태 학습 등의 경로를 통해 나타남
- 아버지의 근로소득 1% 증가 시 아들의 근로소득은 0.23% 증가하는데, 이는 부모
가 교육 등으로 자식의 인적자본 축적을 도와 자식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
- 어머니(아버지)의 근로소득 1% 증가 시 아들의 배우자 근로소득은 0.14%(0.23%) 증
가하는데, 이는 아들이 부모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지닌 배우자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와 부합
- 부모 가구의 소비지출 1% 증가 시 아들 가구의 소비지출은 0.15% 증가하는데, 이
는 부모의 선호 및 저축 행태를 아들이 학습했기 때문
ㅇ 한편, 자식 세대의 소득 불평등도는 0.229, 소비 불평등도는 0.113으로 나타남
- 소비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낮은데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 가처분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는 행태에 기인
ㅇ 자식 세대의 소득 불평등 중 약 10%, 소비 불평등 중 약 24%가 부모의 영향력에
기인하고, 그 외는 자식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
- 자식 세대 내 불평등 중 상당 부분이 자식의 고유 특성으로 설명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이 자식 세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분석방법론】 Panel Study,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국제경제
⑥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Macroprudential Polic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698
저자: Kristin J. Forbes(MIT)
【핵심내용】
ㅇ 본고는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약요인
을 점검
- COVID-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의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 기
능을 평가
ㅇ 거시건전성 정책은 대내외 충격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복
원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 과잉신용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증폭되는 부작용을 제어

- 예상치 못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거시건정성 정책의 규제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경제위기 발생 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ㅇ 1990년 이후 134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iMaPP)*를 이용하여 2020년 1/4분기
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 하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 자기자본 규제·지급준비금 규제·유동성 규제 등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종합하여 IMF가 지수
화한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 지표

- 각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도에 따라 팬데믹 이후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분석
* 주가지수, 신용부도스왑 금리, 미 달러 환율, 2020년 GDP 성장률 예측치 등을 활용하여 변수화

ㅇ 분석 결과, 강도 높은 거시건전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거시건전성 정책은 팬데믹 충격 기간 중 경기 하방압력과 위기의 증폭효과를 다소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COVID-19의 전염 확산과 이에 따른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약화됨
-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의 자본유출입 및 환율 안정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거시건전성 정책
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고 거시경제정
책과 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Regression

국제경제
⑦ “Investor Sentiment, Sovereign Debt Mispricing, and Economic Outcomes”
출처: IMF, Working Paper WP/20/166
저자: Ramzy Al Amine, Tim Willems(IMF)
【핵심내용】
ㅇ 본고는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과 괴리된 국채스프레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개별 국가의 달러표시 국채와 동일 만기의 미국 국채 간 금리스프레드

- 국채스프레드 결정요인을 경제의 기초여건과 가격설정오류(mispricing) 요인으로 분
해한 뒤, 가격설정오류를 해당국에 대한 투자 심리(sentiment) 요인으로 간주*하고,
동 요인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예를 들어 일국의 국채스프레드가 기초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이는 투
자자들이 해당국 경제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함을 의미

- 1995~2019년에 걸친 89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분기별 국채스프레드 및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
ㅇ 분석 결과, 국채스프레드가 기초여건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국채스프레드가 기초 경제여건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경우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상
승하였으나, 그 정도는 미미

- 이는 투자자들의 지나친 낙관적 경제전망(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스프레드가 기초 경
제여건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낮아지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
게 되어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옴
- 동 효과는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큰 국가일수록 더욱 확대
- 또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국채스프레드 할인 폭이 커질수록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도 유의하게 증가
ㅇ 한편, 경제성장률 예측 시 투자심리에 의한 가격설정오류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 경
제성장률 예측 오차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거 국채스프레드의 투자심리 요인이 경제 예측에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내
포하고 있음을 의미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초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에 대한 투자심리 요인이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재정 전략을 결정함에 있어 국채스프레드 수준만을 고려하기보다 과도한 투
자심리 변화로 인한 가격설정오류 등에도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Regression

동북아경제
⑧ “The North Korean Economy : Interpreting North Korea’s Puzzling
Price Stability”
출처: 38North
저자: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핵심내용】
ㅇ 본고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북한의 물가가 안정된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공급 요인을 분석
- 북한의 물가 퍼즐이란 북한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자 외부와의 물자유통을 차단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
- 평양 등 3개 도시에서 조사된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7월 쌀가격은 kg당 4,100
북한 원으로 전년동기(5,100원)대비 하락하였으며 옥수수 가격도 낮은 상태를 유지
-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석유류 가격은 중국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수
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ㅇ 북한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살펴보면, 중국의 곡물 원조 증가와 안정된 국제가격을
바탕으로 우회 수입을 활용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켰을 가능성
- 중국의 식량 원조는 북한의 물자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중국은 2019
년 하반기부터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량을 늘리고 있음
- 또한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입 규제 등을 우회하여 필수 물자를 외부로부터 수입했을 가능성
ㅇ 북한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곡물 생산량 증가와 내부 비축물자 방출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였을 가능성
- 연초에 기상 상황이 우호적임에 따라 일부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을 수 있으나,
최근의 홍수로 인하여 수확 시기가 곧 도래하는 옥수수·벼 작황을 주목할 필요
- 현재 배급상황이 열악해졌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비축된 내부 물자를
일반인에게 방출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였을 가능성
ㅇ 이와 함께 대체수요의 발생과 소득수준의 감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재인 옥수수의 소비를 늘려 쌀 가격이 안정되었을 수도
있으며, 개인 소득 감소로 장마당을 통한 곡식 소비량을 줄어들면 이는 물가를 낮추
는 효과를 가져옴
ㅇ 안정적인 북한의 물가상황과 다르게 실제 북한의 식량상황은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으며 홍수 등 북한 식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

기타주제
⑨ “Dynamic Trade-Offs and Labor Supply Under the CARES Act”
출처: NBER, Working Paper 27727
저자: Corina Boar(New York大), Simon Mongey(Chicago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CARES Act*에 따른 실업수당 상승이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공급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는 미국에서 3월 27일 승인된 코로
나19에 대응하는 경기부양법안으로, 기존 실업수당에 매주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 기존 실업수당(실업 전 소득의 50%, 458달러 상한)에 600달러를 추가 지급함에 따라 노
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실업 상태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ㅇ 정책 종료, 직장 복귀 실패,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 감소 등 현실적 가정들을 포함
한 일자리 탐색 모형을 통해 추가 실업수당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동
태적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분석
- 매기 의 확률로 정책이 종료되고, 의 확률로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기회가 사라지며,
이때 의 확률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  )배의 임금만 받도록 설정
- 일터로 돌아가는 것과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가치가 무차별해질 때의 소득대
체율(replacement rate)*을 유보소득대체율**이라 정의하고, 파라미터들을 추정한 후
소득에 따른 유보소득대체율을 구하여 정책 하에서의 실제 소득대체율과 비교
* 실업 전 소득에 대한 실업수당의 비율
** 1기만 고려하는 정태적(static) 의사결정 하에서는 소득대체율이 100% 이상일 때 실업 상태를 유지
할 것이므로 유보소득대체율이 100%인데, Ganong, Noel, and Vavra(2020)에 따르면 CARES 정책
하에서 전체 노동자의 68%가 소득대체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ㅇ 분석 결과,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택하는 노동자의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직업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매우 낮은 의 값에 대해서도 모든 소득 수준에서 유보소득대체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여 자발적 실업자의 수가 우려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남
- 다만 현실에서 관측되는 것처럼, 대체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복
직이 쉬운 직종(치위생사 등)의 종사자는 대체하기 쉬운 단순 서비스직 종사자보다
CARES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택하려는 경향이 높음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고실업 현상이 경기부양책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보
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혹은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Search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