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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형 국제은행의 과도한 역
외투자 확대 및 축소행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경로로 작용한 데다 위기
이후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 가운
데 주요 선행연구는 가격지표인 미국 금리 등을 이용하여 자본이동을 설명하
고 있는데 금리지표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을‘G3 국가(미국, 유로지
역, 일본) 통화표시 신용총량’
, 즉 양적지표로 정의하고 1999.1/4~2011.3/4분
기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신흥국의 분기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
정결과 민간부문 신용창출에 의해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이 장기추세에 비해
높은 초과유동성 상황일 경우 신흥국의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 신흥국의 자본유입
을 증가시켰으나 위기 이후에는 민간신용 창출은 제약된 가운데 대규모의 공
적유동성(G3 국가의 본원통화) 공급으로 증가된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가 신흥
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처럼 글로벌 유동
성 과잉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 이후에는 신흥국의 자본유입 변동성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첫째, 글로벌 유동성 및 자본이동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민간신용 창출이 회복되는 경우 신흥
국의 자본유입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자본관리정책이 긴
요하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해외자
본이 유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한편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흥국들은 자체
노력만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팽창과 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의 급격한 유
출입에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IMF, BIS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
로벌 공조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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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 외국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입과 급격한 유출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자본이동 행태
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금리수준 등 자본유입국의 수요요인(pull factors)
과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미국의 금리수준, 글로벌 유동성 등의 글로벌 공급요인(push
factors) 등이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중 특히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자
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형 국제은행의 역외투자 행태
가 글로벌 위기의 파급경로로 작용한데다1) 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신흥국의 자본유입을 다시 급증시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2)
때문이다.

2.

이러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 가운데 주요

선행연구는 가격지표인 미국 금리나3) 은행의 대출행태를 결정짓는 VIX지수4) 등 간접지표를
이용하여 자본이동을 설명하고 있다.5) 그러나 가격지표인 금리만으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재개되었던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는 장기금리의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이외에 인플레이션 및
경기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단기정책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 이미 하한수준(lower bounds)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VIX도 은행의 역외투자
행태는 설명하는 반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

3.

따라서 본고는 국제은행의 역외투자, 선진국의 통화량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1) Bruno and Shin(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2) IMF(2011d)를 참조하기 바란다.
3) IMF(2011b) 및 Moore(2012)는 미국 장기국채(10년) 금리를 이용하여 자본이동을 설명하였다.
4) Bruno and Shin(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이와는 달리 IMF의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0.4월)은 글로벌 유동성을 양적지표인 G4(미국, 유
로지역,일본 및 영국)의 M2(통화량)로 정의하고 34개 자본유입국 패널자료(2003.1~2009.12)를 이용하여 글로벌 유동
성이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G4의 M2가 주식자금 유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채권이나 기타투자에는 유의성이 없고, 직접투자는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동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은
행차입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크게 확대된 후 위기시 급격하게 유출되었던 현상을 설명하
지 못한다.

THE BANK OF 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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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국가(미국, 유로지역, 일본) 통화표시 신용총량”
을 글로벌 유동성으로 정의한 후
1999.1/4~2011.3/4분기 기간 중의 25개 신흥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 양적지표가 신흥국
으로의 자본이동을 잘 설명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6) 그 결과 글로벌 유동성 과잉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동 과잉상태가 급격히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
본유입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흥국은 금융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공적유동성(G3의 본원통화)의 과잉
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이동을 정의하고 그 구성

을 살펴본 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개관한다. Ⅲ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자본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6) 이와 함께 금리 및 VIX도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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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이동
가.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및 현황
5.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관련 문헌7)

을 토대로“G3 국가(미국, 유로지역, 일본) 통화표시 신용총량”
을 글로벌 유동성으로 정의하
였다.8) 구체적으로 G3 국가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비금융부문에 대한 국내신용9)과 국제은행
의 비은행에 대한 G3국 통화표시(미 달러, 유로, 엔) 역외신용(cross-border financial
claims)10)을 합산하였다.11) 일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접 결
정되는 본원통화량을 기초로 하여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신용이 주를 이룬다. 민간부분에서
창출된 신용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데 비해 본원통화는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인 특성12)이 있고, 위기시 공적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증가한다는 점에서 G3 국가의
본원통화를 공적유동성(public liquidity)으로 정의13)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7) IMF GFSR(2010.4월)에서는 G4 국가(G3+영국)의 통화량(M2)을 글로벌 유동성으로 정의하고, G4국 본원통화를 보조
지표로 이용하였다. BIS의 CGFS(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2011, 2012)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
한 일의적 정의를 유보하고 주요국의 신용총량(credit aggregates), 역외신용(cross-border and foreign currency
credit) 등의 양적지표와 금융기관 대출태도, GDP대비 통화량(Broad money to GDP ratios), 글로벌 단기실질금리,
위험성향(risk appetite) 등 유동성관련 질적 혹은 가격지표들을 글로벌 유동성 지표(Global liquidity indicators)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BIS의 CGFS(2012)는 G3국가의 국내신용 및 국제은행의 G3국가 통화표시 역외신용의 합을
양적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고는 동 지표와 유사하게 글로벌 유동성을 정의한다.
8) 머리말에서 설명한 동 정의의 장점 이외에도 양적지표는 글로벌 유동성의 순환행태(global liquidity cycles)를 보여
줄 수 있어 금융안정 관점에서 위험이 축적(build-up)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9) G3국 자금순환(Flow of Funds) 통계의 비금융부문(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를 의미한다.
10) BIS LBS(Locational Banking Statistics)에 보고하는 국제은행의 비은행부문에 대한 역외신용중 3개 통화표시 신용
을 의미하며 동 비중은 2000~11년 기간중 84.8%이다. 다만 동 자료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역외신용이 포함되
기 때문에 비금융부문으로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11) G3 국가를 제외한 BIS LBS에 보고되는 국가 은행의 자국내 외화대출(G3 국가 통화표시)을 글로벌 유동성 정의에 포
함할 수도 있다. 다만, 동 규모는 2011년말 1.6조달러로 본고에서 정의한 글로벌 유동성(137.4조달러)의 1.1% 수준으로
크지 않다.
12) 이에 따라 경기가 좋을 때는 신용승수(=글로벌 유동성/공적 유동성)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동 승수가 하
락한다.
13) CGFS(2011)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공적유동성(official or public sector liquidity)과 민간유동성(private liquidity)
으로 구분하고, 민간유동성은 역외 투자 및 대차를 통해 국제적 파급영향(spillovers)이 있고 경기순환적 특성을 보이
기 때문에 금융불안의 잠재요소라고 하였다. 본고의 글로벌 유동성은 비금융부문에 대한 신용총량을 의미하는
CGFS(2011)의 민간유동성의 정의와 유사하다.

THE BANK OF KOREA•3

BOK경제리뷰-7호 2012.9.17 2:46 PM 페이지4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No. 2012-7

6.

이와 같이 정의한 글로벌 유동성의 통화별 구성비(2000~11년 평균)를 보면 유로화

(39.0%), 달러화(36.5%), 엔화(24.5%) 순이다.14) 그리고 역외신용에 국한할 경우 통화별 구
성비는 달러화(52.1%), 유로화(42.2%), 엔화(5.7%) 순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
로벌 유동성은 닷컴버블 붕괴15)에 이은 경기위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그 절대 규모가 2008년 1/4분기에 정점에 이른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축
소되었다. 이후 G3국가의 공적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2011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규모가 위기직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2011.8월) 및 유로지역 위기심화
로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그림 1〉글로벌 유동성의 구성1),2)

통화별

역내 및 역외신용

주 :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 유로, 엔은 미 달러화 환산
자료 : 각 국 중앙은행, BIS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IMF IFS

7.

글로벌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통화정책 기조, 금융규제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시장참가자의 위험회피성향, 금융혁신(예: 증권화) 등 금융부문 요인
이 있다.16) 예를 들면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던 2002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14)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에 영국을 추가(G4국가)하는 경우 통화별 구성은 2000~11년 평균 유로화 36.7%, 달러화
33.7%, 엔화 23.7%, 파운드화 5.9%이다. 영국 파운드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국내신용 및 환율
변동 등으로 2003~04년 중 신용(달러환산)이 크게 팽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 이를 지표구성에서 배제하
였는데, CGFS(2012)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5) NASDAQ지수는 2000.3월 5,04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2.10월 1,114까지 하락하였다.
16) 이 부분은 CGFS(2011)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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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간은 금융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에서 증권화 등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방법
이 다양화되고 위험회피성향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자본이동 수준을 나타내
는 역외신용 증가폭은 역내신용 증가폭보다 훨씬 컸는데, 이는 동 시기에 주요국 투자자들이
풍부한 자국내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좇아 신흥국에 대한 역외투자를
증대시킨 데다 유럽계 은행의 역외 미 달러 자금 조달 및 자산 투자가 크게 증대17)하였기 때
문이다.

8.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글로벌 유동성이 큰 폭으로 위축되자 G3국가 중앙은행은 <그

림2>와 같이 공적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려18) 경기침체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위
축 및 위험회피성향 증가 등으로 민간 신용창출은 활발하지 못하여 위기 이전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이던 신용승수(=글로벌 유동성/공적유동성)는 위기 이후 급락하였다.19)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뿐 아니라,
과잉정도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 민간의 신용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승수 등 세 가지 지
표를 대상으로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9.

세 지표를 모두 감안할 때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풍부했던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

전인 2006.4/4~08.2/4분기이며 동 기간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장기추세 이상으로 높
아졌던 기간20)과 일치한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위기 이후 최근까지 상황은 글로벌 위기직전
과 같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상태가 아닌데 이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 창출이 상
대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
입이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21)를 활용하여 G3국가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 자본유입에 주는 함의도 분석하기로 한다.

17) McGuire and Peter(2009)는 2001년 10% 수준에 머물렀던 은행의 역외자산 증가율이 2007년 중반에 30%에 이른
것은 유럽계 은행이 역외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미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로 B/S를 크게 확대
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18) 미국 연준(FRS)은 1.75조달러 규모의 1차 양적완화(QE1)(2008.11월 발표)와 0.6조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
(QE2)(2010.11월 발표)를 실시하였다. (자료: Bullard(2011))
19) 글로벌 유동성과 공적 유동성 간의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기간(2000.1/4~2008.2/4) 0.96에서 위기기간
(2008.3/4~2009.2/4) -0.26로 반전되었으며, 이후(2009.3/4~2011.4/4)에는 0.75로 부호가 다시 반전되었다. 전체
분석대상 기간(2000.1/4~2011.4/4)은 0.84이다.
20) <그림5>를 참조하기 바란다.
21) 순환변동치는 증가율 지표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증가된 G3국가의 본원통화량 수준의 영향을
더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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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글로벌 유동성1)과 공적유동성2)

〈그림 3〉글로벌 유동성 지표3),4)

주 : 1) 글로벌 유동성 = G3 국내신용(자금순환통계) + G3 통화표시 역외신용(BIS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2) 공적유동성= G3국가 본원통화
3) (a)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b) 순환변동치= (원자료-추세(HP-filtered))/추세, (c) 신용승수(=글로벌 유동
성/공적유동성)의 중위값(median) 이탈 수준((원자료-중위값)/중위값, %)
4)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는 3)의 세 지표가 모두 양(+) 경우
자료 : 각 국 중앙은행, BIS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나. 자본이동의 정의 및 현황
10. 자본이동(capital flows)은 국가간 금융거래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해당 국가 국제수지
(capital
표의 금융계정에 기록된다.22) 투자주체별로 보면 거주자의 해외투자, 즉‘자본유출’
outflows)과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즉‘자본유입’
(capital inflows)으로 구분23)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에 비해 규모가 더 크고 대외충격 유발요인으로
작용해 온 자본유입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자본형태별로는 직접투자(FDI), 포트폴리오투자
(주식 및 채권), 그리고 은행차입 등 기타투자가 있는데, 이 중 행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
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순유출24)을 보이는 직접투자를 제외25)하고 채권, 주식, 은행차입

22) IMF의 국제수지 편제메뉴얼(Sixth Edition)과 IMF의 GFSR(2011.4월)을 참조하였다.
23) Forbes and Warnock(2011)은 이를 각각 gross outflows와 gross inflows로 구분한 바 있다.
24)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가 비거주자의 국내 직접투자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25) Becker and Noone(2006)은 직접투자는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기초여건(fundamentals)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투자 경향이 강하고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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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26)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선진국27)과 비교하였다.
〈그림 4〉자본이동과 분석대상 자본유입1)의 구성

<투자주체별>

<자본형태별>

주 : 1) 자본유입(본고 분석대상)=(1)+(2)+(3)+(4)
2) 자본유입=비거주자 국내자산 매입액(+)+비거주자 국내자산 매도액(-)
3) 자본유출=거주자 해외자산 매입액(-)+거주자 해외자산 매도액(+)

11.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는 <그림5>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4/4~08.2/4분기 기간 동안 장기추세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였다. 동 기간은 앞
서 살펴본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간과 일치하고 있으며, 기간중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는 신
흥국 4.7%, 우리나라 5.9% 수준이었다. 은행차입 및 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던 신흥국의
자본유입은 위기기간(2008.3/4~09.2/4)에는 장기추세를 밑돌거나 대규모 유출(sudden
stop or reversal)로 반전되었다. 위기기간 GDP대비 해외자본 유출규모는 신흥국 1.4%, 우
리나라 5.9%였으며, 자본유출 규모가 정점을 이루던 2008.4/4분기에는 신흥국은 6.9%, 우
리나라는 31.5%에 이르러 각 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28),29) 한편, 위기 이
26)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필리
핀 등 25개국 기준이다.
27)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발생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자본유입 현상이 두드러진 주요 4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관련국가 (GIIPS: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를 제외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10개국 기준이다.
28) 이와 같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 규모가 4배 이상 컸던 원인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
도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은행시스템의 단기 대외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
다.(자료: Ree et al.(2012))
29) 신흥국의 환율(대미달러 기준)은 위기기간(2008.3/4~2009.2/4) 평균 24.7% 상승했으며, 주가는 8.7%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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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신흥국과 우리나라 모두 포트폴리오(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 위주로 자본유입이 재개
되는 모습이다.30) 은행차입은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은행이 자산을 축소
(deleveraging)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입은 크지 않았다.
〈그림 5〉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유입 규모1)

신흥국

우리나라

주 : 1) 신흥국(25개국)은 GDP 가중평균 기준
자료 : IMF IFS 및 저자 시산

〈표 1〉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자본유입 규모1),2)

신흥국

우리나라
(기간중 평균, GDP대비 %)

(기간중 평균, GDP대비 %)

자본유입기
위기기간
위기이후
(06.Q4~08.Q2) (08.Q3~09.Q2) (09.Q3~11.Q3)

자본유입기
위기기간
위기이후
(06.Q4~08.Q2) (08.Q3~09.Q2) (09.Q3~11.Q3)

채 권

1.0

-0.6(-2.1)

1.2

채 권

4.9

-0.8( -5.5)

2.3

주 식

0.1

-0.4(-1.0)

0.4

주 식

-2.7

-0.7( -2.2)

1.5

은행차입

1.9

-0.8(-3.2)

0.4

은행차입

3.4

-4.8(-24.7)

0.6

기타차입

1.7

0.3(-0.6)

0.4

기타차입

0.3

전 체

4.7

-1.4(-6.9)

2.4

전 체

5.9

0.5(

1.0)

0.2

-5.9(-31.5)

4.5

주 : 1) 신흥국(25개국), GDP 가중평균 기준
2) ( ) 내는 2008.4/4분기 유출규모
자료 : IMF IFS 및 저자 시산

30)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고에서 위기기간으로 분류된 2009.2/4분기에 이미 자본유입 규
모가 GDP대비 9.3%에 이르러 장기추세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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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본유입 비중과 변동성
신흥국의 형태별 자본유입 비중을 보면 은행차입(31.9%)>채권(29.7%)>주식(14.5%) 순이며 표준편
차로 측정한 GDP대비 자본유입의 변동성의 크기도 동일한 순서이다.31) 선진국의 자본유입 비중과
변동성의 크기는 은행차입>채권>주식 순이며, 우리나라의 자본유입 비중은 은행차입>채권>주식 순
이나 변동성 크기는 주식과 채권의 순서가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유입의 평균규모가 클수록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동 지표는 자본유입국의 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평균 자본유입 규모가 크면 변동
성이 커지는 효과를 통제한 변이계수는 형태별 자본유입의 변동성을 비교하는 데에 유용하다. 동
지표로 보면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행차입>채권 순으로 변동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선진국 및 여타 신흥국에 비해 모든 형태의 자본유입에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났다.

한편, 개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유입의 변동성을 각 시장의 크기
에 비추어 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32) 그러나 개별 금융시장 규모와 관련된 다국적 자료가 가용하
지 않아 여기서는 스톡자료인 투자잔액대비 자본유입의 표준편차를 대용지표로 사용33)하였는데 동
지표는 개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 측정한다기보다는34) 해당 시장에 투자된 해외자본의
불안정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흥국 및 우리나라는 은행차입>채권>주식 순으로
각 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불안정성이 높다. 글로벌 위기기간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유출
규모가 동 순서와 동일한 점은 이러한 불안정성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변이계수 지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비교하여 변동성
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와 개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성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대비 자본유입액의 표준편차나
투자잔액대비 자본유입의 변동성 지표를 각각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두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 은행차입과 채권자금이 주식자금에 비해 더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

31) 설명의 간소화를 위해 기타차입은 제외하였다.
32)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이 매우 큰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채권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는 해외 자본유출입에 의해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33) 일반적으로 동 지표는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자본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크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좌측상단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차입의 비중의 경우 자본유입 기준으로는 35.6%인데 투자잔액 대비로는
22.2%에 머물러 투자잔액대비 변동성(우측하단 그림)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34) 개별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잔액 비중이 금융시장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모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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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형태별 자본유입 및 투자잔액 비중과 변동성1)

자본유입 및 투자잔액 비중2)

GDP대비 자본유입의 변동성3)

자본유입의 변이계수4)

투자잔액대비 자본유입의 변동성5)

주 : 1) 1999.1/4~2011.3/4 기간 기준
2) 기간중 평균. 자본유입은 분기별 자본유입의 절대 값 기준으로 시산
3) GDP대비 자본유입(%)의 표준편차
4) 변이계수=자본유입의 표준편차/평균
5) 투자잔액대비 자본유입의 변동성 = 자본유입의 표준편차/투자잔액평잔
자료 : IMF IFS의 해당국 BOP 및 IIP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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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이동
12. 이제 앞 절에서 정의한 세 가지 글로벌 유동성 지표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이동 간의 관계를 개관해 보자. 먼저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율, 신용승수(민간신용 창출수준), 순환변동치(유동성 과잉정도) 등 글로벌 유
동성 관련 세 가지 지표를 감안할 때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풍부했던 기간
(2006.4/4~08.2/4)에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은행차입과 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러나 이어진 글로벌 위기기간(2008.3/4~09.2/4)에 글로벌 유동성은 크게 위축되고
신흥국은 큰 폭의 자본유출을 경험하였다. 위기 이후(2009.3/4~11.3/4)에는 공적유동성 공
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 창출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포트폴리오투자(주식+채권)를
중심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 재유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기 전·후에 글로벌 유동성과 신
흥국의 자본유입 간의 관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7〉글로벌 유동성과 신흥국의 자본유입1),2),3)

전체

채권자금

주식자금

은행차입

주 : 1)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 순환변동치, 신용승수는 <그림3>의 주 3)과 각각 동일.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는
글로벌 유동성 순환변동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산
2) GDP 대비 자본유입(%), BOP 통계 기준
3) 음영부분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글로벌 유동성 3가지 지표가 모두 양(+)인 경우(<그림3> 참조)
자료 : IMF IFS의 해당국 BOP 및 IIP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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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8>은 우리나라의 자본유입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채권자금, 은행차입 및 전체
자본유입은 신흥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식자금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풍
부했던 시기에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35)

〈그림 8〉글로벌 유동성과 우리나라의 자본유입1),2),3)

전체

채권자금

주식자금

은행차입

주 : 1)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 순환변동치, 신용승수는 <그림3>의 주 3)과 각각 동일.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는
글로벌 유동성 순환변동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산
2) GDP 대비 자본유입(%), BOP 통계 기준
3) 음영부분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글로벌 유동성 3가지 지표가 모두 양(+)인 경우(<그림3> 참조)
자료 : IMF IFS의 해당국 BOP 및 IIP 통계

35) 이는 동 시기에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환율 상승이 예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종합주가지수(연평균)는 833(2004년), 1,074(2005년), 1,352(2006년),
1,713(2007년)이었으며, 원/달러 환율(연평균, 매매기준율)은 1,145원(2004년), 1,024원(2005년), 956원(2006년),
929원(2007년)을 각각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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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
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다른 요인들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는 자본이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추
정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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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유동성이 자본이동에 미친 영향
가. 실증분석 방법
15.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로의 자본이동은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공
통요인인 글로벌 요인(push factors)과 개별국가 요인(pull factors)으로 설명할 수 있다.36)
먼저 글로벌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양적지표),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글로벌 금리(가격
지표), 세계경제 성장률 등이 있다.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가
율, 순환변동치, 신용승수 등 3가지 지표를 이용하고, 위기 이후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이 있는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내
는 지표로는 VIX37)를 이용하였다. 글로벌 금리 및 성장률 지표로는 각각 G3 국가 정책금리
와 실질GDP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에 비해 신흥국 금리38) 및 성장률이 더 높으면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는 글로벌 요인과 개별국가
요인이 결합된 형태인 경제성장률 및 금리 격차를39)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하였
다.40)

16. 한편,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개별국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및 금리 이외에도 자본시
장 개방도, 예상환율변화, 환율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시장 개방도41)는 자본유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환율 절상률42)이 높으면 해외투자자 입장
에서 투자된 자본을 향후 회수할 경우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자본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의 예상환율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36) Ghosh et al.(2012), Kim et al.(2012)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Kim et al.(2012)은 자본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을 부각시키기 위해 글로벌 요인을“supply push”
로 개별 국가요인을“demand pull”
로 구분하기도 한다.
37) VIX(Volatility index)는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Market)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향후 30일 동안 동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추정치이다. VIX는 투자심리를
나타내 주는 주요 지표로 주가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신흥국 금리는 투자자의 위험프리미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신흥국채권가산금리(EMBI+)를 차감한“위험조정금리”
를
이용하였다.
3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본고에서 사용하는 지표인 금리차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금리수준(=신흥국금리/G3국금리)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위기이전보다 크
게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이 다시 급증하고 주식 및 채권 자금의 유입규모
또한 글로벌 위기전 수준을 넘어선 배경에는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이에 비교한 신흥국의 상대수익률의 매력이 더 커
진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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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끝으로 환율제도의 경우 환율변동성을 대리변수로 사용43)하였는데 선행연구44)에서는
환율 유연성의 증대가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본고는 위에서 설명한 글로벌 요인과 개별국가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GDP대비 해외
자본 유입의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9.1/4~2011.3/4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포함한 25개 신흥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방식45)으로 동 모형을 추정하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구조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기더미를 추가하였다. 전체 자본유

신흥국 포트폴리오 자금1) 유입과 상대금리2)

주 : 1) 신흥국(25개국) GDP 가중평균
2) 상대금리=신흥국위험조정금리/G3정책금리. 신흥국 위험조정금리(=신흥국 정책금리-국채가산금리(EMBI+))
및 G3(미국,일본,유로지역) 정책금리는 GDP 가중평균 기준
자료 : IMF IFS, Bloomberg 및 저자 시산
40) Ghosh et al.(2012)에서는 결합형태(constrained)와 분리형태(unconstrained) 모두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41) Chinn-Ito Index(IMF의 AREAER(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에
수록)를 이용하였다.
42) 예상환율 절상률은 추정 대상기간 중 환율조정 혹은 환율의 급변동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기간 추세치로부
터의 이탈정도 대신 각국의 대미달러환율의 직전 3년 추세치(HP-filtered)로부터의 이탈 정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Ghosh et al.(2012)은 실질실효환율의 장기추세치 이탈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43) 실질적 환율제도(de facto exchange rate regime) 자료는 IMF의 AREAER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저자에게 동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환율변동성 자료를 대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실질적 환율제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Ghosh
et al.(2012)와 유사하여 환율변동성이 대용지표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Ghosh et al.(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45) 선행연구(IMF(2010, 2011b)의 방법론과 동일하게, 설명변수와 국가별 고유특성 간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확률효
과(random effects)보다는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가정하였으며, 시기별 공통효과인 글로벌 요인을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고유효과만 고려(one way fixed effects)하였다.

THE BANK OF KOREA•15

BOK경제리뷰-7호 2012.9.17 2:46 PM 페이지16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No. 2012-7

입46)과 함께 채권, 주식, 은행차입 등 자본형태별로도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글
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자본 과다유입기 및 과소유입·유출기를 구분 추정하여 글로벌 유
동성 등이 각 구분기간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유추해 보
았다. 한편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해외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나.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감소)는 신흥국의 자본유입을 증대(감소)시킴)
18. 1999.1/4~2011.3/4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25개 신흥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
형 추정결과 <표2>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유입자본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과 순환변동
치가 각각 1%p 높아지면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는 0.55%p 및 0.95%p 증가하며, 유동성
승수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유입이 0.50%p 증가한다. 이에 비해 공적유동성 순환
변동치가 1%p 증가하면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가 0.20%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글로벌 위기기간 은행의 디레버리징과 공적유동성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글로벌 유동성이 민간부문 신용창출 확대에 의해 증가하고, 동 수준이 장기추세에 비해
높은 초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19. 여타 변수의 경우 자본시장 개방도 증가, 신흥국의 성장 확대 및 금리 상승은 신흥국으
로의 자본유입을 증대시키는 반면 위험회피성향 증가와 높은 환율변동성은 자본유입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모두 예상부호와 일치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 추정
결과는 위기시 신흥국에서 대규모로 자본이 유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 한편 글로벌 유동성 증가속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채권, 주식, 은행차입 등 모든 형태
의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반면, 글로벌 유동성이 장기추세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은행차입
형태의 자금만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승수의 상승, 즉 공적유동성 공급에

46)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국내투자중 FDI와 기타투자 중 정부 및 통화당국을 제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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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민간부문의 신용창출이 보다 활발할 경우에는 채권과 은행차입 형태의 자본유입이 증
가한다. 공적유동성이 추세보다 증가하는 경우 채권자금 유입은 증가하는 반면, 은행차입 형
태의 자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유동성은 크게 확
대된 반면 은행의 디레버리징은 심화되었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순환변동치 등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은행차입이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도 높은 것으로 보이며, 주식자금이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제한적으
로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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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흥국의 자본유입 결정요인1),2),3)
전체

채권

개방도(-1)

7.44***

6.40**

7.58***

6.47***

6.63***

6.83***

6.67***

예상환율 절상율(-1)

0.18

0.09

-0.02

0.08

0.15

0.13

0.10

0.15

-0.30**

-0.16

-0.13

-0.23*

-0.24

-0.25

-0.16

-0.29

0.19

0.22

0.18

0.22

-0.01

환율변동성(-1)
성장률 격차
금리 격차
D(vix)

0.66***

8.35***

0.70**

0.66**

0.74**

0.15*

0.16*

0.12*

0.13*

0.00

0.00

-0.28**

-0.30***

-0.25**

-0.25**

-0.13**

-0.13**

-0.12**

0.01
-0.15**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0.55***

순환변동치

0.18**
0.95***

-0.05

승수

0.50***

공적유동성-순환변동치
상수항
글로벌 위기 Dummy
2

Adj-R

0.22***
-0.20*

-0.45

-19.16***

-3.58**

-10.80*** -14.42*** -11.05*** -14.00*** -4.48**

-6.11**

-4.06*

-7.13***

8.44

9.43

8.94

26.70

26.71

1.95

0.14***
-4.47**

28.86

3.52

25.65

8.82

주식
개방도(-1)
예상환율 절상율(-1)

0.30*
-0.02

0.34*
-0.02

-12.99*** -3.18**

은행차입
0.32*

-0.02

0.33*
-0.02

4.40*

3.55

0.03

0.00

-0.08

5.11**

-0.04

4.37*

-0.09

0.01

환율변동성(-1)

0.00

0.00*

0.01

0.00*

0.01

0.07

성장률 격차

0.01

0.02*

0.02*

0.02*

0.41**

0.42**

0.39**

0.46**

금리 격차

0.00

0.00

0.00

0.00

0.12*

0.13*

0.10

0.10

-0.06

-0.05

D(vix)

-0.04*** -0.04***

-0.04*** -0.04*** -0.09

-0.10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0.03**

순환변동치

0.36**
-0.02

신용승수

0.73***
0.00

공적유동성-순환변동치
상수항

0.42***
0.02

-0.29***

-0.37

-0.24

-0.33

-0.18

-1.22

1.57

글로벌 위기 Dummy

0.10

-0.17

-0.12

-0.29

-8.27*** -10.45***

-7.65*** -9.11***

Adj-R2

1.29

0.94

0.88

1.28

16.04

16.74

16.57

-17.36*** -0.03
16.29

주 : 1) (a) (자본시장)개방도는 Chinn-Ito Index(IMF의 AREAER에 수록)를 이용. (b) 예상환율 절상률(%)= (각 국 대미달러 환
율 - 환율의 직전 3년 추세(HP-filtered))/ 환율의 직전 3년 추세.“+”
는 환율 하락(절상)을,“-”
는 환율 상승(절하)을 기
대한다고 해석. (c) 환율변동성은 각 국 환율의 4분기 표준편차로 환율제도의 대리변수. (d) 성장률격차 = 각 국 경제성
장률-G3경제성장률(GDP 가중평균). 전년동기대비 실질경제성장률 기준. (e) 금리격차= (각 국 정책금리-가산금리
(EMBI+)) - G3 정책금리(GDP 가중평균) (f)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g) 글로벌 유동성 순환변동치
=((원자료-추세)/추세, %). (h) 신용승수=글로벌 유동성/공적유동성 (i)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 =((원자료-추세)/추세, %)
2) 자본이동은 GDP 대비 자본유입(%), BOP 통계 기준
3)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IMF IFS, Bloomberg, ECOS 및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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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글로벌 유동성 지표별 영향력의 변화)
21. 글로벌 유동성은 글로벌 위기직전 자본유입기에는 민간부문 신용창출과 역외신용이 크
게 증가하면서 풍부하였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적유동성 공급의 대규모 확대에도 불
구하고 민간신용 창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47) 한편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흥국으로의 은행차입 자금의 유입이 뚜렷했던데 비해 위기 이후에
는 포트폴리오(채권+주식)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48)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1999.1/4~2008.2/4 및 2009.3/4~11.3/4)에 글로벌 유동성의 특성과 유입자본의 형태가
변동한 점을 감안하기 위해 본고는 두 기간을 구분하여 추정해보았다.49)

<표 3> 글로벌 위기 전·후 신흥국의 자본유입 결정요인1),2),3)
위기이전(1999.1/4~2008.2/4)
개방도(-1)

10.85***

9.07***

위기이후(2009.3/4~2011.3/4)

11.18***

11.14***

2.99

0.76

2.94

0.30

예상 환율 절상율(-1)

0.41*

0.32*

0.38*

0.38*

-0.44**

-0.41**

-0.42**

-0.33**

환율변동성(-1)

0.04

0.22

0.06

0.11

-0.21

-0.31*

-0.16

-0.58***

성장률격차

1.40***

1.39***

1.42***

1.42***

0.15

0.38**

금리 격차

0.23**

0.24**

0.22**

D(vix)

0.04

0.00

0.06

0.21**
-0.06

0.16*

0.23**

-0.02

0.49

-0.21*

-0.25**

-0.06

0.28

-0.96*** -0.46***

<글로벌유동성>
증가율

0.21

순환변동치

0.80***
0.80***

승수

0.72*
-0.27

공적유동성-순환변동치

-3.07***
-0.15

0.41*

상수항

-2.93

-0.33

10.28

-2.31

-3.42

2.25

Adj-R2

40.62

41.44

40.54

40.65

13.84

10.66

83.38***
13.87

2.51
12.10

주 : 1), 2), 3)은 각각 <표2>의 주 1), 2), 3)과 동일
자료: IMF IFS, Bloomberg, ECOS 및 저자 시산

47) <그림1>~<그림3>을 참조하기 바란다.
48) <그림7>을 참조하기 바란다.
49) 두 기간을 구분하여 추정하면 위기 전·후 기간에 구조변화가 있을 경우 더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 기간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도한 <표2>의 모형에서는 위기 더미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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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정결과 <표3>에서와 같이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과잉정도를 나타내
는 순환변동치가 1%p 증가하는 경우 신흥국으로의 GDP대비 자본유입은 0.8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타 지표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순환변동치의 유의
성은 다소 약화된 반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과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는 자본유입에 양(+)
의 영향을, 신용승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기 이후에 민간
유동성 창출이 제약되면서 유동성 과잉 현상은 약화된 가운데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증대된 막대한 공적유동성의 일부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신흥국으로 이동되었음을 시
사한다. 실제 분석대상 국가 전체 해외자본 유입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이전
19.1%에서 위기 이후 37.1%로 크게 증가하였다.

23. 한편 다른 통제변수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대적 고성장 및 고금리 그리
고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유입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기
이후에는 유로존 위기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성향 변화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한편 예상
환율절상율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예상대로 신흥국의 자본유입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
나 위기 이후에는 음(-)의 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측
정된 추세치(3년 이동)보다 시장참가자의 예상환율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공적유동성 증가율과 이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변동, 위험회피성향 변화 등이 신흥국 자본유입을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
요한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기에는 시장 참가자의 신흥국 예상환
율이 평시보다 높아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력은 자본 과소유입기 혹은 유출기에 더 큼)
24. <그림5> 및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4/4~08.2/4분기 기
간처럼 자본이 상당기간 장기추세보다 많이 유입되는 시기와 금융위기 기간으로 정의된
2008.3/4~09.2/4분기 기간처럼 자본이 상당기간 장기추세에 비해 적게 유입되거나 유출을
보이는 기간 간에는 자본이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 영향력에 차이가 날 수 있다.50) 이를 분
석하기 위해 본고는 분석대상 25개 신흥국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이 장기추세를 초과하
여 유입되는 기간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과다유입기’
로, 장기추세보다 유입규모가

50) Ghosh et al.(2012)은 56개 신흥국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유입이 평상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급증한 기간(surges)
만을 추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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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거나 유출을 보이는 기간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 자본‘과소유입·유출기’
로 구분
하여 글로벌 유동성의 자본이동에 대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51)

25. 추정결과 글로벌 유동성 관련지표는 자본의 과다유입기에는 자본이동을 유의하게 설명
하지 못하는 반면 자본이 과소유입되고 있거나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
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자본유입 규모가 장기추세
에 비해 작은 시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1%p 낮아지면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는
0.44%p 더 악화되는 반면, 자본유입이 장기추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그 영향
력이 나타나지 않는 비대칭성이 있다.52) 또한 자본 과소유입기 혹은 유출기에는 민간유동성
51) <표2>,<표3>,<표5>와는 달리, <표4>의 추정방식은 추출된 자료를 최소자승법(OLS)로 추정하되 오차항의 이분산 및 자
기상관과 국가별 자료의 상호 의존성까지 모두 감안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Ghosh et al.(2012)은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되 오차항의 이분산과 자기상관까지만 감안한 바 있다.
52) 동 분석결과와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자본유입을 증가시켰다는 앞서의 분석결과가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표4>의 결과는 전체 자료 1,175개(11년 3분기×25개 신흥국)중 자본의 과다유입기와 과소유
입·유출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과다유입기 231개와 과소유입·유츌기 203개)에만 기초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또한 <표4>의 추정결과처럼 자본 과다유입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이외에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감소뿐 아니라
고성장, 고금리 등 해당국가 개별요인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과다유입 현상은 과소유입·
유출기보다 더 다양한 시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동 시기만을 분리하여 추정한 경우 글로벌 유동성의 자본유입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동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자본 과다유입기와 과소유입·유출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를 시기별로 표시한 것으로 자본과다 유입기의 첨도(kurtosis)가 상대적으로 작아 더 평탄하게 분
포되어 있다. 실제로 자본과다유입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는 47개 분기중 8개 분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본과소유입·유
출기를 경험하는 국가가 없는 시기는 14개 분기에 이른다.

자본 과다유입기 해당 신흥국 수1),2)

자본 과소유입·유출기 해당 신흥국 수1),3)

주 : 1) 25개 신흥국 자료 기준
2) 과다유입기는 장기추세(HP-filtered)를 초과하여 자본유입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
3) 과소유입·유출기는 장기추세보다 유입규모가 작거나 유출을 보이는 기간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
4) 음영부분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그림3>의 주 4) 참조))
자료 : IMF IFS 및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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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위축으로 신용승수가 하락하면 자본유입 수준이 더 악화되며, 공적유동성이 증가하여
도 자본유입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요국
의 공적유동성 공급 확대만으로 위축되는 민간신용창출을 단기에 반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26. 한편 위험회피성향 감소, 환율변동성 완화, 성장률격차 증가는 자본 과다유입기에 자본
유입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반면, 자본 과소유입 혹은 유출기에는 자본시장 개방
도가 낮고,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자본유입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자본유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보다는 위험회피성향 하락, 자
국의 상대적 고성장, 환율의 경직성 등에 주목해야 하며, 자본유입이 축소되거나 유출이 상
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위축, 위험회피성향 증대 등의 지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 절에서와 같이 환율의 경우에는 자본이 과소유입되거나 유출되면서 환
율 상승압력이 증대되는 시기에는 시장참가자의 예상환율이 추세치보다 더 높아지는 요인
등으로 인해 음(-)의 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자본 과다유입기와 과소유입·유출기1)의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2),3),4)
과다유입기
개방도(-1)

과소유입 혹은 유출기

0.87

0.38

1.36

0.49

1.57

2.07*

예상 환율 절상율(-1)

-0.11

-0.14

-0.19

-0.12

-0.27*

-0.40***

환율변동성(-1)

-0.54*

-0.50*

-0.44*

-0.43*

-0.03

0.00

2.45*

2.50*

-0.46*** -0.41***
0.09

0.03
0.17

성장률격차

0.26*

0.18

0.19

0.21*

0.05

0.10

0.02

금리 격차

0.24

0.12

0.16

0.15

0.01

0.02

-0.02

0.00

-0.58**

-0.61**

-0.67**

-0.64**

-0.16*

-0.13*

-0.12*

-0.28**

D(vix)
<글로벌유동성>
증가율

-0.14

순환변동치

0.44***
0.14

승수

0.31
0.17

공적유동성-순환변동치
상수항
Adj-R2

0.27*
-0.10

9.15***
63.89

8.77***
63.88

0.42
64.09

-0.32**

8.15*** -14.30*** -13.54*** -25.03*** -14.55***
64.44

74.45

72.51

73.27

72.76

주 : 1) 과다유입기는 장기추세(HP-filtered)를 초과하여 자본유입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 과소유입·유출기는 장기추
세보다 유입규모가 작거나 유출을 보이는 기간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임
2), 3), 4)는 각각 <표2>의 주 1), 2), 3)과 동일
자료 : IMF IFS, Bloomberg, ECOS 및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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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동성 과잉은 자본유입의 변동성도 증대시킴)
27. 경제규모대비 해외자본 유출입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은 금융시장 발달과 자본시
장 개방도가 높아 자본유출입의 평균규모가 큰 국가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흥국은 외환 및 금융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자국통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유출입 변동성의 파급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
본유입의 평균규모를 통제하거나 투자잔액대비로 변동성을 측정하면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
해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53) 따라서 여기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자본유입 수준 뿐 아니라
그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54)
〈그림 9〉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유입의 변동성1),2),3)

신흥국

한국

주 : 1) 자본유출입 변동성은 GDP대비 자본순유입(%)의 4분기 표준편차(%p)
2)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순환변동치(=((원자료-추세)/추세), 신용승수(=글로벌유동성/공적유동성)는 직전
4분기 평균
3) (a)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b) 글로벌 유동성 순환변동치=((원자료-추세)/추세,
%), (c) 신용승수(=글로벌유동성/공적유동성)의 중위값 이탈 수준((원자료-중위값)/중위값, %) (d) 공적유
동성 순환변동치 =((원자료-추세/추세, %)
자료 : IMF IFS, Bloomberg, ECOS 및 저자 시산

53) 이 부분은 <그림6>을 참조하기 바란다.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는 우리나라 2.0, 신흥국 1.5, 선진국1.1, 투자잔액대
비 표준편차는 우리나라 3.2%, 신흥국 2.7%, 선진국 1.8%이다.
54) 글로벌 유동성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최근 연구는 Broto et al.(2011) 이외에는 찾
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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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먼저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유입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급격
히 높아졌는데 위기직전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글로벌 유동성 관련 3가지 지표는 위기
시 급격히 위축되는 반면 공적유동성 순환변동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신흥국의 자본유입을 증대시킨다면 글로벌 유동성관련
지표의 상승에 따른 자본유입은 일정기간 누적될 것이고, 이렇게 누적된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 위기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급격히 유출(sudden stop or reversal)되면
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변동성 산정기간 직
전 4분기 동안의 유동성관련 지표의 평균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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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흥국 자본유입의 변동성 결정요인1),2),3),4),5)
전체
+

채권

개방도

3.91***

3.85***

3.80***

3.94***

-1.13***

-1.52*

-1.37*

예상환율 절상율+

0.19**

0.17**

0.18**

0.17*

0.00

0.01

0.01

0.00

환율변동성+

0.07

0.09

0.08

0.08

0.02

0.05

0.17**

0.02

성장률 격차

0.29**

0.32**

0.29**

0.28**

-0.01

0.01

금리 격차

0.10**

0.11**

0.10**

0.11**

D(vix)

0.09

0.08

0.11

0.11

0.05*
-0.11

-0.06

0.03

0.23**

-0.05

0.07*

-1.11***

0.00
0.05*
-0.10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0.03

순환변동치+

0.01*
0.38***

+

신용승수

0.23***
-0.05

공적유동성-순환변동치+

-0.05
0.08

0.01

상수항

4.84***

4.80***

6.74***

4.57***

4.50***

5.24***

7.10***

4.53***

글로벌 위기 Dummy

6.49***

4.53***

6.60***

7.40***

2.55***

0.66*

0.40

2.70***

Adj-R2

73.57

73.92

73.58

73.62

64.69

주식
+

개방도

69.68

80.68

64.67

은행차입

-0.31**

-0.31**

-0.06

-0.29**

4.10***

4.02***

6.24***

4.11***

예상환율 절상율+

0.01

0.01

0.03

0.01

0.10

0.07

0.24**

0.08

환율변동성+

0.03**

0.03**

0.10***

0.03**

0.02

0.03

0.06

0.03

성장률 격차

0.03*

0.05***

0.05*

0.04**

0.22*

0.24**

0.14

0.21*

금리 격차

0.00

0.00

0.06*

0.00

0.13***

0.15***

0.95***

0.14***

D(vix)

0.05***

0.06***

0.07***

0.06**

0.18*

0.17*

-0.04

0.18*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0.03***

순환변동치+

-0.05
0.07***

신용승수+

0.36***
0.05***

+

공적유동성-순환변동치
상수항
글로벌 위기 Dummy
Adj-R2

0.08*
0.01

0.94***

1.08***

-1.26***

1.05***

0.01

-0.38

-0.94

0.09

28.46

29.30

39.61

27.73

0.05
3.42***
4.76**
74.56

3.35**
2.89*
74.89

-3.05
3.49**
78.24

3.15**
5.29***
74.56

주 : 1) 자본유입의 변동성은 GDP대비 형태별 자본유입(%)의 4분기 이동 표준편차
2), 3), 4)는 각각 <표2>의 주 1), 2), 3)과 동일
5) + 표시된 변수는 변동성 산정기간(4분기) 직전 4분기 평균 값을 이용. 기타 변수는 해당 분기와 직전 3분기의 평균 값
을 이용
자료 : IMF IFS, Bloomberg, ECOS 및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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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추정 결과 글로벌 위기 직전 기간(2006.4/4~08.2/4)처럼55) 글로벌 유동성 과잉상태(순
환변동치)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난 후에는 신흥국 자본유입의 변동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순환변동치가 직전 4분기 평균 1%p 증가하면 GDP대비 자본
유입의 변동성이 0.38%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나 신용
승수 및 공적유동성은 유의성이 없었다. 자본형태별로 보면 은행차입 및 채권이 전체 자본유
입 변동성의 행태와 유사하게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 이후 변동성이 증대하였다. 다만 주식자
금의 변동성은 글로벌 유동성 관련 3개 지표 모두에 유의하게 반응하였으나 영향력의 크기
는 제한적이었다.

30. 한편 여타 지표를 보면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지면 은행차입 변동성이 높아져 전체 자
본유입의 변동성도 높아지는 반면 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의 변동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56) 또한 성장률 및 금리 격차 확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변수들이 자본유입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앞서의 분석결
과와 부합한다.

55) <그림3>을 참조하기 바란다.
56) IMF(2012)에 따르면 CEE(Central and Eastern Europe)국가(분석대상 신흥국 25개국중 10개국이 해당)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본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은행부문을 통해 과도한 자본유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
융불안을 경험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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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31.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 글로벌 유동성이 민간신용 창출에 의해 증가하고 초과유동성 상
황이 이어지는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형태별로는 글로벌 유동성 순환변동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순응성이 높은 은행차입
이 충격 발생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식자금은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신용 창출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
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순환변동치로 측정한 글로벌 유동성 과잉상태
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충격발생시 은행차입 및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입의 변동성
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
다.

32. 첫째, 신흥국은 글로벌 초과유동성이 과도한 자본유입을 초래하여 자국경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57)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본유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요국의 민간유동성 창출이 회복되는 경우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잔액대비 은행차입 및 채권자금의
변동성이 선진국은 물론 여타 신흥국보다 높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특히 주요국의 민간신
용 창출수준과 연계한 자본관리정책(CFMs: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58)의 지
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59)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60) 등은 과도한 자
본유입 억제를 위해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본관리정책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61)
57) 자본이동은 국가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투자증진 및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발전,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주는 반면, 통화가치 상승과 대외경쟁력 하락,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경기과열,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reversal),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
날의 검(double-edged sword)으로 평가된다.(OECD(2012) 및 IMF(2012))
58) 자본관리정책(CFMs)은 이외에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과세와 같이 거주성에 차별을 두고 실시하는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도 포함한다. CFM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2011b)를 참조하기 바란다.
59)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국내은행: 40%, 외은지점:
200%)로 제한하는 제도(2010.10월 시행)이다.
60)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별로 차등화한 부담금(levy)을 부과하여 경기순응성이 높은 비예금성부채의 과
도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2011.8월 시행)이다.
61)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급격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Qureshi and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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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3/4~09.2/4)처럼 자본유입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유
출로 반전되는 것은 앞 장의 추정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위축과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에서 비롯된다. 신흥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부문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과도한 자본유입을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해외자본 유출
에 대비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유입의 변동
성이 큰 경우에는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감소가 시장불안(fear of losing)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62) 등을 통해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1년 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
앙은행간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63)

3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과 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추정결
과에서 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과잉이, 위기 이후에는 G3
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공적유동성 과잉이 신흥국의 자본유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IMF, BI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공조와 국제금
융시스템의 안정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64) 따라서 신흥국들도 향후 진행될 글로
벌 유동성 관리 및 국경간 파급효과(spillover) 감시를 위한 글로벌 공조강화 논의에 적극 참
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 연구는 향후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2) 통화스왑은 시장참가자의 신뢰도가 높은 정책으로써 시장불안을 완화하는 심리효과(confidence effect)가 강해 외화
유동성 위축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자료: CGFS(2010)) 따라서 통화스왑은 자국요인
이 아닌 해외충격으로 인해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innocent bystander)
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한편 BIS의 CGFS(2011) 및 Cœure(2012)가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스왑도 중앙은행의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과 유사하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체결조건
등에 대한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의 원칙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미 연준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왑(2008.10월)을 체결한 바 있었으며,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10월 일본은
행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종전 130억달러 상당의 규모에서 700억달러 상당으로,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종전
1,800억위안/38조원에서 3,600억위안/64조원으로 확대하였다.
63) 한편,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유입의 상호연계성과 순환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자금유입기와 유출기를 포괄하는 전체 순
환주기를 감안한 시계(time horizon)를 가지고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 분담금제도는 경기확장으로 인해 부과대상 부채가 늘어나면 부담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자본유입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요율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유입의 경기순응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64) ⅰ) IMF는 신흥국이 자본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체계(framework)를 제시하는 한편, 주요국의 통
화정책과 금융규제 및 감독 등이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를 강화하고 있다.(자료: IMF,
2011b,d) ⅱ)BIS는 바젤Ⅲ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순환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규제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자료: 바젤Ⅲ 기준서(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

28•한국은행

BOK경제리뷰-7호 2012.9.17 2:46 PM 페이지29 001 Adobe PDF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1),“바젤Ⅲ 기준서-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
계”
Becker, C. and C. Noone(2006),“Volatility and Persistence of Capital Flows”
, BIS
paper No. 42.
Broto, C., J. Diaz-Cassou, and A. Erce(2011),“Measuring and Explaining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to Emerging Countries”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5. pp. 1941-1953.
Bruno, V., H. S. Shin(2012),“Capital Flows, Cross-Border Banking and Global
Liquidity”
, mimeo.
Bullard, J.(2011),“QE2: An Assessment”
, Quantative Easing (QE) Conference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Cœure, B.(2012),“Global Liquidity and Risk Appetite: A Re-interpretation of the
Recent Crises”
, Speech at the BIS-ECB Workshop on Global Liquidity and
its International Repercussion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2010),“The Functioning and Resilience
of Cross-border Funding Markets”
, CGFS Papers No. 37.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2011),“Global Liquidity - Concept,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 CGFS Papers No. 45.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2012),“Global Liquidity Indicators”
,
prepared for a working group discussion.
Forbes, K. J., F. E. Warnock(2011),“Capital Flow Waves: Surges, Stops, Flight, and
Retrenchment”
, NBER WP 17351.
Fratzscher, M.(2011),“Capital Flows, Push versus Pull Factor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CB working paper series No. 1364.

THE BANK OF KOREA•29

BOK경제리뷰-7호 2012.9.17 2:46 PM 페이지30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No. 2012-7

Ghosh, A.R., J. Kim, M.S. Qureshi, J. Zahlduendo(2012),“Surges”
, IMF WP/12/22.
IMF(2010),“Global Liquidity Expansion: Effects on ”
Receiving
“ Economies and
Policy Response Options”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10.
IMF(2011a),“International Capital Flows: Reliable or Fickle?”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1.
IMF(2011b),“Recent Experiences in Managing Capital Inflows - Cross-Cutting
Themes and Possible Policy Framework”
IMF(2011c),“Review of the Flexible Credit Line and Precautionary Credit Line?”
IMF(2011d),“The Multilateral Aspects of Policies Affecting Capital Flows”
IMF(2012),“Liberalizing Capital Flows and Managing Outflows”
Kim, H. J., H. S. Shin, and J. Yun(2012),“Monetary Aggregate and the Central
Bank’
s Financial Stability Mandate”
, prepared for Federal Reserve
conference“Central Banking: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risis”
McGuire, P. and G.V. Peter(2009)“The US Dollar Shortage in Global Banking”
, BIS
Quarterly Review.
Moore, J., S. Nam, M. Suh, and A. Tepper(2012),“Impacts of the U.S. LSAPs on
Emerging Markets Economies’Local Currency Bond Markets”
, unpublished
manuscript.
OECD(2011),“International Capital Flows: Structural Reforms and Experience with
the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 Report from the
OECD to the G20 Sub-Group on Capital Flow Management.
Qureshi, M.S., J.D. Ostry, A.R. Ghosh, and M. Chamon(2011),“Managing Capital
Inflows: The Role of Capital Controls and Prudential Policies”
, NBER WP
17363.
Ree, J. K., K. Yoon, H. Park, and J. Kim(2012),“Korean Banks’FX Liquidity
Mismatch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Korea: 2012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Paper, Forthcoming.

30•한국은행

BOK경제리뷰-7호 2012.9.17 2:46 PM 페이지1 001 Adobe PDF

BOK 경제리뷰
발행인

김중수

편집인

이용회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BOK 경제리뷰 No. ○○○○-○에서 인용”
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홍보전략팀(02-759-422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SN 2234-7879

경제리뷰7호_표지 2012.9.17 2:45 PM 페이지1 001 Adobe PDF

2012. 9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윤 경 수·김 지 현

No. 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