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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Financial Market Can Dampen the Effects
of Commodity Price Shocks
(금융시장과 국제원자재가격 충격의 영향)
김명현

(연구 배경)
□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국제원자재가격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약화
ㅇ 이는 2000년대 들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시 통화정책의 신뢰성
강화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제한되고, 실질임금의 경직
성이 완화됨에 따라 물가 상승이 억제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
석(Blanchard and Galí 2007)
□ 한편, 2000년대 들어 원유, 곡물 등 원자재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자재가 하나의 투자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본고는 원자재의 자산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국제원자재가격이 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분석

(분석 방법)
□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본(capital)에만 투자하는 기존 모형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본뿐만 아니라 원자재에도 투자
하는 모형을 설정

문의처: 김명현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43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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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즉, 금융기관들이 원자재에도 투자할 경우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충
격에 대한 거시변수들의 반응이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자본에만 투자하
는 경우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ㅇ 국제원자재가격 충격에 대한 거시변수들의 반응이 기존 모형보다 약
할 경우 2000년대 들어 원자재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력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
가 가능

(분석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본과 원자재에 투자할 경우 기업
자본에만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국제원자재가격 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
변수들의 반응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충격 →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 가격
하락 → 기업의 생산 증가 → 기업의 자본에 대한 수익률 상승을
유발
ㅇ 한편 동 충격은 금융기관의 원자재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하락시키
므로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본뿐만 아니라 원자재에도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총투자수익률 상승폭이 기업의 자본에만 투자하는 경우
에 비해 작아짐
ㅇ 따라서 금융기관의 순자산(net worth)도 작게 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도

작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총투자

(investment) 및 생산이 작게 상승

□ 반대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본에 대
한 수익률 하락이 원자재 투자 수익률 상승으로 일부 상쇄되면서 국제
원자재가격 충격의 총투자 및 생산에 대한 효과가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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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2000년대 들어 원자재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확대되는 등 원자재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의 총투자 및 생산
에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음
ㅇ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원자재가격과 금리 및 물가 간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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