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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본과 수출가격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일부 주요 수출상품들은 엔/달
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언론 및 일
부 학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igure 1>의 A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엔/달러 환율은 2011년 10월 달러당
76.61엔에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4년 11월에는 달러당
116.15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이 추이는 흡사 엔고현상이 반전되
어 엔저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의 기간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인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엔저현
상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라고 치부만은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통적인 외
환위기이론에 따르면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킴에 따라 갑작스런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 자국통화가치가 폭
락하게 된다. 1996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적자가 반도체 가격의 폭락으로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 230억 달러에 이르고 1997년에는 여러 대기업
들이 경기불황을 맞이하여 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외환위기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기적 공격이 우리나라에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엔화가치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년 연속
트리플크라운(무역 1조 달러, 최대 수출, 최대 흑자)을 달성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엔화가치하락이 일부의 주장보다 크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먼저 엔화가치가 앞으로 더 하락하
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
주가와 원화가치의 폭락은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임
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5년 초
이후에는 미국이 저금리 기조로 돌아선 반면 2015년 후반 이후에는 반대로 고
금리 기조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에는 저유가가 우리 경제
의 회복에 크게 일조를 한 반면 올해의 저유가는 그 동안 산업구조의 재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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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당시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달러 환율의 상승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인데 최근 엔/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또한 상품수지가 크게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
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대일 수출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향후
상승할 것으로 가대하고 원화를 매도하거나 외환당국이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Figure 1>의 A와 B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엔/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한다. 특히 C의 원/엔 환율 추이는 동조
화 정책에 의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04년 말까지 원/엔 환율이 대략 1엔 대 10
원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흑자
와 외국자본의 유입 등으로 하락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원/달러와 엔/달러의 움직임은 정반대로 바뀌면서 탈
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다가 최근 엔/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원/달
러 환율이 다시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동조화 현상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라미터(TVP: time varying parameter)를
가진 VAR (TVP-VAR) 모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즉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직접적인 동시기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
떻게 변해왔으며 엔/달러 환율에 대한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매 시점마다 동
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1998년 주식시장의
완전 개방 이후 원/달러 환율이 국내외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기 때문에 다우존수지수와 코스피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동조화
정도를 나타내는 시변적인(time-varying) 파라미터 추정치가 국가별 또는 품목
별 수출입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TVP-VAR과 부호제약을 가진
VAR 모형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이연호·고정택(2003)은 수출입 및 자본이동 구조,
환율제도의 변화,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의 간접경로와 외환정책당국의 시장개입과 시참참가자의 기
대 등의 직접경로들을 들고 있으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편 이들은 동조화 현상은 수출 및 경기안정에 기여하고 지역통화블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심화, 단기 엔화자금 유입 및 환위험 증
가, 경쟁적인 자국통화가치 절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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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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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결과 199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2004년 11월부터는 탈동조화 현상
이 심화되다가 2013년 7월부터 동조화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또한 동조화가
국가별 또는 품목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또는 품목에 따라 동일하지
는 않으나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동조화가 강화되는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출 증가율보다는 수입 증가율을 더 크게 하락한다. 또한 동조화
는 대중 교역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조화 추세가 향후 지
속되는 경우 상품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절에서는 먼저 추정모형인
TVP-VAR 및 환율 동조화 현상과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Ⅲ절
에서는 확률적 변동성을 가진 TVP-VAR 모형의 추정방법 등에 관해 설명한다.
제Ⅳ절에서는 엔/달러와 원/달러의 동조화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추정하
고 이를 통해 각 시점에서의 충격반응을 분석한다. 제Ⅴ절에서는 동조화계수가
국가 및 품목별 수출입에 동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TVP-VAR과 부
호제약을 가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제Ⅵ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
고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연구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인 TVP-VAR 모형과 금융시장 동조
화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Cogley and Sargent (2001, 2005)와 Primiceri (2005)가 TVP-VAR 모형을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을 분석한 이래 많은 연구들이 거시 및 금융 분야에서 이
들 모형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다. 먼
저 Cogley and Sargent (2001)가 분산이 상수라는 가정 하에 시변적인 파라미터
를 가진 3변수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Cogley and Sargent (2005)는 이
를 확률적 변동성을 가진 모형으로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Primiceri (2005)는
Cogley and Sargent (2005)가 구조적 VAR에서 동시기의 반응관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상수라 가정한 것과 달리 이를 포함한 모든 파라미터들이 시변적
인 경우를 분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Benati (2008),
Benati and Surico (2008), Canova and Gambetti (2009), Clark and Ter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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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jima (2011), Nakajima, Kasuya, and Watanabe (2011), Prieto, Eickmeirer, and
Marcellino (2013) 등을 들 수 있다. 기본경제구조나 거시경제충격의 변동성이 현
실적으로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들은 확률적
변동성을 가진 TVP-VAR 모형들이 파라미터가 상수인 다른 모형들에 비해 우수
함을 보여주고 있다. Korobilis (2009), Baumeister, Liu, and Mumtaz (2010) 등은
다시 이 모형을 TVP-FAVAR (factor-augmented VAR)로 발전시켰다.
한편 동조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주식시장에서의 국가 간 동조화 현상을 분석
하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의 동조화에 관한 연구는 환율 자체가 양국의 통화비
율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Bollerslev (1990)와 Engle (2002) 등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원/달
러가 엔/달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이근영(2000, 2001), 정재식·장
영민(2000), 이연호·고정택 2003), 송정석(2005), 박해식·송치영(2006), 박해식·
김영도(2008) 등이 있다. 동조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뉴스충격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근영(2000)은 Bollerslev (1990)의 상관계수가 상수인
GARCH 모형을 이용한 반면 이근영(2001)은 Engle (2002)의 상관계수가 가변
적인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재식·장
영민(2000)과 이연호·고정택(2003)은 각각 VAR-GARCH 모형과 VAR 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며 송정석(2005)은 분수공적분 기법을 이용해 원․엔 동조화가 완
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박해식·송치영(2006)은 2분 간격 매매호가를 이
용해 원․엔 동조화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동조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조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계
량기법을 통해 동조화를 측정하고 있다. 통상 영어의 ‘comovement’를 국내에서
는 동조화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movement’를 상관계수를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 현상은 엔화의 약세로 국내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 또는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투매하거나 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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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 현상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간의 단순한 상관관
계보다는 엔/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
써 이들 간의 동조화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여겨진
다.2) 그러나 상관관계보다는 이러한 파급효과, 더군다나 시변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 계량방법을 이용한 원화 동조화에 관
한 연구가 국내에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2005)와 박
해식·김영도(2008)가 간단한 칼만-필터 방법을 이용해 동일한 시점에서의 두
환율간의 반응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나 이 방법은 변수의 생략이나 내생성, 그
리고 시차 등의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진국 뉴스충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GARCH 타입의 모형이나 파라미터가 상수인 VAR 모형, 또는 간단한 시변적
인 파라미터 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형들이 시차변수와 통제변
수를 고려하면서 동시기의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 시점마다 시간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최근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분야에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TVP-VAR 모형을 이용해 원/달러가 엔/달러와 동시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어떤 반응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TVP-VAR뿐만 아니라 부호제약을 이용한 VAR 모형을 통해 동
조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가 국가별 또는 품목별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추정모형 및 추정방법
1. 추정 모형
다음과 같은 축약형(reduced form) 모형을 고려한다.

2) 본 연구에서는 A가 1%p 상승할 때 동시기의 B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상관관
계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동시기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A가 외생적이지 않으면 역의 인과관계나 제3의 요인을 간과하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주 8)과 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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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는 4×1 내생변수로 기본모형에서 다우존스지수 수익률, 엔/달러 환율 변화
율, 코스피 수익률, 원/달러 환율 변화율 등이 사용된다.3)  는 상수항을 곱한
시변적인(time varying) 4×1 계수벡터이며  는 시변적인 4×4 계수행렬이다.

′  ⊗    ⋯     로 표시되며 소문자  는 식 (1)의 모든 계수들을 벡
터로 나타낸 것이다.  는 평균 0과 시변적인 공분산 행렬인  을 가진 오차항
이다. 공분산 행렬  는 Primiceri (2005)처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2)

식 (2)에서  는 구조적 (structural) VAR 모형에서 동시기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하방삼각행렬인  와 대각행렬인  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4)

 


 

   

 



   

    


   
,  

   

    

(3)

이들을 바탕으로 식 (1)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     

(4)

Primiceri (2005)를 따라 시변적인 파라미터인  ,  , ln 가 랜덤워크를 따
3) 주가와 환율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관한 이론모형으로는 Pavlova and Rigobon (2007), 이근영(2013)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실증분석결과들은 주가와 환율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반면 이들 변수들과 채권수익률과의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전체 분석기간 동안에 걸친 국내 채권수익률에 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채권수
익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4) TVP-VAR 모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경우 식 (3)에서  행렬의 우상방 삼각행렬이 0이라는 가정을
사용한 결과들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이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추정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전통적인 선형 VAR을 이용한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선진국 금융변수에 영
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 환율을 외생변수 또는 동시기의 국내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따르는 반면 전자
의 경우, 즉 선진국 변수들이 외생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차를 가
진 경우에도 국내 변수가 선진국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VARX 모형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차를 가진 국내변수가 선진국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추정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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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가정한다.

      

(5)

      

(6)

ln  ln    

(7)

여기서  ,  ,  는 각각 0의 평균과 공분산 행렬 ,  , 을 가지는 오차항
벡터들이다. 또한 이들 벡터들인 [  ′ ,  ′ ,  ′ ,  ′ ]′는 평균 0과 다음과 같은 공
분산 행렬을 갖는 결합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8)

2. 모형추정
식 (1)부터 (8)로 구성된 모형은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MCMC: Markov
Chain Monte Carlo)의 변형인 Gibbs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시변
적인 VAR 계수  , 동시기의 반응관계를 나타내는  , 대수를 취한 변동성 
에 대한 초기의 사전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하이퍼파라미터 ,

 , 의 사전분포는 독립적인 역의 Wishart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는 초기 소규모 표본, 즉 분석대상기간인 1990년 이전 5년 동안의 60개 표본을
이용하여 파라미터가 상수인 VAR 모형의 OLS 추정치들을 구한 후 이들을 초
기 분포를 정하는 데 사용한다. 변동성  , 동시기 관계  , 축약형 VAR 계수

 , 하이퍼파라미터 ,  , 을 차례로 추출하기 위해 Gibbs 표본추출이 단계
별로 실시된다. Gibbs 표본추출방법으로 얻은 20,000개의 표본 중 앞의 19,500
번째까지의 표본은 버리고 나머지 500개의 표본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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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 엔/달러 환율,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
의 월별 평균 자료가 사용된다. 분석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로 표본크기는 299개이다. 이들 자료들은 단위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증분
석에는 로그 차분한 후 100을 곱해 %로 표시한 변화율이 사용된다. 먼저
<Table 1>은 네 변화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분석기간
(1990.02-2014.11)동안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전체 분석기간 이외에 이 두 위기기간을 중심으로 다섯 기간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즉 외환위기 이전 기간(1990.02-1997.10), 외환위기 기간
(1997.11-1998.12), 외환위기 이후 기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1999.01-2007.08),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7.09-2009.06),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기간(2009.07-2014.11) 등이다.5)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ercentage Changes (%)
Variables

’90.02
’14.11

’90.02
’97.10

’97.11
’98.12

’99.01
’07.08

’07.09
’09.06

’09.07
’14.11

Dow Jones

0.632**

1.158**

0.975**

0.368

-1.965

1.107**

Yen/Dollar

-0.075

-0.195

-0.227

-0.004

-0.861

0.283

+

-1.196

0.523

KOSPI

0.262

-0.463

-0.765

1.193

Won/Dollar

0.159

**

1.918

-0.249

1.365

-0.216

Dow Jones

3.495

2.785

4.789

3.354

6.074

2.752

Yen/Dollar

2.704

2.920

4.586

2.262

3.170

2.346

KOSPI

6.725

5,695

15.677

7.019

7.416

3.572

Won/Dollar

3.238

0.714

12.094

1.801

4.916

1.853

0.327

Note: + and ** denote significant at the 10% and 1% levels, respectively.

다우존스지수 월별 수익률 평균은 전체 분석기간(1990.02-2014.11)에 걸쳐
5)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여파로 미연준이 2007년 9월(50bp↓)을 기점으로 연방자금금리를 인하하
기 시작하였고 본 연구는 인위적인 기간구분 자체보다는 시변적인 파라미터와 동조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2007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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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로 양(+)의 값을 가지며 기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
외한 모든 기간에 또한 양(+)의 값을 갖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도
미연준의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으로 신경제시대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만큼 수
익률이 상승한다. 한편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 동안에만
수익률이 양(+)의 값을 갖는다. 엔/달러 환율의 월별 평균변화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음(-)의 값을 갖는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기간동안에 엔화가치 상승률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 반면 원/달러 환율의
월별 평균변화율은 전체기간에 걸쳐 양(+)의 값을 가지나 1990년대에는 원화가
치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2000년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과 다우존스지수가 1990년대
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반대방향으로 움직
이고 있다.6) 이러한 상반된 추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시행된 주식시
장의 완전 개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달러 환
율과 엔/달러 환율은 기간에 따라 그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준편차의 경우 그 크기가 기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다우존스지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가장 큰 반면 엔/달러, 코스피, 원/달러의 경우
에는 변화율의 표준편차가 외환위기 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
걸쳐서는 원/달러의 표준편차가 엔/달러의 경우보다 크나 두 위기기간을 제외
하고는 엔/달러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이와 같이 기간에 따라 이들 변수들의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시간에 따라 변
하거나 레짐 스위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와
엔/달러의 동조화 현상을 파라미터가 상수인 VAR 모형보다는 확률적 변동성
을 가진 TVP-VAR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1. 동조화 계수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 현상은 수
출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외환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이 발휘되어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따라 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뉴
6) 본문에서는 지면절약을 위해 다우존스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두 변수간의 이러한 관계
는 <Table 1>뿐만 아니라 <Figure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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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충격들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보다는 변수들 간의 동시기적인 반응관계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 동시기의 파급효과를 나타내
는 식 (3)의  의 요소 중  의 추정치를 엔/달러 환율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동조화 계수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AIC와 AICc 기준
에 따라 시차가 2인 확률적 변동성을 가진 네 변수 TVP-VAR 모형을 추정하였
다.
구조적 VAR 모형을 각 변수별로 표시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 식은  

     ⋯로 나타나기 때문에 <Figure 2>는 엔/달러에 대한 원/
달러의 동조화계수인   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즉 1%p의 엔/달러 환율이 상
승하는 경우 몇 %p의 원/달러 환율이 동시기에 직접적으로 상승하는가를 보여준
다.7)8)
<Figure 2>에서 실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500개 추정치중의 중위수
(median)를 보여준다. 실선 위아래에 위치한 점선들은 각각 16번째 백분위수와
84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낸다. 동조화계수   의 중위수 추정치는 1990년 4
월에 0.082에서 출발하여 1991년 5월에 0이하로 하락한 후 그 해 11월에는 저
점인 –0.048에 도달한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흑자를 보이던 연간 상품 및
경상수지가 199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1991년부터는 전 기간에 걸쳐 월별
상품 및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임에 따라 1991년 12월부터   의 중위수 추
정치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 원/달러 환율의 엔/달러 환율에 대한 동조
7) 다우존스지수, 엔/달러 환율,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으로 구성된 4변수 TVP-VAR을 추정한 경우와
KOSPI를 제외한 다우존스지수,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을 사용한 3변수 TVP-VAR을 추정한 경
우 모두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 계수의 추이는 대등소이하다. 이는 KOSPI와 원/달러가 제3의
요인인 미국주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KOSPI가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동조화 계수
의 추정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원/달러와 KOSPI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도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8) 특히 엔/달러 환율이 동시기의 원/달러 환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은 미국과 일본에 비
해 상대적으로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증적인 분석 또한 이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축약형 VAR 모형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결과 본문에
서의 기간구분에 따라 더미를 사용한 시차가 2인 동일한 4변수 선형 VAR 모형의 경우 F검정통계량
이 0.306[0.737]([ ]안의 숫자는 인과관계가 기각될 확률)로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시차가 2인 2변수 VAR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 변수의 순서에 관계없이 엔/달러 환율에 대한 충격은 원/달러 환율을 항상 상승시킨다. 반면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충격은 변수의 순서에 따라 엔/달러 환율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킨다. 수출경쟁력
이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플러스(+) 대미 환율충격이 상대방의 대미 환율을 동시기에 상승시킨다는
부호제약 가정 하에서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엔/달러 환율 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중위
수 반응은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 충격에 대한 엔/달러 환율의 중위수 반응은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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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5월에   의 중위수 추정치가 0.454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는다. 중위수 추정치는 일시적으로 2003년 12월(0.366)까지
하락했다가 2004년 11월(0.394)까지 다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시점까지가 원/엔환율이 10원/1엔 수준을 유지하
던 시기이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2005년부터 엔/달러 환
율이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고 경상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함에 따라 하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의 중위수 추
정치는 하락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는 반대로 엔/달러 환율이 하락
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자본의 유출로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위
수 추정치는 더욱 하락한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엔저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2011년 10월 달러당 76.61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중위수 추정치는 또한 시차를 두고 2013년 7월(-0.004)을 기
점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후 2014년 11월까지 엔/달러 환율과 중위수
추정치는 상승하고 있다. <Figure 2>는 전체분석기간을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동조화가 진행되던 시기(1991.11-2002.05)와 탈동조화가 진행되던 시기
(2004.11-2013.07), 그리고 재동조화가 일어나는 시기(2013.07-2014.11) 등으로 구
분해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우존스지수와 원/달러 환율 간 동시기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의 추정치는 <Figure 3>에 나타나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다가 음(-)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변수 간 음(-)의 반응관
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까지 커지다가 2010년 3월에 반전되어 최근까지 약
화되고 있다. 한편 <Figure 4>는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간 동시기의 직접적인
반응관계를 나타내는 -  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음(-)의
반응관계가 커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횡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충격반응함수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대한 구조적 충격에 동태적으로 어떻
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점에서의 충격반응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조건부 기대치의 차이로서 표시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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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s of -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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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figure shows the median estimates of -    which indicate contemporaneous
spillovers from yen/dollar exchange rates to won/dollar exchange rates.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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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figure shows the median estimates of -    which indicate contemporaneous
spillovers from Dow Jones Index to won/dollar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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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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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figure shows the median estimates of -    which indicate contemporaneous
spillovers from KOSPI to won/dollar exchange rates.

식 (9)에서  는 VAR 모형의 모든 파라미터와 하이퍼파라미터를 표시한다. 와

는 각각 예측기간과 구조적 충격을 나타낸다. 식 (9)에서 첫 번째 항은 각 구조적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조건하에서 구한 내생변수들의 기간 앞 예측치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구조적 충격이 0과 동일한 경우의 예측치를 표시한다.9)
<Figure 5>가 엔/달러 환율 변화율의 한 단위 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 변화율
의 시변적인 누적반응함수를 3차원적으로 나타낸다. x축은 =24의 예측기간을 표
시하며 y축은 199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296개의 기간을 나타낸다. z축이
각 시점  에서 원/달러 환율 변화율의 24개월에 걸친 누적된 반응함수를 보여준다.
9) Bollerslev (1990)의 고정상관계수 변동성 모형이나 Engle (2002)의 변동상관계수 변동성 모형은 구조형 오
차항으로 구성된 식 (1)의  와 같은 축약형 VAR의 오차항에 대한 변동성 모형을 추정한 후 축약형 오차
항들의 상관계수가 상수이거나 변동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 모형들의 경우 독립적인 충격에 대
한 각 변수의 동태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없다. 예를 들어 2변수 VAR 모형의 경우에 축약형 오차항의 분
산과 공분산으로부터 구한 상관계수는 구조형 오차항의 분산과 공분산, 그리고 상수인 파라미터   와

 (촐레스키 분해를 가정하는 경우:  =0)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구조형 모형의 분산과 공분산이 상
수인 경우 상관계수 또한 상수이다. 하지만 Bollerslev (1990)는 구조형이 아닌 축약형 조건부 분산과 공분
산이 시변적인 반면 조건부 상관계수는 상수인 경우를 추정한다. Engle (2002)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건
부 상관계수가 시변적이며 GARCH 타입의 형태를 따른다는 제한적인 가정을 하고 최우추정법으로 이를
추정한다. 하지만 표본기간이 짧은 월별 자료의 경우 GARCH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예외적인 변
수들에 의해 추정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의 경우 글로벌한 최우추정치를
찾기 쉽지 않다. 단순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이분산성 때문에 편의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열려져 있다
(예: Forbes and Rigobon,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달리 두 변수 간 동시기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살
펴보는 파라미터  의 구성요소들이 시변적인 경우를 Gibbs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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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mpulse Respons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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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y axis describes the 296 periods from April 1990 to November 2014 and the x
axis depicts the forecasting periods of  =24. The z axis represents the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of won/dollar exchange rate changes over the 24 months at each
point in time .

<Figure 6> 0( =0) and 24( =24) Months-Ahead Impulse Respons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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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figure shows the cases of =0 and =24 which are extracted from the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in Figure 5 in order to avoid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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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Figure 5>에서 =0과 =24인 경우만을
따로 뽑아낸 누적충격반응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0인 경우는 동시기의 직접
적인 반응관계를 보여주는 <Figure 4>와 달리 간접적인 반응관계까지 포함한
동시기의 전반적인 반응관계를 보여준다.
<Figure 7>은 각 시점에 따라 변하는 충격반응함수를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을 기준으로 다섯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별로 평균한 충격반응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Figure 7>은 각각 전체 기간(1990.04-2014.11), 외환
위기 이전 기간(1990.04-1997.10), 외환위기 기간(1997.11-1998.12), 외환위기 이
후 기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1999.01-2007.08), 글로벌 금융위기 기
간(2007.09-2009.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07-2014.11)동안의 기간
별 평균 충격반응함수를 보여준다. 각 Figure의 실선은 중위수의 평균, 점선은
16번째 백분위수와 84번째 백분위수의 평균을 나타낸다.

<Figure 7> Cumulative Impulse Response Curves in the Whole and Five
Sub-Periods

Note: The figure describes the average of time-varying impulse responses in each of the five
sub-periods into which the whole period is divided on the basis of the currency and
global financial crises. The solid line implies the average of median estimates and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average of 16th percentile and 84th percentile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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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7>의 각 기간별 중위수
충격반응함수만을 보여주고 있다. 각 기간별 엔/달러 환율 변화율의 한 단위 충
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 기간(1999.01-2007.08), 외환위기 기간(1997.11-1998.12), 외환위기 이전 기간
(1990.04-1997.10),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7.09-2009.06),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기간(2009.07-2014.11) 순으로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07-2014.11)
동안에 원/달러 환율의 반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간이 탈동조화 현상이 진행되다가 다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
는 시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기간 전체를 보고 원/달러의 동조화 현상이 약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
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기간별 반응함수의 차별화된 결과는 시변적인 기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Figure 8> Cumulative Impulse Response Curves in the Whole and Five
Sub-Periods

Note: The figure displays the average of median estimates of the time-varying impulse
responses in each of the five sub-periods into which the whole period is divided on the
basis of the currency and global financial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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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동조화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동조화 현상이 국가 또는 품목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모형에서 동조화계수 -  는 엔/달러 환율과 원/달
러 환율간의 동시기의 직접적인 반응관계를 나타내고 0기의 한 단위 충격반응
함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10) 또한 충격반응함수는 음(-)의 반응을 보이
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

 의 중위수 추정치와 환율 또는 수출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환율 및 수출입과의 상관관계
 의 중위수 변화율과 환율변화율간의
<Table 2>는 동조화계수 추정치 -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전체기간에 걸쳐 개별 원/달러, 엔/달러, 원/엔 변화율과

 의 중위수 변화율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063, 0.120,
동조화계수 추정치 - 
 의 중위수 변화율이 가장 높은 양(+)의
-0.030으로 엔/달러 환율변화율과 - 
 는 엔/달러 환율이 한 단위 상승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때 원/달러 환율이 동시기에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일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
을 갖는다. 반면 원/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일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

 의 중위수 변화율이 원/엔 환율 변화율과 음(-)의 상관관계
하되기 때문에 - 
를 갖는다. 한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다섯 기간으
로 구분해 기간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크기뿐만 아니라 부호까지
변한다. 최근 기간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07-2014.11)만을 살펴보
는 경우 상관계수의 절대치 크기가 전체기간의 경우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엔/달러 환율은 <Table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월 평균적으
로는 0.283%씩 상승하였으나 <Figure 1>을 보면 하락하다가 상승하였다. 따라

 의 중위수 또한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있다.
서 <Figure 4>의 - 
10) 축약형과 구조형 오차항은 식 (4)의       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는 변수
간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반면   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다른 자산가격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참조: 이근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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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movement and Exchange Rates
’90.02
’14.11

’90.02
’97.10

’97.11
’98.12

’99.01
’07.08

’07.09
’09.06

’09.07
’14.11

UP

Down

Won/Dollar

0.063

-0.061

0.204

0.191*

-0.039

0.151

0.047

0.085

Yen/Dollar

0.120*

0.286**

0.154+

-0.079

0.086

0.085

0.143+

-0.089

-0.030

**

0.149

**

-0.072

0.027

-0.051

0.116

Won/Yen

-0.327

0.262

Notes: 1) Numbers indicat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ercentage changes.
2) Comovement is measured by a median estimate of -    .
3) UP indicates a coupling period (1991.11-2002.05).
4) Down indicates a decoupling period (2004.11-2013.07).
5) +, *, and ** denote significant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이미 <Figure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기간을 동조화 정도가 상승하는


기간(1991.11-2002.05)과 하락하는 기간(2004.11-2013.07)으로 나누는 경우 - 
의 중위수 변화율과 엔/달러 환율 변화율간의 상관계수는 동조화 기간 동안에는
0.143인 반면 탈동조화 기간에는 -0.089로 나타났다. 동조화 기간 동안 엔/달러,
원/달러, 원/엔 변화율은 각각 -0.025%, 0.410%, 0.425%인 반면 탈동조화 기간

 의 중위수 평균 추정치는 1999년
동안에는 -0.085%, -0.013%, 0.072%이다. -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0.356으로 다섯 기간 중 가장 큰데
<Figure 3>을 보면 원/엔환율이 10원/1엔 수준을 2004년 12월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

 의 중위수 평균 추정치가 0.384로 상승한다. 이 기간 동
동안만 살펴보면 - 
안 엔/달러, 원/달러, 원/엔 환율변화율은 각각 -0.170%, -0.198%, -0.027%이다.
<Table 3>은 동조화계수 추정치 - 
   의 중위수 변화율과 국가별 수출입 변화

 의 중위수 변
율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11) 예상과 달리 전체기간에 걸친 - 
화율과 수출변화율간의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기간에 걸친 원/달러 환율 변화율과 수출변화율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값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수입변화율의 경우 또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11) 뒤 부분의 충격반응분석에서 동조화가 국가별 또는 품목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크
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출입의 경우 전체기간에 대한 상관관계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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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movement and
Exports-Imports between Korea and its Main Trade Partners
Countries

Imports

Exports

Total

-0.089

-0.077

China

-0.069

-0.029

U.S.

-0.122*

-0.079

+

-0.081

Japan

-0.105

Notes: 1) Numbers indicat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ercentage changes.
2) Comovement is measured by a median estimate of -    .
3) + and * denote significant at the 10% and 5% levels, respectively.

 의 중위수 변화율과 HS 2단위 10대 수
<Table 4>는 동조화계수 추정치 - 
출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12) 10대 품목
의 수출입 합계의 경우에는 <Table 3>의 경우와 유사하다. 동조화와 수출 간의
상관관계는 국가별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한편 동
조화와 수입 간의 상관관계는 철강 품목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음(-)의 관
계를 갖고 있다. 철강과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과의 상관계수 절대치가
수출과의 상관계수 절대치보다 크다.

2. 동조화가 국가 및 품목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먼저 동조화 계수, 전체 수입, 전체 수출 등의 세 변수를 이용하여 TVP-VAR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동조화 계수가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세
변수 모두 단위 근을 갖고 있으므로 차분변수가 사용된다. 수출과 수입은 대수
를 취해 차분한 후 100을 곱하고, 경우에 따라 음(-)의 값을 가진 동조화 계수는
추정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차분한 후 100을 곱한다. 시차는 AICc 기준에 따라
5를 선택한다. 변수의 순서는 국내 수입재의 상당 부분이 수출에 사용되기 때문
에 동조화 계수, 수입, 수출의 순으로 한다. <Figure 9>가 동조화 변화율의 한
단위 충격이 수입변화율과 수출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x축은 =24의 예측기간을 표시하며 y축은 199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2) 동조화 현상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 시기뿐만 아니라 동
시기를 포함한 향후 3, 6, 12 개월의 수출입 평균과 동조화계수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는 두 변수들 간에 더 이상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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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86개의 기간을 나타낸다. z축이 각 시점  에서 수입변화율 또는 수출변화
율의 24개월에 걸친 누적된 반응함수를 보여준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movement and
Exports-Imports in the Best 10 Korean Export Products
HS2

Imports

Exports

Total

-0.084

-0.059

Electrical Machinery

-0.011

-0.003

Vehicles

-0.079

-0.049

Machinery & Computer

-0.107+

-0.034

+

Mineral Fuels

-0.102

-0.054

Ships

-0.066

-0.040
+

Optical

-0.105

-0.070

Plastics

-0.060

-0.055

Organic Chemicals

-0.069

-0.054

Iron and Steel

0.005

-0.005

Articles of Iron or Steel

-0.079

-0.127*

Notes: 1) Numbers indicat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ercentage changes.
2) Comovement is measured by a median estimate of -    .
3) + and * denote significant at the 10% and 5% levels, respectively.

이미 상관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과 수출 변화율이 모두 감소하나
수출보다 수입 변화율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입 및
수출 변화율의 반응이 변하나 그 변화폭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 점은 전체
기간을 외환위기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기준으로 다섯 기간으로 구분
해 각 기간마다 충격반응함수를 평균한 <Figure 1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동조화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과의 직접적인 반응관계를 보여주는 월별 파
라미터 추정치 또한 지면 절약 상 본문에서는 기술하지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
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파라미터 추정치가 시간에 따
라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TVP-VAR 모형 하나를 추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VAR과 부
호제약을 이용한 VAR 모형(참조: Faust, 1998; Fry and Pagan, 2011)을 추정함
으로써 동조화가 국가별 또는 품목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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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호제약에 근거한 VAR 모형은 촐레스키 분해나 장․단기 제약 등과 같이
파라미터에 제약을 주는 방법들이 갖고 있는 소표본 편기나 역의 인과관계 등의 문
제점으로 자유로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13)

<Figure 9> Cumulative Impulse Response Curves of Total Exports-Imports
to Comovement Shocks

A. Comovement → Imports

’91.02 ’01.01 ’06.01

’14.11

개월(  )

B. Comovement → Exports

’91.02 ’01.01 ’06.01

’14.11

개월(  )

Note: The y axis describes the 286 periods from February 1991 to November 2014 and the x
axis depicts the forecasting periods of =24. The z axis represents the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of exports-imports changes over the 24 months at each point in time .

<Table 5>는 VAR 모형 추정에 사용된 부호제약조건을 보여준다. 먼저 동조화에
대한 양(+)의 충격은 같은 시점에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수입을 감소시킨
다.14)
13) 뉴스충격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기간에 걸쳐 3변수 VAR(5) 모형을 통해 얻은 축
약형 잔차들에 대해 조건부 상관계수 행렬이 상수인 Bollerslev (1990)의 CCORR 모형과 시변적인
Engle (2002)의 DCC 모형들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변동성 부분은 시변적인 반면 상관계수 부분
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R 검정결과에 따르면 두 모형간의 대수우도함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3변수간의 상관계수들이 상수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14) 엔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원화의 동조화가 커지는 반면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원화의
동조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동조화의 정도가 커진 직후 같은 시기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가정은 큰 문
제가 없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탄력성을 구해 살펴볼 내용이라고 보나 <Figure 11>과 <Figure
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 국가나 전체 품목별 수출의 경우는 물론 전기제품과 광학기계를 제
외한 나머지 국가별 또는 품목별 수출의 경우에도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할 때 동시기의 수출이 증가
한다. 따라서 이들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호제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실증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결과가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한 결과와 크게 달라 후자의 방법이 적절하
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가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두 결과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전기제품과 철강 두 가지 산업의 경우 두 가지 충격반응분석결과가 크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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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umulative Impulse Response Curves of Total Exports-Imports
to Comovement Shocks in the Whole Period and the Five
Sub-Periods
A. Imports

B. Exports

Note: The figure describes the average of time-varying impulse responses in each of the five
sub-periods into which the whole period is divided on the basis of the currency and
global financial crises. The solid line implies the average of median estimates and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average of 16th percentile and 84th percentile estimates.

이가 나는데 이는 그 제약 때문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산업의 경우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
할 때의 결과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부호제약 VAR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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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Restrictions for the Contemporaneous Responses
Variables

   

  

  

  

+

-

+

  

+

+

+

  

-

+

+

Shocks

Note:  represents shocks to comovement coefficients ( ), imports (IM), and exports
(EX) changes respectively in structural three variable VAR models.

수입에 대한 양(+)의 충격은 상품수지를 악화시키고 수입재의 상당 부분이 수
출재에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가시킨다. 한편 수출에 대한 양(+)의 충격은 상품수지 개
선과 소득증대를 통해 같은 시기에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를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동조화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대중적인 방법으로
VAR 모형을 OLS로 추정하여 얻은 축약형 충격들을 촐레스키 분해를 통해 구
조적 충격으로 전환한 후 충격반응함수를 구한다. 두 번째로는 Householder 변
환방법을 이용하여 이들 축약형 충격들을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은 구조적
충격들로 분해(  분해)한다. 그 다음 동조화 계수의 충격들에 대한 수입과 수
출의 반응을 구한 후 그 충격반응이 부호제약조건에 일치하면 취하고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격반응의 가능한 범위를 정한다(참조: 이근영, 2015).
<Figure 11>은 전체기간에 걸쳐 양(+)의 한 단위 동조화 충격에 대한 국가별
수출입의 누적충격반응함수를 보여준다. 실선은 100,000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충격반응들의 중위수를 보여주며 짧은 점선들은 각각 5번째 백분위수와
95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낸다. 긴 점선은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를 나타낸다. 또한 <Table 6>은 <Figure 11>과 동일한 충격에 대한 24개월 후
의 수입 또는 수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변화
율보다는 수입변화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위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
입과 수출이 24개월 후에 각각 1.698%와 0.860% 감소한다.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한 경우의 충격반응은 중위수보다는 5번째 백분위수 근처에 가까이 있음
을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변화율은 미․일의 경우와 달리 증
가하고 대중 수입변화율은 미․일의 경우보다 크게 감소한다. 대미 수입변화율
이 가장 작게 감소하는 반면 대일 수출변화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다. 중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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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등 3국 중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개선에 가장 기여하는 국가는 교역규모가 큰 순서와 동일한 중국, 미국, 일본
순이다.
<Figure 11> Cumulative Impulse Response Curves of Exports-Imports between
Korea and its Main Trade Partners to Comovement Shocks
Comovement → Imports

Comovement → Exports
A. Total

B. China

C. U.S.

D. Japan

Note: Solid and dotted lines denote median and 5th and 95th percentile estimates, while
dashed lines represent point estimates using Cholesky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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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24 Months-Ahead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of Exports
-Imports between Korea and its Main Trade Partners to
Comovement Shocks
Countries

Imports

Exports

Total

-1.698
(-2.495, -0.668)

-0.860
(-1.506, -0.110)

China

-1.798
(-3.128, -0.484)

0.277
(-0.065, 0.559)

U.S.

-0.890
(-1.190, -0.380)

-0.229
(-0.592, 0.249)

Japan

-1.354
(-1.805, -0.552)

-0.907
(-1.665, 0.008)

Notes: 1) Numbers indicate medians of impulse response estimates to satisfy sign restrictions
from 100,000 simulations in a VAR(3) model.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5th and 95th percentiles of impulse response
estimates which satisfy sign restrictions from 100,000 simulations.

<Figure 12>는 전체기간에 걸쳐 한 단위 양(+)의 동조화 충격에 대한 품목
(HS2)별 수출입의 누적충격반응함수를 보여준다. 실선은 100,000회 시뮬레이션
을 통해 구한 충격반응들의 중위수를 보여주며 짧은 점선들은 각각 5번째 백분
위수와 95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낸다. 긴 점선은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충격
반응을 보여준다. 또한 <Table 7>은 <Figure 12>와 동일한 충격에 대한 각 품
목별 24개월 후의 수입 또는 수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제품과 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별 수출입의 반응들과 마찬가지로
수입변화율이 수출변화율보다 크게 감소한다.15) 촐레스키 분해에 근거한 충격
반응은 다수의 경우 5번째 백분위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제품과 철강
의 경우에는 매우 크게 변동하고 있다.

Ⅵ. 요약 및 결어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의 월별 다우존스지수, 엔/달러 환
율, 코스피, 원/달러 환율 자료를 이용하여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의 동조화 현
15) 전기제품의 경우는 <Table 5>의 부호제약조건을 전부 충족시키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 수출에 대한
충격과 수출의 반응에 대한 부호제약을 하지 않은 경우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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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분석하였다. 확률적 변동성을 가진 TVP-VAR 모형을 통해 엔/달러 환율
과 원/달러 환율의 직접적인 동시기적 인과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
으며 엔/달러 환율에 대한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매 시점마다 동태적으로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조화계수의 중위수 추정치가 국가별
및 품목별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Figure 12> Cumulative Impulse Response Curves of Exports-Imports in
the Best 10 Korean Export Products to Comovement Shocks
Comovement → Imports

Comovement → Exports
A. Total

B. Electrical Machinery

C. Vehicles

D. Machinery & Computer

E. Mineral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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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hips

G. Optical

H. Plastics

I. Organic Chemicals

J. Iron and Steel

K. Articles of Iron or Steel

Note: Solid and dotted lines denote median and 5th and 95th percentile estimates, while
dashed lines represent point estimates using Cholesky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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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24 Months-Ahead Cumulative Impulse Responses of Exports–
Imports in the Best 10 Korean Export Products to Comovement
Shocks
HS2

Imports

Exports

Total

-1.706
(-2.740, -0.689)

-0.710
(-1.476, -0.027)

Electrical Machinery

-0.736
(-0.994, -0.196)

-0314
(-0.660, 0.356)

Vehicles

0.409
(-0.395, 0.872)

-1.939
(-3.009, -0.395)

Machinery & Computer

-1.044
(-1.837, -0.258)

0.161
(-0.329, 0.607)

Mineral Fuels

-3.313
(-4.926, -1.369)

-0.357
(-0.933, 0.259)

Ships

-1.732
(-2.956, -0.370)

0.522
(0.181, 0.688)

Optical

-1.480
(-2.542, -0.398)

-0.318
(-0.985, 0.356)

Plastics

-0.649
(-1.038, -0.149)

-0.386
(-1.189, 0.402)

Organic Chemicals

-1.372
(-2.195, -0.537)

0.342
(-0.020, 0.578)

Iron and Steel

0.467
(-0.089, 1.352)

0.230
(0.106, 0.306)

Articles of Iron or Steel

-1.250
(-1.549, -0.637)

-3.390
(-5.051, -1.106)

Notes: 1) Numbers indicate medians of impulse response estimates to satisfy sign restrictions
from 100,000 simulations in a VAR(3) model.
2)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5th and 95th percentiles of impulse response
estimates which satisfy sign restrictions from 100,000 simulations.

 의 중위수 추정치는 상품 및
동시기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 
경상수지가 1990년대 들어와 적자를 보임에 따라 1991년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2년 5월에 0.454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는다. 동조화계수 추정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상승한 후 2004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
작한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엔저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이 추정치는
2013년 7월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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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을 다섯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별로 평균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각 기간별
엔/달러 환율 변화율의 한 단위 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외환위기 이
후 기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1999.01-2007.08)에 가장 큰데 이 기간
중에는 원/엔환율을 10원/1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암묵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엔/달러 환율 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07-2014.11)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중에는 탈동조화 현상이 진행되다가 다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전체만을 보고 원/달러
의 동조화 현상이 약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는 전체적으로 수출변화율보다는 수입변화율을
더 많이 하락시킨다. 한편 동조화가 국가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입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입변화율이 더 크게 하락하며 대중 교역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품목별 수출입의 경우도 자동차, 철
강 및 철강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변화율이 더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동조화 추세가 향후 지속되는 경우 상품수지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 현상은 이와 같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품수
지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에 수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외교역은 가격경쟁력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경쟁력 측
면에서 본다면 동조화 현상은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해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거나 등한시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한편 원화가치하
락을 통한 동조화는 수출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분야를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수출산업과 기타 산업 간의 소득양극화를 확대시키고 물가상승을 통해 소비자
의 후생을 떨어뜨린다. 또한 경제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경상수지흑자는 필요하
나 이 기조가 원화가치의 하락을 수반하는 경우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원화가
치절상을 요구하는 통상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당사자들
은 환율의 동조화 현상을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 소득분배, 물가
안정, 통상압력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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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vement of Won/Dollar Exchange
Rates with Yen/Dollar Exchange Rates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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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he paper investigates how the degree of comovement between yen/dollar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has changed over time, by estimating a TVP-VAR
model

with

stochastic

volatilit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a

comovement phenomenon was consistently increasing between November 1991
and May 2002, while decreasing from November 2004. It came alive from July
2013. Its impact on exports and imports varies depending on Korean trade
partners and products, while it generally decreases import changes bigger than
export changes. It also has the most positive effect on trade with China. It
implies that if a recent comovement trend will be persisting in the near future,
Korean trade balance can be improv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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