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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은 2015년부터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 regression, TVP-VAR)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
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신용스프레드, 페더럴펀드 금리
(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등 세 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내 변수로는 금융시장 지표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신용스프레드)와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을 분석하였다. 미국 정책금
리 충격은 2004~2006년 금리인상기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 시키고 외국인 국내
투자와 내국인 해외투자의 동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
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의 영향력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정
책 실시 이후 확대되었다.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친 충격
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리 인상 자체보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
안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유출입 측면에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외이
탈 압력 증가로 이어지나,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이를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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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경기침체 (Great Recession)가 발생하자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제로금리하한 (zero lower bound)까지 내리고 대규모 자산
을 매입 (Large Scale Asset Purchase)하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였
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점차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미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normalization)를 추구하게 되었다. 2015년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
부터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주 내용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 분석을
위해 각 시점별로 경제 구조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 regression, 이후 TVP-VAR) 모형을 활용하
였다. 본 연구는 나아가 모형의 추정결과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대
한 예상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미 통화정책의 척도로 사용된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미국 정책
금리 충격은 2004~2006년 금리인상기에는 국내 금융시장 약세 및 외국인 국내
투자/내국인 해외투자 동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5년 이후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정책 실
시 이후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미국 정책금리와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동시 상승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단순히 금리수준이 높아지는 것보다 정
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때, 즉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할 때 국
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확대된다. 이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자금
의 이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환수되면서 충격완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 연구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
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영향력,
경제규모, 교역량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벡터자기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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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autoregression, 이후 VAR) 모형을 사용한 연구로 Kim (2001)은 미 통화
정책 충격이 미국 제외 G-6 국가의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Maćkowiak (2007)은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신흥시장국의 산출과 물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국제적 자산가격 동조화를 통한 글로
벌 금융사이클 (global financial cycle)의 관점에서 분석한 Rey (2013), Rey
(2016)는 미 통화정책이 이러한 사이클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정책금리가 0% 근방금리하한 (zero lower
bound)까지 하락하여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Bowman et al. (2015), Chen et al. (2016), Tillman (2016), Anaya et al.
(2017), Hajek and Horvath (2018) 등이 그 예로써, 이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식별을 위해 일별자료의 활용, 신용스프레드와 기간스프레드의 활용, Qual
VAR, shadow 정책금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
르면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해외 국가의 경기 팽창 및 금융시장 강세를 유
발하였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축소는 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
한다. 그러나 충격의 시점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영향은 상이하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동기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긴축효과와 관련
하여 Aizenman et al. (2016)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테이퍼링 (tapering) 뉴스가
신흥시장국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접근성이 높은 국가
가 이러한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Dedola et al.
(2017)은 36개국 거시・금융변수 분석을 통해 미 통화긴축이 해외 국가들의 환
율 절하와 산출 감소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나, 환율 이외의 금융변수 (자산
가격, 자본유출입)의 반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양한 관
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로 유재원, 이기성
(2015)은 VAR 모형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금
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미 양적완화정책이 한국
의 거시 및 금융변수 예측오차 분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김종희 (2016)는 미국의 과잉통화를 추정하고 이 변수가 국내
GDP 갭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점검하였다. 한편 미
국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특히 국내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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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김용선 외 (2013)는 QE 테이퍼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금조달·운용 구조, 자산건전성, 수
익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허찬국 외 (2014)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금리, 환율,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ARDL (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환율 및
국내금리, 외국인 국내 주식/채권 순매수액의 변동을 예상하였다. 또한 김성철,
윤용만 (2015)은 우리나라 외화조달 위험지표와 미 통화정책금융지표 등 두 변
수를 포함한 오차수정모형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정민 외 (2017)는 과거 미국과 한
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진 시점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을 사례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들 기존 국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
성을 띈다. 첫째, 기존 연구가 자본유출입 변수 중 외국인 주식·채권투자에 국
한된 데 비해 본 연구는 자본유출입을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기타투자1)/내국인 해외 주식·채권·기타투자로 세분하여 분석한
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그
월별 금액이 외국인 국내투자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는 미 통화정책 정상화
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에서 가장 크게 유출된
외국인 자본은 주식이나 채권투자가 아닌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회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변동성이 낮아졌으나 해외차입/대출로 인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미 통화정책 효과가 긴축과 팽창충격 간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또한 충
격 시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TVP-VAR 모형은 VAR 모형의 계수와 오차항 분산이 시간에 따라 다
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제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
적합한 비선형 VAR 모형이다. (Kilian and Lütkepohl (2017)). 이 방법론은 거
시경제 분석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Canova (1993),
Cogley and Sargent (2005), Primiceri (2005), and Koop et al. (2009) 등이 있다.
모형의 계수 추정은 주로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s) 시뮬레이션을
1) 기타투자는 주로 차입 및 대출에 의해 설명되며 이하 본 연구의 ‘차입’, ‘대출’은 기타투자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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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베이지안 방법론이 사용되는데, 매 기마다 계수 값이 달라지는 모형의 특
성상 추정해야 할 계수가 많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형에 포함되
는 변수의 개수가 제한된다. 변수가 늘수록 MCMC 시뮬레이션의 계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Koop and Korobilis (2013)는 망각인자 (forgetting
factor)를 도입하여 MCMC를 사용하지 않고 모수 (parameter)의 조건부 기대 값
을 계산함에 따라 추정시간을 단축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Large-TVP-VAR”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7변수 TVP-VAR 모형을 추정한다는 방법론적인 특징을
가진다.

Ⅱ. 자료 및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될 TVP-VAR 모형 몇 모형에 포함될 변수들, 그리
고 구조적 충격 (structural shock)의 식별 (identification)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변수 (페더럴펀드금리, 기간프
리미엄, 신용스프레드)와 국내 금융시장 변수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신용스
프레드, 금융계정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의 경우 국채매
입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는 주로 기간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반대인 연준 보유자산 축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
하였다.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금융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연준 보유자산 축소 시 신용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기간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Chen et
al. (2016) 등에서 양적완화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변수
이기도 하다.2) 국내 변수 중 금리는 정책금리 대신 보다 미국 통화정책에 보다
밀접하게 반응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강한 장기금리를 선택하였다.

2) 정책금리가 제로금리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단일지표로 Wu and
Xia (2016), Lombardi and Zhu (2018) 등이 제시한 shadow 페더럴펀드 금리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
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Blinder (2010), Chen et al. (2016)을 따라 보다 직관적인 비전통적 통
화정책 지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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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스프레드는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의 척도로써 실제 기업 자금조
달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
화정책에 따른 대외부문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금융계정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미국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외국인 부채성증권 (채권) 투자, 외국인 주식투자, 해외차입, 내국인 해외 부
채성증권 투자,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 해외대출 6개 변수로 세분화한다. 금융
계정의 변수 선택에 따라 6개의 서로 다른 모형을 정의하며 각각의 모형은 한/
미 금융시장의 6개 변수 (미국 신용스프레드, 페더럴펀드금리, 미국 기간프리미
엄, 국내 신용스프레드, 국내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와 금융계정을 합쳐 총 7
개의 변수로 구성된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은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의 Adrian-Crump-Moench 기간프리미엄3)을 사용한다. 미국 신용스프레드
는 Moody’s Baa 채권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간 차이로 정의한다. 국내 장기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로 정의하며, 표본기간 중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
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변수에서 선형추세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국내 신
용스프레드는 회사채 3년물 AA-등급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간 차이로 정
의한다. 금융계정 변수는 분기 명목 GDP 대비로 환산한 비율을 사용한다. 자
료는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하
여 사용한다. 표본기간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
표제와 단기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1999년 1분기부터 2017
년 4분기까지이다.
<Figure 1>은 표본기간 중 미국 변수 (페더럴펀드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
프레드)의 추이를 제시한다. 표본기간 중 페더럴펀드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9~2000년, 2004~2007년 두 차례의 인상기를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
로 인상되고 있다. 기간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페더럴펀드 금
리와 대체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리
가 금리하한에 머문 상황에서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매우 낮은 수준이
었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며 500bp 이상 수준까지 급상승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에는 약 300bp 수준에 머물다가 최근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3) Adrian-Crump-Moench 기간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은 Adrian et al. (201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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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US Monetary Policy Indicators

Source: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igure 2>는 표본기간 중 국내 금융시장 변수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원/
달러 환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장기금리는 국내 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을 반
영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과 한국 양국
이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2005~2008년 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후반부터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 신용스프레드는 전
반적으로 100bp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는 300bp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2001~2002년 약 1,300원까지

<Figure 2>

Korean Financial Market Indicators

Sourc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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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다가 2002~2007년 900원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글
로벌금융위기에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1,40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금융위기 이
후에는 1,100원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Figure 3>은 표본기간 중 금융계정/GDP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외국인
국내투자의 경우 주식투자는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강한 유입세를 보였으며
2007~2008년에는 큰 폭 유출로 전환되었다. 2009년부터는 다시 유입세로 전환

<Figure 3>

Capital Flow/GDP
(a) Capital Inflow, Foreign Investors

(b) Capital Outflow, Resident Investors

Sourc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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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양적완화 축소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있었
던 2013년이나 2015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투자
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점차 유입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다 금융위
기를 맞아 큰 폭 유출로 전환하였고, 금융위기 후에는 다시 자금이 유입되었으
나 그 폭이 점차 작아져 2015~2016년에는 유출로 전환하였다.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2004년까지 순상환을 기록하다 2005~2008년 조선사 등의 선물환 매도
와 관련한 외은지점 중심의 차입으로 큰 폭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글
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자금회수 압력이 심해져 2008년 4분기 GDP 대비 23%
(472억달러)라는 대규모 유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중 외화유동성 부족
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나 점차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주식투자는 해
외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얻으며 2005~2007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감하였다. 이후에는 다시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
히 2015년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채권투자 역시 금융위기 이후 이는
보험사 및 연기금 등의 투자가 증가함에 기인하여 추세적으로 늘어 주식투자
액을 상회하고 있다. 해외대출은 유입와 유출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나 금융
위기 이후는 주로 유출(대출)액이 양(+)인 경향을 보인다.

2. 추정방법
본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TVP-VAR
모형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VAR 모형이 분석기간 중 회귀계수의 값이 고정되
어 있다고 가정하는 데 비해 TVP-VAR 모형은 매 시점의 회귀계수가 다른 값
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 구조가 점진
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모형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들
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점별로 달라지므로 TVP-VAR 모형은 비선형 VAR 모형
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Kilian and Lütkepohl, 2017). 식 (1) 과 (2)는
일반적인 선형 VAR 모형과 TVP-VAR 모형의 차이를 설명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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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내생변수의 벡터이며,   는 설명변수로 사용될 내생변수의
과거항 (lagged term,        )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다.  는 설명변수
의 회귀계수를 벡터로 표현한 것이며,   는 오차항으로 i.i.d.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의 성질을 가진다. 즉 식 (1)은 내생변수의  시점까지
의 과거항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VAR(  )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TVP-VAR(  ) 모형을 나타내는 식 (2)는 회귀계수   가 매 시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VAR 모형과 구분된다. 본 연구는
Primiceri (2005)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가 아래와 같은
랜덤워크 (randomwalk)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3)

      

또한, 많은 경우에 TVP-VAR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뿐만 아니라 오차항 분
산 (   ≡       ≡    ) 역시 매 시점 다른 값을 가지는 확률적 변동
성 (stochastic volatility)을 가정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 현상
의 변화가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의 변동성 차이에 기인하는
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imiceri (2005), Justiniano and Primiceri (2008)
는 충격의 변동성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TVP-VAR 모형의 추정에는 주로 베이지안 (Bayesian) 방법론이 사용된다. 그
러나, 매 시점 모수의 값이 달라지는 TVP-VAR 모형은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많으므로 추정 과정에서 마르코프 연쇄 몬테 카를로 (Markov Chain
Monte Carlos, MCMC)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계산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제약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oop and Korobilis (2013)는 MCMC 시뮬레
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모수를 추정하는 Large TVP-VAR 모형의 추정방법을 제
시하였으며, 본 연구 역시 이후에 설명할 것처럼 내생변수의 수가 적지 않으므
로 이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Koop and
Korobilis (2013)를 따른다.
오차항의 정규성을 가정할 경우    시점에서     까지의 관측치가 주어
진 상태에서의     의 조건부 분포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4)

식 (4)에서       은    시점에서     의 조건부 기대값,       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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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분산을 의미한다. 위 분포는 칼만 필터 (Kalman filter)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이후    시점에서   의 조건부 분포는 식 (3)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이 도출된다.
                

식 (5)에서

(5)

    ≡          로 정의되며 이 부분이 유일하게   가

칼만 필터 추정에 포함되는 지점이다. Koop and Korobilis (2013)는     를
아래와 같이 대체함으로써   의 시뮬레이션 필요성을 제거하였다.


           


(6)

 는 Jazwinsky (1970), Raftery et al. (2010) 등에서 제시된 망각인자

(forgetting factor)로써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식 (6)은 현재의 분산 추정
치가  기 이후 분산 추정치의 약  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분기별 자
료의 경우, 예를 들어  =0.99의 값은 현재 분산 추정치가 5년 이후 분산 추정
치의 약 80%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분산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의 분산 추

정치 
  는 다음과 같은 지수가중 이동평균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

(6)

식 (6)에서  는 전기의 분산이 다음기에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감
소인자 (decaying factor)로서 망각인자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망각인자를 사용함에 따라   와   를 베이지안 추
정할 필요가 없어 사전분포 (prior distribution)는   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며,
  의 분산에 대해 베이지안 VAR 방법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네소타

사전분포 (Minnesota prior)4)와 유사한 형태로 다음과 같은 사전분포를 가정한
다. 즉,      ,  는 대각행렬이며  의 대각항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4) 미네소타 사전분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ilian and Lütkepohl, 201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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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7)

for  

식 (7)에 따르면 내생변수의 보다 과거 항일수록 계수의 표준편차가 작아지
게 된다. 두 개의 수축 모수(shrinkage parameter)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미네소
타 사전분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계산의 편이를 위해 하나만의 수축 모수  만
을 사용한다 (Banbura et al., 2010).  를 통해 VAR 계수행렬 첫 번째 lag 원소
의 분산이 정의되며, 이후 lag의 분산은 점차 작아지게 된다.
Koop and Korobilis (2013)는 점진적인 경제구조 변화 추정에 적합한TVP-VAR
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급진적인 구조변화도 수용할 수 있는 동적 모형선택
(Dynamic Model Selection, DMS) 또는 동적 모형평균 (Dynamic Model Average,
DMA)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이 중 DMS를 채택하여 실시한다. DMA는 모형을
평균함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화가 DMS에 비해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
제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빠른 구조변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DMS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은    시점에
서  모형이 선택되어야 할 확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





  

              
 

             

(9)



 

식 (8)에서         는    시점에서  모형을 이용한 예측밀도 (predictive
density)를 의미하며 칼만 필터를 통해 추정된다. DMS는    시점에서
     값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며, 식 (8)과 (9)를 통해 최근의 예측력이

높은 모형일수록 모형 선택에 유리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  ,  를 DMS를 통해 추정한다. Koop and Korobilis
(2013)가 제시한 바를 인용하여  는 (0.97, 0.98, 0.99. 1.00)의 네 가지 값을, 
는 (0.94, 0.96, 0.98)의 세 가지 값,  는 (0.001, 0.005, 0.01, 0.05, 0.1)의 다섯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각각의 (  ,  ,  ) 조합에 따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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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이 정의된다. 매 시점마다 위에서 설명한 DMS 절차에 따라 총 60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  ,  ,  )를 추정한다.

3. 구조적 충격의 식별
추정된 축약형 (reduced form) VAR 모형에서 구조적 충격 (structural shock)
의 식별은 촐레스키 분해 (Choleski

decomposition)를 이용한 단기제약

(short-run restriction)을 사용한다.


축약형 TVP-VAR 모형을   



 

         와

같은 형태로 재정의한다면

구조적 VAR 모형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0)

구조적 VAR 모형의 특징은 각 내생변수 간 동시적 관계가  행렬을 통해
정의되며, 오차항   의 공분산 행렬 ( ≡   )이 대각행렬로서 충격 간 동시적 상
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 (10)에서   와   의 공분산 행렬인  
간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        ′         ′  .

  가 정규행렬 (identity matrix)이라고 가정하고,

(11)

 가 하방 삼각행렬

(lower-triangular matrix)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촐레스키 분해를 통해

  의 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렬 및 구조적 충격의 식별이
가능하다.   의 대각항은 각 내생변수의 표준편차와 같고, 이렇게 정의한 구
조적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는 각 변수별 1 표준편차 단위의 충격 발생시
다른 변수들의 변동을 의미한다. 위의 제약조건은 변수 간 동시적 관계에 대한
제약이므로 이러한 방법론을 단기제약에 의한 구조적 충격의 식별이라고 하며,
VAR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Kilian and Lütkepohl (2017)은
TVP-VAR과 같은 비선형 VAR 모형에서 단기제약을 제외한 부호제약 (sign
restriction) 등의 식별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단기제약에서 중요한 것은 내생변수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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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외생성이 강한 변수일수록 내생변수 벡터에서 우선 순위
를 차지하여야 한다. 내생변수 벡터에서 우선 순위에 있다면 차후 순위에 위치
한 변수의 충격 발생시 해당 기간 중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곧 변수의
외생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모형은 내생변수의 순서를 (미국 신용스프레
드, 미국 정책금리, 미국 기간프리미엄, 국내 신용스프레드, 국내 장기금리, 환
율, 금융계정)의 순서로 정의한다.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정책금리 앞에 배치된
것은 통화정책이 해당 기간의 금융시장 상황 (신용스프레드)을 고려할 가능성
을 감안하기 위해서이다.5) 기간프리미엄은 단기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보다 나중에 배치하여 정책금리 변동이 기
간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배열순서는 Cuaresma et al.
(2016)과도 일치한다.

Ⅲ. 분석결과
1. 충격반응함수 분석
<Figure 4>는 표본기간 중 한/미 정책금리 및 원 달러 환율 추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해당 기간 중 최근 기간을 포함한 네 개의 구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한다. 특별히 이들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구간이 미국 통화
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이거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
시장 불안현상과 높은 관련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간은 2000년
대 중반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이다.6) 동 기간 중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인상
하였으나 미국의 인상폭에 미치지 못해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
하였다. 두 번째 구간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다. 해당 시기는
전체 표본기간 중 해외부문의 변동이 가장 큰 시기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극대화되었을 때 국내변수가 받을 영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5) 대안적 방법으로 미국 정책금리를 미국 신용스프레드보다 앞에 놓고 분석할 경우, 신용스프레드 충
격과 기간프리미엄 충격의 효과는 비슷한 반면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상당 규
모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당 규모 하락하는 등 기존의 통화정책 신용경로와 국제금융이론에 반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신용스프레드 상승 시 정책금리가 이에 반응하여 낮아지는 역의 관계를
이 구조가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정책금리에 우선하
도록 변수를 배열한다.
6) 미 연준은 1999~2000년도에도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VAR 모형의 설명변수로 과거항 (lagged
variable)이 4분기까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표본으로는 2000년 이후의 기간만 분석이 가능하므
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14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5권 제2호 (2019.6)

있다. 세 번째 구간은 미 연준이 QE2, QE3으로 불리우는 대규모 자산매입 (양
적완화)을 통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기간이다.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
해 미 연준은 단기금리가 명목금리 하한 (zero lower bound)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간프리미엄의 축소를 통해 경기부양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대한
분석은 양적완화정책 및 동 정책의 축소가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
는 데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 구간은 대규모 자산매입을 종료한 2015
년 이후~2017년 말까지의 구간으로 가장 최근의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미국 통
화정책이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다.
<Figure 5>~<Figure 6>은 구간 1, 미 금리인상기 (2004:3Q~2006:3Q)의 충격반
응함수를 제시한다. 충격반응함수의 각각의 선은 구간에 포함되는 모든 분기의
반응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가)는 미국 신용스프레드 (US credit), 정책금
리 (US FFR), 기간프리미엄(US term)와 우리나라 신용스프레드(KOR credit),
장기금리 (KOR long-term rate), 원/달러 환율(KRW exchange rate)의 반응을 제
시한다. (나)는 국제수지 중 금융계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부채성증권 (채권) 투
자 (Bond inflow), 외국인 주식투자 (Stock inflow), 해외차입 (Lend inflow), 내
국인 해외 부채성증권투자 (Bond outflow),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 (Stock
outflow), 해외대출 (Lend outflow)의 반응을 제시한다.

<Figure 4>

Period Setting of The Analysis

Note: (I): US monetary policy contraction (2004:3Q~2006:3Q), (II): global financial crisis
(2008:3Q~2009:2Q), (III): QE2 & QE3 (2010:4Q~2014:4Q), (IV): After QE
(2015:1Q~2017:4Q)
Source: Bank of Korea,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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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미국 신용스프레드에 1 표준편차 단위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각 변수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충격은 즉시 미국의 신용스프레드를 평균 기
준 약 55bp 상승시키며, 정책금리는 하락하고 기간프리미엄은 증가한다. 통화
정책이 신용스프레드에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
책금리의 반응은 점차 감소하여 약 5분기 후 사라진다. 국내 변수 중 원/달러
환율은 충격 직후 일시적으로 약 0.15% 상승(원화가치 절하)한다. 국내 장기금
리는 약 30bp 하락하나 역시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 국내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상승하며 반응이 상당히 길게 지속된다. 자금유출입 변수의 경우 외국인 채권
투자는 충격 직후 증가하나 바로 감소세로 전환하며, 외국인 주식투자 및 해외
차입 역시 충격 직후 감소한다. 해외투자의 경우 채권투자는 증가하며, 주식투
자 및 해외 대출은 감소한다. <Figure 6>은 미국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
응함수를 제시한다. 이 충격은 미국 정책금리를 약 70bp 상승시키며, 기간프리
미엄을 약 40bp 축소시킨다. 정책금리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용스
프레드는 제한적으로만 반응한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은 국내 변수에 상당히
일관적인 영향을 주는데, 신용스프레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약
80bp 상승하며, 원/달러 환율은 약 0.15% 상승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
적으로 약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자금유출입 역시 외국인 국내투자 및 내국
인 해외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줄어드는 폭은 외국인 국내투
자의 경우 채권에서 (GDP 대비 0.25% 감소),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대출에
서 (GDP 대비 0.25% 감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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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S Monetary Policy Contraction (2004:3Q~2006:3Q), US Credit
Spread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04:3Q~2006: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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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US Monetary Policy Contraction (2004:3Q~2006:3Q), US Policy
Rate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04:3Q~2006: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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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Figure 8>은 구간 2, 글로벌 금융위기 (2008:3Q~2009:2Q)의
충격반응함수를 제시한다. 동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충격반응함수 역시 시점별 차이가 비교적 크다. <Figure 7>의 미국 신
용스프레드 충격은 신용스프레드를 약 80bp 증가시키며, 미국 정책금리를 약
30bp 감소시키고 기간프리미엄을 확대시킨다. 역시 통화정책이 신용스프레드
에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 변수는 큰 폭 약세를 보여
국내 신용스프레드, 장기금리, 환율이 크게 상승한다. 자금유출입의 경우 외국
인 채권 및 주식투자가 감소하고, 해외차입은 GDP 대비 약 1%로 큰 폭 감소
한다. 이는 해당기간 중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부문의 해외차입에 대한 상환
요구가 강해지면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과 일치한다. 내국인 해외
투자 역시 채권과 주식투자가 GDP 대비 약 0.5~0.6% 정도 감소한다. <Figure
8>은 미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로써 동 충격은 정책금리를 약 50bp
높이고 기간프리미엄을 약 25bp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정책금리와 반대방향으로 소폭 하락한다. 미 정책금리 상승 시 국내 금융시장
변수 중 신용스프레드는 충격 직후 상승하였다가 이후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금리는 약 40bp 상승한다. 환율의 반응은 일관적이지 않다.
실제 이 기간 미국은 반대로 정책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석결
과는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국내 장기금리를 하락시키긴 했으나 신용스프
레드나 환율 등의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자금유출입의
경우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가 GDP 대비 약 0.15% 증
가하고 해외 대출이 GDP 대비 약 0.2%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변수
는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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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lobal Financial Crisis (2008:3Q~2009:2Q), US Credit Spread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08:3Q~2009: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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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lobal Financial Crisis (2008:3Q~2009:2Q), US Policy Rate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08:3Q~2009: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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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Figure 11>은 구간 3, QE2 & QE3 (2010:4Q~2014:4Q)의 충격반
응함수를 제시한다. QE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프리미엄 충격의 반
응도 추가하였다. 동 기간 중의 충격반응함수는 대체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인
다. <Figure 9>의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신용스프레드를 약 70bp 증가시키
며, 미국 정책금리를 감소시키고 기간프리미엄을 확대시킨다. 국내 변수의 경우
전반적인 약세를 띄어 신용스프레드가 약 60bp 상승하며, 환율은 약 0.75% 상
승한다. 장기금리는 충격 직후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최대 약 20bp 상승
한다. 자금유출입의 경우 해외대출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충격 직후 감소한다.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해외차입으로 GDP 대비 약 1%이며,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 (0.35%),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0.25%), 내국인 해외 채권투자 (0.4%), 내
국인 해외 주식투자 (0.4%) 등의 감소폭을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자금유출입이 미국의 신용스프레드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볼 수 있다.
<Figure 10>은 미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이며 동 충격은 정책금리를
약 45bp 높이고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다소 하락한다. 기간프리미엄의 반응은
작고 일관적이지 않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미미한 편으로 장기금리
는 소폭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와 환율은 소폭 하락한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은 실제 이 기간 중 정책금리
변동이 한 번도 없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금유출입의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 해외 대출 등은 감소하나 외국인 주식투자, 해외 채권투자는
증가한다. <Figure 11>은 기간프리미엄 충격의 영향을 제시한다. 실제 QE가 실
시되었던 이 기간 중의 기간프리미엄 충격은 미국 기간프리미엄을 약 75bp, 정
책금리를 20bp 상승시키고, 신용스프레드 역시 약 20bp 상승한다. 국내 변수는
약세를 띠어 신용스프레드가 20bp, 장기금리가 10bp 상승하며 원/달러 환율은
0.2% 상승한다. 자금유출입은 대부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중 외국인 국
내 채권투자 및 해외차입,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의 감소 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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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QE2 & QE3 (2010:4Q~2014:4Q), US Credit Spread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10:4Q~201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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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QE2 & QE3 (2010:4Q~2014:4Q), US Policy Rate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10:4Q~201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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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QE2 & QE3 (2010:4Q~2014:4Q), US Term Premium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10:4Q~201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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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 <Figure 14>는 구간 4, QE 종료후 (2015:1Q~2017:4Q)의 충격
반응함수를 제시한다. 동 기간 중의 충격반응함수는 대체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인다. <Figure 12>의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신용스프레드를 약 55bp 증
가시키며, 미국 정책금리를 약 20bp 감소시키고 기간프리미엄을 소폭 감소시킨
다. 국내 변수는 모두 약세를 띄어 신용스프레드가 약 35bp 상승하고, 장기금
리는 충격 직후 하락하였다가 다시 오르며, 환율은 약 0.6% 상승한다. 자금유
출입의 경우 대부분 감소하며 특히 외국인 국내 투자가 채권(GDP 대비 0.3%),
주식(0.3%), 차입(0.55%) 등 크게 감소한다. 내국인 해외투자 역시 채권 , 주식
에서 크게 감소한다.

<Figure 13>은 미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이며

동 충격은 정책금리를 약 30bp 높이지만 미국 신용스프레드나 기간프리미엄의
반응은 미미하다.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신용스프레드나 장기금리 5bp,
환율 0.05%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 중 5회에 걸친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 주며, 이는
금리인상이 예측된 경로로 느리게 진행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금유출입의
반응 역시 해외 대출을 제외한 변수들은 규모가 작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
을 보인다. 다만 해외 대출은 0.2% 감소한다. <Figure 14>는 기간프리미엄 충
격의 영향을 제시한다. 동 충격은 미국 기간프리미엄을 약 55bp 상승시키며,
신용스프레드와 정책금리 역시 시차를 두고 약 20bp 상승한다. 국내 변수는 모
두 약세를 보여 장기금리와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이 모두 소폭 상승한다.
자금유출입은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해외 차입, 내국인 해외 채권투자,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가 GDP 대비 0.1%~0.2%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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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fter QE (2015:1Q~2017:4Q), US Credit Spread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15:1Q~20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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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fter QE (2015:1Q~2017:4Q), US Policy Rate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15:1Q~20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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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fter QE (2015:1Q~2017:4Q), US Term Premium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figure presents the response of every period in 2015:1Q~20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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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Figure 17>는 각 충격별 충격반응함수를 구간별로 비교한다.
동일한 종류의 충격에 대해 각 시기별 경제구조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명확하
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충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의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
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신용스프레드 상승은 국내 신용스프레드, 장기금리, 환율 상승 등의 금
융시장 불안 및 대규모 외국인자금의 이탈/해외투자 감소를 불러 일으켰다. 이
후에도 상당 기간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은 신용스프레드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QE 종료 이후부터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은 2004~2006년 미 금리인상기에는 국내 금융시장 약세 및
외국인/해외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국내 장기금리의 동반 상승
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부터는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력
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5~2017년의 다섯 차례 금리인상 충격은 국
내 금융시장에나 자금유출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기
간프리미엄의 상승은 일관적으로 국내 신용스프레드와 장기금리의 상승을 불
러일으키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까지는 환율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으
나 QE 정책이 실시된 시점부터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유출입에 대한 영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QE
정책 이후로는 외국인 주식투자와 해외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유출입 변
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2006년 미 금리인상기에는 정
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신용스프레드가, QE 정책 실시 후 부터
는 기간프리미엄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각 시점별로 중요한 변수가 정책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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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mparison by Period, US Credit Spread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Each line represents the response of each period defined in Sec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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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omparison by Period, US Policy Rate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Each line represents the response of each period defined in Sec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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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mparison by Period, US Term Premium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Each line represents the response of each period defined in Sec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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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분석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확대, 금융시
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
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Table 1>
의 시나리오는 2년의 시계에서 미국 정책금리 / 기간스프레드 / 신용스프레드
에 발생할 예상 충격의 크기를 나타낸다. 정책금리는 미 연준의 2018.9월 현재
현재 금리가 2.25%, 2020년 예상금리가 약 3.35% 임에 따라 2년 중 첫해에 3
회, 두 번째 해에 1회 각 25bp 인상되는 것을 가정한다. 기간스프레드는
Goldman Sachs 전망치 (2018.1월 전망)를 감안하여 2년간 연간 12bp, 매 분기
고르게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을 통해 고려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시나리오는 3개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신
용스프레드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년간 1 표준편
차 단위의 신용스프레드 상승 충격이 3회 발생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동 기간 중 2표준편차 단위의 신용스프레드 상승 충격이 3회 발생하는 것을 가
정한다.
<Table 2>는 국내 변수의 누적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변수는 국내 신
용스프레드, 국내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외국인 국내

<Table 1>

Normalization Scenarios of The US Monetary Policy
T+1Q

T+2Q

T+3Q

T+4Q

T+5Q

T+6Q

T+7Q

T+8Q

Federal funds rate

-

+25bp

+25bp

+25bp

-

+25bp

-

-

Term spread

+3bp

+3bp

+3bp

+3bp

+3bp

+3bp

+3bp

+3bp

-

-

-

-

-

-

-

-

Credit spread
Scenario 1 :
stable financial
market
Scenario 2 :
instable financial
market

+1SD

+1SD

+1SD

Scenario 3 :
largely instable
financial market

+2SD

+2SD

+2SD

Note: 1) Federal funds rate path follows the median projection of FOMC.
2) Term spread path follows Goldman Sachs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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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내국인 해외 채권투자,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 그리고 금융계정 (내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의 합계, 대출 및 차입은 제외7))이다. 시나리오별 반응
이 현 시점의 경제구조 가정에 따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의 경제구조
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00년대 중반 금리인상기의 양상을 띌 때, 글
로벌 금융위기의 극단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표 안의 수치는 신용스프레드와 장기금리는 2019~2020년 중 최대 반응치
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수는 2020년 말까지의 누적 반
응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변수의 반응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 (신용스프레드에 2
표준편차 규모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가장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
구조별로 영향을 정리하면 첫째, 최근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금융시장이
가장 불안정할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150bp, 장기금리가 81bp, 환율이 5.3%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유출입은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분기 GDP 대비
2.1%),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4.6%) 등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외 채권투자
(3.9%), 해외 주식투자 (2.6%) 자금의 회수로 전체 금융계정 유출은 소폭에 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구조가 2000년대 중반 미국 금리인상기와 같다
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더라도 신용스프레드 (29bp), 장기금리 (34bp), 환율
(1.2%)의 상승압력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유출입 변수는 외국인 채
권투자 및 주식투자 유출규모는 최근 경제구조에 비해 작으나 해외투자로부터
의 회수규모가 적어 전체 금융계정이 분기 GDP 대비 2.2% 유출될 것으로 예
상된다. 셋째, 경제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시점으로 전환될 경우,
신용스프레드 (345bp), 장기금리 (193bp), 환율 (8.0%)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
시장에 강한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는 주식투자가 GDP
대비 6.4%로 큰 폭 유출되나 해외 채권투자가 GDP 대비 10.9% 회수되는 등
이를 상쇄하면서 금융계정 전체로는 오히려 순유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며 약세폭은 경제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의 위기 구조일 때 커
지고, 최근의 경제여건이 유지될 경우는 그 폭이 그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신용스프레드, 장기금리, 환율 등 가격지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 중반 대비 최근의 경제구조에서는 금융계정이 순유출을 보이지 않고 오
7) 금융계정에서 해외대출 및 해외차입을 제외한 것은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 규제 후 외은지점의 해
외대출 및 차입활동이 제약을 받아 과거 경제구조를 현재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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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순유입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국제금융시장
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내국인
투자회수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국인의 해외투자 중
상당수는 신흥시장국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시
장국 수익률 하락시 투자회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국
내유동성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국인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투자회수가 발

<Table 2>

Accumulated Response of Variables (2019~2020)
Credit
spread

Long term
Exchange Inward Inward Outward Outward Financial
interest
rate
bond
stock
bond
stock
account
rate

Economic structure :
period 4
Scenario 1 :
stable financial
market

-0.10

-0.11

0.10

-0.11

-0.03

0.54

-0.12

-0.56

Scenario 2 :
instable financial
market

0.68

0.37

2.67

-1.10

-2.31

-1.70

-1.38

-0.34

Scenario 3 :
largely instable
financial market

1.50

0.81

5.25

-2.08

-4.60

-3.94

-2.64

-0.11

Scenario 1 :
stable financial
market

0.15

0.56

0.18

-0.59

0.21

-0.29

-0.11

0.03

Scenario 2 :
instable financial
market

0.34

0.39

0.69

-0.65

-0.91

0.05

-0.52

-1.09

Scenario 3 :
largely instable
financial market

0.29

0.34

1.19

-0.71

-2.03

0.39

-0.92

-2.21

Scenario 1 :
stable financial
market

-0.16

0.35

0.05

-0.16

0.50

0.45

0.06

-0.17

Scenario 2 :
instable financial
market

1.91

1.03

4.05

0.72

-2.93

-5.24

-0.67

3.70

Scenario 3 :
largely instable
financial market

3.45

1.93

8.04

1.59

-6.35

-10.93

-1.40

7.56

Economic structure :
period 1

Economic structure:
period 2

Note: 1)
2)
3)
4)

Unit of measurement is percent. Capital flows are measured by capital flow/GDP.
Credit spread and long-term interest rate are measured by the maximum response during 2019~2020.
Exchange rate and capital flows are measured by the cumulative response during 2019~2020.
Lending and borrowing are excluded from the financial account.

16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5권 제2호 (2019.6)

생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국제수지를 보면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 (분기
평균 87억달러) 및 내국인 해외 채권투자 (분기평균 37억달러)의 합이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분기평균 51억달러) 및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분기평균 40억
달러)의 합보다 큰 모습을 보인다. 이는 최근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금액보다 많으며 따라서 각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때
국내로 회수되는 금액이 국내에서 유출되는 금액을 상쇄할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시점에 따라 경제구조와 충격의 변동성이 달라
지는 TVP-VAR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표
하는 미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
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8) 한편 미국 정책금리 충격효과는 기간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미 금리인상기(2004~2006년)에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 야기 및
외국인 국내투자/내국인 해외투자 동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5년 이
후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기간프리미엄은 QE 정책 실시
이후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 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
프레드 동시 상승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 통화정책 정상
화가 장단기 금리를 모두 높이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금리수준 상승 시 보다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때 (즉 신용스프레드 상승)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
시장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국내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및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금융시
장 불안이 발생하고 외국인 국내투자자금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국내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
자자금이 국내로 환수되어 층격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내국인 해외투자자금 회수는 2014년 이후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외국인
8)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신용스프레드는 통화정책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나 통화정책 이외의 환경에
도 반응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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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투자를 상회하고 있어 회수시의 규모도 클 것이라는 점,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 수익률 하락 시 신흥국에 투자된 내국인 자금이 회수될 수 있
는 점,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익 실현 기회가 발생하는 점 등 다양한 원인
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과거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
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흐름 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운용 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 통화정책 정
상화가 초래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 확충,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정책 지원 등으로 확대된 내국인
의 해외투자자금이 금융시장 불안기에 국내로 환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화유동성 완충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해외투자 활성
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2015년
이후 미 정책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는데, 이는 미 정책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 이유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 예상경로를 미
리 공표하는 등 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를 강화하여 시장 충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는 국내 통화정책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미 금리상승, 국내 인플레이션, 경기상황 등과 연계하여 향후 한국
은행이 구상하는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시장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상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개별 금통위원의 의견을 담은 점도
표 (dot plot),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대외부문 안정, 고용 등 주요 변수 간 통
화정책 우선순위 정립, 한‧미 금리격차 허용가능 한계 (ceiling)에 대한 시장과의
공감대 형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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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충격반응함수의 사후분포 범위
부록의 <Figure 18>~<Figure 20>은 표본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충격반응함수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의 10% 및 90% 백분위
수 (percentile) 밴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충격반응함수의 사후분포
는 제 Ⅱ.2장   의 조건부 분포             로부터 10,000개의 
 을 추
 과 
  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를 계산하여 도출한다. 백분위수는 충격
출하고, 

이 주어진 이후 각 시점에서의 (pointwise) 충격반응함수 백분위수 값을 사용한
다. 본 연구의 추정은 베이지안 기법을 통해 실시되었고 사후분포 백분위수 밴
드는 모수의 불확실성 (parameter uncertainty)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으로 표본
불확실성 (sample uncertainty)을 기반으로 하는 빈도주의적 (frequentist) 관점의
신뢰구간 밴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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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Posterior Distribution Band of Impulse Response, US Credit
Spread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real line is the impulse response evaluated at the posterior mean in 2017.4Q. The
dotted line is the 10th and 90th percentile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impulse response
in 20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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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osterior Distribution Band of Impulse Response, US Policy
Rate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real line is the impulse response evaluated at the posterior mean in 2017.4Q. The
dotted line is the 10th and 90th percentile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impulse response
in 20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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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osterior Distribution Band of Impulse Response, US Term
Premium Shock
(a) Spread, Interest Rate, Exchange Rate

(b) Capital Flow

Note: The real line is the impulse response evaluated at the posterior mean in 2017.4Q. The
dotted line is the 10th and 90th percentile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impulse response
in 2017.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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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upon Korea’s Financial Markets and
Capital Flows: Based on TVP-VAR
Analysis
Hyunduk Suh* and Tae Soo Kang**
We use a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 regression (TVP-VAR) model to
understand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on Korean financial
markets and capital accounts. The U.S. monetary policy is represented by the federal
funds rate, term premium and credit spread. During the U.S. monetary contraction
period of 2004 to 2006, changes in the federal funds rate presented negative pressure
on Korean financial markets. The changes in federal funds rate also led to a
simultaneous contraction in inward and outward capital flows. However, the effects
of a federal funds rate shock has been reduced since 2015. On the other hand, the
effects of U.S. term premiums is getting stronger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easing (QE). The influence of the U.S. credit spread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 rise in the U.S. credit
spread, which can be triggered by a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can pose a
larger advers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an a rise in the federal funds rate
itself. As for capital flows, a U.S. monetary policy contraction causes an outflow
of foreign investment, but the repatriation of overseas investment by Korean
residents can offset this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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