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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인을 고려한 원 /달러 환율 전망모형 )
김형우(Auburn 대학교), 김수현

연구 배경)
□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의 경우 환율 전망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중요
ㅇ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환율 전망모형이 정교하더라도 임의보
행(random walk)모형보다 우월한 예측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
가 우세
(

⇒

(

이러한 환율 전망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량의 시계열
자료에서 환율 결정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환율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분석 방법)

□

우리나라와 미국의 300여 개 시계열 자료에서 추출한 잠재적 공통
요인(latent common factors)을 기존 전망모형에 설명변수로 추가할 경
우 실질환율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지는지 검증
ㅇ

ㅇ

공통요인 추출을 위해 2000~2019.3월 중 미국(125개)과 한국(192
개)의 실물 및 금융 시계열을 사용
공통요인 추출에는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부분
최소제곱 회귀분석(PLS,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정규화 선형회귀
(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등의 방법을 활용

문의처: 김수현 조사국 거시모형부 전망모형팀 과장 (☎ 4235)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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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잠재적 공통요인을 추가한 전망모형(factor augmented model)이 임의보행모
형 또는 자기회귀모형 등 벤치마크 모형에 비해 환율 예측력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의 포괄범위를 달리하여 추출한 잠재적 공통요인들의 환율 예측
력을 검정한 결과 추출 대상 시계열 자료에 따라 공통요인의 환율 예측
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
(

ㅇ

미국 시계열에서 추출한 잠재적 공통요인(미국 공통요인)만을 추가한
모형이 한국 시계열(한국 공통요인) 또는 미국과 한국 시계열의 잠재적
공통요인을 추가한 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우월함

한편, 미국 시계열 자료에서 추출한 잠재적 공통요인의 경우 금융변수에
서 추출한 공통요인은 단기 예측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물변
수에서 추출한 공통요인은 장기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

□

시사점)

(

환율 모형의 예측력에 대해 회의적인 기존 견해와 달리 미국의 실물
및 금융 변수에서 추출한 잠재적 공통요인을 환율 모형에 추가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

□

ㅇ

원/달러 환율을 전망할 때 대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 및 국제적 요
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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