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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Monetary Policy Surprises, Central Bank Information Shocks, and

Economic Activity in a Small Open Economy”
출처: Sveriges Riksbank, Working Paper Series #396
저자: Stefan Laséen(Sveriges Riksban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산출, 물가, 환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최신 동적 인과관계 분석기법인 외부도구변수(external instrument) VAR모형 등을 이
용하여 분석하고, 통화정책 정보효과(information effect)*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
*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으로부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해를 유추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ㅇ 분석 결과 스웨덴 통화정책은 실물과 금융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있을 경우 실업률 상승, 산출 감소, 환율 절상, 물가 하락
등의 영향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
- 금융시장에서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등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효과가 발생
-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안착(anchor)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보다
실질이자율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됨을 의미
ㅇ 한편, 스웨덴에서 통화정책의 정보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
- 통화정책 정보효과는 주가에 대한 부호제약 방법* 등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과 정보
충격을 분리한 다음 정보충격의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 시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정보효과가 개
입되면 경기에 대한 기대가 상향조정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정보충격 크기를 식별

- 이러한 결과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높은 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분석방법론】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금융통화
② “Bank Liquidity Provision across the Firm Size Distribution”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no. 942
저자: Gabriel Chodorow-Reich(Harvard大), Olivier Darmouni(Columbia大), Stephan
Luck, Matthew Plosser(FRB of New York)
【핵심내용】
ㅇ 본고에서는 미국 은행의 기업대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대출조건
(loan terms) 차이를 정리하고, 이러한 차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이론모형과 이에 기반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분석
ㅇ 평상 시(normal times) 중소기업* 대출은 그 조건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 보유자산이 2.5억 달러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10억(경우에 따라서는 5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

① 짧은 대출만기 : 만기 1년(설정 기준) 이하인 한도대출(credit line)의 비율을 보면 중소
기업은 77%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11%에 불과
② 어려운 만기연장(renewal) : 2019년 말 기준 중소기업 한도대출의 80% 이상이 2020년
중 수의상환(callable)되거나 만료될 예정
③ 과다한 담보대출 비율 : 한도대출 중 무담보대출의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5% 미
만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 70%에 달함
④ 높은 한도소진율 : 대출한도의 70% 이상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중소기업은
31%에 달하나, 대기업은 7%만이 해당
⑤ 높은 가산금리(spread) : 중소기업의 산업, 재무상황, 평가등급 등을 통제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00bp 이상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용공급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은 신용제약에 직면했
는데, 대출조건 차이가 유동성 확보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2분기 중 은행 신용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의 한도대출 인출(drawdown)에
기인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인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큰 산업일수록 한도소진율도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의 한도소진율은 충격 노출 정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유동성 확보능력의 차이는 대출만기, 담보유형 등
대출조건을 통제할 경우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과 같은 정부의 유동
성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PPP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동 대출금액의 53~125% 만큼 여타 차입금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거시경제
③ “Measuring Uncertainty and Its Effects in the COVID-19 Era”
출처: FRB of Cleveland Working Paper 20-32
저자: Andrea Carriero(London大), Todd E. Clark(FRB of Cleveland), Massimiliano
Marcellino(Bocconi大), Elmar Mertens(Bundesbank)
【핵심내용】
ㅇ 코로나19 발병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방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확실성을 실물, 금융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으며, 각각의 불확실성 충격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30개 경제변수의 1960.9월에서 2020.6월까지 데이터로 불확실성 지표를 시산*하고
베이지안 VAR을 활용하여 충격반응, 분산분해 분석 등을 수행
* Carriero, Clark, and Marcellino(2018)의 방법론에 따라 18개 실물, 12개 금융 변수를 선정하고
각 그룹별 변수들의 변동성을 발생시킨 요인을 식별하여 실물, 금융 불확실성 지표로 시산

ㅇ 불확실성 지표 시산결과, 금융, 실물 불확실성 지표는 각각 2020년 3월, 4월에 정점
에 다다른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비교해보면, 금융 불확실성 지표는 약 1.3배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으나 실물 불확실성 지표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됨
ㅇ 충격반응 분석시 실물 불확실성, 금융 불확실성 충격은 각각 실물경기, 금융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변수가 실물 및 금융 불확실성 충격에 감소하였으나, 주가(S&P 500)의 경우 금
융 불확실성 충격에만 유의하게 감소
- 실물 불확실성 충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는 가격경직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시
ㅇ 분산분해 분석시 코로나19 위기 동안 경제변수의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 충격의 기여
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시산됨
- 이는 불확실성이 중요 고려사항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불확실성 외 기
타 요인에 의해 증폭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불확실성을 구체적인 지표로 시산하여 향후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
【분석방법론】 Bayesian VARs with Stochastic Volatility

거시경제
④ “Have

the Driving Forces of Inflation Changed
Emerging Market Economies?”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96.

in Advanced

and

저자: Günes Kamber(IMF), Madhusudan Mohanty(BIS), James Morley(Sydney大)
【핵심내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저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동 현상의 원인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①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IMF, 2013)과 ②무역통합 및 대외경쟁
심화(Forbes, 2018) 등이 논의
ㅇ 본 연구는 1996~2016년간 47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동인(driving forces)에 대해 분석
* BIS 분류기준에 의해 선진국(20개국)과 신흥국(27개국)으로 구성됨

- 해외변수(주요 교역국의 산출갭, 환율 등)를 포함한 개방경제 혼합(Hybrid) 필립스곡선을 추
정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이 금융위기 전후로 변화했는지를 분석
ㅇ 필립스곡선 추정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의 계수 추정치가 위기 이후 상승
ㅇ 국가별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해 주요 변수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선
진국과 신흥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신흥국은 대외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내경기(산출갭)의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해외경기(교역국의 산출갭)의 영향력은 증가
- 선진국은 신흥국과 반대로 국내경기의 영향력은 증가, 해외경기의 영향력은 감소
ㅇ 한편 200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 수준과 변동성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당 부
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에서 비롯
* 인플레이션 수준은 7.5%에서 금융위기 이후 3%로 감소하였으며, 변동성은 동 기간 절반가량 감소
**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에 따른 기대안착 효과도 나타났다고 평가

-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
대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변동의 약 20%를 설명
ㅇ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의 결정요인이 국가별로 이질적일 수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과 해
외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미시제도
⑤ “R Minus G”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8002
저자: Robert J. Barro(Harvard大)
【핵심내용】
ㅇ Cass & Koopmans(1965) 등은 신고전주의 성장모형에서 경제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r>g 이어야 함을 증명하였으나, Diamond(1965) 등은 중
첩세대모형을 바탕으로 정상상태에서 r<g도 가능함을 보인 바 있음
* r은 실질수익률, g는 경제성장률을 의미

- 1870년 이후 OECD 14개국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주식 수익률을 r로 두면 r>g
가 성립하지만 단기국채 수익률을 r로 두면 r<g가 되는데 이는 두 수익률 사이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ㅇ 본 논문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r>g라는 조건이 실증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확실성에 따라 다르며, 정상상태에서 무위험 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수도
있음(r>g>r  )을 모형으로 증명
- 과실(자본)을 먹거나(소비) 심는(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감가상각(재해로 인한 손
실 등)이 존재하는 Fruit Tree 모형을 설정
ㅇ 모형분석 결과, 자본 가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기대실질수익률
(E(r))은 기대경제성장률(E(g))보다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자본의 한계생산성(A)이 저축률

(v)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
* 모형에 따르면 E(r)-E(g) = A-v인데, 일반적으로 투하한 자본에 비해 산출물이 더 많으므로 한계생산
성이 저축률보다 높게(A>v) 되고 따라서 E(r)>E(g)이 성립하게 됨

- 반면, 자본 가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상상태에서 실질수익률(=무위험
수익률)은 재해 발생확률과 재해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감가상각의 정도에 따라 기
대경제성장률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음*
* 모형에 따르면 r  -E(g) ≒ A-v-p*E(d((1-d)^(-γ)-1))인데, p는 재해 발생확률, d는 재해의 크기, γ
는 위험회피 정도를 각각 나타내며,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은 재해로 인한 감가상각의 기댓값을 의미

ㅇ 1870~2012년 40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r>g>r  가 성립함을 확인
- 모형에서는 기대 실질수익률(6.2%) > 기대 경제성장률(3.2%) > 무위험수익률(0.1%) 순의
대소 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도 평균 주식수익률(7.0%) > 평균 경제성
장률(1.9%) > 평균 단기국채 수익률(1.1%)이라는 동일한 대소 관계가 성립
- 특히, 리스크 프리미엄은 모형과 데이터의 수치가 각각 6.1%와 5.9%로 매우 비슷
한 수준을 기록
【분석방법론】 Disaster-risk Model

미시제도
⑥ “Impact of Consequence Information on Insurance Choice”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8003
저자: Anya Samek(UC San Diego), Justin R. Sydnor(UW Madison)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내용이 복잡한 건강보험 상품을 그래프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
- 건강보험은 상품정보가 복잡하고, 의료비지출 규모에 따라 유리한 보험 상품이 달
라질 수 있는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많은 소비자가 건강보험 상품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차선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
ㅇ 보험료, 본인부담률 등 건강보험 상품정보를 표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존 방식에 더
해 예상 의료비지출 규모에 따라 유리한 건강보험 상품을 그래프로 보여줄 경우 나
타나는 소비자 선택의 개선 효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 모든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표 방식으로 건강보험 상품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무작위
로 선택된 한 그룹에는 그래프 방식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 그래프 방식의 유
용성을 평가
* 표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도 본인의 예상 의료비지출에 근거하여 적합한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계
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음

ㅇ 의료비지출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건강보험 보험 상품이
존재할 경우, 동 보험을 선택하는 비율이 표 방식 정보 제공 시 39%에서 그래프 방
식 정보 제공 시 93%로 크게 상승
- 표 방식의 정보 제공 시에는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상품구조를 이해하지 못했
거나, 계산이 번거로워 어림짐작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에 유리한
건강보험 상품 선택에 실패
ㅇ 한편, 그래프 정보는 저부담보험과 고부담보험 두 가지 건강보험 상품* 중 소비자가
본인의 위험회피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저부담보험이란 평상시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의료비 발생시 본인부담이 적은 보험을 의미하며, 반대
로 고부담보험은 보험료가 낮고 본인부담은 큰 보험을 의미

- 그래프 제공 시 동일한 위험회피성향 수준에서 저부담보험을 선택할 확률이 4%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래프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본인부담금 간의 상충관계
(trade-off)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
【분석방법론】 Survey Analysis,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⑦ “Non-US Global Banks and Dollar (co-)dependence: How Housing Markets

Became Internationally Synchronized”
출처: BIS, Working Paper No 897
저자: Torsten Ehlers(BIS), Mathias Hoffmann, Alexander Raabe(Zurich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Non-US 글로벌 은행의 달러 조달여건(funding condition) 변화가 달러차입 국가
의 달러 의존도(dependence)*를 매개로 주택 가격의 국제 동조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본고는 달러 의존도를 개별 국가가 Non-US 글로벌 은행을 통해 달러 조달시장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정
도로 측정하였으며, 두 국가의 달러 의존도를 곱한 값을 공동의존도(co-dependence)로 정의

- Non-US 글로벌 은행의 달러 조달여건* 변화는 이들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는
국가들의 국내신용 여건에 영향을 주어 주택가격의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
* 달러 조달여건의 대리변수로 미국으로의 순자본유입(net capital inflow) 외에 연방기금금리, VIX 등을
포함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으로의 순자본유입인 것으로 분석

ㅇ 2000~2015년에 걸친 OECD 36개 회원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 국
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달러 조달여건이 개선될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미국 내 달러 조달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Non-US 글로벌 은행을 통해 주변국
으로 달러 공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확대된 해당국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
되는 데 기인
- 상기 효과는 달러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확대되는데, 이는 달러 의존도가 높을수
록 해당 국가와 연계된 Non-US 글로벌 은행의 신용공급 규모가 달러 조달여건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ㅇ 한편, 두 국가의 달러에 대한 공동의존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률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두 국가의 달러 공동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국내 신용 여건이
달러 조달여건 변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데 기인
ㅇ 본 연구는 미국의 달러 조달여건 변화가 Non-US 글로벌 은행을 통해 달러 차입 국가의
국내 신용시장으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주택시장의 동조화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제시
- 또한, 미국 내 달러 조달여건 변화가 달러 차입 국가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US 글로
벌 은행보다 Non-US 글로벌 은행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⑧ “Designing a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 Research Agenda”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407
저자: T.Renee Bowen, James Broz(UC San Diego)
【핵심내용】
ㅇ 본고는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적 국수주의(economic nationalism)와 일방주의(unilateralsim)
가 확산되는 기조에 대응하여 국제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제협의 사항을 위반
하는 사례가 증가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설계하기 위해 위협, 해결책, 리더쉽 등 세 가지 주제*로 구
성된 연구 의제(research agenda)를 제시
* 위협은 국제기구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 해결책은 위협에 대처하여 제안되는 국제기구 재편, 리
더쉽은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

ㅇ 동 연구 의제에 따라 국제경제 질서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WTO 재편
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 (위협요인)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목
표로 추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
* 특히 미국에서는 WTO 체제가 자국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동시에 중국이 경쟁 강대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움직임이 확산

- (해결책) 포퓰리즘의 유인을 제거하고 국제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해결책으로서
WTO 분쟁 절차의 협의 요건 완화, 무역구제 부문 절차 개정 등을 통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방안 등을 제시
- (리더쉽) 제안된 해결책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WTO 재편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쉽*이 중요
* 국제기구는 세계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원국 간의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성공
적인 국제기구 재편을 위해 리더쉽의 중요성이 강조됨

ㅇ 본고는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인한 탈세계화 기조로 초래된 최근의 국제경제 질서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 모색 및 이해관계 조율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 의제 체계(위협, 해결책, 리더쉽)는 기후협약 등 여타 국제분쟁 분
야에도 적용 가능
【분석방법론】 Research Agenda

동북아경제
⑨ “China’s ‘Coercive Tourism’ : Motives, Methods and Consequences”
출처: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저자: James F. Paradise(연세대 아시아 연구소)
【핵심내용】
ㅇ 중국은 대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외교적 수단의 일환으로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제한
하는 조치를 실행하는데, 본고는 이러한 관광 규제의 동기와 실질적 영향력을 분석
- 중국은 영해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주권침해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한하여, 직접적인
무역 규제 외에도 간접 규제인 해외관광 제한조치를 실행
- 관세부과나 수출규제 등의 직접 제재는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효과적이지
만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ㅇ 해외관광 제한조치는 공식적,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
로, 제재의 목표가 명확하고 관광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클수록 효과적
- 국영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공식적인 제재는 단체비자 발급의 조절, 관광당국의 지
시사항 하달, 여행경보 수준 변경 및 국영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 방식 등으로 수
행됨
- 비공식 제재는 특정국 여행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터넷 여론 형성, 소비자들의 자발
적 불매운동 등이며, 이는 단체관광비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
로 함
- 상대방 국가의 외교적 태세 변화와 같은 큰 목표보다 특정 정책의 철폐와 같이 목
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수록 효과적
ㅇ 다만, 이러한 해외관광 제한조치가 갖는 장기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중국은 일본 및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으며 관광제한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상대국들이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음
- 실제 자국민의 해외관광 제한조치가 제재 대상국가의 GDP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은
편인데, 이는 관광수요의 다변화와 정부의 보조금 등 외부적 지원을 통해 해당국이
관광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
ㅇ 한편, 중국의 해외관광 제한조치는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위협 및 핵실험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하여 2017년 UN제재에 동참하며 북한행 단체
관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조치를 해제
- 외화 수입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 중국 관광객은 중요한 외화수입원이며, 해당 조
치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로 작용

기타주제
⑩ “Rational Inattention: A Review”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DP15408
저자: Bartosz Adam Mackowiak(ECB), Filip Matejka(CERGE-EI), Mirko Wiederholt
(Sciences Po)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합리적인 부주의(Rational inattention, 이하 RI)*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검토
* 합리적인 부주의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
보에 집중하는 현상을 말함

- IT의 발달로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사람들
이 실제로는 그중 일부만을 받아들이려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본 주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ㅇ RI 이론은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대신 어떤 정보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
- 경제주체는 ①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②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의 2단
계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
* 상태(state)가 실현된 후 발생할 정보비용을 고려하여, 상태에 대한 신념(belief)을 형성할 정보전략을
선택

- 상기와 같은 2단계 의사결정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포함된 응용 모형이 연구되고 있음
ㅇ RI 이론은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을 모형화하여 설명하는데 이용
- 거시경제학에서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미
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 소비, 투자 등의 동학(dynamics)을 설명
- 재무학에서는 투자자들이 자국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 자산을 충분히 다변화하지
않는 현상 등을 설명
- 이외에도 노동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응용되고 있음
ㅇ 본 연구는 RI 이론과 이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의 동 이론의 응용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