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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사(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국문>
신사 숙녀 여러분!

2018년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스탠포드대학교의 로버트 홀(Robert Hall) 교수님과
마사아끼 시라카와(Masaaki Shirakawa) 前 일본은행 총재님 그리고 모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교수님께도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그 여파로
상당기간 침체(Great Recession)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공조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례 없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대응을 위해 활용해 온 비전통적 정책들을 정상
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화정책 환경도 위기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에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한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
니다.

먼저 오늘날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통화정책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

첫째,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필립스 곡선의
형태 변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
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즉, 필립스 곡선의 우하향 경향이 뚜렷했었습니
다. 그러나 위기 이후 이러한 상관관계에 의문이 생기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가 위
기이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낮
아지게 되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
문에 경기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중립금리는 인구고령화,
생산성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주로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인해 낮아진 것
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통화정책 운용 시 자국 정책의 여타 국가로의 전이(spill-over)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에의 영향(spill-back)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각
국의 금융과 교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특히 주요국의 경우 자국 정
책의 변화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국내
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Taper tantrum 당시 미 연준의 통화정
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신호가 신흥시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통화정책 여건 변화는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
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전세
계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유
익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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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했을 때
다양한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들, 즉
대규모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금리 등이 어떤 여건 하에서 잘
작동하는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정책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
습니다.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달라지게 되면 경제주체들
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신
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확산 등 정보환경이 크게 변화
된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통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
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저성장․저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
책이 경기회복을 추구하다보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화
정책의 또 다른 주요 목표인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의 공조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날 통화정책은 그간의 경제구조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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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통해 당면한 도전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
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중앙은행
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에 대해 여러분들로부터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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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pleasure for me to bid a warm welcome to you all, to the 2018
Bank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gratitude to Professor Robert Hall, of Stanford University, and Masaaki
Shirakawa, former Governor of the Bank of Japan, who will deliver keynote
speeches this morning, and to all of our distinguished moderators, speakers
and discussants. Let me also say how deeply I appreciate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of Professor Thomas Sargent to this conference, all the way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year marks a decad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pon the failure
of Lehman Brothers. The global economy suffered the worst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and was long unable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that followed. Fortunately, the global economy is now reemerging
from the aftermaths of the crisis: growth has gained momentum, and the
markets have stabilized. This is a result of many countries’ work in
cooperation to make their financial systems more stable. It is also due to their
unprecedentedly bold and active monetary policies to support the recovery.
Central banks are now working to normalize the post-crisis policies. The
environment for monetary policy has also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one
prior to the crisis. In this differing environment, therefore, we have inevitably
come to a position to consider how to perform our existing roles, as well as
whether there are any new roles demanded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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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me start by talking about some of these changes in the monetary policy
environment facing many central banks today, and about the policy concerns
arising from them.
First are the concerns about the changing slope of the Phillips Curve. Prior
to the crisis, a fall in unemployment during recovery tended to result in a rise
in inflation: that is, the Phillips Curve used to slope downward in the
short-run. However, we are now having doubts about this relationship, hence
are facing difficulties in deciding the policy.
Secondly, there are concerns that the neutral rate of interest－an important
guiding measure for policy stance－may have fallen significantly. A lower
neutral interest rate means that we have smaller room for policy rate cuts in
face of the economic downturn. It makes the interest rate more likely to reach
its lower bound, making it difficult for us to address business cycles.
Furthermore, the neutral rate may continue to stay low, due to the long-term
factors

such

as

population

aging,

declining

productivity

and

increasing

preference for safe assets.
Thirdly, we now need to consider outward spill-overs of one’s monetary
policy, together with the “spill-backs” to one’s own economy. Countries now
have closer trade and financial relations than ever, so that the impact of major
economies’ policies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
comes back to influence themselves. For instance, we saw in 2013 during the
Taper Tantrum that the Fed‘s signal to change its monetary policy stance
caused sudden capital outflows from emerging economies and global financial
market unrest. Recently also, the US interest rate hikes and the stronger US
dollar have contributed to financial unrest in some emerging econom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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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conomies normalize their monetary policies going forward, these
sudden capital outflows and market unrest can recur at any time.
These changes in the monetary policy conditions pose challenges shared by
many countries. Across the world, we see considerable amount of ongoing
discussion about how central banks should respond. Hoping to see a similarly
valuable discussion in this conference, I would like to make a few remarks.
First of all, we will have to find ways to keep monetary policy effective
even in this new environment. When central banks in advanced economies saw
policy rates reach the zero lower bound, they mobilized a variety of
unconventional measures. We yet need further research that details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large-scale asset purchases, forward guidance and
negative interest rates, as well as their long-term effects. We also need to talk
about whether countries other than those with a key currency can use such
unconventional measures as part of the monetary policy toolkit, and if not,
about what are their policy alternatives.
Moreover, to keep our policies effective, we will have to work even
further on communication. People feel greater uncertainty about our policies as
both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responses are changing, possibly making
our monetary policy less effective and less credible. Central banks need to
communicate their policies more actively to reduce these uncertainties and
manage peoples’ expectations. We also need to think about how we can do so
more efficiently, given today’s widespread use of online and social media.
Additionally, we need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monetary policy and
actively pursue a proper policy mix. In general, government spending does not
crowd out demand by much during demand slowdowns as it did no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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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so that an expansive fiscal policy
together with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can achieve macroeconomic
stability more effectively. Macroprudential policy is crucial as well. In a
low-growth․low-inflation environment, financial imbalances are likely to build
up as the monetary policy tends to mainly aim at economic recovery.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another important goal of monetary policy－it is
indispensible to coordinate monetary policy with macroprudential policy.
Honor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s and financial environment,
our monetary policy is facing new challenges never experienced before. I look
forward to seeing here－through the active exchange of your views for two
days－many policy options proposed to help overcome the challenges that
monetary policy is facing. And I hope that all of us, at the end of the
conference, will have gained some profound insights about how central banks
will continue to evolve into the futur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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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1>

금융위기의 거시경제학 : 경제심리의 역할
(The Macroeconomic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
The Role of the Collapse and Restoration of Confidence)
Robert E. Hall (Stanford University)

◆ 경제주체의 심리(confidence)는 투자, 고용률, 주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
의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는 미국 경제에서 이자율의
급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자산가격 폭락, 투자둔화, 실업률 급등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사건(big event)의 발생은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이는 효용 할인율(utility discount rate, )의 상승을 통해
자산가격 하락, 투자둔화, 고용감소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악화를 유발
ㅇ 효용

할인율()의

상승은

위험요인을

감안한

금융

할인율(financial

discount, )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둔화의 주 요인(driving force)으
로 작용
□ 경제주체의 미래 경제에 대한 심리를 포착하는 효용 할인율()은 시간선호도

()와 역의 관계에 있으며 모형 상에서는     로 표현이 가능

ㅇ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의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면 경제주체는 미래
보다 현재를 보다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시간선호도가 하락
□ 미국의 2007~2017년 중 소비, 투자, 주가, 고용률 등의 자료를 간단한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ㅇ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로 효용 할인율()이 위기 직후 급등
했다가 이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위기 이전 균형수준으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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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는 경제주체의 미래 수익에 대한 할인율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가, 투자, 고용률 등은 의 값과 반대로 위기 발생 초기 큰 폭으로 하락
했다가 점차 균형수준으로 복귀
ㅇ 그러나 소비의 경우에는 시간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현재 소비에 대한 가중
치가 높아지는데다 투자가 감소하면서 소비를 위한 재원 또한 풍부해짐에
따라 의 값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역시 주가, 투자, 고용률 등은 큰 폭 하락
한 후 점차 균형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소비*는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 가전제품, 자동차 등 사용기간이 긴 내구재는 소비가 아닌 투자로 처리

□ 경제주체의 심리(confidence)가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한다는 개념은 거시경
제이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자, 고용, 주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일찍이 케인즈도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경제주체의 자신감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주체의 심리변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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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2>

중앙은행의 당면과제에 대한 소회(素懷)
(Challenges Facing Central Banks: My Personal Recollections and Reflections)
Masaaki Shirakawa (Aoyama Gakuin University, 前 일본은행 총재)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성공적인 통화정책 체계로 평가되었
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도전에 직면
◆ 앞으로의 통화정책체계는 물가측정의 애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상충관
계, 대외요인의 영향력 증대, 독립성의 재정립 필요 등에 유의할 필요

□ 물가안정목표제는 경기변동 축소, 물가안정이라는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통
화정책 체계로 평가되었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통화정책의 개별적
실패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ㅇ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경제의 회복양상이 일본의 버블붕괴後
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
□ 경험적으로 볼 때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으나 거시경제안정(macroeconomic stability)을 보장하지는
못하였으며,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부채와 높은 자산가
격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 이었음
□ 중앙은행이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데는, 금융안
정이 측정 곤란하고 복수의 정책수단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설명책임이라는 정책거버넌스 측면에서 물가안
정만큼 용이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점에도 기인
□ 앞으로의 통화정책체계는 다음의 네 가지 환경변화에 유의하면서 경제이론과
현실, 제도와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운영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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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 맞춤형의 다양한 신상품 개발 등으로 정확한 인플레이션 측정이 보다
어려워짐
ㅇ 잠재성장률 하락과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는 부채누증이라는 부담
을 가져오게 되므로, 향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더욱 심각
해질 가능성
ㅇ 국제금융환경과 같은 대외요인이 개별국 통화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통화정책과 국내 정책목표 간 대응관계 약화 등의 문제가 대두
ㅇ 정부나 국회의 경제․재정개혁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중앙은행에 정책수단 동원을 기대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이러한 독립성
함정(independence trap)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과 명확한 부실금융
기관 정리 및 자본투입 원칙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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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요약
<논문 1>

신피셔효과의 실증적 분석 : 미국과 일본의 경우
(The Neo-Fisher Effec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artín Uribe (Columbia University)

◆ 미국과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신피셔효과의 성립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
◆ 명목금리를 장기적으로 1%p 인상시키는 항구적 금리인상 충격에 대하여
인플레이션율이 단기(1년 이내)에 거의 1%p 상승함으로써 신피셔효과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실질금리가 감소하여 GDP도 상승

□ 미국과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신피셔효과(Neo-Fisher effect)*의 성립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
* 피셔효과(Fisher effect)는 명목금리와 인플레이션율 간 일대일 관계가 장기적으로 성립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신피셔효과(Neo-Fisher effect)는 이러한 관계가 단기적으로
도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 최근의 이론연구들은 항구적(permanent)이고 신뢰성 있는
(credible) 명목금리 인상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즉각 상승시켜 신피셔효과가 성립할 수 있
다고 주장

ㅇ 내생변수인 [GDP, 인플레이션율, 명목금리]가 외생적 충격인 [항구적 통
화충격, 일시적 통화충격, 항구적 실물충격, 일시적 실물충격]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

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을 설정하고 이를 베이지안(Bayesian) 기법으로 추정
ㅇ 식별제약(identification restrictions)으로서 (i) 항구적 실물충격은 GDP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ii) 항구적 통화충격은 인플레이션율과 명목금
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iii) 일시적 통화긴축충격은 GDP와 인플
레이션율을 당기에 감소시킨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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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본기간은

미국의

경우

1954.3/4~2016.4/4,

일본의

경우

1975.1/4~

2016.4/4 분기이며 SVAR 모형의 시차는 4분기 또는 8분기를 고려
□ 분석 결과 명목금리를 장기적으로 1%p 인상시키는 항구적 금리인상충격에 대
하여 인플레이션율이 단기(1년 이내)에 거의 1%p 상승함으로써 신피셔효과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명목금리보다 장기균형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면서 실질금리가 감소하고 GDP는 상승하는 모습
―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은 미국과 동일하게 신피셔효과를
지지하나 GDP에 대한 반응은 SVAR 모형 시차가 4분기일 경우 단기적
으로 하락하다가 2분기 이후 반등하여 장기균형수준으로 상승
ㅇ 한편 일시적 금리인상충격은 실질금리 상승을 통해 GDP를 감소시키며 인
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키는 등 통상적인 예측과 일치
□ 본 연구는 금리하한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을 장기간 하회하는 상황
에서는 명목금리를 장기균형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정책이 실물경
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
이 될 수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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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

화폐수량설의 재조명
(Two Illustration of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Reloaded)
Juan Pablo Nicolini (FRB of Minneapolis)

◆ 화폐경제학의 대표적인 고전이론인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을 최신 거시
경제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동 이론들이 통화량증가율, 물가상승
률, 명목금리의 장기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함을 데이터 분석과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

□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화폐수요방정식과 피셔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1960~2016년 중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
로 검증
ㅇ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통화량증가율의 단기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의 장기
효과 포착에 주력
□ HP(Hodrick-Prescott) 필터*의 파라미터(  ) 값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통화량증가율의 단기 움직임을 배제한 후, 세 변수의 장기추세를 추출
* HP 필터는 시계열 변수를 추세요인과 순환변동요인으로 분리하는 계량 기법

ㅇ 미국의 명목금리를 대상으로 HP 필터의 파라미터 값이 6.5인 경우와 100
인 경우를 비교해본 결과, 동 변수의 순환주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장기추세는 평탄화되는 모습이 포착
□ HP필터를 적용하여 미국의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통화량증가율의 장기추세
성분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물가상승률과 명목금리(피셔방정식), 통화량
증가율과 물가상승률(화폐수량설)의 장기 추세 움직임이 유사함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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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HP 필터의 파라미터 값(  )이 6.5일 때 보다 100일 때, 즉 더 긴 장기 추세
로 평탄화될수록 물가상승률과 명목금리, 통화량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 1
대 1 대응관계가 명확해짐
ㅇ 이는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이 세 변수의 장기 관계 설명에 여전히 유효
함을 시사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일부 시기 및
국가에서는 세 변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ㅇ 일본과 노르웨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기에 통화량증가율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현상이 뚜
렷하게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정책 변화, 통화량 정의의 변화, HP 필터 방법론의 문제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
□ 가격경직성을 고려한 뉴케인지언(New Keynesian)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 해 본 결과, 데이터에서 관찰된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통화량증가율의 장
기관계가 모형 내에서도 성립
ㅇ 특히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가격경직성이 낮아질수록 모형 추정치
와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폐수량설과 피셔방
정식을 명확하게 지지
□ 본 연구는 화폐경제학의 고전이론 중 하나인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이 여
전히 물가상승률과 명목금리, 통화량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 장기관계를 설
명하는 데에 유효하며, 이러한 관계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중앙은행
들이 이용하는 뉴케인지언 DSGE 모형 내에서도 성립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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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중앙은행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문구(Narrative)의 장기 정보 효과
(The Long-Run Information Effect of Central Bank Narrative)
Michael McMahon (University of Oxford),
Stephen Hansen (University of Oxford), Mattew Tong (Bank of England)

◆ 중앙은행의 향후 경제상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장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영란은행 물가보고서 텍스트를 이용하여 연구
◆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정량적 경제전망은 주로 단기금리 변화를 설명하는
반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문구(narrative)는 장기금리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며, 그 파급경로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관한 설명이 기간 프리미
엄(term premium)을 통하여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시

□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금리경로에 보완적인 정책
수단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가 단기금리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이 장기금리로 파급되는 금리경로를 가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리가 실효금리하한(effective lower bound)
제약에 근접하여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 커뮤니케
이션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본 논문은 영란은행의 물가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이 시장기대에 미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
ㅇ 중앙은행은 정량적 전망치, 평가문구(narrative) 등 경제 펀더멘털에 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만으로도 장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금리 기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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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분석 결과, 중앙은행의 정량적 경제전망은 단기적으로 금리에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은 장기 금리를 변동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정책효과는 주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가
단기금리 변동 없이 장기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에 영향을 주는 경
로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장기금리 움직임이 설명 가능하다는 본 연구
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ㅇ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예상경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선제안내(forward guidance)*를 채택하지 않
으면서도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전망의 리스크, 불확실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에서 채택한 forward guidance(선제적 정책 안
내)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금리 예상경
로를 명확히 시장에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 함

ㅇ 기존 금리경로와는 달리 단기금리의 변화가 없거나 금리하한의 제약을 받
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경제주체의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앙은행의 평가문구(narrative)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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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적 유사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Starting from a Blank Page? Semantic Similarity in Central Bank
Communication and Market Volatility)
Michael Ehrmann (ECB) and Jonathan Talmi (ECB)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어휘적 유사성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통화정책 결정문이 직전 결정문과 유사할수록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유사성이 큰 결정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오다가 상당 수준의
내용이 변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은 증폭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화정책 결정문과 직전 결정문의 유사성*이 금융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
향을 1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이용하여 분석
*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문(2001~2015년 중 110건의 보도자료)을 이용하여 일련의 연
속된 통화정책 결정문(each consecutive pair)의 코사인 유사성을 계산
** 그밖에 장단기 금리, 주가 및 환율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을 측정

ㅇ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언론 보도의 역
할이 중요한데 다수의 중앙은행에서 전기의 결정문을 업데이트 하는 정도
로 통화정책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음
ㅇ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변화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중앙은행
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분석 결과 전기와 유사성이 높은 통화정책 결정문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
소 시켰으나, 연달아 유사한 통화정책 결정문이 발표된 이후 상당한 수준의
어휘 변동(textual change)이 있는 결정문이 발표된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 -

ㅇ 이는 비슷한 결정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
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에
서는 제한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결정문에 익숙해진 시장 참여자들이 새
로운 문구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임
ㅇ 또한 시제별, 주제별로 나누어 통화정책 결정문을 분석했을 때, 미래 지향
적인 통화정책 결정문이 과거 지향적인 결정문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더 컸으며, 국내 경제 관련 주제가 다른 주제(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
환율)들 보다 더 큰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의미적 유사성은 중요
□ 본 연구는 통화정책 결정문을 작성함에 있어 1) 직전 결정문을 기초로 부분
수정할 것인지 2) 완전히 새롭게 작성(starting from a blank page) 할 것인지
등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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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

조세정책 변화가 미국 개인사업 부문의 노력 가치에 미치는 영향
(Sweat Equity in U.S. Private Business)
Ellen R. McGrattan (University of Minnesota) and
Anmol Bhandari (University of Minnesota)

◆ 미국 개인사업 부문의 무형자산인 노력 가치(sweat equity)를 측정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가 거시 경제변수 및 노력 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미국 개인사업 부문의 노력 가치는 미국 GDP의 0.65배 수준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
◆ 분석 결과 유효세율의 변화가 임금, GDP, 노력 가치 등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고는 미국 국민계정(U.S. National Accounts)과 기업 조사(Business Census) 자
료에 기반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사업 부문의 무형자산인 노력 가치
(sweat equity)*를 측정하고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가 거시 경제변수 및 노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고객 목록(client list), 고객 기반(client base) 등 고객 정보와 관련된 무형 자산 및 이
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 노력의 가치를 의미

ㅇ 현재 미국의 개인사업 부문이 창출하고 있는 소득과 가치에 대한 측정이
매우 부정확한데, 이는 주로 개인사업 부문에서 투입요소로 활용되는 무형
자산인 노력 가치가 측정되지 않고 있는 데 기인
ㅇ 미국

국민계정과

기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상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 개인사업 부문의 노력 가

치를 측정한 결과 미국 GDP의 0.6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모형에서 경제주체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기업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며, 매 기마다 선택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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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에 대한 유효세율을 20%에서 35%로 인상하는 경
우,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한 유효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
□ 분석 결과 유효세율의 변화는 임금, GDP, 노력 가치 등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개인사업에 대한 유효세율을 20%에서 35%로 인상하는 경우 임금은 0.22%
감소하고, GDP는 0.58% 증가하며, 노력 가치는 2.9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개인사업에 대한 유효세율 인상으로 경제주체가 개인사업을 포기하고 기
업의 노동자로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는 데 기인
ㅇ 개인사업에 대한 유효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경우 임금은 0.31%
증가하고, GDP는 0.27% 감소하며, 노력 가치는 3.8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개인사업에 대한 유효세율 인하로 경제주체가 기업 노동자에서 개인사업
소유주로 전환하는 데 기인
ㅇ 모든 기업의 유효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GDP는 각각
5.36%, 4.7% 증가하고, 노력 가치는 6.1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경제주체의 부문 간 전환이 줄어든 데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신생
개인사업 소유주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사업의 지속기간은 증가
□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세율 변화가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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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

저금리 환경 하에서 재정적 물가이론의 유효성
(The 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in a World of Low Interest Rates)
Marco Basseto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UCL, and IFS) and
Wei Cui (UCL, and Center for Macroeconomics)

◆ 재정정책이 물가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재정적 물가이론의 유
효성을 국채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환경에서 검증
◆ 국채 금리가 낮은 여러 상황에서 재정적 물가이론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재정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신
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재정적 물가이론은 물가수준을 중앙은행 혼자서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며 재
정정책도 물가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ㅇ 재정적 물가이론에서는 리카디안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
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
― 기존 리카디안 대등정리에 따르면 현시점의 실질 정부부채 잔액(=명목
정부부채/물가, A)이 재정수지의 현재가치 합(B)과 일치하도록 정부가 세

입, 세출을 조정하므로 정부부문의 예산제약식이 성립(A=B)
― 반면, 재정적 물가이론에서는 양자가 불일치한 경우(A≠B) 물가수준이 조
정되면서 실질 정부부채 잔액(A)이 변화되고 양자가 일치하게 됨
ㅇ 동 이론은 학술적 측면에서는 거시경제 모형의 균형이 유일하게 도출되는
결정성(determinacy)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님
ㅇ 또한, 동 이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명목금리 제약(ZLB)에 직면한 통화
정책을 대신하여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활용
□ 본고는 국채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적 물가이론
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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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채 금리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모형경제를 설정하고 재정적 물
가이론에서와 같이 모형의 균형이 유일하게 도출되는지를 분석
(i)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계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동기에서 국채
를 저축수단으로 구입하면서 낮은 국채금리를 감수하는 경우
(ii) 중첩세대(OLG) 모형에서 노년을 대비하기
household)가 과다저축(over-saving)을 하는 경우

위하여

젊은

세대(young

(iii) 국채는 민간채권보다 유동성이 높으므로 금리가 민간채권보다 낮더라도
가계가 구입하는 경우
□ 분석 결과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적 물가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와 달리 물가수
준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복수의 물가수준(multiple equilibria) 혹은 일정 범위(range)의 모든 물가수
준이 균형으로 도출
□ 본 연구는 재정적 물가이론이 유효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을 보임으로써 동
이론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다는 데 의의
ㅇ 재정충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에 대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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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

중앙은행 통화스왑
(Central Bank Swap Lines)
Ricardo Reis (LSE) and Saleem Bahaj (Bank of England)

◆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스왑레이트 등 재정거래조건의 변동을 통해 외환
을 공급받는 국가의 외환⋅금융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침
◆ 실증분석 결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으로 공급된 달러 유동성으로 차입국
의 외환시장 안정, 은행의 수익성 개선, 미달러화 표시 자산가격 상승 등
의 효과가 추정

□ 본고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적 함의를 논의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
ㅇ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중인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중앙은행 간 스왑 거래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논의를 전개
□ 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스왑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이 해외 중앙은행 및 은행을
상대로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으며, 해외 중앙은행은 자
국 은행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형태
ㅇ 스왑을 받은 중앙은행은 통화스왑의 금리, 만기 등 동일 조건으로 재대출함
으로써 자국 은행(혹은 해외지점)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
□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시행한 국가에서 달러화 유동성 여건이 개선되고 외환
시장이 안정되는 등 통화스왑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
ㅇ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무위험 이자율 평형조건(covered
interest rate parity)으로부터 이탈되는 크기가 유의하게 작아졌으며 이를 통해
볼 때 통화스왑이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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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내 달러화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화스왑에 의해 외환시장
교란요인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중앙은행 통화스왑으로 달러화를 공급받는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달러화 표시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견
ㅇ 투자행태를 실증 분석한 결과 달러화를 공급받은 국가 은행들의 달러표시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달러표시 채권 가격
이 상승
ㅇ 달러화 유동성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달러화를
공급받는 은행에는 달러화 표시자산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
성되고 수익성 개선 및 자산평가가치 상승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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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

미시경제적 다양성이 거시경제적 충격의 파급에 미치는 영향
(Microeconomic Heterogeneity and Macroeconomic Shocks)
Greg Kaplan (University of Chicago) and
Giovanni L. Violante (Princeton University)
◆ 한계소비성향 차이 등 가계의 다양성(heterogeneity)을 고려하는 모형을 활
용하여 거시경제적 충격의 영향이 소득 및 부의 분포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
◆ 가계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경우, 금리변화 보다는 소득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보다는 재
정정책이 효과적임을 시사
◆ 또한,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기간 중 발생한 총수요 하락의 원인 및
통화정책 충격의 분배효과 등 기존 모형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주제들을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최근 거시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동질적 경제주체 만을 고려하는 경기변동이론
과 경제주체의 다양성(heterogeneity)을 고려해야 하는 소득 및 부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통합되는 추세
ㅇ 경제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경우 거시경제적 충격의 영향이 소득 및 부
의 분포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기(the Great Recession) 기간 중 거시경제적 충
격에 대한 경제의 반응과 관련하여 경제주체, 특히 가계의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주택가격 폭락 등으로 가계의 부(wealth)가 크게 감소하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구성의 다양성으로 가계별로 차별적인 부의 하락이 초래되었으며 이
는 한계소비성향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인 가계지출 축소로 귀결
ㅇ 이러한 대침체기의 경험은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계의 다양성, 특히 한계소비성향 등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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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소비성향의 차이 등 가계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
한 결과, 소득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대표 가계만을 고려하는 기존 모형보다
높아지고 금리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낮아져 현실자료에 더 적합하게 됨
* 경제주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를 가정하
는 기존의 뉴케인지언 모형을 확장한 모형으로 흔히 HANK(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모형으로 약칭됨

ㅇ 미국 전체 가계의 약 1/3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계로 추정되며 이들 중
약 2/3는 하우스-푸어(wealthy hand-to-mouth) 계층으로 그리고 나머지 1/3
은 빈곤(poor hand-to-mouth) 계층으로 추정됨
ㅇ 이러한 가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경우 경제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이 상승
함으로써 소비에 대한 소득 변화의 중요도는 상승하는 반면 금리 변화의 중
요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금리 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응이 대표 가계만을 고려하는 전통적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는 작아지고, 소득 변화에 대한 반
응은 커지므로 정부지출 확대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남
□ 또한, 가계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경우, 총수요 하락의 발생원인 및 통화정책
충격의 분배효과 등 기존 모형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주제들이 현실적으로
분석될 수 있음
ㅇ 총수요 하락의 발생 원인으로는 가계에 대한 신용한도 축소 및 가계 노동소득
리스크 상승으로 인한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기존 모형에서 총수요 하락은 가계 할인 인자(discount factor)의 변화에
의해서만 설명되나 이는 미시적 기초가 부족함
ㅇ 금리인상충격은 전체적으로 소비 불평등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동 충격은 상위 자산가 계층의 소득 및 소비를 증대시키는 반면 총수요
하락으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로 하위 소득계층의 소비를 위축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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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BOK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Sunday, June 3, 2018
7:00 p.m. ~ 9: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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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June 4, 2018
8:30 a.m. ~ 9:00 a.m.
9:00 a.m. ~ 9:10 a.m.

-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Opening Address
Juyeol Lee

9:10 a.m. ~ 10:00 a.m.

Keynote Speeches
Robert E. Hall
Masaaki Shirakawa

10:00 a.m. ~ 10:30 a.m.
10:30 a.m. ~ 12:00 p.m.
Moderator
Speakers
Discussants
12:00 p.m. ~ 1:50 p.m.
1:50 p.m. ~ 3:20 p.m.
Moderator
Speakers
Discussants
3:20 p.m. ~ 3:50 p.m.
3:50 p.m. ~ 5:20 p.m.
Moderator
Speakers
Discussants
6:30 p.m. ~ 8:30 p.m.
Dinner Speech

Governor, Bank of Korea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Aoyama Gakuin University
Former Governor, Bank of Japan

- Coffee Break

Session 1: Targets and Instruments
Thomas J. Sargent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Martin Uribe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Juan Pablo Nicolini
Senior Research Economist, FRB of Minneapolis
Giovanni Dell’Ariccia
Deputy Director, IMF
Hwan-Koo Kang
Head, Bank of Korea
- Luncheon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Session 2: Reputation and Communication
Inseok Shin
Michael McMahon
Michael Ehrmann
Jan Marc Berk
Junhan Kim
- Coffee Break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Oxford
Head of Division, ECB
Director, De Nederlandsche Bank
Deputy Director General, Bank of Korea

Session 3: Policy Coordination
Christopher J. Waller
Executive Vice President, FRB of St. Louis
Ellen McGrattan
Professor, University of Minnesota
Marco Bassetto
Senior Economist, FRB of Chicago
Cyn-Young Park
Director, Asian Development Bank
Shigenori Shiratsuka
Director General, Bank of Japan
- Conference Dinner [Lilac Room, 2F, The Westin Chosun Seoul]
Dosoung Choi
Professor, Gachon University
Former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Tuesday, June 5, 2018
8:30 a.m. ~ 9:00 a.m.
9:00 a.m. ~ 10:30 a.m.
Moderator
Speakers
Discussants
10:30 a.m. ~ 11:00 a.m.
11:00 a.m. ~ 12:30 p.m.
Moderator
Panelists

12:30 p.m. ~ 2:00 p.m.

- Coffee and Pastries

Session 4: 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Kyuil Chung
Ricardo Reis
Greg Kaplan
Andrew Filardo
Jinill Kim
- Coffee Break

Deputy Governor, Bank of Korea
Professor, LSE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Head of Monetary Policy, BIS
Professor, Korea University

Session 5: Panel Discussion – Policy Challenges
Robert E. Hall
Woosik Moon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Martin Uribe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Michael Ehrmann
Head of Division, ECB
Christopher J. Waller
Executive Vice President, FRB of St. Louis
Ricardo Reis
Professor, LSE
- Luncheon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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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사항
이름

Robert E. Hall (기조연설 / 세션 5 사회)

학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Economics), 1967

현직

-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 Senior Fellow,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주요경력

- Distinguished Fellow and Presiden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Membe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주요논문

“Short-Run and Long-Run Effects of Milton Friedman's Presidential Address”,
(with Thomas J. Sarg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8

이름

Masaaki Shirakawa (기조연설)

학위

University of Chicago, M.A. (Economics), 1977

현직

Professor, Aoyama Gakuin University

주요경력

- Governor, Bank of Japan
- Vice-Chairman, Board of Director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이름

Dosoung Choi (만찬연설)

학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D. (Business / Finance), 1980

현직

Professor, Gachon University

주요경력

-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름

Thomas J. Sargent (세션 1 사회)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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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 Senior Fellow, Hoover Institution, St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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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s
& Proceeding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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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Martin Uribe (세션 1 발표 / 세션 5 패널토론)

학위

University of Chicago, Ph.D. (Economics), 1994

현직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주요경력

- Professor, Duk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Currency Pegs,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with Stephanie Schmitt-Grohé),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6

주요논문

이름

Juan Pablo Nicolini (세션 1 발표)

학위

University of Chicago, Ph.D. (Economics), 1991

현직

Senior Research Economist, FRB of Minneapolis

주요경력

- Visiting Professor, Institut d’Analisi Economico
-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Minnesota

주요논문

“Stock Market Volatility and Learning,” (with Albert Marcet and Klaus
Adam), Journal of Finance, 2016

이름

Giovanni Dell’Ariccia (세션 1 토론)

학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Economics), 1997

현직

Deputy Director, IMF

주요경력

Research Fellow,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CEPR)

주요논문

“Bank Leverage and Monetary Policy’s Risk-Taking Channel: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with Luc Laeven and Gustavo Suarez), Journal
of Finance, 2017

이름

Michael McMahon (세션 2 발표)

학위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Economics), 2009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Oxford

주요경력

- Research Fellow,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CEPR)
-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Warwick

주요논문

“First Impressions Matter: Signalling as a Source of Policy Dynamics,”
(with Stephen Hanse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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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Michael Ehrmann (세션 2 발표 / 세션 5 패널토론)

학위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Ph.D. (Economics), 2000

현직

Head of Division, ECB

주요경력

- Senior Adviser, ECB
- Director, Bank of Canada

주요논문

“The Global Crisis and Equity Market Contagion,” (with G. Bekaert, M.
Fratzscher and A. Mehl), Journal of Finance, 2014

이름

Jan Marc Berk (세션 2 토론)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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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Director, De Nederlandsche Bank

주요경력

- Chairman of the Board, Dutch Deposit Guarantee Fund
- Professor, Money & Banking at Groningen University

이름

Christopher J. Waller (세션 3 사회 / 세션 5 패널토론)

학위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h.D. (Economics), 1985

현직

Executive Vice President, FRB of St. Louis

주요경력

- Professorial Research Fellow, Deakin University
- Professor, University of Notre Dame

주요논문

“Monetary Policy with Asset-Backed Money,” (with David Andolfatto and
Aleks Berentsen), Journal of Economic Theory, 2016

이름

Ellen McGrattan (세션 3 발표)

학위

Stanford University, Ph.D. (Economics), 1989

현직

Professor, University of Minnesota

주요경력

- Director, Heller-Hurwicz Economics Institute, University of Minnesota
- Consultant, FRB of Minnesota

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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