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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벨경제학상,

IBK경제연구소

‘노동시장에 새로운 통찰 제공’

□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53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자연 실험을 통한
연구로 노동경제 분야의 발전을 이끈 3인 공동 선정(’21.10.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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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공헌’

자료 : 노벨위원회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
▪ 연구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고 자연이나 정책의 변경 등 실제 상황에
의해 특정 인구집단이 받는 영향을 분석

ㅇ 선정된
ㅇ

3

인은 실증적 방법의 노동경제 연구 및 자연 실험에서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경제학에 기여
경제학이론’이 아닌 ‘분석방법’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경우로,
2019년 무작위 통제 실험 에 이어 두 번째 수상
‘

*

*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다른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ㅇ 코로나

19

이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노동소득 및 분배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문제에 대한 의식이 수상자 선정에 영향
【참고】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된 사실들

▪ 최연소/최고령 수상자 : 46세(Esther Duflo, ’19년) / 90세(Leonid Hurwicz, ’07년)
▪ 여성 수상자 : 2명(Elinor Ostorm, ’09년/Esther Duflo, ’19년)
▪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 : 미국(전체 89명 중 53명)
▪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의 유언이 아닌 스웨덴 국립은행에서 별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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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연구내용(왕립 스웨덴 과학한림원 노벨위원회 자료 참고)
이번 수상자들은 연구에 자연적·정책적 변화가 반영된 ‘자연 실험’의 방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동경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ㅇ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패스트푸드 산업 비교를 통한 최저임금과 고용에
(데이빗 카드/엘렌 크루거, 1992)

대한 연구

→ 고용감소 의 기존 통념 파괴

-

(

의의) ‘최저임금 인상

-

(

방법) 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와 그렇지 않은 근처 펜실베니아의 고용률 비교

-

(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뉴저지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음

-

버락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영향

’

※ 위 연구의 공동저자인 엘렌 크루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 역임

ㅇ 마리 엘 보트리프트 의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데이빗 카드, 1990)
*

* ’80년 쿠바 난민이 마리 엘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대거 망명한 사건

-

(

의의) 이민자의 유입이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발견

-

(

방법) 쿠바 이민자가 정착한 마이애미 노동 시장을 다른 4개 도시와 비교

-

(

결과) 이민자의 유입에도 불구, 마이애미 원주민의 임금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자연 실험에서 정확한 인과관계 도출 위한 방법론 연구(앵그리스트 /임번스, 1994)
의의) 조건의 완벽한 제어가 어려운 사회·경제학 분야에서 인과관계에

- (

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제안
-

단계의 과정의 방법론 소개

2

미치는 확률을 고려하고

②이

:

①자연

실험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확률을 인과관계의 평가에 이용

□ (의의)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을 통해 오해

*

발견, 더 나은 방법 발견 기회

* 최저임금의 인상·저소득 이민자의 유입 등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

ㅇ 이번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보다 객관적인 견해를 제공
(

작성자

:

경제경영연구실 대리 박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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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clap@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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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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