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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수를 이용한 불확실성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서현, Rickard Nyman(University College London)

(연구 배경)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 미국 연방정부 셧다
운(shutdown) 등 세계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불
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은 의사결정을 미
루거나(wait-and-see effect) 모호성(ambiguity) 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
므로 금융 및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ㅇ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정책 불확실성을 다시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정책 불확실성간에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있을 가능성
□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지수의 경우 측정시 경제 관련 단어를 직접 이용하고 있어 부

진한 경제상황에 의해 유발된 불확실성과 외생적인 불확실성 충격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음

⇒ 본 연구는 심리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심리지수(Relative Sentiment
Shift, RSS)를 개발하고 이를 경제변수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이용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충
격에 대한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문의처: 이서현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349)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
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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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심리지수)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결정에 확신을 주는 내
러티브(conviction narrative)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언론*에 노출된 감정
(sentiment) 관련 단어를 이용해 기사의 어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심리지

수를 산정
* 로이터 통신(Reuters)의 기사 중 미국(워싱턴, 뉴욕)에 게재된 경제, 금융, 정치 섹
션 기사를 대상으로 함

ㅇ 심리학 및 신경과학(neuroscience)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하에서
경제주체는 기대 이득으로 인한 만족(approach-provoking emotion)과 기대
손실에 대한 우려(avoidance-provoking emotion)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의
사를 결정
→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리스트*를 미리 선정, 기사에 동
단어가 출현한 빈도수를 측정해 그 차이를 구하고 전체 뉴스 기사수
로 나누어 RSS(Relative Sentiment Shift) 지수를 산정**
* 각 감정그룹에는 150개의 일상적 영어단어가 포함됨.
예시: ① approach(긍정): attracts, satisfied, excited 등, ② avoidance(부정): feared,
alarm, doubtful 등
  
**   


ㅇ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지수가 경제 관련 단
어를 직접 이용해 지수를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RSS에는 지수의 외생
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의미가 있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음
* RSS 지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0.68)를 보였으며 통계
및 내러티브 분석 결과 도구변수의 관련성(relevance) 및 외생성(exogeneity) 조
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증 분석) 미국의 거시, 금융변수를 이용해 Stock and Watson(2018) 등
에서 제시된 외부 도구변수를 이용한 국소투영모형(Local Projection)으로 경
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을 분석(대상기간: 1996.1월-201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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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SS 지수는 도구변수로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았던 사건들 중 경
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심리의 변화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게 됨
ㅇ 분석대상 주요 변수로는 산업생산, 취업자수, 주가, 정책금리, 투자심
리(위험선호)를 나타내는 일종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인 Excess Bond
Premium(Gilchrist and Zakrajsek, 2012) 등이 포함
(분석 결과)
□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산업생산 및 고용을 감소*시키며 주가 하락
및 금리 하락, 금융여건 긴축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정책 불확실성 충격과 비슷한 크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미국 산업생산이 3.6%, 취업자수는 2.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ㅇ 다양한 불확실성 지수, 모형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불확실성 충격이 실
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음
(시사점)
□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뉴스 기사의 어조와 감성 등을 분석하여 이를
불확실성하에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심리지수로 활용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경제에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한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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