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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
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 금번호는 2019년 수록
자료 중 미시제도 부문에서 선정한 주요 논문을 재수록 한 것입니다.

미시제도
① “Survival of the Fittest: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Firm Exi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5806
저자: Dara Lee Luca(Mathematica Policy Research), Michael Luca(Harvard大)
【핵심내용】
ㅇ 2008~2016년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내 35,227개 음식점에 대한 온라인 후
기(review)자료* 및 도시별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이용, 최저임금이 외식업체의 퇴출
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 Yelp(www.yelp.com):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2004년 설립되었으며 지역별 음식점·카페·관광
명소 등의 정보 및 후기를 집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외식업체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체 퇴출에 미친
영향은 업체가 퇴출에 근접한 정도(close to margin of exit)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외식업체의 온라인 평점(5점 만점)이 낮을수록 평균적으로 퇴출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퇴출가능성 확대폭도 크게 나타남
* 온라인평점 1점 증가시 퇴출확률이 약 50% 감소

- 시간당 최저임금 1달러 상승시 온라인 평점이 3.5점(Yelp 평점의 중위값)인 식당의 퇴출가능성
은 10%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5점인 식당의 경우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ㅇ 온라인 배달주문 단가 자료를 이용한 추가분석 결과, 온라인 평점이 낮은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시 음식단가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온라인 평점이 낮은 업체일수록 이윤율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자체흡수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
ㅇ 동 논문의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Card and Krueger(1994)* 등의 주장보다는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에 더 가까움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1994), American Economic Review

ㅇ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료입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의 통계 및 행정자
료를 통한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정책 평가 및 경제분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
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s design, Linear probab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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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ho Wants Affordable Housing in their Backyard? An Equilibrium

Analysis of Low Income Property Development”
출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2019.6월)
저자: Rebecca Diamond, Tim McQuade(Stanford大)
【핵심내용】
o 1987~2012년중 미국 129개 군(county)의 저소득층주택 세액공제 제도(LIHTC)*의 위치 및
시점 자료, 주택거래 자료, 주택구입자의 인종 및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가 해당지
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정부담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
급하는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연방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986년 도입됨

o 비모수적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저소득층 거주지역(중위소득 연 26,000달러
이하)에 LIHTC 제도를 통해 개발된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 주택가격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 제도를 통해 임대주택이 개발될 경우 해당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다양한 인
종 및 소득계층이 유입
- 반면 고소득층 거주지역(중위소득 연 54,000달러 이상)내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 주택가
격은 2.5%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주민이 해당지역으로 유입
o 헤도닉 주택선택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저소득층 거주지역 주민의 경우 LIHTC를 통
해 개발된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에 거주하기 위해 소유주택 가격의 6%를 지불할 용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소득층 거주지역 주민의 경우 임대주택 주변(0.1마일 이내)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
주택 가격의 1.6%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
o 사회후생 분석 결과, LIHTC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거주지역내 임대주택 개발은 약
1.16억 달러의 후생증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 프로그램을 통한 고소득층 거주지역내 임대주택 개발은 약 0.12억 달러의 후생
감소 효과를 초래
o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주택공급 정책이 지역 주민 특성에 따라 해당지역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심으로 LIHTC를 통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
【분석방법론】 Non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Structural
estimation, Generalized hedonic model of housing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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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ho Profits From Patents? Rent-sharing at Innovative Firms”
출처: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2019.8월)
저자: Patrick Kline(Berkeley大), Neviana Petkova(美재무부),
저자: Heidi Williams(MIT), Owen Zidar(Princeton大)
【핵심내용】
ㅇ 2001~2011년중 미국 특허출원신청 자료 및 재무부 세금관련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으로 발생한 혁신이 기업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특허가 승인되는 경우 출원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보장받으므로 장기간 지
속되는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
- 마찰적 노동시장 모형을 이용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특허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지
대가 노동자에게 일부 배분되나, 기업-노동자간 어떤 양상으로 지대가 분배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
ㅇ 동 논문에서는 동일한 연도에 특허출원을 신청한 기업중 특허가 승인된 기업과 거절된
기업간 노동생산성, 고용 및 임금의 추세를 비교*하여 특허출원의 인과적 영향을 식별
* 특허출원을 신청하기 전 해당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임금의 추세에는 차이가 없었음

- 대부분의 특허가 사후적으로 매우 낮은 가치를 가지므로, 분석대상을 최초로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으로 국한하고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ies) 기법을 통해 특허의 사전적
잠재가치를 추정하여 특허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를 식별
ㅇ 실증분석 결과, 사전적 잠재가치가 높게 추정된 특허가 승인된 기업의 경우 승인 후 5년간
기업 규모 및 평균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평균임금도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25% 기업의 경우 연간 노동자당 $12,400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노동자당
평균임금이 연간 $3,700 증가*
* 이는 특허출원으로 인한 초과수익의 약 30%가 노동자에게 배분됨을 의미

- 특허 승인시 기업간 불평등 뿐만 아니라 기업내 불평등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특허
로 발생한 초과수익의 대부분이 상위 25% 노동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
* 이는 혁신적인 기업의 경우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직 노동자(senior worker)일
수록 신규채용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데 기인

- 특허가 승인된 기업의 고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초봉은 특허승인 전
과 동일하였으며 노동력 구성(workforce composition)도 불변
【분석방법론】 Event studie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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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ow Does Consumption Respond to News about Inflation? Field Evidence

from a Randomized Control Trial”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106
저자: Olivier Coibion(UT Austin大), Dimitris Georgarakos(ECB),
저자: Yuriy Gorodnichenko(UC Berkeley大), Maarten van Rooij(네덜란드 중앙은행)
【핵심내용】
o 2018년중 네덜란드의 CentER 인터넷 패널조사*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하여 가구별 물가상승률 기대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틸버그(Tilburg) 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패널조사로서 총 1,843가구
와 2,18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을 통해 고빈도 패널자료를 수집

- 패널조사 참여 대상가구를 무작위로 분할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한 후
각 집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후속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각 집단이 어떻게 물가상승률 기대와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지 관측
* 두 집단 모두에게 2018.2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였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험집
단에게만 동 정보가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라고 고지

- 분석대상기간중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가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머물
러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물가상승률 기대의 영향만 분리하여 식별하는
것이 가능
-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뚜렷하게 물
가상승률 기대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o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일반적인 거시경제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주체
가 물가상승률 기대를 상향조정한 경우 비내구재 소비를 소폭 늘리는 반면, 내구재 소비
를 대폭 줄이면서 총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적 거시경제모형에 따르면 경제주체가 물가상승률 기대를 높이게 되면 더 낮은 실질금리를 예상하면
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

- 이는 경제주체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예상할 경우 자신의 실질소득 및 경제 전반의 총
소비(aggregate spending)에 보다 비관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
o 동 논문은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대 물가상승률이 경제주체의 행태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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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Uncertainty-Induced Reallocations and Growth”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64
저자: Ravi Bansal(Duke大), Mariano Massimiliano Croce(Bocconi大), Wenxi Liao(Duke大),
Samuel Rosen(Temple大)
【핵심내용】
o 1972~2016년 미국의 기업 미시자료와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production accounts)
상 자본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R&D 투자비중이 높은 민간 부문에서
R&D 투자비중이 낮은 정부로 투자의 재분배(reallocation)를 야기함으로써 성장을 저해하
는지 분석
* 주식 수익률 변동성, 경제정책 불확실성, 생산성 변동성 등으로 측정

o 회귀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R&D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투자 감소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 기업별 회귀분석 결과,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주식 수익률도 크게 하락
* 총 자산대비 R&D 관련 지출의 비중으로 측정

- 자본계정*자료를 이용한 VAR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민간의 R&D자본과 유
형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이 효과는 중기적**(medium cycle)으로 크
게 나타남
* 민간 R&D자본, 민간 유형자본, 정부자본을 고려
** Comin and Gertler(2006)의 방법을 따라 pass-band filter로 중기적 추세를 추출하여 사용

- 한편, R&D 관련 자본 및 투자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장기적(5~10년)으로 생산성 증가
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o 위험회피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한 다부문 생산경제 모형을 통해서도 불확실성이 투자의
재분배를 통해 성장률과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
- 모형에서 R&D 투자는 혁신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R&D 투자의 독점적 지대
(monopolistic rent)는 변동성이 크며 경제여건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함
-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R&D 투자의 독점적 지대가 감소하여 R&D 투자 유인이 감소하
고, 안전한 정부자본으로 자원이 재분배되어 성장률이 하락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VAR, Structura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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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ank Intermediation Activity in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3980
저자: Michael Brei(Lille大), Claudio Borio(BIS), Leonardo Gambacorta(BIS)
【핵심내용】
o 1994~2015년중 14개국 113개 은행(large international bank)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저금리
*
가 은행의 영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정책금리의 지표로 은행 본사 자금조달의 통화별 구성비로 가중평균한 3개월물 은행간금리(interbank
rate)를 이용

o 은행 수익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익(net interest income)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수
료 수익(net fees and commissions)과 증권거래 수익(trading profit) 등 비이자수익의 비중
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가 3%에서 0%로 하락하면, 수수료 수익은 단기적으로 총수익의 14.2%에서 15.2%로, 증권거래
수익은 총수익의 2.5%에서 3.2%로 증가

- 정책금리 하락시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율 마진이 축소되는데, 이로 인한 대출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가 증가
- 저금리로 인한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될수록, 은행의 자
본화정도가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남
o 은행 자금조달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예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기 시장성 수신
*
(short-term market funding)의 비중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가 3%에서 0%로 하락하면, 자금조달 중 예금의 비중이 48.9%에서 51.5%로 증가하고 단기
장성 수신의 비중이 10.5%에서 10.3%로 감소

시

o 은행 위험의 경우, 저금리는 총자산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을 하락시키고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리가 3%에서 0%로 하락하면, 총자산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이 48.6%에서 42.4%로 하락, 대손
충당금은 총대출의 0.7%에서 0.4%로 감소

- 이는 은행의 건전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나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인할 수도 있
으나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상 손실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기업에 대해 대출을
연장해주는 현상(evergreening)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존재
【분석방법론】 Dynamic system GMM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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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Credit Smoothin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54
저자: Sean Hundtofte(Better社, NYU Stern), Arna Olafsson(Copenhagen大), Michaela
Pagel(Columbia大)
【핵심내용】
o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신용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소득감소에 직면한 개인들이 소
비 및 신용을 조정하는 양상을 분석
- 개인들이 일시적인 소득감소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신용카드,
은행 당좌차월*(bank overdraft facilities) 등의 고이자·무담보 단기부채 사용을 증가시키
는지 분석
* 예금 잔고를 초과하여 지출해도 은행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o 2011~2017년 중 아이슬란드의 개인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시적인 소득감소
충격 발생시 개인들은 고이자 부채를 늘려 소비를 평탄화하기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남
- 실업 기간에 소비는 감소하지만 당좌차월 계좌 수 및 보유확률 등을 통해 측정한 부
채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o 1999~2017년 중 미국 소비자신용 데이터의 군(county) 별 분석 또한 소득감소 충격*이
발생해도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Bartik(1991)의 shift-share 도구변수를 이용해 지역의 고용변화를 추정

- 지역의 실업률 증가시 신용카드 부채규모나 신규발급 등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o 신용공급이 충분하고 가계가 신용한도 등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
적인 소득 감소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 현상이 신용제약에 의한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임
o 경제학 모형과 기존 연구들은 신용수요가 소득이 감소할 때 증가하여 경기비순응적
(countercyclical)이라고 예측하지만, 본 연구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
- 개인들이 소비 대신 부채를 평탄화하는 현상은 소비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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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Can Microfinance Unlock a Poverty Trap for Some Entrepreneu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346
저자: Abhijit Banerjee(MIT), Emily Breza(Harvard大), Esther Duflo(MIT), Cynthia
Kinnan(Tufts大)
【핵심내용】
o 인도 Hyderabad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소액금융(microfinance)이 유능하
지만 가난한 사업가들의 빈곤의 덫**(poverty trap) 탈출에 미치는 영향(경영성과·차입·소비)
을 분석
* 2006년 소액금융대출업자 Spandana가 52개 지역에 진출하였으나, 2010년 과다부채를 우려한 Andhra
Pradesh 정권출범 이후 소액금융이 모든 지역에서 중단된 사건을 활용
** 본 논문에서는 가난한 사업가들이 한계수확이 체감하는 저생산성 기술과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고생산성
기술 중 저생산성 기술에만 접근할 수 있어 계속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지칭

-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은 2006년부터 일찍이 소액금융 접근이 가능해진 지역, 통제
집단(control group)은 2008년부터 접근이 가능해진 지역으로 설정해 2012년 각 집단
의 지표를 비교
- 가계를 소액금융 도입 전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gung-ho entrepreneurs: GE)와 그
외 가계(non-GE)로 구분하여 가계 종류별 처치효과의 차이를 분석
o 회귀분석 결과, 소액금융으로 경영성과, 노동수요, 차입, 소비 등이 장기적으로 개선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효과는 non-GE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GE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처치집단 GE는 통제집단 GE에 비해 자본스톡, 투자, 근무시간(self-employment hours),
사업비, 수입, 수익, 노동수요 등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처치집단 GE는 소액금융 차입뿐만 아니라 총 차입과 비공식적 차입(informal
credit)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입이 차입을 부르는 집적(crowd-in) 효과를 확인
- 처치집단 GE는 사업용·비사업용 내구재 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소비분위에서
는 비내구재 소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모형분석 결과, 소액금융은 유능한 사업가인 GE가 빈곤의 덫을 탈출하도록 도와 경영성
과 등의 개선을 돕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액금융으로 인한 수입증가의 2/3, 자본스톡증가의 3/4 가량이 저소득 GE가 빈곤의
덫을 벗어나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고생산성 기술에 접근가능하게 된 데에 기인
【분석방법론】 Experimental approach, Regression, Econom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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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The Innovation Premium to Soft Skills in Low-skilled Occupations”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 14102
저자: Philippe Aghion(Harvard大), Antonin Bergeaud(프랑스
Blundell(UCL), Rachel Griffith(Manchester大)

중앙은행),

Richard

【핵심내용】
ㅇ 2004~2016년 영국의 고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 정도*가 저숙련(low-skilled)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업의 R&D 집약도(근로자수 대비 R&D 지출)로 측정

ㅇ 모형 및 회귀분석 결과, 혁신기업일수록 저숙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R&D 지출 정도가 높은 기업은 R&D 지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저숙련 직종 근
로자의 임금이 6% 높음
ㅇ 위 결과는 혁신기업에서 소프트 스킬*(soft skill)을 보유한 일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 협
상력이 높은데 기인
*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력 등의 능력을 의미

- 임금협상모형의 가정에 의하면, 고숙련 직종에서는 학력 등 관측가능한 특성에 의해 임
금이 결정되지만, 저숙련 직종에서는 사전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소프트 스킬이 임금
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 또한 혁신기업에서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저숙련 근로자가 고숙련 근로자와의 보완성
(complementarity)이 높고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 협상력이 높아짐
-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혁신기업일수록 저숙련 근로자는 기업의 다른 자산과의 보완성
이 높고, 혁신기업에서 저숙련 근로자가 받는 임금 프리미엄은 기업의 다른 자산과의
보완성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ㅇ 또한, 혁신기업일수록 저숙련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교육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혁신기업일수록 소프트 스킬을 파악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분석방법론】 Wage bargaining model,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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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The

Intellectual Spoils of War?
International Spillover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483

Defense

R&D,

Productivity

and

저자: Enrico Moretti(UC Berkeley), Claudia Steinwender, John Van Reenen(MIT)
【핵심내용】
ㅇ 1987~2009년 중 OECD 26개국의 산업별 자료와 1980~2015년 중 프랑스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국방 관련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방 R&D는 항공, 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민간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
급효과 혹은 오히려 민간 R&D를 구축(crowd-out)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
ㅇ 분석 결과, 국방 관련 정부 R&D 지출*이 증가하면 해당 산업·기업의 민간 R&D 지출
이 증가한다는 집적(crowd-in) 효과를 발견
* 정부 R&D 지출의 도구변수로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성이나 민간 R&D 지출과는 독
립적인 ‘기대(predicted) 국방 R&D’를 사용

- 정부 R&D 지출이 10% 증가하면 민간 R&D는 추가적으로 4.3% 증가
ㅇ 또한, 정부 R&D 지출 증가는 민간 R&D 관련 부문의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즉, R&D 부문 노동자의 공급은 충분히 탄력적이어서 임금 상승과 함께 고용이 증가
하며 민간 R&D 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ㅇ 국방관련 정부 R&D 지출 증가로 민간 R&D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
- 부가가치대비 국방 R&D 지출이 1%p 증가하면 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5% 상승
ㅇ 정부 R&D 지출의 국가간 파급효과도 존재하였는데, 한 국가 특정 산업의 정부 R&D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국가 동일 산업의 민간 R&D 지출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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