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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External Shock Matters in Small Open Economies: US
Policy Uncertainty vs Global Risk Aversion

(정책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영주, 임현준

(연구배경)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가 여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해당국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전이, 무역 및 금융 경로 등을 통해 주
변국의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 (Klößer and Sekkel, 2014; Baker et al., 2016 등)
□ 본고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글
로벌 위험회피성향(Risk aversion) 충격의 영향과 정량·정성적으로
비교 분석
*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경로 및 국가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을 통해 이들 국가의 금융 및 실물 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충격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도 분석

문의처: 김영주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 (☎ 5745)
임현준 경제연구원 관리총괄담당 연구위원 (☎ 5343)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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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13개 선진국과 27개 신흥시장국 등 총 40개국으로 구성된 소규모개방경
제를 1990년 1/4분기~2015년 4/4분기의 기간을 대상으로 패널 벡터자기
회귀분석모형(Panel VAR)을 통해 분석
ㅇ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로 Baker, Bloom and Davis (2016)가 제
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를,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지표
로는 Bekaert, Hoerova and Duca (2013)에서 이용된 위험회피지수(Risk
Aversion Index)*를 활용
* 금융시장의 내재적 변동성을 측정하는 VIX 지수를 주식시장의 기대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분해하고 전자를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수, 후자를 위
험회피지수로 지칭

ㅇ 미국과 소규모 개방경제 블록으로 구성하고 미국의 경우 GDP, 연준의
정책금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위험회피성향 지수를 소규모 개방
경제는 GDP, 소비자물가, 자본 유출액, 명목실효환율, 실질주가를 분
석대상 변수로 선정
ㅇ 소규모 개방경제 변수들은 미국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블록 외생성(block exogeneity)을 가정

(분석 결과)
□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위험회피성향 증대 모두 소규모 개방
경제의 소비·투자 등 거시경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로부터 자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주가 하락과
대미 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
□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충격 발생시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융 및 실물 부문
이 단기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동시에 회복도 빠른 반면 경제정책 불확실
성 충격 발생 시에는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회복속도도 느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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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가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비해 소
규모 개방경제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단
기적으로 크게 나타남
ㅇ 그러나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의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강
도가 약하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국을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외충격
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선진국에,
위험회피성향 증대는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

(시사점)
□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
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글로벌 리스크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장기간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또한 대외충격의 파급효과가 국별 금융시장 발전정도, 경제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파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발
전, 경제 펀더멘탈 개선 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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