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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Rethinking Financial Stability”
출처: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712
저자: David Aikman(BOE), Andrew G Haldane(BOE), Marc Hinterschweiger(BOE)
and Sujit Kapadia(ECB)
【핵심내용】
o 본고는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광범위한 국제적 금융규제개혁(international
regulatory reform)의 현황과 성과를 검토
-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적정 자본 수준을 평가하고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을 위한 규
제 기준 중 복수 기준의 조합과 단일 기준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진단
o 적절한 규제기준을 제시한 LEI(Long-Term Economic Impact, 2010) 연구는 약 16
~19% 수준의 기본 자기자본비율*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글로벌 은행의 자본비
율을 상회하는 수준
* Tier 1 Capital : 기본 자기자본으로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을 의미

- LEI 연구 결과는 높은 수준의 자본 확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으로 금융위기의 빈도
와 심각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비용으로 신용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손실흡수자본* 효과와 정상적인 상황(normal condition)에서의 시장 유동성
변동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최적 자본수준은 더 낮아짐**
*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자본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제도
** BOE(2015) 연구결과는 최적 자기자본비율로 13.5%를 제시

o 단일 규제 체계에 비해 복수 규제 체계는 과다식별로 인한 중복규제 문제, 규제 비용
증가 및 복잡성 문제 등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음
1)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의 원천이 다중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수단도 다양
화되어야 함 (The Tinbergen Rule)
2) 금융시스템 내 만연하는 불확실성의 원인도 다중적임 (The Brainard Rule)
3) 단일 규제 체계는 은행들이 동 규제의 회피 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o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체계가 개선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최적 자기자본 수준, 적절
한 다중 규제 체계 구축, 계량모형을 통한 금융안정 분석, 피드백 효과를 감안한 스트
레스 테스트,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문제, 금융규제의 재분배적 측면, 금융
제도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론】 문헌조사

- 1 -

금융통화
② “A New Wave of ECB’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Domestic

Impact and Spillovers”
출처: IMF, Working Paper No.18/11
저자: Richard Varghese(The Graduate Institute), Yuanyan Sophia Zhang (IMF)
【핵심내용】
o 2007.1/4~2016.2/4분기 중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을 QE 이전(pre-QE)과
QE 국면*으로 분리하여 정책효과 및 전파경로를 분석
* 2014.8월 Jackson Hole에서 드라기 ECB 총재 연설 이후 기간

- QE 이전 UMP는 유동성 제공을 통해 금융위기에 의한 유로지역 금융시스템의 붕괴
를 막는 것이 목표
- QE 국면 UMP는 중앙은행이 단일통화 지역 내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명시적으로 인
정하면서 제로금리하한에 대한 대응 및 경기진작을 목표로 함
o QE 국면에서 UMP는 인플레이션 기대 및 환율의 평가절하에 더욱 큰 효과가 있었으
나 은행 수익률 및 유로-비유로 지역 간 스프레드 감소에 관한 효과는 감소
- QE 이전 기간에 나타난 은행 수익성에 관한 정(+)의 효과는 QE 국면에서, 저금리로
인한 마진 축소 요인으로 인해 상쇄됨
o UMP 국면의 분리 및 시장의 사전적 기대가 반영된 surprise index를 사용한 본고의
분석 결과
- UMP의 신호경로*는 분석 기간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 경
로**는 QE 국면에서만 환율 및 인플레이션 기대에 중요하게 작용
*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ECB의 약속이 신호로 작용해 총수요를 자극
** 국채의 수요공급을 통해 작동하며 ECB의 장기국채 매입이 장기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험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기업 및 가계의 재무제표를 강화(차입제약 완화)

- 비유로지역 EU국가(체코, 덴마크, 폴란드 및 스웨덴)로의 전이효과는 지역통화의 상
당한 평가절상과 국채 수익률 하락에 기인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경로를 통해 발생
【분석방법론】 Event Study

- 2 -

금융통화
③ “The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and the Yield Curve”
출처: BIS, Working Paper No.703
저자: Jing Cynthia Wu(Chicago大 and NBER), Fan Dora Xia(BIS)
【핵심내용】
o ECB의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에 대한 시장의 기
대와 NIRP가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잠재금리 기간구
조모형(SRTSM: Shadow Rate Term Structure Model)’을 제안
- NIRP하에서는 단기 만기 영역(short end)에서 수익률 곡선이 다양한 모양(평평하
거나 하향하거나 또는 평평하다가 하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통
화정책의 단기 및 장기 기조에 대한 지표를 모형에 도입
o SRTSM을 이용하여 NIRP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분석한 결과,
- 2014.6월 및 2015.12월 금리 인하는 한 달 전에 시장에서 기대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2014.9월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3월의 금리 인하
는 4개월 전에 기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조사하는 경제학자들의 기대와 전반적으
로 부합하지만 블룸버그 서베이는 통화정책 회의 일주일 전에 실행되어 단기미래에
대한 기대만을 조사하는 반면 SRTSM은 장기미래에 대한 기대까지도 반영
o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2017.6월 이후 ECB의 정책방향에
따른 수익률 곡선의 변화를 분석
- ECB가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만 이후 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표
한다면 모든 만기에서 수익률이 0.03% 하락
- ECB가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 변화가 없지만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공표한
다면 2년 이상 만기 수익률이 0.1% 하락
- ECB가 다음 회의를 포함한 모든 기간에 대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공표한다면
1개월 만기 수익률은 0.03%, 2년 만기 수익률은 0.2%, 10년 만기 수익률은 0.16%
하락
o SRTSM을 이용하여 장기 수익률을 기대요인과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한 결과,
- 2005년과 2008년 사이 10년 기간 프리미엄은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금리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 기간에는 하락추세로 전환
【분석방법론】 잠재금리의 기간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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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④ “Is Fertility a Leading Economic Indicator?”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4355
저자: Kasey Buckles(Notre Dame大 and NBER), Steven Lugauer(Kentucky大),
Daniel Hungerman(Notre Dame大 and NBER)
【핵심내용】
ㅇ 본고는 미국의 주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이 경기선행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
* 기존 연구는 주로 전국 연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출산율이 경기순행성(pro-cyclical)이 있
음을 보인 바 있음

- 1988년-2015년간 1억 명 이상의 출생신고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ㅇ 출산율 변화를 분기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경기 하강 초반부터 임신율이 급속히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신율 하락 현상은 경기침체 직전 1~4분기부터 관찰되기 시작되고, 이러한 양상은
1990년 및 2001년의 불황기에도 유사하게 발견
- 특히 출산률의 하락은 태아 사망이나 낙태 증가 등의 요인보다는 임신 감소현상이
반영된 결과임
ㅇ 이는 임신이 미래 전향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에 대한 단기기대 변화에 더 민감하게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ranger caus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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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⑤ “Monetary Policy in the Grip of a Pincer Movement*”
출처: BIS, Working Paper No.706
저자: Claudio Borio(BIS), Piti Disyatat(Bank of Thailand), Mikael Juselius(Bank
of Finland), Phurichai Rungcharoenkitkul(BIS)
* 통화정책이 직면한 두 가지 어려움(금융 사이클 확대, 인플레이션과 경기간 괴리)을 통화정
책에 대한 양면 공격(Pincer Movement, 군사용어에서 유래)으로 표현

【핵심내용】
o 금융 사이클(financial cycle)의 진폭과 길이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내수 유휴 생산
능력(domestic slack)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등 최근 전통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를 담보
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 사이클이 증폭되면서 금융 불황은 더욱 큰 경기 침체를 야기함
- 실업률이 낮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임에도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하회하는 등 내수
와 물가 움직임의 괴리 발생
o 글로벌화로 인해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낮아지게 되어 공급측면의 디스인플레이션
(supply side driven disinflation)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
화정책을 지속하게 되며 이는 금융 불균형을 축적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o 특히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자연이자율*은 그 정의상 오직 실질 요
인(real factors)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전제하는데 이는 금융 사이클과 통화정책의 영
향을 과소평가하는 가정임
* 자연이자율은 대개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있는 상황에서의
이자율로 정의됨

- 실증분석에 따르면 잠재성장률과 생산갭의 추정에 있어 금융 사이클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플레이션이 유휴생산능력(economic slack)에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명
목 정책금리가 실질 자연이자율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o 본 논문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 사이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적 통화
정책 운영방안을 제안
-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계 연장, 목표를 포인트에서 밴드로 확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 축적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금융 안정성을 통화정책의 고려사항(mandate) 중 하나로 추가하여 금융 사이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분석방법론】 문헌 및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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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⑥ “A

Model of the Federal Funds Market:
Tomorrow”
출처: FRB of New York, Staff Report No.840

Yesterday,

Today,

and

저자: Gara Afonso(FRB of New York), Roc Armenter(FRB of Philadelphia),
Benjamin Lester(FRB of Philadelphia)
【핵심내용】
ㅇ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실시된 “대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결과로 페
더럴펀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
- 연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신용 공급으로 인해 대침체 이전 지준이 부족한
(scarce reserve) 상황에서 이후 지준이 과다한(excess reserve) 상황으로 시장환경이
바뀌었음
- 예금금융기관들이 초과지준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지준에 대한 차입수요
를 보이지 않으므로 페더럴펀드 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에 의해 페더럴펀드 금리가 결정
되던 예전의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워 짐
- 이에 따라 연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준공급량을 조절함으써 페더럴펀드 금리를 조정
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운영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
ㅇ 한편,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차대조표 정상화(축소) 프로그램(balance
sheet normalization program)을 발표(2014년)하였는데 이에 따라 은행시스템 내 초
과지준을 흡수하여 예전의 페더럴펀드 시장의 작동방식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을지
에 대해 관심이 고조
ㅇ 본고는 대침체 이전과 이후의 페더럴펀드 시장의 상황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연준이 대차대조표 정상화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
실험을 실시하고 금리, 거래량의 변화 등을 분석
- 분석결과, 페더럴펀드 시장이 정상화되는 속도, 정상화를 위한 은행시스템 전체 초과지
준(aggregate excess reserves) 감축규모 등은 은행간 초과지준의 분포(distribution)
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초과지준이 대형은행에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을수록 더 빠르게 페더럴펀드 시장이 정
상화될 수 있으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은행시스템 전체 초과지준 감축규모도 작은
것으로 분석
* 이는 초과지준이 대형은행에 편중되어 있으면 적은 규모의 지준을 보유한 은행 또한 많이 분
포하게 되므로 지준에 대한 은행간 거래가 발생하기 용이하기 때문

【분석방법론】 Random-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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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제도
⑦ “Preference for the Workplac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Gender”
출처: QJE, Vol.133, Issue 1, 1 February 2018
저자: Matthew Wiswall(Wisconsin大), Basit Zafar(Arizona주립大)
【핵심내용】
o 뉴욕大 학부생(남성 86명, 여성 161명, 총 247명)을 대상으로 직장 업무환경*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 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
* 30세 때의 임금수준, 상여금 비중, 임금상승률, 근무시간, 유연근무 가능여부, 해고확률 등

o 여성은 근무시간 유연성(work flexibility)과 취업안정성(낮은 해고위험)에 대한 선호
가 높았으며, 남성은 임금상승률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
o 이러한 직장 업무환경에 대한 선호 차이는 초기경력 단계(early career)에 있는 대졸
취업자 기준 남·녀 임금격차의 1/4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
- 남성과 여성은 업무환경에 대한 선호가 달라 전공 및 직종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분석방법론】 Random utility model, Hypothetical choice model, Logit model
⑧ “FinTech and Banks. Friends or Foes?”
출처: European Economy, No. 2017.2
저자: Giorgio Navaretti(Milan大), Giacomo Calzolari(Bologna大),
Alberto Pozzolo(Molise大)
【핵심내용】
o 본고는 핀테크(FinTech)* 기업이 전통적인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
*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통칭

o 핀테크 기업은 금융서비스 중 일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경
쟁을 촉진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을 통해 저축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지급
결제의 편리성도 향상(예: Apple pay)
o 그러나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핀테크 기업이 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수집,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제
공, 투자자와 차입자 직접 매칭 등에 주력함에 따라 신용위험 축소, 만기전환 등 은
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입하고 다수의 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pooling)함으
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단기자금을 장기대출로 전환

- 핀테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지급결제 서비스도 청산단계에서는 판매자와 구매
자 은행계좌 간 자금이체가 수반되어야 함
- 은행들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은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
【분석방법론】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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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⑨ “The New Fama Puzzle”
출처: NBER, Working Paper 24342
저자: Matthieu Bussiere(Banque de France), Menzie D. Chinn(Wisconsin大),
Laurent Ferrara(Banque de France), Jonas Heipertz(Paris School of
Economics)
【핵심내용】
o 2000.1~2016.2월중 8개 선진국의 역외금리(offshore interest rate)와 미 달러 대비 환
율데이터를 이용하여 ‘파마 퍼즐(Fama Puzzle)’*을 재검토한 결과,
* UIP(Uncovered interest parity)에 따르면 국가간 금리차와 선현물환율간의 관계는 양(+)의 관계가 존재
하여야 하나, 실제 사후적인 환율절하율과 금리차간의 관계를 추정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o 분석기간 전체로는 평가절하율과 금리차간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며, 글로벌 금융위기(2007.8월)를 기점으로 기간을 나눌 경우, 금
융위기 이전에는 계수가 음(-)이지만 이후에는 매우 큰 양(+)의 값으로 변화
o 한편 사후적 평가절하율 대신 2003.1~2016.2월 서베이 데이터의 사전적 환율 예측치를
사용한 결과, UIP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음
o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파마 계수의 부호가 반전된 데에는 예측오차(Expectations
Errors), 안전 투자국(Safe haven country)인 스위스와 일본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 등
이 요인인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론】 Ordinary Least Squares Analysis
⑩ “Managing Financial Globalization: Insights from the Recent Literature”
출처: NBER, Working Paper 24330
저자: Shang-Jin Wei(Columbia大)
【핵심내용】
o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문헌을 정리
o 자본시장 개방은 자본비용의 감소, 위험분담(risk sharing) 촉진, 정부정책의 관리 등을
통해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반면  국내 금융시장의 왜곡(생산적인 기업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음) ‚국제 금융시장의
왜곡(자본의 과잉차입 등) ƒ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자본수익성을 악화시켜 자본유출을 야
기) „ 국내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의 문제가 금융국제화의 이점을 약화시킬
수 있음
o 트릴레마(trilemma)에 대한 실증분석은 변동환율이 정책의 자율성(policy autonomy)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으며, 자본통제 없는 변동환율 국가의 경우, 미 금리 상승시에는 통
화정책의 자율성이 유지되지만, 하락시에는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우려로 중심국의 정
책을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자본통제는 변동환율, 고정환율 국가 모두 해외 통화정책 충격의 완화장치가 될
수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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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⑪ “Global Portfolio Rebalancing and Exchange rates”
출처: NBER, Working Paper 24320
저자: Nelson Camanho(Catolica Portuguesa大), Harald Hau(University of Geneva,
GFRI and Swiss Finance Institute), Hélène Rey(London Business School
and NBER)
【핵심내용】
o 1999~2015년중 미국, 영국, 캐나다, 유로지역의 8,585개 분기별 펀드 자료를 이용, 국
내투자상품 대비 해외투자상품의 초과수익률 상승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국제자본흐
름, 환율에 주는 영향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
o 국내 대비 해외투자상품의 초과수익률 상승시 위험 회피를 위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비율을 줄이면서 자본이 국내에 환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율변동성이 클수록
이러한 리밸런싱은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o 수익률 변화 분포에 따른 분위회귀분석 결과, 국내 대비 해외투자상품 초과수익률과 리
밸런싱 규모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분포의 양 극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o 규모가 작거나 몇 개의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펀드*의 경우 국내 대비 해외투자상품 초
과수익률 차이에 더 크게 반응하여 국내투자상품으로 리밸런싱하는 경향이 존재
* Herfindahl-Hirschman Index로 측정

o 리밸런싱으로 유도된 총 펀드자금은 환율예측모델과 관계 있으며 국내펀드의 해외투자
상품(해외펀드의 국내투자)의 감소가 자국통화평가절상(평가절하)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
【분석방법론】 OLS, 2SLS,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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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⑫ “Breaking Deadlock on the Korean Peninsula? Four Perspectives”
출처: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SDP), January, 2018
저자: Ryang Tong Il(Institute for Disarmament and Peace, DPRK), Joon Hyung
Kim(한동대), Zhu Feng(Nanjing大), Abraham Denmark(Wilson Center)
【핵심내용】
ㅇ 스웨덴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美,中,남북한 전문가의 한반도상황에 대한 평
가를 종합할 때, 상호신뢰의 구축과 외교적 대화노력이 중요하다고 평가
(북한의 입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방어 목적이며, 핵개발을 통한 세력균형이
평화적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북한이 핵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야 외세를 배제한 채 남북한간에 대화·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필요
(한국의 입장) 북한 비핵화의 단기간내 달성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韓美中간 3
자협의를 통해 비핵화를 장기목표로 추진할 필요
- 한국은 미중간 입장차이를 조율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특사 파견을 통해 미중간 상호협력을 중재
(중국의 입장) 한반도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요국이 공동으로
responsibility)하는 것이 가장 중요

책임을 분담(shared

- 석유금수 및 봉쇄를 포함한 대북제재 강화시 주변강대국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한반도위기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
-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북미가 핵개발과 한미합동군사훈
련을 동시에 중단(double-freeze)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입장)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종목표이지만 갈등의 급격한 고조를 막기 위
해 긴장 관리의 필요성도 있음
-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 미국 국내의 입장조율(combination of concessions)을 바
탕으로 한 외교적 해결노력(diplomatic offensive)이 필요
- 주변국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전략적 오판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대북억지
력 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과 동맹국과 협조한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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