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송 치 영*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대학교 경제학부(전화: 02-910-4544, E-mail: cysong@kookmin.ac.kr)
본고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외부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작성
되었다. 본고의 작성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김경수 원장(한국은행 금융
경제연구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박성욱 박사(한국은행 금융경제연
구원), 백승관 교수(홍익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하
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차

례>

Ⅰ. 서론 ··················································································································· 1

Ⅱ. 원/달러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 ······························································· 3

Ⅲ. 금리재정거래의 메커니즘 ········································································ 14

Ⅳ. 금리재정거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16

V. 요약 및 결론 ·································································································· 21

<참 고 문 헌> ······································································································· 23

원/달러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원/달러간 단기 무위험 금리평형의 과거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무위험 금리차의 확대로 발생하는 단기 금리재정거래의 특
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1월 3일∼2007년 4월 30일의 표본기간에서 원/달
러간 무위험 금리차는 무위험 금리평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장기적으로는 무위험 금리차가 0이 아닌 평균값으
로 회귀하는 특징을 나타내나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충격이 소멸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무위험 금리차가 발생할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유의하게 발생하나 무위험 금리차가 -15bp∼20bp의

구간에 존재할 경우에는 금리재정거래의 거래비용, 국내외 투자의 위

험프레미엄 등으로 인하여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다. 셋째, 무위험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여
무위험 금리평형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

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금리재정거래가 균형을 신속히 회복할
만큼 충분히 발생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무위험 금리차, 금리재정거래, 스왑레이트, 원/달러 환율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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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위험 금리평형(Covered Interest Parity) 이론에 따르면 두 국가간 자본
이동성이 완전하고 국가간 투자 이동에 따른 거래비용과 비경제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서로 동일하다면 양 국가의
무위험 금리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무위험 금리란 환율변동 위험을 제

거한 금리를 의미하며, 무위험 금리평형이 성립하면 두 국가간 금리차가 선
물환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를 나타내는 스왑레이트와 일치한다. 외환시

장이나 자금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금리, 현물환율, 선
물환율이 무위험 금리평형으로부터 이탈할 수가 있으나 곧 바로 두 국가간
자본이동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환율의 조정이
이루어져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은 무위험 금리평형을 회복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종종 무위험 금리평형이 성립하지 않
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를 앞에서 설명한 무위험 금리평형 성립의 전제조

건이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Aliber(1973)는

무위험 금리평형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서 정치적 위험을, Dooley and

Isard(1980), Otari and Tiwari(1981), Bleman(1991) 등은 불완전한 자본이
동성, Frenkel and Levich(1977), Frenkel(1981), Taylor(1987), Bhar et.
al(2004) 등은 거래비용을 강조하였다.1)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1999년 4월 이후 두 단계의 외환자유화로 국내
외간 자본 이동성 역시 증가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달러간
무위험 금리차가 금리평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행태를 보여주었

다. 서현덕(2005), 신성욱·장성우(2006)에 따르면 2003년 1월의 북한 NPT

탈퇴, 동년 2월 SK 글로벌 회계분식사건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2006

1) 한편, Taylor(1987), Clinton(1988) 등은 유로시장(euro market)에서 무위험 금리평형이 성립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2)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외환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박해식·송치영(2006), Park and
Song(2003)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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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이후 원화강세 예상에 따른 국내 조선업체들의 선물환매도 증가 등
의 충격이 지속되어 그동안 무위험 금리차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무위험 금리평형이 깨짐에 따라 금리재정거래가 외국
계 은행 지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

리재정거래는 자본유출입을 동반하고 국내 자금시장의 수요 또는 공급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리재정

거래가 단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면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증
가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외채의 증가나 자본 유출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통화당국의 통화금융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3)4)

본 연구의 목적은 원/달러간 무위험 금리평형의 과거 특성을 고찰하고

무위험 금리차의 확대로 발생하는 금리재정거래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조사
하는 것이다. 먼저 환율과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위험 금리차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회귀성, 지속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기간에서 무위험 금리차가 금리평형으로부터 자주 이탈
하며, 또한 한번 이탈하면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어 금

리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 다음의 세 가

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무위험 금리차가 균형을 이탈하면 금리재정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환율이나 금리에 새로운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무위험 금리차의 균형회복을 지연시킨다. 둘째, 무위험 금리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리재정거래가 활발히 발생하지 않아 균형회복이 지
연될 수도 있다. 자본이동성 제약 또는 금리재정거래자의 자본조달 능력의

부족, 금리재정거래시 이용하는 환위험 헤지시장(예를 들어 선물환 시장,

3) 2007년 상반기 단기 외채가 급증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무위험 금리차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
유입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취임 인터뷰 기사, 머니투
데이 2007.11.6)
4) 예를 들어, 금리재정거래로 인하여 유입된 해외 자본이 CD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면 CD
수익률이 하락한다, 만약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금융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
은 금리재정거래가 콜금리와 CD 수익률간의 연결 관계를 약화시켜 통화금융정책의 효과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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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시장, 통화스왑시장)의 유동성 제약, 금리재정거래의 비용, 위험프
레미엄 등이 무위험 금리재정거래 규모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셋째, 금리재정거래로 환율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외
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금리재정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

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성공적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킨다면 무위
험 금리차의 조정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세 가지 요인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신성욱·장성우(2006)의 연구가 첫 번째

이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충격을 소개할 뿐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
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둘째 요인에 주목하여 실

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위험 금리차가 확대되었을 때에 실제
로 금리재정거래가 일관적으로 충분히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며,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는 무위험 금리차의 범위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단기 금리재정거래를 유발하는 무위험 금리차에 초점을
둔다.5)

본 연구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원/달러간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을 조사하며, Ⅲ장에서는 금리재정거래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Ⅳ장에

서는 금리재정거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Ⅴ장은 본 연구의 맺
음말이다.

Ⅱ. 원/달러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
국내외간 무위험 금리차(covered interest rate differential, CI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5) 단기 금리재정거래가 주로 선물환시장 또는 외환스왑시장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반면 1년 이상
의 장기 금리재정거래는 통화스왑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단기 금리재정거래의 메커니즘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방법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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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위의 식에서  와  는 각각 연율로 표시한 기의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이

며,  와  는 각각 기의 원/달러 현물환율, 기에서의 N개월 만기 원/달

러 선물환율을 의미한다. 금리는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식 (1)에 따르
면 무위험 금리차는 국내외금리차(    )와 선물환 프레미엄을 나타내는 스



×  × ) 두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왑레이트는 타국
왑레이트(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나타낸다.

<그림 1>은 2000년 1월 3일 ∼ 2007년 4월 30일간 국내 금리, 해외 금

리, 스왑레이트의 일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금리는 91일물 CD금
리, 해외 금리는 3개월물 미달러화 LIBOR 금리를 나타내며 스왑레이트는
3개월 만기 원/달러 선물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6)

국내외 금리의 추

이를 살펴보면 2005년 중반까지는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국내 금리가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는 스왑레이트에 반영되어 있다. 즉 2005년 중반까지는 스왑레
이트가 양수였으나 이후에는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식 (1)에 따라 무위험 금리차를 구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무위험 금리차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위험 금리차가 0의
근처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0으로부터 떨어진 값을 나타내는 시기가 대부분
이다. 무위험 금리차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는 것은 금리재정거래를 통하

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며, 따라서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 선물환율은 국내 거주자간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국내 선물환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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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외 금리와 스왑레이트 추이(%)

8

6

4

2

0

-2
2000

2001

2002

CD금리 (91일물, 원화)

2003

2004

2005

LIBOR (3개월물, 미달러화)

<그림 2>

2006

스왑레이트 (3개월)

무위험 금리차의 추이(%)

2.0
1.5
1.0
0.5
0.0
-0.5
-1.0
2000

2001

2002

2003

- 5 -

2004

2007

2005

2006

식 (1)에 따라 계산된 국내외간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ADF(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여 정상성

(stationarity)을 점검하였다. ADF 검정 결과가 설명변수의 시차항 차수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시차항 차수를 이용하여 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확인하였다. <표 1>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무위험 금리

차는 표본 기간내에서 정상시계열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무위험 금리차가
일시적으로는 평균으로부터 이탈하지만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격을 나
타내고 있다.
<표 1>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 결과

시차항 차수(k)

검정치

k=1

-5.899*(0.000)

k=3

-6.101*(0.000)

k=2

-6.005 (0.000)
*

k=4

-6.037 (0.000)
*

k=5

-6.173*(0.000)

k=6

-6.133*(0.000)

k=7

-6.009*(0.000)

k=8

-6.002*(0.000)

주: (1) 표본기간: 2000년 1월 3일-2007년 4월 30일
(2) 괄호안의 값은 p-값을 나타냄. (3) *: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3>에 의하면 무위험 금리차는 대부분 -0.5%와 0.5%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비교적 얇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무위험 금리차의 분포는 정

규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뾰족한 정상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7) 또한 무위험 금리차의 통계
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표 2>를 살펴보면 표본기간에서 무위험 금리차

7) 이는 통계 검정치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정규분포 여부를 검정하는 Jarque-Bera 검정치는
3212.22로 추정되어 무위험 금리차가 정규분포를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한편, 첨도는 8.631
로서 정규분포에 비하여 높은 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왜도는 1.471로 추정되어 무위험 금리차가 긴
오른쪽 꼬리를 갖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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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10bp, 표준편차 30bp의 분포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

로 살펴보면 2001년과 2004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무위험 금리차의 일
별 평균이 양의 값을 갖는다. 무위험 금리차의 연도별 평균값은 -14bp∼

34bp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

으로 표준편차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6년과 2007
년 무위험 금리차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무위험 금리차

의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역시 <표 2>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연도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본 전체적으로 보면 무위험 금리차의 모평균은 95% 신뢰수준에서 8bp∼
11bp의 범위에 존재한다.

<그림 3>

무위험 금리차의 분포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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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무위험 금리차의 통계적 특성

년도

평균

표준편차

2000

0.34

0.46

0.14

0.14

2001

-0.14

2003

0.12

2002

2004

-0.14

2006

0.20

2005

2007

0.08

0.34

95% 신뢰구간

(단위: %)

최저

최고

0.28 ∼0.40

-0.748

1.770

0.12 ∼0.16

-0.193

0.356

0.28

-0.17 ∼-0.10

0.32

0.08 ∼0.16

-0.748

0.982

0.293

1.466

0.19

-0.16 ∼-0.11

-0.435

0.429

0.10

0.21 ∼0.19

-0.024

0.594

0.11

0.07 ∼0.09

0.09

0.32 ∼0.36

-0.149
0.164

1.15 × 10

양수 값

0.25

0.26

0.24 ∼0.26

음수 값

-0.17

0.14

-0.17 ∼-0.16

-0.748

전체기간

0.10

0.30

0.08 ∼0.11

-0.748

주: (1) 2007년은 4월 30일까지만 포함함.

0.460

4

-

0.587

1.770

-1.98 × 10

-

4

1.770

한편, 무위험 금리차의 값을 양수와 음수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추정한

결과 전체 표본중 약 64%에서 무위험 금리차가 양의 값을 가지며 나머지

36%만이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양의 무위험 금리차는 원화자산의 수익률

이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한 미달러화 수익률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음의 무위험 금리차는 그 반대의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표본기간의 약 2/3에서 원화자산에 대한 무위험 수익률이 미달러화 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위험 금리차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면 각 평균값의 절대치가 전체기간 평균치의 절대치에 비하

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무위험 금리차가 양수일 경우 음수인 경우에 비하
여 평균값의 절대치와 변동폭이 모두 크다.

<표 1>과 <표 2>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화 자산과 미달러화 자산간의

무위험 금리차는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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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 아닌 양수의 평균값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무위험 금리차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

완전한 자본이동성, 위험 프레미엄, 거래비용 등을 반영한다. 즉 장기적으로

무위험 금리평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이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무위험 재정거래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재정거래의 유인이 사라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과 자금시

장이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위험 금리차가 일시적으로는 확대되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평균으로 회

귀하는 특성은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의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
를 암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변수에 Johansen(1988)의 최우추정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다. 공적분 검정은 비정상시계열 변수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 변수에 대하여 ADF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다.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는 모두 비정상시계열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 4>에 보고한 검정 결과는 국내외 금리차
와 스왑레이트가 표본기간에서 서로 공적분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다. 이는 두 변수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국내외 금리차 변수의 계수가 1이라면 스왑레

이트의 계수는 약 0.96로 추정되어 무위험금리 평형조건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두 변수가 거의 1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두 변수의 변화 규모가 거의 일치하여 식 (1)의 무위험 금리차
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상수항이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두 변수가
장기에서도 일정한 격차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표2>에 나타난 무위험 금리차의 통계적 특성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무위험 금리차가 장기적으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8)
8)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 공적분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00년 1월∼2005년 4월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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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 결과

시차항 차수(k)

국내외 금리차

k=1

-0.062(0.963)

k=3

-0.180(0.939)

k=2

-0.120(0.946)

k=4

-0.216(0.934)

k=5

-0.207(0.935)

k=6

-0.189(0.937)

k=7

-0.207(0.935)

k=8

-0.299(0.923)

스왑레이트(3개월)
-0.680(0.850)
-0.689(0.848)
-0.667(0.853)
-0.622(0.863)
-0.673(0.852)
-0.673(0.852)
-0.613(0.865)
-0.644(0.858)

주: (1) 표본기간: 2000년 1월 3일-2007년 4월 30일 (2) 괄호안의 값은 p-값을 나타냄.
(3) *: 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구분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Trace 검정치

추정 계수

          ≤  국내외 금리차
국내선물환

40.519*

주: (1)   =귀무가설

0.563

1

스왑레이트

상수항

0.959*(0.029) -0.120*(0.056)

(2)   공적분 벡터의 수 (3) Trace 검정에서 5%의 임계치는

     ,      각각에 대하여 24.60, 12.97임. (4) *: 1% 수준에서 유의함. (5)
추정계수는 국내외 금리차 변수의 계수로 정규화 하였음. (6)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
차를 의미함.

한편, <그림 2>를 살펴보면 무위험 금리차가 표본기간에서 양의 값과 음
의 값을 자주 번갈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방향의 값을 가지면 오랜
기간 동일한 부호를 유지하고 있다. 즉 무위험 금리차가 양의 값을 갖는 기

간과 음의 값을 갖는 기간이 뚜렷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2004년에는 무위
험 금리차가 줄곧 음의 값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중반 이후부터 2007년 4
월까지의 기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외 금

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서현덕(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본 연구와는 달리 스왑레이트 추정시
서현덕(2005)은 NDF 환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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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환율이 무위험 금리평형으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이로 회귀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충격이 발생하여 국내외 금리와
환율이 무위험 금리평형으로부터 벗어나 무위험 금리차가 확대되면 다시

축소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와 같은 특징은 무위험 금리차가 0
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엔/달러간 무위험 금리차의 변동과 매우

큰 대조를 보인다(<그림 4> 참조). <그림 2>와 <그림 4>를 비교해 보면
국내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의 단기적 효율성이 일본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

엔/달러의 무위험 금리차 추이

자료: Bhar et. al(2004)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충격의 지속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식 (2)와

같은 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보고하였다.


    

(2)

  

 



    

위의 식에서  는 3개월 만기 선물환율을 이용하여 추정한 원/달러간 무

위험 금리차이며,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2) 추정시 종속변수의 자기
시차항 차수  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의거하여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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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무위험 금리차는 매우 강한 양의 자기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당일의 무위험 금리차는 영업일 기준으로 전일과 전전일의 무위

험 금리차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즉 1차와 2차 시차항 변수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며 이들 변수의 계수가 각각 0.81, 0.18로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차 이상의 시차항 변수중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것들이 몇 개 존재하나 이들의 추정계수가 매우 작아 당일의 무
위험 금리차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위의 결과는 새로운 충격이 무위험

금리차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진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5>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당기에 발생한 충격의 영향력

이 영업일 기준으로 9일 후에 1/2로 축소되며 40일 후에나 비로소 1/4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6>).
<표 5>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자기회귀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설명변수

추정계수

상수항

0.002(0.198)

   

-0.029(0.326)

   
   
   
   
   
   

0.814(0.000)*
0.180(0.000)*
0.004(0.903)

-0.048(0.110)
0.040(0.181)

-0.007(0.811)

   
   
   
   
   
   

0.009(0.753)

0.090(0.003)*

-0.097(0.001)*
-0.010(0.743)
0.064(0.033)

**

-0.064(0.030)**

   

-0.037(0.207)

   

0.059(0.010)

D.W.

1.997



0.938



*

주: (1) 표본기간: 2000년 1월 3일-2007년 4월 30일 (2) 괄호안의 값은 p-값을 나타냄.
(3) *, **: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 (4) D.W=Durbin-Watson 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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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잔존 충격의 규모
소요 일수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충격의 소멸에 필요한 기간
1/2

1/4

9

40

1/10
162

주: (1) 최초 충격의 규모를 1로 가정하였음. (2) 표의 수치는 잔존 충격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함.

다음에는 무위험 금리차를 초래하는 충격이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중 주로

어느 곳으로부터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왑레이트 변수와
국내외 금리차에 대하여 그랜저(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앞

에서 설명하였듯이 두 변수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여 장기적으로 이들
두 변수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두 변수간 단기적인 인과관계

를 조사하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만약 스왑레이트가 국내외 금리차
변수를 Granger-Cause하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면, 주로 외환시장의
충격이 무위험 금리차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변수간 그랜저 인과관계의 분석결과는 <표 7>에 수록하였다. 스왑레

이트와 국내외금리차 변수간의 공적분관계를 고려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설명변수의 시차항 차수에
따라 그랜저 인관관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부터

8까지의 다양한 시차항 차수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표 7>의 분석결과는
스왑레이트가 국내외 금리차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과,

국내외 금리차가 스왑레이트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시차항 차수와 상관없이 모두 기각하고 있다. 이는 두 변수간 일방향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인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위

험 금리평형에 대한 충격은 외환시장과 자금시장 모두에서 발생하며 두 시
장의 상대적인 중요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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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귀무가설
ID ↛ SR
SR ↛ ID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 그랜저 인관관계 검정 결과

k=1

k=2

k=3

k=4

34.325

17.248

12.253

15.281

8.347

8.291

*

(0.000)
*

*

(0.000)

*

*

k=5

9.278

*

k=6

7.966

*

k=7

6.865

*

k=8

5.874

*

5.165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

*

*

*

*

6.618

5.319

4.473

3.019

4.13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1) ID= 국내외금리차(국내 CD 91일물 금리-미달러화 3개월 리보금리), SR=스왑레이트
(3개월) (2) k=설명변수 시차항 계수 (3) 'A ↛ B'는 ‘A가 B를 Granger-Cause 하지
않는다.’를 의미함.

Ⅲ. 금리재정거래의 메커니즘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무위험 금리평형이 무너지면서

재정거래의 기회가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리재정거래가 발

생하는 메커니즘과 이로 인해 외환시장이 받는 영향을 고찰한다.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리재정거래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동이 완전하다면 무위험 금리차가 0의
값을 가져야 하나 전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프레

미엄, 거래비용 등을 반영하여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먼저, 무위험

금리차의 증가를 초래하는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분석한다. 국내금리의
상승, 해외 금리의 하락, 스왑레이트의 하락 등을 유발하는 충격이 이에 해
당한다. 서현덕(2005), 신성욱·장성우(2006)에 따르면 2003년 1월의 북한
NPT 탈퇴, 동년 2월 SK 글로벌 회계분식사건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2006년 4월 이후 원화강세 예상에 따른 국내 조선업체들의 선물환매도 증
가 등이 무위험 금리차를 크게 증가시킨 대표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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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충격이 발생한 후 선물환율이 하락하거나 현물환율이 상승하여 스왑
레이트가 하락함으로써 국내외금리차가 스왑레이트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이는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건을 반드시 동반하지 않고서도 무위험 금리평형이 균
형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위험 금리차가 증가하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 투자함으

로써 무위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거래에서 외국은행지점(외

은지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외은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을 원화자금으로 교환하여 CD에 투자하거나
통안증권, 국채와 같은 채권을 매입한다. 만약 외은지점이 Sell & Buy(현물

매도, 선물매입) 외환스왑을 이용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원화자금으로 바꾸면
환위험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며, 현물환 거래를 이용하여 원화자금을 확보할

경우 선물환 매입거래를 통하여 환위험을 제거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리
의 해외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국내 은행들은 이와 같은 재정거래 기회에

외은지점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외화자금 차입시 외은지점에 비
하여 높은 가산금리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외은지점이 얻을 수 있는 만큼
의 재정차익을 실현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재정거래로 인하여 미달러화의 현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

거래가 증가하여 원/달러 현물환율은 하락하고 선물환율은 상승하며, 그 결

과 스왑레이트는 상승한다. 한편, 금리재정거래에 따른 통안증권, 국채 또는

C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채권 수익률 또는 CD 금리가 하락한다. 따라서
스왑레이트의 상승과 국내 금리의 하락으로 무위험 금리차가 줄어든다.
그런데 자본유입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재정거래로 인하여 원/달러 현물환율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외환투기자는 현물환시장에서 미달러화를 매도하여 투기적 이익을 추구
한다. 이는 원/달러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활발히 발생할수록 금리
재정거래의 기회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위험 금리차의 하락을 초래하는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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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위험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역시 외은지점이 재정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은지점은 국내자금시장에
서(특히 콜시장) 원화자금을 차입하여 미달러화로 환전한 후 본점에 대여함

으로써 재정거래 차익을 얻는다. 독립적인 선물환 매입거래를 통하여 환위험
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주로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 Buy & Sell 스왑거래를

통하여 원화자금을 미달러화 자금으로 전환하고 환위험을 제거한다. 이와 같
은 재정거래로 인하여 국내금리가 상승하고, 스왑레이트가 하락하여 금리재

정거래의 유인이 축소된다.9) 이와 같은 재정거래의 결과 원/달러 환율이 상
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하여 역시 외환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투기적 목적의 현물환 매입거래가 증가하면 원/달러 상승압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무위험 금리차의 축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Ⅳ. 금리재정거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무위험 금리차가 존재할 경우 실제로
금리재정거래가 체계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탐색하며,
만약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증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모형은 아래의 식 (3)과 같다.
∆   



 







             



9)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보험사와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서현덕, 2005). 원화로 발생하는 보험수입 또는 연금수입을 Buy and Sell의 외환스왑거래를 이용
하여 미달러화로 교환한 후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 보험사나 연기금의 경우 업무 특성상 미국의 장기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이에 따라 장기의 외환스왑거래를 시행한다. 이와 같은 재정거래 역시 스왑
레이트 하락, 국내금리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은지점의 재정거래가 단기 선물환율, 단
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 보험사와 연기금의 재정거래는 주로 장기 선물환율, 장기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외은지점의 재정거래가 단기 스왑레이트 하락을 초래하는 반면 국내 기관
의 재정거래 결과 장기 스왑레이트가 하락한다. 또한 국내 보험사나 연기금은 자금시장에서의 차입이
아니라 보험료 또는 연금 수입을 재원으로 재정거래를 시행하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외은
지점의 재정거래에 비하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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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추정모형에서  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로 구성된 기의 스왑레이

트이며 ∆는 1차 차분을 의미한다.     와     는 무위험 금리재정거
래의 효과를 측정하는 더미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변수를 구성
하였다.     는 식 (1)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의 무위험 금리차(CID)

가 b(양수, 단위=basis point) 이상이면 1의 값을 가지며 그 이외 경우에
는 0의 값을 취한다. 예를 들어 b=60bp라고 가정할 경우,

   기 무위험

금리차의 추정치가 65bp이면      이며, 50bp이면      이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위험 금리차가 양수이면 이론적으로 해외로부터
의 자본유입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스왑레이트는
상승하고 무위험 금리평형의 균형으로 점차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의 계수인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면 무위험
금리차가 b 이상일 경우 재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의 추정치는    기에 발생한 무위험 금리재정거래가 스왑레이

트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식 (3)에서 t

기의 더미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기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설명

변수의 내생성을 우려해서이다. t기의 높은 무위험 금리차는 곧바로 금리재

정거래의 발생을 초래하여 t기의 스왑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
나 금리재정거래가 스왑레이트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스왑레이트의 변동
이 금리재정거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
수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1차 시차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는 무위험 금리차가 음수일 경우 금리재정거래의 효과를 추

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기에 무위험 금리차가 -b 이하

이면     는 1의 값을 취하여

-b 보다 크면 0의 값을 갖는다. 무위험

금리차가 음수이면 자본유출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여 스왑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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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하락하며 그 결과 무위험 금리평형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면 무위험 금리차

가 -b 이하의 음수일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

계수값은

b의 크기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즉 b가 크면 금리재정거래의 기회 역시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므로 더욱 강력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Hsieh(1989), Dominguez(1998) 등의 연구는 외환시장에서 유의한 요일효

과와 휴일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식 (3)의 설명
변수에 요일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와 휴일효과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를 포함하

였다.

   기가 주말이 아닌 휴일이면   이며, 그 이외의 날에는

  이다.

2000년 1월 3일 ∼2007년 4월 30일 기간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식

(3)을 추정한 결과를 <표 8>에 보고하였다. 단순 최소자승법 추정 결과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이를 교정하여 추정하였다.10)

또한 b의 값은

5bp부터 시작하여 5bp씩 증가시켜 최대 60bp까지 변화를

주어 각각에 대하여 식 (3)을 추정하였다.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 계수인  가 20bp 이상의 b에 대하

여 양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적어도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가 20bp보다 작을 경우  의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무위험
금리차가 20bp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본유입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
하여 스왑레이트에 대한 유의한 상승압력을 초래하지만, 무위험 금리차가
20bp 보다 작을 경우에는 무위험

금리평형의 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매우 미약하
10)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자기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스왑레이트의
GARCH 모형 적합도가 낮아 GARCH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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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왑레이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리재정거래 참가자들이 위험프레미엄과

금리재정거래 비용으로 약 20bp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무위험 금리차가
그 이상일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금리재정거래를 시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b
60bp
55bp
50bp
45bp
40bp
35bp
30bp
25bp
20bp
15bp
10bp
5bp

  

금리재정거래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
  

0.019*

-0.181*

(0.004)
*
0.018

(0.004)
*
-0.043

(0.003)
0.017*
(0.002)
*
0.015
(0.006)
*
0.011
(0.030)
**
0.010
(0.026)
0.009**
(0.025)
0.009**
(0.011)
**
0.007

(0.224)
-0.005

(0.001)
*
-0.033

(0.202)
-0.004

(0.003)
*
-0.027
(0.002)
*
-0.022
(0.003)
-0.025*
(0.000)
-0.016*

(0.002)
**
-0.010

(0.033)
**
-0.009

(0.192)
0.001

(0.144)
-0.007

(0.822)

-0.004

(0.000)
-0.047*

(0.038)
0.006

(0.069)
0.004

상수항

(0.036)
-0.006

(0.111)

(0.190)
-0.005
(0.215)
-0.004
(0.267)
-0.004
(0.294)
-0.004
(0.298)
-0.004
(0.229)
-0.005
(0.221)
-0.004
(0.255)
-0.005

(0.260)
-0.002

(0.649)






D.W.

0.040

1.993

0.025

1.995

0.027

1.996

0.025

1.996

0.024

1.997

0.024

1.997

0.028

1.996

0.026

1.996

0.022

1.997

0.022

1.997

0.024

1.997

0.020

1.997

주: (1) 표본기간: 2000년 1월 3일-2007년 4월 30일 (2) 괄호안의 값은 p-값을 나타냄. (3)
요일더미 변수와 휴일더미 변수의 추정결과는 지면 부족상 생략하였음. (4) *, **: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 (5) D.W=Durbin-Watson 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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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무위험 금리차가 클수록 금리재정거래가 스왑

레이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가 상승함

에 따라  의 추정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b가 20bp 이상인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스왑레이트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규모

는 크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60bp인 경우  의 추정

치를 살펴보면 금리재정거래가 스왑레이트를 단지 약 2.0bp 상승시키는 효

과만을 초래하고 있다.11) 위의 결과가 영업일 기준 1일의 시차만을 고려하
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리재정거래의 효과가 매우 작은 것으로 판

단된다. 즉, 무위험 금리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무위험 금리재
정거래가 발생하여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위험 금리평형의 균형을
바로 회복할 만큼의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12) 이는 양의 무위

험 금리차가 발생할 경우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본이동성 제약, 금리재

정거래자의 자본조달 능력 부족, 자본조달시장의 유동성 제약, 환위험 헤지
시장의 유동성 제약 등 자본유입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충분히 발생하
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유의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는 외환시장

개입과 같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한편,      의 계수인  에 대한 추정결과는  의 추정결과와 유사하다.

 은 모든 b에 대하여 예상대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b가 15bp 이상

일 경우에 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

위험 금리차가 -15bp 이하로 하락하면 자본유출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여 스왑레이트에 유의한 하락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과  의 추정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위험 금리차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위험 금리차가 양수인 경우 자본유
11) 식 (3)에서 ∆ 은 %로 측정하였다.
12) 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더욱 활발히 발생하면 금리재정
거래가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추정치가 큰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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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동반한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위험 금리차는 0

∼ 20bp였으며 이는 위험프레미엄, 거래비용 등을 반영한다.13) 그런데 무위

험 금리차가 음수일 경우에는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가 -15 ∼ 0bp로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위험 금리차가 양

수인 경우와 비대칭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위험프레미

엄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즉 자본유입의 금리재정거래는 주로 선진국
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거래자는 한국의 투자위험
을 고려한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재정거래는 국내자산을 선진국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재정거래시 위험프레미엄을 특별히 고려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간 범위의 차이인 5bp는 국내 투자에 대
한 위험프레미엄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에 대한 추정치의 절대값이  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한 b의 값이 커질수록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위

험 금리차가 음수일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위험 금리차가 양수일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기 무위험 금리차의 절대적인 규모에 비하여 재정거래가 스왑레이
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원/달러간 단기 무위험 금리차의 과거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무위험 금리차의 확대로 발생하는 금리재정거래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고찰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1월 3일

∼2007년 4월 30일의 표본기간에서 원/달러간 무위험 금리차는 무위험 금

13) 금리재정거래의 거래비용은 주로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에서의 매도-매수 호가차이(bid-ask
spread)에서 비롯되며, 거래수수료 및 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Clinton(198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도-매수 호가차이만을 고려했을 경우 1985-86년 미달러화와 다섯 개 유로통화(엔화, 캐나다
달러화,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영국 파운드화)간 거래비용은 약 6bp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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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평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장기적으로는 무

위험 금리차가 0이 아닌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특징을 나타내어 장기에서도

무위험 금리평형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무위험 금리차가 매우 강한 양

의 자기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충격이 소멸되는 시
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위험 금리차가 발생할 경우 금리재

정거래가 유의하게 발생하나 무위험 금리차가 -15bp∼20bp의 구간에 존재

할 경우에는 금리재정거래의 거래비용, 국내외 투자의 위험프레미엄 등으로

인하여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다. 셋째, 무위험 금리
차가 확대될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여 무위험 금리평형의 균형을 회

복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금리
재정거래가 균형을 신속히 회복할 만큼 충분히 발생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위험 금리재정거래의 유인이 선진국 시장에서와 달
리 신속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에 일부 기여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금리재정거래가 충분
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위험 금리차를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무위험 금리차가 지속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재정거래의 발생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단기 금리재정거래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 금리재정

거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기 금리재정거래의 메커니즘이 단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시에 장·단기 금리재정거래를 고려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 금리재정거래는 외환스왑시장, 선물환시장, 단기 자

금시장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만 장기 금리재정거래는 통화스왑시장, 장기
국채시장 등의 상품을 이용한다. 장기 금리재정거래는 단기와 구분하여 다

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장기 무위험 금리평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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