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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조연설
< 연설 1>

국가내 및 글로벌 금융 사이클
(A Tale of Two Financial Cycles: Domestic and Global)
Claudio Borio (BIS)

※ 발표자의 사정에 따라 현장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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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 2>

글로벌 위험에 대한 소고*
(A Short Tour of Global Risks
and Will the USD Remain the World’s Reserve Currency?)
Carmen Reinhart (Harvard University)

□ Carmen Reinhart 교수(Harvard University)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가까운 미래에
(near-term)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기조연설

을 하였음
□ 선진국의 위험요인으로는 경기대응에 필요한 정책여력 제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현상, 저금리와 과도한 위험추구(risk-taking) 현
상 등을 들 수 있음
□ 신흥국의 경우에는 경기대응과 환율정책을 둘러싼 중국인민은행의 딜레마, 신
흥국의 과다부채 문제, 저소득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대출 등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이 밖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고,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과 글로벌 기축통화 공급자로서의 국제적 역할이 충돌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발표자료가 Power Point 형태의 슬라이드로 제공됨에 따라 자세한 국문요약은 작성하지 않음

- 2 -

< 연설 3>

미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미국의 자본 흐름
(Safe U.S. Assets and U.S. Capital Flows)
Charles Engel (University of Wisconsin)

◆ 미국이 대외순채무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흑자를 시현하는 것은 안
전성과 유동성에서 비롯되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는 미달러의 고평가는 미국 경상수지 적
자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

□ 미국이 순채무국임(net debtor)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primary income) 흑자를
시현하는

것은

미국

국채의

안정성과

유동성에서

비롯되는

프리미엄

(convenience yield)에 기인
*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투자소득수지가 본원소득수지의 대부분
을 차지

ㅇ 미국의 소득수지 흑자는 미국이 해외에 지급하는 수익률이 미국이 해외투자
로부터 얻는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
ㅇ 미국 국채는 미 정부의 파산 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채권의 실질가치
훼손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별도의 비용없이 액면가로 즉각 유통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자산으로 평가
□ (모형 분석) 2국가 모형*을 통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증대가 달러 실질환
율 상승 및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것을 설명 가능
* 미국과 해외국가로 구성되며 해외국가의 포트폴리오는 유동성이 높은 미국 국채(B)와 유
동성이 낮은 자국의 자본재(K*)로 구성. 자본재의 유동화 비용(δ) 상승으로 인한 포트폴
리오 구성 변화(K*→B)의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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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로 해외국가에서는 소비재로 사용되는 비교역재의
공급은 증대되고 수요는 감소하면서 물가(  )가 하락
ㅇ 미국에서는 금리 하락과 차입 증가로 소비수요가 늘어나 물가(  )가 상승하면
서 실질환율(   )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
□ (실증 분석) 미국 국채가 지닌 프리미엄(convenience yield)은 미국 경상수지 적
자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
ㅇ 미국과 해외경제의 유동성 프리미엄*의 차이로 미국 국채가 가진 프리미엄
을 산출하고 벡터자기회귀(VAR) 분석을 통해 이러한 프리미엄이 미국 경상
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시장금리와 정부채 금리의 차이

□ (시사점) 미국 국채 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이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손실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ㅇ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자국이 발행하
는 국채를 높은 가격(낮은 수익률)에 판매할 수 있음
ㅇ 반면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교역재 부문이 위축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
성이 떨어질 수 있음
ㅇ 또한 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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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요약
<논문 1>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지역
(On the Geography of Global Value Chains)
Pol Antràs (Harvard University), Alonso de Gortari (Harvard University)

◆ 본 연구는 생산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부
분균형 모형과 일반균형 모형으로 제시하고 생산단계별 최적의 생산위치
결정과정을 분석
◆ 분석결과 하류단계의 생산과정이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최적
위치임을 보임
◆ 또한 다단계 가치사슬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모형보다 글로벌 가치사슬
의 다단계 구조를 고려한 모형에서 무역의 이익이 크게 추정되며 무역비용
이 하락할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가치사슬은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부품이 투입되어 하나의 조립체를 완
성하는 방식과 상류(upstream)에서 하류(downstream)로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부가
가치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나누어짐
ㅇ 두 가지 방식 중 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생산단계별 생산위치 결정을 설명하는 다단계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고 실증분석
□ 먼저 다단계 생산과정을 고려한 부분균형 모형을 설정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의 생산단계별 국가간 분업화에 대해 분석한 후 일반균형 모형으로 확장하여
무역비용의 변화가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및 무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
ㅇ 부분균형 모형분석 결과, 무역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선두기업(lead firm)이
생산단계별 위치를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하류단계의 생산을 중심지(central
location)에 위치시키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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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비용이 재화의 총량에 비례함에 따라 하류 생산단계로 갈수록 무역비

용이 증대되는 효과(compounding effect)가 나타나므로 하류 생산단계에서는
무역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지가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임
ㅇ 일반균형모형으로 무역비용의 변화가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 및 국가
별 가치사슬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가별 무역의 이익은
다단계 생산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 모형에 비해 대체로 크게 추정됨
― 또한 무역비용이 감소할 경우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증가하나

지역적 가치사슬 참여도는 무역비용 감소가 클 경우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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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

글로벌 경기변동: 측정 및 전이
(The Global Business Cycle: Measurement and Transmission)
Zhen Huo (Yale University), Andrei Levchenko (University of Michigan) and
Nitya Pandalai-Nayar (Univeristy of Texas at Austin)

◆ 글로벌 경기변동의 동조화(comovement)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복수국가복수부문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과 1970~2007년 중 30개국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
◆ 분석 결과, 기술적 충격보다 비기술적 충격이 경기 동조화를 야기하였
으며 동조화의 대부분은 국가간 상관관계가 높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남

□ 경기 동조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동조화에 기여한 정도를 충격요인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
* (1) 경기 동조화 현상이 기술적 충격(technology shock) 또는 비기술적 충격(non-technology
shock) 중 어느 것으로 인한 것인지 (2) 충격 자체가 국가간 연계되어있는 상관충격
(correlated shock)에 의해 일어난 동조화 현상인지 아니면 충격이 다른 국가로 파급
(transmitted shock)되면서 일어난 것인지를 분석

ㅇ 전 세계 GDP 동조성(comovement)을 상관충격(correlated shock)으로 인한 부분과
국가간 파급된 충격(transmitted shock)으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하고 이를 복수국
가-복수부문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에 적용
□ 분석 기간 중 각 국가-부문 수준의 기술 및 비기술적 충격을 추정하고 다양
한 충격에 대한 국가들의 GDP 탄력성으로 구성된 글로벌 영향력 매트릭스
(global influence matrix)를 도출하여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에 적용시켜 시뮬레

이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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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국가간 GDP 상관관계에 미치는 기여도는 기술충격보다는 비기술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분석
ㅇ 또한 GDP 상관관계의 대부분은 상관충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파급
된 충격에 의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시뮬레이션 결과 폐쇄경제(autarky) 하에서도 국가간 GDP 상관관계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일국의 무역개방도가 높지 않더라도 최종재 생산에 중간투입으로 이용
되는 국내 부분이 국제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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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환율, 자산수익률과 위험 공유
(How Are Exchange Rates, Asset Returns, and International Risk-Sharing Related?)
Karen Lew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Edith X. Liu (Federal Reserve Board)

◆ 재화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불완전한 국제적 위험공유에 따른 후생비용을 추정
◆ 외생적 환율변동이 존재할 때 불완전한 국제적 위험공유로부터 발생하는 후
생비용을 추정한 결과, 소비변동성과 환율 변동성이 높을수록 후생비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소비변동을 고려한 자산수익률 결정모형*에서 재화시장과 금융시
장의 불완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불완전한 위험공유에
따른 후생비용을 추정
* 소비 변동을 고려한 자산수익률 결정모형에 의하면 금융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불확실성이 소비의 불확실성과 연결

ㅇ 자산수익률과 소비의 동조화(co-movements)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금융시장
과 재화시장의 완전성을 가정
ㅇ 본 연구는 양 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경우 환율변동 등에 의해 국제적
인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공유가 불완전해짐에 따라 균형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을 고려
ㅇ 불완전한 위험공유에 따라 후생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재화시장과 금융시
장의 완전성을 가정했을 때의 소비와 불완전시장에서의 소비의 차이로 정의
□ 영국, 캐나다, 호주를 대상으로 외생적 환율변동이 존재*할 때 불완전한 위험
공유로부터 발생하는 후생비용을 추정한 결과, 소비변동성이 높을수록 후생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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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을 (1) 운송비용(iceberg transportation cost)과 같은 교역재 시
장에서의 마찰(trade friction) (2) 교역재/비교역재의 산출 차이 (3) 국내소비재에 대한 자
국 편의 등으로 구분하고 모형을 구축하였으나, 실증분석결과는 (1)의 경우만 제시

ㅇ 이들 국가의 소비 및 환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불완전한 위험공유의 후
생비용은 대체로 항상소비(permanent consumption)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불완전한 위험공유로 인한 후생비용은 소비자가 위험 회피적이고,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증가
ㅇ 환율변동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한 위험
공유에 따른 후생비용은 환율변동성이 있는 경우에 비해 대체로 낮아짐
□ 본 연구는 재화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완전한 위험공유에 따른 후생비용이
재화시장의 구조 및 실질환율 변동원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
ㅇ 또한, 본 연구는 자산수익률, 환율, 위험공유 등을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
는 이론 모형을 최초로 수립한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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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

신흥국의 통화정책과 국가채무불이행 위험
(Monetary Policy and Sovereign Risk in Emerging Economies)
Cristina Arellano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Yan Bai (University of Rochester), and
Gabriel Mihalache (Stony Brook University)

◆ 물가안정목표제와 국가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default risk)을 통합한 모형
을 제시하여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신흥시장의 특징인 국채 금리와 국내
명목금리 간 스프레드와 인플레이션의 동행성을 보임
◆ 본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정책실험을 통해 2015년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명목금리, 국채 스프레드를 동반한 브라질의 경기침체국면에서 브라
질 중앙은행이 국내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었음을 보임

□ 신흥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채무불이행 위기(sovereign risk)가 반복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해왔는데, 이들 물가안정목표제와 국가채무불
이행 위험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
ㅇ 신흥국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이나 금리 스프레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가
부도위기에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으로 최
근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및 국가채무불이행 위험도 완화를 경험
ㅇ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명목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정부의 해외차
입유인을 감소시켜 부채위험이 완화되며, 이는 통화가치의 절하로 인한 수
출 및 생산의 제고를 유도하는 효과
□ 본 연구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
시하여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신흥국의 경제상황을 설명
ㅇ 물가안정목표제와 국가채무불이행 위험 간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선행연
구들은 각 주제를 별개로 다루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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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을 통합한 모
형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의 특징인 국채 금리와 국내 명목금리 간 스프레드
와 인플레이션의 동행성(comovement)을 설명
□ 또한, 본 모형을 이용하여 2015년 브라질의 경기침체 당시 브라질 중앙은행
이 명목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것이 물가안정과 국가채무불이행 위험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보임
ㅇ 2015년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국면에서 나타난 국채 스프레드의 상승
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명목금리를 인상
ㅇ 가상정책실험을 통해 만약 브라질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면 인
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하고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었음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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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

생산 네트워크와 재정지출의 국제적 파급
(Production Network and International Fiscal Spillovers)
Michael Devereux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arine Gente (Aix-Marseille University), and Changhua Yu (Peking University)

◆ 생산 과정에서의 투입-산출(input-output) 연계 즉,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한 재
정지출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경제모형을 구축하여 독일 국내의 재정
지출 증가가 유로지역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내 투입-산출
연계가 주요 파급경로로 나타남
◆ 재정지출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해
당 산업의 중간재 수요뿐만 아니라 동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중간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간재의 국제교역이 반영
된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국제적 파급효과 이해에 기여
ㅇ 재정지출의 국제적 파급효과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되고 있으나,
경제모형에 근거한 이론적 설명은 현재 부족한 상황임
□ 유로지역 국가 간의 투입-산출 연계*를 고려하는 경우 독일 국내의 재정지출
증가가 유로지역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등 현실에 더욱 근접한 분
석결과가 도출
* 세계 투입-산출 자료(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활용하여 유로지역 11개국#
의 투입-산출 연계를 추정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ㅇ 현실에서 관찰되는 명목임금 경직성을 고려하는 경우 독일 국내의 노동공
급 증가 및 임금 감소가 제한됨에 따라 유로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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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어 국제적 파급효과가 크
게 나타남
ㅇ 명목임금 신축성을 가정하는 경우 독일 국내의 재정지출 증가는 이를 충당
하기 위한 조세 증가로 인해 노동공급 증가 및 임금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국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출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는
해당 산업의 중간재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동 산업의 생산물 가격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중간재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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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과 금융안정
(Fragmentation in Global Financial Markets:
Good or Bad for Financial Stability?)
Stijn Claessen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개괄하고, 금융시장의 분절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금융시장의 분절은 금융안정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며, 부정
적 효과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분절과 금융안정간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국가간 정책의 조화,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 등의 노력이 필
요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은 국가간 자본이동의 제약 및 금융서비스의 차이,
동일 금융자산에 대한 일물일가 법칙의 위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가능
ㅇ 글로벌 금융시장 분절의 요인에는 금융회사간 운영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자연적 경계(natural barriers),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다변
화(market forces), 조세 등을 통한 정책 개입(policy interventions other than financial
regulation) 및 금융규제(regulatory and related policy interventions) 등이 지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간 금융규제 수단 및 속도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시장 분절의 한 요인으로 작동
ㅇ 국가간 금융개혁 수단 및 속도의 차이가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운영비용 및
감독에 대한 부담을 늘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들의 대출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
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는 금융안정에 대한 금융시장 분절의 효과가 양면적
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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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절된 금융시장은 통합된 금융시장보다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안
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ㅇ 반면, 지역 및 차입자와의 관계(relationship-based lending)를 중심으로 운영한
금융회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절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ㅇ (비용-편익 분석) 금융시장의 분절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어떠한 형태의 분절이 금융시장의 시스
템리스크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필요
ㅇ (전방위적 공조) 금융시장의 분절을 줄이면서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조 뿐 아니라 금융개혁의 수
단과 속도의 조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
ㅇ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 금융안정에 미치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면
밀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하며, 동일한 정책이더라
도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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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

거시경제 정책의 국제적 공조가 드문 이유
(Why I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So Rare?)
Atish Ghosh (IMF), Jun Il Kim (IMF)
◆ 거시경제 정책의 국제공조가 당사국에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협력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
◆ 거시경제 정책 국제공조에 합의했다가 약속이 파기될 경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정책공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동 기간 중 큰 규모의 충격이 가해지
면 국가후생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는 경우 정책공조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
을 하지 않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경제위기 등 큰 규모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전
략이 우위를 차지

□ 경제충격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이에 참가하는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
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정책공조는 역사적으로 사례가 드문 편임*
* 1987년 주식 시장 붕괴에 대응한 G7 국가의 이자율 인하 및 유동성 공급,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G20 국가의 재정 확대 등

□ 본고는 거시경제 충격에 대응한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
을 분석하기 위해 게임모형을 상정
ㅇ 두 개의 대칭적인 국가가 존재하며, 각 국가의 정책당국자는 정책목표보다
적은 숫자의 정책도구를 보유
ㅇ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두 국가의 정책당국자가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나, 정책공조 약속 후 상대 국가를 속이는 경우에는 더 큰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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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대 국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에서 이탈하는 경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정책공조가 불가능한 처벌을 부과
ㅇ 정책당국자들이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도 다른 요인에 의해 상호 협력이 깨
져서 상당 기간 동안 국제공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경제위기 등 규모가 큰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ㅇ 거시경제 정책 협력에 합의했다가 정책공조가 파기되었을 경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정책 공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동 기간 중 큰 규모의 경제 충
격이 가해지면 국가후생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
ㅇ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는 경우 충격의 규모가 작아 정책공조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반면, 큰 규모의 거
시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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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Uncertainty)
Dario Caldara, Matteo Iacoviello, Patrick Molligo,
Andrea Prestipino, Andrea Raffo
(Federal Reserve Board)

◆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가 생산 및 투자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가격에 대한 하방 리스크 증대와 기업의 가격인상폭 상승이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투자와 소비 위축의 주요 채널로 작용

□ 본 연구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기업데이
터, VAR 모형, 뉴케인지언 DSGE 모형에 기반하여 미시적·거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 Index)*를 기업과 경제전체 측면에서 각각 산출하
였으며, 무역정책에서의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의 투자, 거시경제에서의 생산
및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
* 기업 TPU 지수는 분기별 영업실적발표에서 사용한 무역정책 용어(관세, 수입장벽, 반덤
핑 등)중 불확실성과 연관된 용어(위험, 위협, 불확실성, 우려, 변동성, 긴장 등)가 사용
된 빈도를 측정하여 총 단어수로 분할. 총량적 TPU 지수는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관련
된 월별기사의 비중, 수입세율의 확률적변동성 등 두개의 지수를 산출하여 사용

ㅇ 2005년 1분기 ~ 2018년 4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무역정책 불확
실성 지수가 상승할 경우, 4분기 이후 기업의 자본스톡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TPU 지수가 단순히 관세인상 효과를 포착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
여 추정하였으며, 관세정책 그 자체 보다는 불확실한 무역관계로 인한 긴
장고조가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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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VAR 모형을 토대로 수입세율 변동성의 충격반응을
분석하였으며, GDP와 투자가 각각 0.3%, 1~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월별기사에 기반한 TPU 지수를 사용할 경우, GDP와 투자의 감소가 일관
되게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은 보다 즉각적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본 연구는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투자 및 소비 위축의 채널로
자산가격 하방 리스크 증대와 기업의 가격인상폭 상승을 지목하며, 예측효과
와 불확실성 효과 모두 투자 감소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힘
ㅇ (예측효과) 무역협상이 시작되면 관세 인상 가능성이 증대하고 미래 자산
가격 하락이 예측되어 투자수요가 즉각적으로 위축
ㅇ (불확실성 효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래 가격의 변동성을 높여, 가격
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업은 가격 인상폭을 상승시키고 이
는 국내 투자 및 소비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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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The Shifting Drivers of Global Liquidity)
Stefan Avdjiev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Leonardo Gambacorta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Linda Goldberg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efano Schiaffi (Banca di Italia)

◆ 대출 및 채권시장을 통한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2009년 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3년 이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한편 대출을 통한 글로벌 유동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민감도는 2009년
이후에도 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2013년 이후 하락
◆ 이러한 민감도의 변화는 은행의 건전성 강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동조화
등에 기인

□ 선행연구들은 글로벌 리스크

(VIX)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글로벌 유

동성 흐름에 대한 주요 동인으로 지목하고는 있으나 이들 요인에 대한 민감
도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
ㅇ 본 연구에서는 대출과 채권시장 경로를 통한 자본이동이 미연준의 통화정책
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 보인 민감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고찰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대출 및 채권시장을 통한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통
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상승

(federal funds target rate) 100bp

ㅇ 미국의 기준금리

폭이 금융위기 이전
*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년 분기

2013 1

상승시 자본이동 증가율 변동

-2%p에서 이후* -8%p로 확대
2001년 1분기 ∼ 2008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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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간은

2009년 1분기 ∼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러한 민감도의 변화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동조화

(synchronization)에

주로 기인하며 미국 통화정책이 유로지역 등 주요국 통

화정책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임

,

,

ㅇ 2013년 이후에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개선 은행간 단기대출 감소 주요국
통화정책의 동조화 현상 약화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2009년 1분기~2015년 4분기 평균: –4.4%p)
□ 한편 대출을 통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요인(VIX)에 대한 민감도는 금융위기
직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에는 자본건전성이 개선
된 은행의 비중이 확대 되면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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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

환율동학과 불완전 금융시장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
(Exchange Rate Dynamics and Monetary Spillovers
with Imperfect Financial Markets)
Ozge Akinci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lbert Queralto (Federal Reserve Board)

◆ 금융제약이 있는 2국가 새케인즈 모형을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다
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대차대조표상 달러표시 채무가 많아 통화불일치 정도가 커질수록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 받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명목환율을 통화정책에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님을 보임

□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에 파급되는 정도가 국내 민간주체들의 대차대조
표상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2국가 새케인즈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 통화정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ㅇ 국내은행들은 국내발행 부채, 외국(미국)에서 발행한 달러표시 부채 등을 통
해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 생산자본에 투자하며 이때 달러표시 부채가 많
을수록 통화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게 됨
ㅇ 채무자가 은행에서 빌린 부채를 갚지 않고 도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해외 채권자는 국내 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조
달한 부채는 도피가 더욱 용이하다는 금융제약을 가정
ㅇ 이와 같은 금융제약으로 인해 통상적인 유위험 금리평형(Uncovered Interest
Parity; UIP)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달자금과 해외 조달

자금 사이에 기대 수익률 차이(currency premium, 이하 통화프리미엄)가 발생
□ 이러한 금융제약 가정 하에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때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비중이 높을수록 미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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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의 투자 감소로 자본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은행
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한편으로 은행의 해외자금차입이 줄어들면서 기업
의 국내자금에 대한 수요는 상승
― 이에 따라 금융제약이 없을 경우보다 국내금리가 더욱 상승하고 국내투자
가 감소
ㅇ 또한 국내금리가 상승할 때 외화부채비중이 높을 경우 전통적인 모형들의
예측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실질환율이 절하될 수 있음
― 국내금리 상승이 은행의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국내 은행
에 자금을 공여한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국내외 수익률간의 차이(통화프리미
엄)가 확대되면 환율이 절하

□ 한편 본 연구는 통화불일치에 대한 대응으로 명목환율을 타겟팅하는 통화정
책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후생을 개선하지는 않는다고 주장
ㅇ 명목환율을 안정시키는 대신 총산출과 인플레이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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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

그림자 금융이 유동성 공급에 미치는 영향
(Side Effects of Shadow Banking on Liquidity Provision)
Teodora Paligorova (Federal Reserve Board),
João Santo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미국의 기간물 대출시장에서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은행은
기간물 대출 시장은 물론 신용한도 대출 시장에서도 이탈하는 모습
◆ 신용한도 대출 시장에서 은행이 이탈하면서 신용한도 신디케이트 시장의 집
중도 및 참여 은행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차입대상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 기능은 저하

□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기간물 대출(term loans)*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했으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2016년 중에는 은행 비중이 45%까지 하락
* 기간물 대출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고 약정기간 만료 시점까지 상환 받는
방식임.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식에 따라 약정기간 중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방식(linear
amortization schedule)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일시상환 방식(bullet loan)으로 구분

ㅇ 반면 신용한도 대출(credit line loans)** 시장에서는 은행이 지난 30년간 99%에
가까운 절대적 비중을 유지
** 신용한도 대출은 차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차입자가 계약기
간중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인출할 수 있는 대출임. 차입자가 한도
내에서 차입금액과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보장(liquidity insurance)하는 순기능이 있음

― 이는 은행권의 경우 예금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 유동성 충
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데 주로 기인
□ 1990~2016년 중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물 대출 시장에서 그림자 금융
의 확산이 신용한도 신디케이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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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대출건별로 투자자, 대출기간 중 투자자별 대출 비율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 자료를 이용
**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 loan)은 주로 기업이나 대형 사업, 정부 등 개별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대형 대출을 공여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하여 운용되
는 대출 형태를 의미함. 기간물 대출이나 신용한도 대출, 혹은 두 대출의 결합상품 등에
모두 해당됨

ㅇ 기간물 대출에서 차지하는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은행의 신용한도 대출 시장
이탈, 신용한도 신디케이트 대출의 집중도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다중 패널 분석(multiple panel regressions)을 수행
□ 분석 결과, 그림자 금융이 기간물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
록 위험도가 낮은 은행들이 기간물 대출 시장은 물론 신용한도 대출 시장에
서 더욱 큰 폭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추정
ㅇ 아울러 신용한도 신디케이트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짐은 물론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자본비율 등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차입기
업들의 유동성 보장 기능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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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Sunday, June 2, 2019
19:00 ~ 21:00

Welcome Reception / Dinner [Orchid Room, 2F, The Westin Chosun Seoul]

Monday, June 3, 2019
08:30 ~ 09:00
09:00 ~ 09:10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Opening Address
Juyeol Lee

Governor, Bank of Korea

Keynote Speeches
09:10 ~ 10:00
10:00 ~ 10:30

Claudio Borio
Carmen Reinhart
Coffee Break

Head of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BIS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Session 1: Trade Linkages
Moderator
10:30 ~ 12:00

12:00 ~ 13:50

Thomas J. Sargent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Pol Antràs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Speakers
Andrei Levchenko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Kei-Mu Yi
Professor, University of Houston
Discussants
Yongsung Cha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uncheon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Session 2: Financial Linkages
Moderator
13:50 ~ 15:20

Speakers
Discussants

15:20 ~ 15:50

Kyuil Chung
Karen Lewis
Cristina Arellano
Jiao Shi
Livio Stracca

Deputy Governor, Bank of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Monetary Advisor, FRB of Minneapolis
Professor, Peking University
Deputy Director General, ECB

Coffee Break

Session 3: Policy Spillovers
Moderator
15:50 ~ 17:20

18:30 ~ 20:30

Charles Engel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
Michael Devereux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peakers
Stijn Claessens
Head of Financial Stability Policy, BIS
Young Le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Discussants
Gianluca Benigno
Assistant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Conference Dinner [Lilac Room, 2F, The Westin Chosun Seoul]
Dinner Speech
Yongsung Cha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uesday, June 4, 2019
08:30 ~ 09:00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Session 4: Implications for Economic Policy
Moderator
09:00 ~ 10:30

Speakers
Discussants

10:30 ~ 11:00

Jiwon Lim
Atish Ghosh
Andrea Raffo
Geun-Young Kim
Nelson Lind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Historian, IMF
Deputy Associate Director, FRB
Director, Bank of Korea
Professor, Emory University

Coffee Break

Session 5: Special Session for FRB New York and BOK: Spillover Effects of Banks’
Linkages
Moderator
11:00 ~ 12:50

12:50 ~ 14:00
14:00 ~ 14:30

Jaerang Lee
Deputy Director General, Bank of Korea
Linda Goldberg
Senior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Speakers
Ozge Akinci
Economist, FRB of New York
João Santos
Senior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Soohyon Kim
Economist, Bank of Korea
Discussants
Kwangyong Park
Economist, Bank of Korea
Hyunjoon Lim
Senior Economist, Bank of Korea
Luncheon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Keynote Speech
Charles Engel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

Session 6: Panel Discussion
Moderator
14:30 ~ 16:00
Panelists

Carmen Reinhart
Pol Antràs
Soyoung Kim
Linda Goldberg
Ratna Sahay
Michael Devereux
Marcello Estev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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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Deputy Director, IMF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Global Director, World Bank

4.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사항
이름

Claudio Borio (기조연설 I)

학위

Oxford University, Ph.D. (Economics), 1985

현직

Head of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BIS

주요경력

- Deputy Head of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BIS
- Director of Research and Statistics, BIS

주요논문

“The Influence of Monetary Policy on Bank Profitability,” (with L.
Gambacorta and B. Hofmann), International Finance, 2017

이름

Carmen Reinhart (기조연설 II / 세션 6 패널토론 사회)

학위

Columbia University, Ph.D. (Economics), 1988

현직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주요경력

- Professor, University of Maryland
- Senior Policy Advisor and Deputy Director, IMF

주요논문

“Growth in a Time of Debt,” (with K. S. Rogoff), American Economic
Review, 2010

이름

Charles Engel (기조연설 III / 세션 3 사회)

학위

University of California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

주요경력

- 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주요논문

“Real Exchange Rates and Sectoral Productivity in the Eurozone,” (with
M. Berka and M. Devereux), American Economic Review, 2018

이름

Thomas J. Sargent (세션 1 사회)

학위

Harvard University, Ph.D. (Economics), 1968

현직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주요경력

-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주요논문

“Market Prices of Risk with Diverse Beliefs, Learning and
Catastrophes,” (with T. Cogley and V. Tsyrennikow), American
Economic Review, 2012

–Berkeley, Ph.D. (Economic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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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Pol Antràs (세션 1 발표 / 세션 6 패널토론)

학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Economics), 2003

현직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주요경력

- Research Fellow,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Director, NBER International Trade and Organization Working Group

주요논문

“The Margins of Global Sourcing: Theory and Evidence from U.S.
Firms,” (with T. C. Fort and F. Tintelnot), American Economic
Review, 2017

이름

Andrei Levchenko (세션 1 발표)

학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Economics), 2004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주요경력

-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Zurich
- Economist, IMF

주요논문

“The Evolu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Measurement and Welfare
Implications,” (with J. Zha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16

이름

Kei-Mu Yi (세션 1 토론)

학위

University of Chicago, Ph.D. (Economics), 1990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Houston

주요경력

- Senior Vice President and Director of Research, FRB of Minneapolis
- Vice President, FRB of Philadelphia

주요논문

“Global Value Chains and Inequality with Endogenous Labor Supply,”
(with E. Le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8

이름

Yongsung Chang (Dinner Speech / 세션 1 토론)

학위

University of Rochester, Ph.D. (Economics), 1997

현직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경력

- Professor, Rochester & Yonsei University
- Senior Economist, FRB of Richmond

주요논문

“Interpreting Labor Supply Regressions in a Model with Full and Part
Time Work,” (with S. Kim, K. Kwon and R. Rogerson), American
Economic Revie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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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Karen Lewis (세션 2 발표)

학위

University of Chicago, Ph.D. (Economics), 1985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주요경력

- Associate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 Senior Fellow, FRB of Dallas

주요논문

“Disaster Risk and Asset Return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ith
E. Liu),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이름

Cristina Arellano (세션 2 발표)

학위

Duke University, Ph.D. (Economics), 2004

현직

Monetary Advisor, FRB of Minneapolis

주요경력

- Research Fellow,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Minnesota

주요논문

“Financial Frictions and Fluctuations in Volatility,” (with Y. Bai and P.
Keho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8

이름

Jiao Shi (세션 2 토론)

학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Economics), 2013

현직

Professor, Peking University

주요경력

Lecture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주요논문

“Vertical FDI and Exchange Rates over the Business Cycle: The
Welfare Implications of Openness to FDI,”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19

이름

Livio Stracca (세션 2 토론)

학위

University of Leicester, Ph.D. (Economics), 2003

현직

Deputy Director General, ECB

주요경력

Adjunct Professor, Goethe University

주요논문

“If the Fed Sneezes, Who Catches a Cold?” (with L. Dedola and G.
Rivolt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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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Michael Devereux (세션 3 발표 / 세션 6 패널토론)

학위

Queen’s University, Ph.D. (Economics), 1985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주요경력

- Associate Professor, Que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주요논문

“Real Exchange Rates and Sectoral Productivity in the Eurozone,”
(with M. Berka and C. Engel), American Economic Review, 2018

이름

Stijn Claessens (세션 3 발표)

학위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Economics), 1986

현직

Head of Financial Stability Policy, BIS

주요경력

- Senior Adviser, FRB
- Assistant Director, IMF

주요논문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New
Evidence,” (with E. Cerutti and L. Laeven),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017

이름

Young Lee (세션 3 토론)

학위

University of Michigan, Ph.D. (Economics), 1998

현직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주요경력

- Vice Minister for Ministry of Education
-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주요논문

“Corporate Income Taxes, Corporate Debt, and Household Debt,” (with
J. Park),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018

이름

Gianluca Benigno (세션 3 토론)

학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h.D. (Economics), 2000

현직

Assistant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주요경력

- Associate Professor, London School of Economics
- Visiting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주요논문

“Optimal Capital Controls and Real Exchange Rate Policies: A
Pecuniary Externality Perspective,” (with H. Chen, C. Otrok, A.
Rebucci and E. R. You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16

–

- 31 -

이름

Atish Ghosh (세션 4 발표)

학위

Harvard University, Ph.D. (Economics)

현직

Historian, IMF

주요경력

- Assistant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 Assistant Director and Chief, IMF
“When Do Capital Inflow Surges End in Tears?” (with J. D. Ostry,
and M. S. Qureshi), American Economic Review, 2016

주요논문
이름

Andrea Raffo (세션 4 발표)

학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Economics), 2005

현직

Deputy Associate Director, FRB

주요경력

Adjunct Professor, Johns Hopkins Krieger School

주요논문

“Can Structural Reforms Help Europe?”, (with A. Ferrero and G.
Eggertss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14

이름

Nelson Lind (세션 4 토론)

학위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h.D. (Economics), 2017

현직

Professor, Emory University

주요경력

Research Assistan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주요논문

“The Dynamics of Comparative Advantage,” (with G. Hanson and M.
Muendl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5

이름

Linda Goldberg (세션 5 발표 / 세션 6 패널토론)

학위

Princeton University, Ph.D. (Economics), 1988

현직

Senior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주요경력

- Co-Founder and Co-Chair, International Banking Research Network
- Visiting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주요논문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with C. M.
Buch, M. Bussiere and R. Hill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019

이름

Ozge Akinci (세션 5 발표)

학위

Columbia University, Ph.D. (Economics), 2012

현직

Economist, FRB of New York

주요경력

- Adjunct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 Economist, FRB
“Good News is Bad News: Leverage Cycles and Sudden Stops,” (with
R. Chahrou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8.

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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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João Santos (세션 5 발표)

학위

Boston University, Ph.D. (Economics), 1995

현직

Senior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주요경력

-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 Research Officer, FRB of New York

주요논문

“Bank Loan Pricing Following the Subprime Crisi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11

이름

Soyoung Kim (세션 6 패널토론)

학위

Yale University, Ph.D. (Economics), 1996

현직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경력

- Professor, Korea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주요논문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on Current Account and Real Exchange Rat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5

이름

Ratna Sahay (세션 6 패널토론)

학위

New York University, Ph.D. (Economics)

현직

Deputy Director, IMF

주요경력

Advisor to Stanley Fischer, Michael Mussa, Kenneth Rogoff

주요논문

“Sovereign Borrowing by Developing Countries: What Determines
Market Access?” (with R. G. Gelos and G. Sandleri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이름

Marcello Estevão (세션 6 패널토론)

학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Economics)

현직

Global Director, World Bank

주요경력

-

주요논문

“Do Firms Share Their Success with Workers? The Response of
Wages Product Market Conditions,” (with S. Tevlin), Economica,
2003

Deputy Minister, Ministry of Finance in Brazil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New Development Bank
Mission Chief, IMF
Researcher,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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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참가자 사진

Juyeol Lee

Claudio Borio

Carmen Reinhart

Governor

Head of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Professor

Bank of Korea

BIS

Harvard University

Charles Engel

Thomas J. Sargent

Pol Antràs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

New York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Andrei Levchenko

Kei-Mu Yi

Yongsung Chang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Houst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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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il Chung

Karen Lewis

Cristina Arellano

Deputy Governor

Professor

Monetary Advisor

Bank of Korea

University of Pennsylvania

FRB of Minneapolis

Jiao Shi

Livio Stracca

Michael Devereux

Professor

Deputy Director General

Professor

Peking University

ECB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tijn Claessens

Young Lee

Gianluca Benigno

Head of Financial Stability Policy

Professor

Assistant Vice President

BIS

Hanyang University

FRB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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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 Lim

Atish Ghosh

Andrea Raffo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Historian

Deputy Associate Director

Bank of Korea

IMF

FRB

Geun-Young Kim

Nelson Lind

Jaerang Lee

Director

Professor

Deputy Director General

Bank of Korea

Emory University

Bank of Korea

Linda Goldberg

Ozge Akinci

João Santos

Senior Vice President

Economist

Senior Vice President,

FRB of New York

FRB of New York

FRB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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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hyon Kim

Kwangyong Park

Hyunjoon Lim

Economist

Economist

Senior Economist

Bank of Korea

Bank of Korea

Bank of Korea

Ratna Sahay

Marcello Estevão

Deputy Director

Global Director

IMF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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