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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Attention Allocation and Monetary
Policy Asymmetry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파급의 비대칭성)
박광용

( 연구 배경 )
□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국면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계속 되어 왔으나 불확실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 통화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
o 특히 큰 폭의 경기수축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높은 수준의 불확
실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이 통화정책의
파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
□ 본고에서는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불확실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때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
을 제시
*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충격 식별에 쓰일 수 있는 초단기금리의 선물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해 한국의 경우를 다루어볼 예정

( 분석 방법 )
□ 한계전환벡터자기회귀모형(threshold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사
용하여 불확실성의 정도가 변화할 때 통화정책의 파급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
o 불확실성의 대용변수로 흔히 사용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VIX)를
사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에 통화정책충격이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

문의처: 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328)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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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국면이나 통화정책의 방향 등 다른 측면에서도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나 시계열을 이러한 추가적인 차원에서도 나누어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경기국면, 통화정책 방향 등에 따른 비
대칭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정도만을 고려
□ 또한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정보의 불확실성이 도입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 모형을 구성
o 경제주체들은 경제 내 충격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의 처리과정을 통해 경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 분석 결과 )
□ 실증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 중 통화정책충격이 산업생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확실성을 동반하여 경기위축이 발
생하는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부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o forward guidanc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론 모형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
론적으로 뒷받침
o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생산성에 관한 기업의 정보는 더 부정확해지고 기
업은 이에 대응하여 생산성에 관한 정보처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
o 반면, 생산성에 관한 정보처리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되면서 상대적
으로 통화정책에 관한 정보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해
더 부정확한 정보를 얻게 됨
o 통화정책에 대해 완전 정보가 있을 경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가
격을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실물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반면(통화의 중립성),
통화정책에 주의를 덜 기울일 경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신속하게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통화정책의 실물효과가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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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 경제 내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비대칭성이 존재할 가능성
o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위
기와 같이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
극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비대칭성의 양상이
□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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