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출장 개요
□ 목 적: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2019
Conference 참석.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 참여.
□ 출장지: 싱가포르
□ 출장자: 이종관 부연구위원
□ 기 간: 2019년 12월 11일 ~ 12월 14일 (3박 4일)
□ 출장일정
◦ 12월 11일, 인천-싱가포르 이동
◦ 12월 12일, 학회 1일차
- Keynote Speech(Hilary Hoynes) 참석: Safety Net Investments in
Children
- 15:30-17:30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Labour Market”
세션에서 “The Impact of a Local Human Capital Shock” 논문 발표
및 토론
- 그 외에 Over-education, 노동시장 경험 및 노동 공급 탄력성 논문
발표 청취 및 토론
- Invited Speaker(Yves Zenou) 세션 참석: "Spillover Effects in
Cities"
◦ 12월 13일, 학회 2일차
- Job Market Session 1: Labour Market 세션 참석
- Immigration Shocks and Their Impacts 세션 참석
- Invited Speaker(Jerome Adda) 세션 참석: "The Effect of Legal
Status and Cultural Distance on Intermarriages and Separations"
- Conference Dinner and Bob Gregory Lecture 참석: David Autor
(The Evolving Content and Geography of New Work in the 20th
Century)
◦ 12월 14일, 싱가포르-인천 이동

II. 주요 활동 내용

□ 본인 발표 세션에서는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초기 인적자본
의 형성이 중요함을 발표하였음.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산업이나 직업 간의 대체
성-보완성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많이 나왔음.

□ 이민 관련 세션에서는 현재 문헌에서 많이 사용 중인 변이할당 도구변수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웠음.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적용 시에는 단기와 장기 효과가
섞일 수 있어서 분석 전 기간에 대해서도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적용하여 통제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Andrew Clarke 의 연구가 있었음.

□ Bob Gregory Lecture 에서는 David Autor 가 20세기 전반에 걸친 미국의
일자리 창출 양상에 대하여 발표함. 특히 기술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설명함. 이러한 맥
락에서 기술발전이 일자리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