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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연설문에 

등장하는 Keyword를 분석하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인사들의 

통화정책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며, 

Visualization하려 한다. 현재 문서화 되어 있는 인사들의 많은 

수의 연설문을 모아 Relative Document Frequency등을 이용한 

Text Mining 기법들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Dual 

Mandate 개념을 활용하여, Speech Field Keyword를 선별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해석력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실제 연설문에서 사용되는 Dual 

Mandate 개념의 Speech Field Keyword를 파악할 수 있다. 

추출된 Speech Field Keyword의 Indexing과 Visualization을 

통해, 인사들의 Dove-Hawk 통화정책 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eR(Dove Index)를 새롭게 도입하여 

기간별, 인물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기간별 분석에서는 특정 

기간 내에서 상대적인 성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언론에 

평가가 없는 인사에 대해 그의 성향을 예측한다. 인물별 분석에서는 

연설문에 드러난 인사들의 성향이 경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추후 미국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초석이 되어 향후 관련 연구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텍스트마이닝, 미국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 통화정책, 

연설문 분석, Visualization, TF-IDF 

학   번 : 2012-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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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국제적으로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국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취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정책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실례로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회의가 있는 날에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화 및 금리 정책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된다. 정책적 판단은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발언 및 연설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인사들이 어떠한 정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로 불리며, FOMC라는 약자로 불린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ervice)에 있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ank)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은 10~12명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Board of 

Governor들이 5명에서 7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인원은 미국의 각 

주별 Federal Reserve Bank의 President들이 5명씩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 중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의 

President는 항상 참여하고 나머지 4명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 

별로 돌아가면서 정해진다.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 은행 총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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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있어 주요인사라 함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Board of Governor들과 주별 Federal Reserve Bank의 

President들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인사들은 주기적으로 연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연설을 하게 된다. 항상 관심을 갖는 

분야로 통화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한다. 즉, 이들 

인사들의 정책적 성향은 연설문에 주요한 주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화 정책의 정책적 성향은 크게 비둘기파(Dove)와 

매파(Hawk)로 나눌 수 있다.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세력인 비둘기파와 높은 금리를 

유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세력인 매파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더 큰 틀에서 살펴보면 성장을 추구하는 비둘기파와 안정을 

추구하는 매파의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구하는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며, 장기 

이자율을 안정화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크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주요 인사들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Dual Mandate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본인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Dual Mandate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인사들이 그들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위에서 

제시한 통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nflation과 

Employment라는 두 가지 요소의 향후 전망에 대해 예측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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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게 된다. 그러므로 Dual 

Mandate의 두 요소에 대하여 인사들이 어떻게 연설문 상에서 

표현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연설에 대해 Dual Mandate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들 연설문을 사람의 힘이 아닌 Text Mining적인 

방법으로 굳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연설문들은 길이가 

짧지 않고 많은 Keyword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연설문이 

매해 발표되며 차츰 쌓이고 매우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전부 읽어보고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읽어서 분석한 경우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힘들며, 다양한 측면으로 연설문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인사들의 연설문을 Text 

Min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배경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의 통화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연설문을 종합하여 

Text Mining 기법들을 활용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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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통화 정책의 성향은 Dove와 Hawk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Dove는 비둘기파, 온건파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세력이다.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호황이 지나칠 경우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Hawk는 매파 혹은 

강경파로 불린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세력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면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상이 계속되면 불황이 온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Dual Mandate라는 개념이 

고려되며 Dual Mandate에서는 최고 취업률, 안정적인 가격, 

안정적인 장기 이율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Dual Mandate에서는 크게 Inflation과 

Employment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수치들을 Projection시켜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참고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성향의 

인사들은 자신의 성향을 Dual Mandate 측면에서 연설문을 통해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Dual Mandate와 Dove, Hawk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것은 Interest Rate이며, 

Dual Mandate의 개념을 활용하여, 각 경향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 할 수 있다. Dove는 Employment를 높이는 

정책을 추구한다. 즉, 경제의 성장과 회사의 투자를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자 할 것이다. Hawk는 Inflation에 

대해 우려를 한다.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다. 즉,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제에 대하여 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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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Dove는 Employment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Hawk는 Inflation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설문에 등장하는 표현 및 키워드들을 Dual 

Mandate 개념을 활용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통화정책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미디어 상에 나타난 통화정책 성향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인사들의 성향을 수치화 하고, 인사들간의 상대적인 성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Dove Index와 Hawk Index를 

도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Dual Mandate의 두 가지 주제(Employment 

rate, Inflation)에 대한 언급의 빈도가 연설문에서 기간별, 인물별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언론에서 기존에 분석한 Dove, 

Hawk 성향과 Dual Mandate를 활용하여, FOMC 구성원들의 통화 

정책 성향을 분석하였을 때, 실제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되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인물별 분석으로, 연설문의 구분하여 동일 인사에 

대해 인사가 기간에 따라 자신의 성향을 바꾸는지 유지하는지 

여부를 연설문을 통해 비교해본다. 또한 기간별 분석으로 특정 

기준을 통해 연설문의 기간을 구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서 인사들의 

성향을 Dual Mandate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사들의 

성향의 정도를 수치화하고 정량화한다. 또한 인사들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Dove Index 와 Hawk Index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며 이전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및 

연설문에 관련된 연구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Text Mining의 적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뒤, 이들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에서 더 나아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3장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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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실험을 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Visualization의 

결과를 및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연구 의의를 되짚어보고 가능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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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Text Mining 관련 연구 

 

기존에도 다양한 Text 데이터를 Text Mining 기법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도 Web page, Bug 

report, Patent Document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며, Clustering부터 

Classification까지 다양한 Framework를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해석력을 높이기 위하여 Visualization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Web page를 Document로 수집하여 Document Clustering을 

수행하여 Web page의 주제를 추출한 연구가 있다(Ong et al. 

2001). 이 연구에서는 Web page 각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Document의 주제를 추출하고, 그들을 Clustering하였다. 또한 

추출된 주제들을 대상으로 Hierarchy를 구성하였다. 사용자별로 

그들이 원하는 Document들을 예측하여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Bug report를 수집하고 이들을 Classification  하여 Bug 

report의 종류를 구분해주는 연구가 있다(Gegick et al. 2010).  

해당 연구에서는 Bugzilla와 같은 Bug tracking system에 등록된 

Bug report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Cisco Software 

System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Classification하여 Security bug 

report를 구분해내는 연구를 하였다. 새롭게 등록된 Bug report의 

class를 예측해주는 model을 제시하였다. 

Patent Document를 통해 주제를 뽑아내고 이들을 시각화하여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Tseng et al. 2007).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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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Council의 6년간 Patent Document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Patent Document의 용어들을 Clustering하여 Patent 

map의 형태로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Patent의 Topic들을 

추출하고 시각화를 통해 새롭게 Patent를 구분 및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Text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Public 

Mood와 경제지표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Bollen et 

al. 2011). 11개월간의 Twitter 데이터와 같은 기간의 다우지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행동경제학의 이론을 접목시켜 사람의 감정을 

6개로 나누고 Twitter에 나타난 감정을 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Public Mood를 결정하였다. Public Mood가 사건에 따라 

어떻게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Twitter 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감정이 실제 주가지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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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설문 분석 관련 연구 

 

기존에도 통화정책을 분석하거나 국제 통화시장과 데이터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은행간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의사록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Text Mining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인사들의 통화 정책의 성향을 파악하려 하였다기 보다는 은행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관심사 및 주요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를 

분석하는 연구와 실제 금융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금융위기 전후의 핀란드 은행 간의 유사성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으로 핀란드 금융정보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390만개의 

의견들을 분석하였다(Samuel Rönnqvist et al. 2013).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뉴스, 분석 리포트, 개인적 의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각 문서상에 서로 같이 나타나는 은행들이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여 서로 간의 

유사도 관계를 시각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서로 

연관성이 높은 은행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브라질 중앙은행 금리정책회의 의사록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Fernando Chaguey et al. 2012).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매달 발표되는 의사록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의사록들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Keyword와 부정적인 의미의 

Keyword가 나오는 빈도를 기준으로 긍정지수를 만들어 이와 

이자율 시계열 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채일수록 의사록의 발표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정책 관련 언급을 연설문에서 찾아서 이를 분류하는 것에 

관한 연구도 있다((Julien Allard et al. 2012). The US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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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Bank of Japan, The 

Bank of England, The Swedish Riksbank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금융정책, 세금정책, 정부공공정책등과 

관련한 말이 나오는 부분을 추출하여 해당부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CB의 경우, 다른 중앙들에 비해 긍정과 

부정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OMC minutes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ontents를 분석한 

논문도 있다(Ellyn Boukus et al. 2006). 1987년부터 2005년의 

minutes에서 어떠한 Keyword들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Keyword들을 시기적 사건들과 관련 지어 해석하였다. Financial 

indicator 및 macroeconomic indicator가 themes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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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연구의 한계점 

 

Text Mining 관련 연구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도 다양한 데이터로 Web page, Bug report, 

Patent, Twitter등의 Text 데이터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행동경제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이론들을 접목을 시킴으로서 해석력을 높이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였다. 하지만 연설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통화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FOMC 관련 연구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의사록 및 연설문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의 주제 파악을 통해 은행 및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그리는 등의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순 키워드 분석 정도만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위의 두 연구 분야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설문에 Text 

Mining 기법을 도입하여 인사별 통화 정책 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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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된 연구 방법 

 

 

3.1. 제안된 연구 방법의 절차 

 

제안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주요 인사들의 연설문과 Dove-Hawk Tendency 두 

가지이다.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웹페이지 혹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각 사이트들에서 수집할 수 있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Preprocessing을 수행한다. 해당 과정을 통해, 

데이터들이 일관된 양식을 갖게 한다. 셋째, Preprocessing된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각 인사 및 그룹별 Keyword를 추출하고 

이들의 Relative Document Frequency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각 

인사 및 그룹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Keyword에 대해 알아본다. 

넷째, 데이터의 추출된 Keyword의 Relative Document 

Frequency 값들 중, Real Field Keyword를 토대로 Speech Field 

Keyword의 값들만 선택한다. 이들 Speech Field Keyword를 

분석의 중심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Speech Field 

Keyword와 Dove-Hawk Tendency, 그리고 그룹의 특징을 

토대로 Visualization한다. 크게 인물별 Visualization과 기간별 

Visualization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통화 정책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세부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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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연구 방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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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eprocessing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의 Preprocessing 

과정은 5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연구(Andrews&Fox, 

2007; Gupta & Lehal, 2009; Lee, 2013)에서 사용한 과정들을 본 

연구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데이터 Preprocessing 과정 

 

첫째, Text 데이터 내에 분석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텍스트 문서 내에는 특수 문자, 문장부호 등 (e.g. “, !, 

(, ), etc.)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자열들을 제거한다. 또한 모든 철자를 소문자로 

통일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가지게 한다. 둘째, Text 데이터의 

키워드들을 분리해내는 Tokenizing 과정이 필요하다. Text 

mining에서는 하나의 Keyword가 각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분석하기 이전에 하나의 

Keyword를 하나의 객체로 간주하기 위하여, 각각을 문장에서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또한 Tokenizing하는데 있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몇 개까지 하나의 키워드로 고려할지 

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분석에 필요 없는 키워드를 제거하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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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Removal 단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예를들어, 영문의 관사와 같이 변별력이 없는 

불용어 (e.g. and, this, it, etc.)도 있으며, 조사 및 전치사 그리고 

식별할 수 없는 대명사와 같은 것, 접속사 등이 의미를 갖지 않는 

Keyword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거하여 분석의 효율을 높인다. 

넷째, 매우 낮은 빈도로 언급되는 용어를 제거하여 문서 내 

핵심적인 키워드를 선정하는 Pruning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Text 데이터를 Vector Space Model(Salton, Wong, & Yang, 

1975)로 변환하고, 그룹별로 키워드에 대한 Weight를 주는 

Weight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에는 TF-IDF 많이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는 제안하는 Relative Document 

Frequency를 통해 Weighting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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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lative Document Frequency 

 

기존에 사용하였던 TF-IDF 기법(Salton & McGill, M. J., 

1983)을 응용하여, 새로운 Relative Document Frequency(RDF) 

기법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해당 문서 단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Keyword를 선별하기 위하여, TF-IDF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RDF 기법에서는 문서 단위가 아니라 Group 

단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Keyword를 선별할 수 있도록 

보정하였다. DF값을 위의 식과 다르게 변형하였다. 인사별 

연설문들을 하나의 Group으로 간주하여, DF 값을 해당 인사의 

연설문들 중에서 해당 Keyword가 나타나는 확률을 계산하였다. 

IDF 값은 모든 인사들에 대하여, DF 값의 평균을 해당 인사의 DF 

값으로 나누어 주어 log scale로 변환한 뒤, 음수 값으로 

변환하였다. 음수로 변환하여 RDF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였다.  

 

Si ∶ speech [i] 

Kj ∶ keyword candidate [j] 

Tija ∶ the presence of keyword candidate [j] in speech [i] when (PSi = Pa) {
1
0
 

Pa ∶ Person [a] 

PSi ∶ the Person corresponding to speech [i] 

m: the total number of person(speaker) 

NSa = the total number of speech by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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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위에 제시된 RDF 값은 아래의 수식을 

통해 계산된다. 

 

DFja = P(Tij = 1 |PSi =  Pa) 

DFja =  
∑ Tijai

NSa
 

IDFja = −log (
1

m⁄ ∑ DFja
m
a=1

DFja
)  

RDFja = DFja × IDFja 

 

최종적으로, RDF 값이 큰 Keyword일수록 해당 인사가 

두드러지게 연설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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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eyword Selection 

 

Keyword Selection 과정은 데이터에서 추출된 수많은 

Keyword들 중에 분석에 사용할 Keyword를 Domain 

Knowledge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Domain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 분석에 필요한 Real Field Keyword를 

정의한다. 둘째, 데이터에서 추출된 모든 Keyword중 Real Field 

Keyword를 포함하는 Keyword를 Speech Field Keyword로 

정의한다. 셋째, 분석에 있어 Keyword의 분류가 필요한 경우, Real 

Field Keyword의 분류를 기준으로 추출된 Speech Field 

Keyword를 Categorization한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Source Process Result 

1 
Domain 

Knowledge 

Real Field Keyword 

Extraction 

Real Field 

Keyword 

2 Speech Data 
Speech Field Keyword 

Extraction 

Speech Field 

Keyword 

3 
Real Field 

Keyword 
Keyword Categorization 

Keyword 

Category 

[표 1] Keyword Selection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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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4.1. 데이터 설명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Federal Reserve의 공식홈페이지①에서 

수집되었다. 부족한 인사들에 대해 해당 인사가 대표로 있었던 

지방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그 결과로 총 1890개의 

연설문이 25명의 인사에 대해 수집되었다. 연설문의 발표 기간은 

1996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8년에 걸쳐있다. 연설문은 PDF 

혹은 웹페이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JAVA를 이용하여 

Crawling하였다. 수집된 뒤 텍스트 파일로 전처리 되어 실험에 

사용되었다. 

연도별 연설문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근 기간에 연설문 

수가 많고, 과거에 연설문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FOMC 인사들의 연도별 연설문 수 

                                            
①
 www.federalreserv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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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총 25명으로 상세한 명단과 인물 별 연설문 수는 

아래와 같다. 인사간 연설문 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peaker Count Speaker Count 

Bernanke 203 Lacker 98 

Bies 73 Meyer 117 

Dudley 26 Mishkin 27 

Duke 44 Olson 43 

Evans 57 Phillips 24 

Ferguson 149 Plosser 83 

Fisher 134 Raskin 17 

Gramlich 68 Rivlin 34 

Greenspan 243 Rosengren 69 

Hoenig 95 Tarullo 31 

Kelley 23 Warsh 18 

Kohn 74 Yellen 96 

Kroszner 44     

[표 2] FOMC 인사들의 인사별 연설문 수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와 동시에 기간을 

고려하여 그룹을 나누어 주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인사들의 임기와 금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사들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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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OMC 인사들의 임기 구분 

 

금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준금리인 Federal Fund 

Rate(FFR)를 사용하여 기간을 구분하였다. FFR은 세인트루이스 

지방은행 홈페이지 ② 에서 수집하였으며, 연평균 값을 사용하여 

기간을 구분하였다. 그렇게 수집 후 계산한 값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연도별 Federal Fund Rate 

 

위의 그래프와 인사들의 임기를 토대로 상승 및 고금리 구간인 

                                            
②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series/FED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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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00년까지를 P1, 하락구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를 P2, 상승구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P3, 

마지막으로 하락 및 저금리 구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를 

P4로 구분하였다. 총 4개의 기간으로 전체 기간을 구분하였으며, 

기간과 인사를 종합하여 분석 대상이 그룹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총 47개의 그룹으로 전체 데이터가 정의되었다. 이 중 연설문의 

주제가 너무 벗어난 Phillips를 제외하고, 그룹의 연설문 수가 10개 

미만인 그룹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845개의 연설문, 24명의 

인사, 42개의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그룹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음영처리된 것이 분석의 

대상이 된 그룹이다. 

  P1 P2 P3 P4 

Bernanke 0 15 50 138 
Bies 0 18 52 3 

Dudley 0 0 0 26 
Duke 0 0 0 44 
Evans 0 0 0 57 

Ferguson 75 43 31 0 
Fisher 0 0 31 103 

Gramlich 30 26 12 0 
Greenspan 152 45 46 0 

Hoenig 14 10 16 55 
Kelley 23 0 0 0 
Kohn 0 6 28 40 

Kroszner 0 0 7 37 
Lacker 0 0 21 77 
Meyer 101 16 0 0 
Mishkin 0 0 1 26 
Olson 0 18 25 0 

Plosser 0 0 2 81 
Raskin 0 0 0 17 
Rivlin 3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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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gren 0 0 0 69 
Tarullo 0 0 0 31 
Warsh 0 0 2 16 
Yellen 0 0 29 67 
[표 3] FOMC 주요 인사별 그룹별 연설문 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로 추가적으로 각 인사들에 대한 Dove-

Hawk Tendency를 평가가 평가 Data로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연설문 Text Mining을 통해 분석된 인사 별 성향과 언론에서 

평가한 성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2006년 이후의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Dove-Hawk Tendency는 

1점부터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수집된 값은 

아래와 같다. 

Name 투표참여 자료수 Mean Std Median 

Ben Bernanke, Chairman 29 25  2.01  0.81  2.00  

Daniel K. Tarullo 29 24  1.75  0.63  2.00  

Elizabeth Duke 29 23  2.29  0.64  2.33  

William C. Dudley, Vice Chairman 29 26  1.53  0.62  1.42  

Janet L. Yellen 23 25  1.21  0.41  1.00  

Sarah Bloom Raskin 23 23  2.19  0.61  2.00  

Sandra Pianalto 16 19  2.19  0.79  2.00  

Charles L. Evans 13 22  1.33  0.68  1.00  

Eric Rosengren 13 19  1.15  0.33  1.00  

James Bullard 13 19  3.26  1.25  3.50  

Jeremy C. Stein 10 12  2.17  0.67  2.17  

Jerome H. Powell 10 11  2.97  1.05  3.00  

Kevin Warsh 9 4  4.13  0.25  4.00  

Charles I. Plosser 8 18  4.92  0.26  5.00  

Dennis P. Lockhart 8 18  2.54  0.82  2.42  

Jeffrey M. Lacker 8 19  4.82  0.43  5.00  

John C. Williams 8 15  1.69  0.73  1.80  

Narayana Kocherlakota 8 17  3.74  1.14  4.00  

Richard W. Fisher 8 18  4.67  0.42  5.00  

Thomas M. Hoenig 8 6  5.00  0.00  5.00  

Esther L. George 5 12  4.19  0.46  4.00  

[표 4] FOMC 인사별 Media상 통화정책 성향 평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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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별로 평가를 종합하여 Visualization한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언론의 평가의 수를 Size로 하고 X축은 각 언론에서 

평가한 Dove-Hawk Tendency의 평균 값, Y축은 각 언론에서 

평가한 Dove-Hawk Tendency의 표준편차 값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6] Media를 통한 인사별 통화정책 성향 Visualization 

 

평가가 부족한 인사들의 경우, Visualization을 하지는 않고, 

Label만 표시하였다. 단순한 이를 통해 후에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각 인사들의 Label은 다음과 같다. Dove는 

Bernanke, Dudley, Duke, Evans, Raskin, Rosengren, Tarullo, 

Yellen이며, Hawk는 Bies, Fisher, Greenspan, Hoeing, Kohn, 

Kroszner, Lacker, Meyer, Mishkin, Plosser, Warsh이다. 나머지 

Ferguson, Gramlich, Kelley, Olson, Rivlin은 중립으로 Labeling 

하였다. 이 평가들의 Reference는 Appendix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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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설정 

 

위에서 제시한 Preprocessing 과정은 JAVA Programming을 

통해 진행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Preprocessing 과정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전처리 하였다. 연설문 상의 표 및 그래프는 제거하였고, 

모든 숫자와 특수문자는 제거하였다. 모든 문자는 소문자로 

통일하였다. 연설문 상의 Keyword를 추출하는데 Appendix에 

제시된 Stop word list를 제외하고 추출하였다. 연설문 상의 

Keyword는 Stop word를 제외하고, 한 그룹에서 적어도 5% 

이상의 연설문에서 언급된 Keyword만 추출하였다. 이 때, 5개의 

연속된 Keyword까지 분석 대상의 Keyword로 간주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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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Keyword Selection 결과 

 

제3장에서 제시한 Keyword Selection의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Real Field Keyword의 경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Fidelityfiplus 홈페이지 ③ 에서 Dual Mandate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해당 문서 및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Dual Mandate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개념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Real Field Keyword를 Domain 

Knowledge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Dual Mandate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Inflation과 Employment를 두 개의 Category로 

인식하여 Real Field Keyword를 분류하고 그 밑으로 소분류를 

통해 Keyword를 묶었다. 이에 추출된 Real Field Keyword는 

아래와 같다.  

 

Real Field Keyword 

Inflation 

Inflation 
inflation 

inflation targeting 

Price 

consumer price index 

producer price index 

consumer price 

price index 

consumption expenditu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stability 

Nonoil Commodity Prices 

commodity price 

oil commodity 

crude oil 

oil price 

                                            
③
 Fidelityfiplus.con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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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price 

stable price 

food price 

goods price 

Employment Employment 

employee compensation costs 

employment cost index 

unemployment rate 

labor force 

job 

employment 

labor 

wage 

salaries 

[표 5] Dual Mandate 기반의 Real Field Keyword 

 

추출된 Real Field Keyword를 기준으로, 이를 포함하여 

연설문 상에서 사용되는 Speech Field Keyword를 추출하였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 및 약어의 경우 포함시켰다. Speech Field 

Keyword 역시 두 개의 Category(Inflation, Employment)로 

분류하여 놓았다. 해당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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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ual Mandate 기반의 Speech Field Keyword 

 

 

 

 

 

Inflation Employment 

inflation Unemployment 
consumer-price-index unemployment-rate 

price-index employment-cost-index 
price-indexes labor-force 

expenditures-price-index Jobless 
pce-price-index job-creation 
price-index-core job-loss 
price-index-cpi job-losses 

price-index-personal wage 
consumer-price Wages 
consumer-prices employment 

consumer-price-inflation 
 consumption-expenditure 
 consumption-expenditures 
 consumption-expenditures-price 
 personal-consumption-expenditure 
 personal-consumption-expenditures 
 price-stability 
 commodity-prices 
 crude-oil 
 oil-price 
 oil-prices 
 energy-price 
 energy-prices 
 stable-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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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Visualization 

 

인사별 특성을 파악하고, 해석력이 높게 분석을 하기 위해 

Visualization을 하였다. 이를 위해 Visualization에 필요한 

Index들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위에서 제시한 Dove-Hawk 

Tendency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시할 Employment 

Rate(eR)이다. Speech Field Keyword의 Category는 크게 

Employment와 Inflation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카테고리가 

인사의 연설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도는 해당 카테고리의 키워드의 

RDF 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Inflation 카테고리의 중요도는 

If, Employment 카테고리의 중요도는 Ie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사의 연설에 있어 Dual Mandate 측면에서 Employment 

카테고리의 상대적 중요도는 아래와 같이 eR로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수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산된 eR은 해당 인사가 

지니는 Dove 성향의 정도를 나타내며, Dove Index라 명명할 수 

있다. 해당 Dove Index 다시 해당 인사의 Hawk 성향 정도를 

Hawk Index라 한다면, 1-Hawk Index로 정의할 수 있다. 

 

Speech Field Keyword Category = {Employment, Inflation} 

C =  {
0 if Speech Field Keyword Category = Employment

1 if Speech Field Keyword Category = Inflation
 

Ie =  ∑ RDFja           if C = 0 

If =  ∑ RDFja           if C = 1 

eR =
Ie

Ie + If
 

 

Visualization을 하는데 있어, 위에서 계산된 eR(Dove 

Index)를 활용하여, 해당 인사가 같은 기간 내에서 Dove일 확률과 

Hawk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의 Average L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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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e 확률 0.5, Hawk 확률 0.5의 기준점으로 하고, eR(Dove 

Index)가 1인 지점을 Dove 확률 1, Hawk 확률 0으로 하여 

rescaling 하여 해당 인사의 Dove 확률과 Hawk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사의 Dove일 가능성을 정량화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에 기간별 분석에 있어, 각 인사에 대해 (Dove 확률, Hawk 

확률)로 별도로 표로 제시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Visualization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간별 분석으로 같은 기간 내에서 인사들의 통화 

정책의 성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내에 언론에 

나타난 Dove-Hawk 성향에 따라 eR(Dove Index)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인사가 

나타나있고, 언론에 평가가 가장 많은 P4기간의 인사들에 대해 

자세히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P4 기간의 분석을 통해, 다른 

기간(P1, P2, P3)의 인사들의 성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Visualization된 그림을 통해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고, 

Dove 확률과 Hawk 확률로 제시된 표를 통해, 인사별 확률의 실제 

수치를 알아볼 수 있다. 둘째로 인물별 분석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설을 한 인사의 경우, 각 기간에 걸쳐 어떠한 변화의 경향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연설을 한 

인물이 Visualization의 대상이 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과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 따라 인사의 연설에서의 eR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본인의 성향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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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언론의 평가가 가장 많은 기간에 대해서만 기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대상은 P4로 선정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색깔을 Dove-Hawk Tendency를 나타내며, X축은 eR(Dove 

Index), Y축은 Dove-Hawk Tendency, 각 point는 인사들로 

이름으로 Labeling하였다. 

 

 

[그림 7] P4(2007~2013)의 기간별 분석 Visualization 

 

전체 인사의 eR(Dove Index)값의 평균을 Dove와 Hawk를 

나누는 기준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위에서의 가설을 통해, 

eR(Dove Index)이 평균값보다 작을 쪽을 Hawk, 큰 쪽은 

Dove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에서 언론의 평가를 통해 

제시한 기준인 Dove-Hawk Tendency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명 중 11명이 기존의 평가와 부합하고, 

3명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Fisher, Yellen, Evans로 이 3명은 기존의 평가와는 연설문이 

분석되고 있다. Yellen의 경우, 기존의 언론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Hawk적인 성향으로 연설문의 분석상 나타났다. 실제로 Yellen은 

최근에 의장이 된 이후, 미디어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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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④ Fisher와 Evans는 모든 연설에서 Inflation과 

Employment와 관련하여 한번씩은 언급을 하고 주요한 이슈라고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Fisher는 

상대적으로 Dove의 성향으로 분석되고, Evans는 상대적으로 

Hawk의 성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언론의 평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며, eR(Dove 

Index)이 Dove-Hawk Tendency의 상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P4에 대한 인사별 Dove 확률과 Hawk 확률은 아래와 

같다.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Bernanke 0.514 0.486 Hoenig 0.495 0.505 

Dudley 0.540 0.460 Kohn 0.381 0.619 

Duke 0.720 0.280 Kroszner 0.285 0.715 

Fisher 0.503 0.497 Lacker 0.432 0.568 

Raskin 0.721 0.279 Mishkin 0.346 0.654 

Rosengren 0.505 0.495 Plosser 0.403 0.597 

Tarullo 0.696 0.304 Warsh 0.445 0.555 

Evans 0.475 0.525 Yellen 0.435 0.565 

[표 7] P4(2007~2013)의 인사별 Dove확률, Hawk 확률 

 

나머지 기간인 P1, P2, P3기간에 대해서는 언론의 평가가 없다. 

이 기간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Dove-Hawk Tendency의 

Labeling을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연설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eR(Dove Index)의 Average Line 보다 eR(Dove Index) 

값이 작은 쪽은 Hawk로 더 큰 쪽은 Dove로 평가할 수 있으며, 

eR(Dove Index) 값에 따라 상대적인 정도 역시 비교할 수 있다. 

                                            
④
 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165555494-

&outlink=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165555494-&outlink=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16555549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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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96년부터 2000년 기간인 P1의 인사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 해당 기간의 인사는 총 7명이다. Hawk측의 

인사로는 Hoenig, Rivlin이 있고, Dove측의 인사로는 Kelley, 

Meyer, Greenspan, Gramlich, Ferguson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awk 내에서는 Hoenig, Rivlin 순으로 Hawk 성향이 

강하고, Dove 내에서는 Ferguson, Gramlich, Greenspan, Meyer, 

Kelley 순으로 Dove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P1에 

대한 인사별 Dove 확률과 Hawk 확률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P1(1996~2000)의 기간별 분석 Visualization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Ferguson 0.541 0.459 

Gramlich 0.531 0.469 

Greenspan 0.525 0.475 

Kelley 0.512 0.488 

Meyer 0.523 0.477 

Hoenig 0.426 0.574 

Rivlin 0.436 0.564 

[표 8] P1(1996~2000)의 인사별 Dove확률, Hawk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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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3년 기간인 P2의 인사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 해당 기간의 인사는 총 8명이다. Hawk측의 

인사로는 Bernanke, Meyer, Greenspan, Ferguson, Gramlich이 

있고, 중립적인 인사는 Bies, 그리고 Dove측의 인사로는 Hoenig, 

Olson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awk 내에서는 Bernanke, 

Meyer, Greenspan, Ferguson, Gramlich 순으로 Hawk 성향이 

강하고, Dove 내에서는 Olson, Hoenig 순으로 Dove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P2에 대한 인사별 Dove 확률과 Hawk 

확률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P2(2001~2003)의 기간별 분석 Visualization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Bies 0.502 0.498 Ferguson 0.438 0.562 

Hoenig 0.607 0.393 Gramlich 0.465 0.535 

Olson 0.761 0.239 Greenspan 0.400 0.600 

Bernanke 0.393 0.607 Meyer 0.396 0.604 

[표 9] P2(2001~2003)의 인사별 Dove확률, Hawk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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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6년 기간인 P3의 인사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 해당 기간의 인사는 총 11명이다. Hawk측의 

인사로는 Bies, Lacker, Kohn, Fisher이 있고, Dove측의 인사로는 

Yellen, Olson, Gramlich, Ferguson, Bernanke, Hoenig, 

Greenspan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awk 내에서는 Bies, 

Lacker, Kohn, Fisher 순으로 Hawk 성향이 강하고, Dove 

내에서는 Greenspan, Hoenig, Bernanke, Ferguson, Gramlich, 

Olson, Yellen 순으로 Dove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P3에 대한 인사별 Dove 확률과 Hawk 확률은 아래와 같다. 

 

 

[그림 10] P3(2004~2006)의 기간별 분석 Visualization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Speaker Dove 확률 Hawk 확률 

Bernanke 0.532 0.468 Yellen 0.507 0.493 

Ferguson 0.526 0.474 Bies 0.298 0.702 

Gramlich 0.518 0.482 Fisher 0.497 0.503 

Greenspan 0.588 0.412 Kohn 0.450 0.550 

Hoenig 0.543 0.457 Lacker 0.395 0.605 

Olson 0.510 0.490       

[표 10] P3(2004~2006)의 인사별 Dove확률, Hawk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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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실험으로 2007년부터 2013년에 해당하는 P4에 대해서, 

여러 키워드가 아닌 카테고리 별로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지 실험을 하였다. Label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언급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키워드를 각 

카테고리 별로 선정한 결과, Inflation 카테고리에서는 Inflation, 

Employment 카테고리에서는 Unemployment Rate가 선정되었다. 

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 인사 별로 eR(Dove Index) 값을 계산하여, 

P4에 대해 Visualization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실험을 단순화하여, 

각 Mandate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Inflation과 

Unemployment Rate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총 5명(Lacker, Hoenig, Plosser, Tarullo, 

Bernanke)만 기존의 Label과 다르게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P4(2007~2013)의 통한 기간별 분석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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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분석은 적어도 3개의 기간에 걸쳐 장기간 연설을 한 

인물과 의장을 역임한 인물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Greenspan, Ferguson, Bernanke, Hoenig, Gramlich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Gramlich의 경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연설문의 수가 68개 밖에 되지 않아 인물별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의장 3명(Greenspan, Bernanke, Yellen)과 

장기간에 걸쳐 연설을 한 Hoenig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연설을 한 인사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 연설을 

하는지 살펴보고, 금리의 변화에 따른 인사의 성향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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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nke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ernanke는 

2006년부터 의장을 역임하였다. 실제로 의장 기간에는 Dove 

성향을 많이 지닌 인사로 평가가 되었으며,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많이 펼치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공부를 하였던 분야 및 배경을 

살펴보면 Hawk 성향을 원래 지니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연설문의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의장을 하지 않았던 기간의 

eR(Dove Index)은 작았지만 의장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본래 

성향을 감추고 기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연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Bernanke의 인물별 분석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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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pan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Greenspan은 

분석대상이 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의장으로 역임하였다. 

Greenspan은 Hawk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성향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기간에 따라 자신의 

성향을 연설문에 다르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의장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원래 성향보다는 주변 환경을 

의식하여 연설을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림 13] Greenspan의 인물별 분석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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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nig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Hoenig는 분석대상이 

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연설하였다. Hoenig 역시 

Greenspan과 마찬가지로 기간에 따라 다른 연설을 한다. 즉, 

자신의 성향을 유지하기 보다는 해당 기간에 맞추어 연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Greenspan에 비하여 자신의 성향을 유지하며, 

P2기간만 Dove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연설을 많이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언론의 평가대로 Hawk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Hoenig의 인물별 분석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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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en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Yellen는 분석대상이 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연설하였으며, 2014년 초에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추후 성향을 예상해보기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Yellen의 연설문은 의장으로 시작하기 전의 

연설문이다. Bernanke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장 이전에 

연설을 한 것이 본래의 원래 성향을 조금 더 잘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Yellen은 현재 Dove 측의 

인사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연설문 상에서는 Hawk 성향에 가깝게 

나타난다. 실제로 Yellen은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 Hawk 성향의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즉, Yellen의 행보는 

마냥 Dove로 볼 것이 아니라 Hawk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림 15] Yellen의 인물별 분석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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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물별 분석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연설을 한 인사들에 대해 인사의 연설문 주제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인사별로 금리가 상승하는 P1, 

P3 기간과 금리가 하락하는 P2, P4에서는 eR(Dove Index)과 

기간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금리 상황에 관련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인사와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인사들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이 된 인물의 경우, 본인의 성향을 본인의 임기 

기간에는 연설에 잘 드러내지 않고 기간적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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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선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 인사들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분석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통화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Dual Mandat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Dual Mandate를 

구성하고 있는 Real Field Keyword를 선정하여 사전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연설문 상에 나타나는 Speech Field Keyword를 

선택하였다. 이에 Text Mining 기법을 도입하여 인사별로 각 

Speech Field 키워드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Weighting하였다. 

Speech Field 키워드를 Dual Mandate 개념을 적용하여 두 개의 

카테고리(Inflation, Employment)로 분류함으로써 인사별 성향을 

두드러지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사별 

성향을 나타내는 eR(Dove Index)을 제안하여 기간별 분석, 인물별 

분석으로 Visualization 함으로써 인사들의 성향을 단순 Dove, 

Hawk가 아닌 다양한 차원으로 심층 분석 하였다. 

기간별 분석을 수행하고, 각 기간에서 인사들에 대하여 

eR(Dove Index)값을 Visualization함으로써 같은 기간 내에서 

인사들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서 인사들의 

성향을 이분법적인 Dove, Hawk 구분뿐 아니라 상대적인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abel이 없는 인사 및 기간에 

대한 성향을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물별 분석을 수행하고, 

각 인물은 기간별 eR(Dove Index)값을 Visualization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해 기간에 따라 eR(Dove Index)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기간에 따라 인사의 성향이 유지되는지 



 

 44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ernanke, Greenspan과 같은 

의장들이 재임기간 중에 기존의 성향과 어떻게 다르게 연설하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 한계점도 존재한다. 과거 1996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서는 언론의 평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2006년 이전의 인사들에 대한 연설문을 

통한 Labeling이 정확히 되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Plosser, Tarullo와 같은 연설문의 수가 적은 인사들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인물들은 일부 연설문에 의해 

연설문에 드러나는 성향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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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연구 방향 

 

이번 연구에서는 Dual Mandate 관련 키워드들이 연설문에 

등장하는 비율에 따라 인사별 성향을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키워드의 등장뿐 아니라 키워드를 어떠한 식으로 사용하였는지 

Sentiment Analysis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한 성향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카테고리 별로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향을 

자세히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설문을 기간 단위로 분류하여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Bollen et al. 2011)에서 처럼 행동경제학을 접목시켜 

연설문의 발표에 따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설문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경제 지표를 

선행하는 연설문 지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설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 주요 

인사들의 연설문을 추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Framework를 

바탕으로 전세계 통화 및 금리 정책의 Dictionary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추후, 연설문을 데이터로 사용하여 그룸 단위의 

통화 정책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Framework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된 연구를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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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Stop word list 

 

the, of, to, and, in, a, that, for, is, as, have, on, are, be, with, by, 

s, this, we, I, has, not, more, it, will, their, at, or, from, an, 

federal, our, these, but, reserve, been, some, would, other, can, 

also, about, was, they, which, than, new, such, may, its, should, 

many, one, all, were, over, year, you, most, years, if, those, 

recent, time, important, well, there, so, when, my, both, could, 

only, however, how, do, example, even, past, what, through, 

because, need, had, first, much, must, today, between, less, 

likely, into, provide, while, up, two, now, any, work, part, very, 

make, no, among, out, like, become, them, being, top,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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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ove-Hawk Tendency Reference 

 

# Name Site 

1 Hawks vs. Doves  

http://static.reuters.com/resourc

es/media/global/editorial/interact

ives/hawks_vs_doves_js/v2_haw

ks.doves.html 

2 
graphics.thomsonreuters.com/

F/10/scale.swf  

http://graphics.thomsonreuters.c

om/F/10/scale.swf 

3 
Katie Lien Dove Hawk 2013 - 

SNBCHF.COM  

http://snbchf.com/monetary-

fiscal-policy/fed-its-fomc-

composition/ 

4 

Balancing the Fed’s Hawks, 

Doves - Real Time Economics 

- WSJ  

http://blogs.wsj.com/economics/2

010/09/30/balancing-the-feds-

hawks-doves/ 

5 Fedspeak Highlights  

http://graphicsweb.wsj.com/php/

FEDSPEAK_HIGHLIGHTS.php 

6 

The dove-to-hawk scale of 

Fed members - Capitol Report 

- MarketWatch  

http://blogs.marketwatch.com/ca

pitolreport/2013/07/15/the-

dove-to-hawk-scale-of-fed-

members/ 

7 

"Hawks, Doves, Owls And 

Seagulls" - Summarizing The 

Fed's Bird Nest | Zero Hedge  

http://www.zerohedge.com/news

/2013-05-22/hawks-doves-

owls-and-seagulls-

summarizing-feds-bird-nest 

8 

A Look At The Fed's Nest In 

2013: Here Are This Year's 

Voting Hawks And Doves | 

Zero Hedge  

http://www.zerohedge.com/news

/2013-01-09/look-feds-nest-

2013-here-are-years-voting-

hawks-and-doves 

9 

When Doves Laugh: 4 Weeks 

Until The Quiet Coup In The 

Fed Gives QE3 A Green Light 

| Zero Hedge  

http://www.zerohedge.com/news

/when-doves-laugh-4-weeks-

until-quiet-coup-fed-gives-

qe3-green-light 

1

0 

A Dovish Fed: The FOMC’s 

New Voting Members | The 

Financialist  

http://www.thefinancialist.com/o

ur-dovish-fed-the-fomcs-

new-voting-members/ 

1

1 

Meet the Fed's newest voters 

- Doves outnumber the hawks 

(1) - CNNMoney  

http://money.cnn.com/gallery/ne

ws/economy/2013/01/29/federal

-reserve-hawks-

doves/index.html 

1

2 

FOMC Voters 2012 Dove 

Hawk Scale  

http://www.wnd.com/markets/ne

ws/read?GUID=20362140 

http://static.reuters.com/resources/media/global/editorial/interactives/hawks_vs_doves_js/v2_hawks.doves.html
http://graphics.thomsonreuters.com/F/10/scale.swf
http://graphics.thomsonreuters.com/F/10/scale.swf
http://snbchf.com/monetary-fiscal-policy/fed-its-fomc-composition/katie-lien-dove-hawk-2013/
http://snbchf.com/monetary-fiscal-policy/fed-its-fomc-composition/katie-lien-dove-hawk-2013/
http://blogs.wsj.com/economics/2010/09/30/balancing-the-feds-hawks-doves/
http://blogs.wsj.com/economics/2010/09/30/balancing-the-feds-hawks-doves/
http://blogs.wsj.com/economics/2010/09/30/balancing-the-feds-hawks-doves/
http://graphicsweb.wsj.com/php/FEDSPEAK_HIGHLIGHTS.php
http://blogs.marketwatch.com/capitolreport/2013/07/15/the-dove-to-hawk-scale-of-fed-members/
http://blogs.marketwatch.com/capitolreport/2013/07/15/the-dove-to-hawk-scale-of-fed-members/
http://blogs.marketwatch.com/capitolreport/2013/07/15/the-dove-to-hawk-scale-of-fed-members/
http://www.zerohedge.com/news/2013-05-22/hawks-doves-owls-and-seagulls-summarizing-feds-bird-nest
http://www.zerohedge.com/news/2013-05-22/hawks-doves-owls-and-seagulls-summarizing-feds-bird-nest
http://www.zerohedge.com/news/2013-05-22/hawks-doves-owls-and-seagulls-summarizing-feds-bird-nest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09/look-feds-nest-2013-here-are-years-voting-hawks-and-doves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09/look-feds-nest-2013-here-are-years-voting-hawks-and-doves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09/look-feds-nest-2013-here-are-years-voting-hawks-and-doves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09/look-feds-nest-2013-here-are-years-voting-hawks-and-doves
http://www.zerohedge.com/news/when-doves-laugh-4-weeks-until-quiet-coup-fed-gives-qe3-green-light
http://www.zerohedge.com/news/when-doves-laugh-4-weeks-until-quiet-coup-fed-gives-qe3-green-light
http://www.zerohedge.com/news/when-doves-laugh-4-weeks-until-quiet-coup-fed-gives-qe3-green-light
http://www.zerohedge.com/news/when-doves-laugh-4-weeks-until-quiet-coup-fed-gives-qe3-green-light
http://www.thefinancialist.com/our-dovish-fed-the-fomcs-new-voting-members/
http://www.thefinancialist.com/our-dovish-fed-the-fomcs-new-voting-members/
http://www.thefinancialist.com/our-dovish-fed-the-fomcs-new-voting-members/
http://money.cnn.com/gallery/news/economy/2013/01/29/federal-reserve-hawks-doves/index.html
http://money.cnn.com/gallery/news/economy/2013/01/29/federal-reserve-hawks-doves/index.html
http://money.cnn.com/gallery/news/economy/2013/01/29/federal-reserve-hawks-doves/index.html
http://www.wnd.com/markets/news/read?GUID=20362140
http://www.wnd.com/markets/news/read?GUID=203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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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The Dismal Scientist  

https://www.economy.com/disma

l/article_free.asp?cid=198660&s

rc=msnbc 

1

4 
Hawks and Doves  

http://www.fedplaybook.com/?p=

281 

1

5 

Fed Officials: Hawks, Doves, 

and In-Betweeners | Forex 

Blog: Piponomics  

http://www.babypips.com/blogs/p

iponomics/fed-officials-hawks-

doves-in-betweeners.html 

1

6 

Merk Commentary: Fed -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http://www.merkfunds.com/merk

-perspective/insights/2012-

04-03-fed-actions-speak.html 

1

7 

Fed Doves Take Control Of 

FOMC And Monetary Policy | 

The Daily Capitalist  

http://dailycapitalist.com/2012/0

1/13/fed-doves-take-control-

of-fomc-and-monetary-policy/ 

1

8 

FOMC: Who is Dovish and who 

is Hawkish?  

http://metatraderprogramming.co

m/fomc-who-is-dovish-and-

who-is-hawkish/ 

1

9 

FOMC’s Hawks & Doves | 

Global Macro Monitor  

http://macromon.wordpress.com/

2012/09/09/fomcs-hawks-

doves/ 

2

0 

How To Predict FED Interest 

Rate Moves  

http://www.learnbonds.com/lesso

n/fed-watching/ 

2

1 

FOMC Voters 2011 Dove 

Hawk Scale -- MrSwing  

http://www.mrswing.com/articles

/FOMC_Voters_Dove_Hawk_Scal

e.html 

2

2 

ECB-Dove Hawk-Reuters 

(2012.09)  

http://blog.thomsonreuters.com/i

ndex.php/tag/bonds/ 

2

3 

Will the Fed adopt thresholds 

for bond buys? | MacroScope  

http://blogs.reuters.com/macrosc

ope/2013/01/30/will-the-fed-

adopt-thresholds-for-bond-

buys/ 

2

4 

Deutsche Bank: FOMC 'Hawk-

O-Meter' - Business Insider  

http://www.businessinsider.com/

deutsche-bank-fomc-hawk-o-

meter-2013-1 

2

5 

Economist's View: Fed Watch: 

Hawks Are Marginalized  

http://economistsview.typepad.co

m/economistsview/2012/09/fed-

watch-hawks-are-

marginalized.html 

2

6 

Behold! A Fresh FedHead 

Hawk-o-Meter - MarketBeat 

- WSJ  

http://blogs.wsj.com/marketbeat/

2011/04/06/behold-a-fresh-

fedhead-hawk-o-meter/ 

http://www.economy.com/dismal/article_free.asp?cid=198660&src=msnbc
http://www.fedplaybook.com/?p=281
http://www.babypips.com/blogs/piponomics/fed-officials-hawks-doves-in-betweeners.html
http://www.babypips.com/blogs/piponomics/fed-officials-hawks-doves-in-betweeners.html
http://www.babypips.com/blogs/piponomics/fed-officials-hawks-doves-in-betweeners.html
http://www.merkfunds.com/merk-perspective/insights/2012-04-03-fed-actions-speak.html
http://www.merkfunds.com/merk-perspective/insights/2012-04-03-fed-actions-speak.html
http://www.merkfunds.com/merk-perspective/insights/2012-04-03-fed-actions-speak.html
http://dailycapitalist.com/2012/01/13/fed-doves-take-control-of-fomc-and-monetary-policy/
http://dailycapitalist.com/2012/01/13/fed-doves-take-control-of-fomc-and-monetary-policy/
http://dailycapitalist.com/2012/01/13/fed-doves-take-control-of-fomc-and-monetary-policy/
http://metatraderprogramming.com/fomc-who-is-dovish-and-who-is-hawkish/
http://metatraderprogramming.com/fomc-who-is-dovish-and-who-is-hawkish/
http://macromon.wordpress.com/2012/09/09/fomcs-hawks-doves/
http://macromon.wordpress.com/2012/09/09/fomcs-hawks-doves/
http://www.learnbonds.com/lesson/fed-watching/
http://www.learnbonds.com/lesson/fed-watching/
http://www.mrswing.com/articles/FOMC_Voters_Dove_Hawk_Scale.html
http://www.mrswing.com/articles/FOMC_Voters_Dove_Hawk_Scale.html
http://blog.thomsonreuters.com/index.php/tag/bonds/
http://blog.thomsonreuters.com/index.php/tag/bonds/
http://blogs.reuters.com/macroscope/2013/01/30/will-the-fed-adopt-thresholds-for-bond-buys/
http://blogs.reuters.com/macroscope/2013/01/30/will-the-fed-adopt-thresholds-for-bond-buys/
http://www.businessinsider.com/deutsche-bank-fomc-hawk-o-meter-2013-1
http://www.businessinsider.com/deutsche-bank-fomc-hawk-o-meter-2013-1
http://economistsview.typepad.com/economistsview/2012/09/fed-watch-hawks-are-marginalized.html
http://economistsview.typepad.com/economistsview/2012/09/fed-watch-hawks-are-marginalized.html
http://blogs.wsj.com/marketbeat/2011/04/06/behold-a-fresh-fedhead-hawk-o-meter/
http://blogs.wsj.com/marketbeat/2011/04/06/behold-a-fresh-fedhead-hawk-o-meter/
http://blogs.wsj.com/marketbeat/2011/04/06/behold-a-fresh-fedhead-hawk-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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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FOMC - FI, FX, Credit and 

Commodities Strategy - 

Handelsbanken Capital 

Markets  

http://research.handelsbanken.se

/fi-fx-credits-

commodities/All-

publications/publication/16909/fo

mc 

2

8 

FOMC Voters 2013 Dove 

Hawk Scale | Kathy Lien  

http://www.kathylien.com/site/fe

deral-reserve/fomc-voters-

2013-dove-hawk-scale 

2

9 
US_HAWKOMETER1010  

http://graphics.thomsonreuters.c

om/F/10/US_HAWKOMETER101

0.html 

3

0 

Federal Reserve 'Doves' Beat 

'Hawks' in Economic 

Prognosticating - WSJ.com  

http://online.wsj.com/news/articl

es/SB100014241278873241443

04578624033540135700?mg=re

no64-

wsj&url=http%3A%2F%2Fonline

.wsj.com%2Farticle%2FSB10001

42412788732414430457862403

3540135700.html 

3

1 

Ranking Fed Forecasters: The 

Wall Street Journal - 

WSJ.com  

http://graphics.wsj.com/fed-

predictions/#c%5B%5D=Janet+

Yellen&c%5B%5D=Jeffrey+Lac

ker&d=0&s=all 

3

2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r 2006 

http://www.jamesgoulding.com/R

esearch_II/The%20Fed/Fed%20(

2006%20Board%20of%20Govern

ors%20Stats).pdf 

3

3 

Payden & Rygel 

EconomicResearch 

http://www.payden.com/library/e

coview/08052008.pdf 

3

4 

LEHMAN BROTHERS U.S. 

ECONOMICS 2006 committee 

http://www.jamesgoulding.com/R

esearch_II/The%20Fed/Fed%20(

2006%20FOMC).pdf 

 

http://research.handelsbanken.se/fi-fx-credits-commodities/All-publications/publication/16909/fomc
http://research.handelsbanken.se/fi-fx-credits-commodities/All-publications/publication/16909/fomc
http://research.handelsbanken.se/fi-fx-credits-commodities/All-publications/publication/16909/fomc
http://research.handelsbanken.se/fi-fx-credits-commodities/All-publications/publication/16909/fomc
http://www.kathylien.com/site/federal-reserve/fomc-voters-2013-dove-hawk-scale
http://www.kathylien.com/site/federal-reserve/fomc-voters-2013-dove-hawk-scale
http://graphics.thomsonreuters.com/F/10/US_HAWKOMETER1010.htm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144304578624033540135700.htm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144304578624033540135700.htm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144304578624033540135700.html
http://graphics.wsj.com/fed-predictions/#c%5B%5D=Janet+Yellen&c%5B%5D=Jeffrey+Lacker&d=0&s=all
http://graphics.wsj.com/fed-predictions/#c%5B%5D=Janet+Yellen&c%5B%5D=Jeffrey+Lacker&d=0&s=all
http://graphics.wsj.com/fed-predictions/#c%5B%5D=Janet+Yellen&c%5B%5D=Jeffrey+Lacker&d=0&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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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mber’s Monetary Policy 

Analysis by Text Mining with 

Dual Mandate Concept 

 

Jeon Yeong Hwa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offers to understand monetary policy 

tendency of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FOMC) members 

by analyzing the keyword exposed in each member’s speech. 

Also, it tries to analyze their tendency on various sides and 

visualize the tendency. The research uses text mining methods 

such as Relative Document Frequency(RDF) to analyze lots of 

speeches spoken by FOMC members. Furthermore, the 

research improves the ability of interpretation and the 

reliability of analysis by selecting speech field keyword with 

Dual Mandate concept. 

   As result of the research, speech field keywords used in real 

speeches can be composed with dual mandate concept.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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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field keywords, the research proposes to visualize the 

member’s monetary tendency in various sides. In this process, 

the research suggests the eR index same as Dove Index. By 

using Dove Index, the analysis can be subdivided in Periodical 

Analysis and Personal Analysis. In periodical analysis, the 

Dove-Hawk tendency can be compared quantitatively in the 

same period. Also, the member who does not have any 

evaluation of the tendency by media can be predicted about 

their tendency. In personal analysis, how each member’s 

tendency is changed during the transition of period can be 

analyzed. Finally, the research proposes the framework which 

helps to understand the members of FOMC in various sides and 

the framework can contribute future works related with text 

mining in many fields. 

 

 

Keywords : Text Mining,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onetary Policy, Speech Analysis, Visualization, TF-IDF 

Student Number : 2012-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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