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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각국
의 수익률곡선에 내재된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및 리스크 프리미엄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같은 정보가 유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미국의 만기별 금리차를 이용하여 개별국가의 수익률
곡선과 유사한 개념의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을 도출한 후, 관측된 만기별 내
외금리차 자료로부터 각 시점별 곡선의 수준(level), 기울기(slope) 및 곡률
(curvature)을 추정하였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의 수준은 기대인
플레이션,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는 한편, 기울기는 단기 산출갭, 곡률은 장·단
기 금리의 연계성 등 경제변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이후 추정된 내외금리차 곡선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변수로 하여 외환시장에
서 관측되는 환율기대(선·현물환 차이)를 추정한 결과,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
준 및 기울기는 3개월~5년의 모든 만기에서 환율기대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며, 곡률 변수는 1년 이상의 만기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한·미간 금리차가 축소되는 경우 원/달러 현물환
율 대비 선물환율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실행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환경 변화가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간 다양한 만기의 금리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환율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향후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정
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이 서
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단기 내외금리차 변동뿐만 아니라 장단기금
리 구조의 변화가 환율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점
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
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분석 배경 및 선행 연구

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내
지 제로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양적완화정책을 주

1. 분석 배경

요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단기 내외금리차
가 양국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시장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통화정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만기에 걸친 내외금리차 정보

책 방향, 경제변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등의

를 수익률 곡선의 몇 가지 특징으로 압축하여 이용하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단기금

는 본고의 방법이 제로금리 하한에 따른 정보의 제약

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선

중장기금리는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및 리스크 프

진국의 금리정상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욱 진전될

리미엄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경우 글로벌 유동성 등 국제금융시장 지형에도 변화가

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서 두 국가의 수익률곡선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단기 내외금리차

비교해보면 양 국가의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 뿐 아니

가 축소되는 데 반해 장기 내외금리차는 확대될 가능

라 향후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상대적

성이 있다. 본고의 시도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환경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

변화가 수익률 곡선을 통해 환율에 미칠 영향을 가늠

리나라와 미국의 수익률곡선에 내재된 위와 같은 정보

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를 활용하여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절에서 관련

우리나라의 환율금리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연구들을 소개한 뒤 Ⅱ장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의 내외

은 대체로 이자율평형조건(interest rate parity)의

금리차와 환율 데이터 등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1

성립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에 반

단계로 한·미간 만기별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내

해 본고의 접근 방식은 중장기 금리에 내재된 양국 경

외금리차 곡선을 추정하고, 2단계로 추정된 내외금리

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차 곡선을 이용하여 환율변화를 예측한 뒤 그 결과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자들이 파악하기로 특정 만기가 아닌 수익률 곡선 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리-환율 관계를 밝히고자 한
국내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연구

2. 선행연구

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말까지 미국

본 연구는 국가간 수익률곡선의 차이를 통해 장래

1)	수익률곡선에 대한 기대가설(expectation hypothesis) 및 유동성선호가설(liquidity preference hypothesis)에 따르면 장기금리를 현재 단기금리와 미래 단기금리 기대
치의 평균값과 기간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단기금리의 경로로부터 향후 기대 성장률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2)	이 중 최근의 몇몇 연구를 소개하자면 김정성·강규호(2014)는 2006~2013년중 1일(O/N) 및 일주일 만기의 초단기금리와 스왑레이트를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평형
(Covered interest parity, CIP)의 불균형 정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글로벌금융위기 기간에는 CIP 불균형 정도 및 변동성이 큰 상태에 있다가 대략 2010년 이후
로는 CIP 불균형의 평균이 낮고 변동성도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엄상민(2013)은 1999~2012년을 대상으로 유위험이자율평형(Uncovered interest
parity, UIP)의 성립여부를 3∼36개월 만기 시계에서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단기 및 장기에서 UIP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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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예측한 Chen & Tsang(2013)의 방법론을

형(affine-yield model)을 추정한 결과, 수익률곡

원용하였다. 이들은 1985∼2005년중 영국, 캐나다

선의 수준은 경제참가자들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및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

을 반영하는 한편 기울기는 경기변동을, 곡률은 중

3)

여 미래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였다. 미국을 자국

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home country)으로 두고 분석한 결과 미국의 수익

Rudebusch & Wu(2007, 2008)의 연구결과도 위

률곡선이 외국에 비해 하향이동하거나 수익률곡선의

주장에 부합하였는데 수익률곡선의 수준은 장기 기대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우 향후 미달러화 가치가 절하

인플레이션 정보를 내포하는 한편 기울기는 물가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Nelson―

표제와 경제성장이라는 중앙은행의 양대 목표(dual

Siegel(1987)의 수정모델인 Diebold & Li(2006)의

mandate)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선도금리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내외금리차 곡선을

국내 연구로는 임형석(2005)이 Nelson-Siegel

추정하고 동 곡선의 수준(level), 기울기(slope) 및 곡

(1987)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2004년 수익률

률(curvature) 특성을 추출하였는데, 동 추정법은 Ⅲ

곡선을 추정한 결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뉴스는 장

장 1절에서 자세히 소개될 것이다.4)

기금리(수익률곡선의 수준)에 반영되고 콜금리 운용목

수익률곡선으로부터 도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장래

표 결정 등은 단기금리(기울기)에 반영된다고 분석하

의 경제활동을 예측한 선행연구 또한 본고의 시도에

였다. 이 밖에도 수익률곡선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Hamilton & Kim(2002)은

송준혁·최영수(2007), 박강식·김석중(2008)에서

장단기금리차를 통하여 향후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는 수익률 또는 장단기금리차가 경기예측의 유용한 지

고 주장하였으며, Ang et al(2006)도 장단기금리차

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연구로 김준태

와 단기금리를 각각 수익률곡선의 기울기와 수준을 나

등(2011)은 장단기금리차가 미래 인플레이션과는 정

타내는 대용변수로 정의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예

(正)의 관계를 보였으나 미래 경제성장률과는 거의 연

측한 결과, 동 모형이 AR(1) 모형보다 우수한 결과를

관성이 없는 반면, 장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미래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Bekaert et al(2007)은 중앙

의 기대 단기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높은 정(正)의 관계

은행의 물가목표 변동이 수익률곡선의 수준을 결정하

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익률곡

며 통화정책 충격이 기울기와 곡률의 움직임을 결정한

선의 수준 및 기울기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수익률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ewatcher & Lyrio(2006)

관련 자료와 경제변수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을

는 거시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선형 수익률곡선 모

시사한다.

3)	아울러 강건성 점검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포함된 1991∼2011년중 캐나다, 영국 및 미국 데이터를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4)	내외금리차 곡선에 내포된 경제적 의미는 <참고1>에서 간단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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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외금리차와 환율 동향

빠르게 상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단기금
리 수준을 상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

본고는 2000.12월∼2016.12월까지 월별 주기(월

국의 단기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2008년 중반부터

평균 기준)의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및

2015년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제로 수준에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현물환율, 3개월, 6개월,

머물렀다. 이에 따라 한·미간 단기금리차(한국금리

9개월, 1년, 2년, 3년 및 5년 만기 선물환율5)을 이용

- 미국금리)는 2010∼2011년중 한국은행이 기준금

하였으며 Bloomberg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리를 인상한 이후 3%포인트(p)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가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점차 축소되
어 2016년말에는 1%p 미만을 보이고 있다.

1. 한·미 내외금리차 곡선 추이

<그림 1>의 가운데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먼저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와 금리차를 살펴보

장기금리 추이를 보여준다. 분석기간 중 양 국의 장기

자.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양 국가의 3개월물 단기

금리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장기금리

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2001

차(한국금리 - 미국금리)는 단기금리차에 비해 변화

년 경기불황기에 빠르게 하락하였다가 2004∼2006

폭이 작고 안정적이었다. 장기금리차는 2012년 이후

년중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점차 축소되어 2015년말부터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한·미간 장단기 금리차 및 내외금리차 곡선

<그림 1>

<단기1) 금리>

<장기2) 금리>

<내외금리차 곡선3)>

주: 1) 국고채 3개월물 기준
		 2) 국고채 10년물 기준
		 3) 각 만기별 한국수익률 - 미국수익률
자료: Bloomberg

5)	선물환율은 선물환시장에서 직접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스왑(FX swap) 시장에서 관찰된 스왑포인트를 이용하여 계산된 재정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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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10년물 내외금리차와 3개월 내외금리차의 차이

내외금리차를 만기별로 표시한 한·미간 내외금리

가 평균 0.92%p로 내외금리차 곡선이 평활한 모습으

차 곡선은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 한·미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의 편차는 크지 않

2006년말에는 장기금리차가 단기금리차보다 커서 완

은 것으로 보인다. 내외금리차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

만하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최

든 만기에서 왜도가 음(-)의 값을 나타내 평균을 기준

근까지는 장기금리차가 단기금리차보다 작아져 우하

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다. 내외금리차

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이후 단기금리

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에서는

차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내외금리차 곡선의 전반적인

3개월과 10년 내외금리차의 kernel 분포를 제시하였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2년 이후로 장기 및

다. 3개월 내외금리차의 경우 쌍봉형태에 가까운 모

단기 내외금리차가 모두 축소되어 내외금리차 곡선이

습을 이루고 있고, 10년 내외금리차는 관측치의 80%

하방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상이 0∼2%p 구간에 고르게 분포된 모습이다. 이

<표 1>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만기별 내외금리차 자

처럼 만기별 내외금리차의 분포가 상이한 것은 장·단

료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먼저 3개월, 6개월

기 내외금리차가 움직이는 패턴이 서로 달라 내외금리

및 1년 만기의 내외금리차는 평균 및 변동성이 서로

차 곡선의 형태 변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사하였으며 1년 이상 장기로 갈수록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 분석기간 중 평균값 기준으로 내외금

<표 1>

리차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
의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보다 작음
을 의미하는데6), 각 국가의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미
래의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의 관
점에 따르면 분석기간 중 한국의 경기전망이 미국보
다 미약하다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만기별 내외금리차의 기초통계량
평균
(%p)

중간값
(%p)

표준편차

왜도

첨도

3개월

2.01

2.22

1.18

-0.55

2.48

6개월

2.00

2.40

1.19

-0.60

2.31

1년

2.01

2.47

1.17

-0.58

2.12

5년

1.54

1.82

0.94

-0.30

1.59

10년

1.09

1.15

0.73

-0.10

1.87

자료: 저자 계산

6)	내외금리차 곡선의 3개월과 10년에는 각각 (국내 3개월금리 - 미국 3개월금리)와 (국내 10년금리 - 미국10년금리)가 표시된다. 내외금리차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후자가 전
자보다 작으며 이는 (미국 10년금리 - 미국 3개월 금리) > (국내 10년금리 - 국내 3개월금리)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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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단기 내외금리차 분포

2. 원/달러 환율 추이

2000년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한·미간 내외
금리차와 함께 살펴보면 <그림 3>의 왼쪽 그림에서 보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은 2000년 12월 이후부

듯이 전체적으로는 장단기 내외금리차와 환율이 같은

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방향으로 움직여 내외금리차가 확대된 시기에 환율이

이었다. 구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1~2004년

상승(원화가치 절하)하고 내외금리차가 축소된 시기에

중에는 매년 3~5%씩 하락하였다가 2005년과 2006

는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년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심화 및 국내기업들의 수출

구체적으로는 2004~2005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호조 등으로 매년 10% 내외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

환율이 급변동한 시기에는 단기금리차와 환율의 움직

며 2007년에는 3% 하락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

임이 보다 밀접하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는 글로벌

기 기간에는 대다수 신흥국 환율과 마찬가지로 원/달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 및 우리나라의

러 환율도 급등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매년 15%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약화

내외 상승하였다. 위기 이후에는 2012년 달러화 강세

되는 모습이다. 특히 2014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

로 2%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수지 확대 등으로

승세로 전환한 데 반해 장·단기 내외금리차는 지속적

2014년까지 매년 3~10%씩 하락하다가 이후 미국의

으로 하락하고 있어 환율과 내외금리차가 같은 방향으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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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달러환율 및 내외금리차1) 추이

주: 1) 장기금리차는 (한국 10년물 - 미국 10년물), 단기금리차는 (한국3개월물 - 미국 3개월물)
자료: Bloomberg

쪽 그림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함께 내외금리차 곡선

기울기 및 곡률 등 세 가지 특성을 추출하고, 해당 특

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는 내외금리차의 장단기 격

성들이 시장에서의 환율 변화(선·현물환 차이 및 현

차를 제시하였다. 장기금리차에서 단기금리차를 뺀

물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동 분석 방법

값은 2014년 이후 단기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상승하

은 거시경제에 대한 정보가 함축된 수익률곡선의 특

여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모습에 비

성을 직접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추어 볼 때, 장·단기 내외금리차의 상대적 움직임이

수 있다. 먼저, 환율 변화에 대한 설명변수로써 실질

금리-환율 간 관계에 대해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할

금리, 기대인플레이션, 위험프리미엄 등을 직접 사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변수 선정 및 측정상의 어려움
을 피할 수 있다7). 또한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에 미치
는 파급경로의 유효성과 같이 수익률곡선에 반영되어

Ⅲ. 내외금리차 곡선을 이용한 환율변화 추정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잠재
(latent) 정보를 이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

본 장에서는 Chen & Tsang(2013)의 방법론을

러, 동 분석방법은 환율변화 추정시 금리차 뿐만 아니

원용하여 2000.12월~2016.12월까지 월별 내외금

라 금리의 기간별 구조에 대한 정보도 감안한다는 점

리차 자료로부터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

에서 금리평가이론 등을 기반으로 특정 만기의 양국간

7)	실질금리, 기대인플레이션 및 리스크 프리미엄은 환율기대에 대한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표의 가용성과 적합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실질금리의 경
우 직접 관측되지 않으므로 피셔방정식을 통해 명목금리와 물가상승률의 차이로 정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과 명목금리 사이에 일정하지 않은 시차가 존재하여, 산출
된 실질금리의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은 경우가 있어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다. 한편 환율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설명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설명변수간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으로 인해 추정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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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보다 설명력이 더

정오차이며 {

}는 추정할 모수값으로 각각 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금리차 곡선의 수준(level), 기울기(slope) 및 곡률
(curvature)을 나타낸다. 다음 절에서는 환율의 움직

1. 내외금리차 곡선 추정

임을 설명할 미래 경제변수에 대한 기대의 대용변수로
(1)에서 추정한 {

} 값을 이용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Chen & Tsang(2013)과 마찬가지로

도출된 내외금리차 곡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Nelson-Siegel(1987) 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매 시

내외금리차 추정값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

점에서의 한·미 간 내외금리차 곡선을 추정하였다.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준 변수( )는 t 시점 내외금

동 모형은 관측된 수익률곡선을 비선형-모수추정 방

리차 곡선의 모든 만기에 적용되는 상수로써 만기(m)

식으로 근사화하는 모형으로 간단하면서도 적합도가

가 변해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즉,

우수하여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수익률곡선 도출시

가(감소)는 모든 만기에서 내외금리차 곡선을 상방(하

활용하고 있다.8) 또한 Diebold & Li(2006) 등에서

방) 평행이동 시키게 된다. 한편

분석한 바와 같이 추정된 모수를 수익률곡선의 수준,

는 항의 값은 만기가 증가할수록 0으로 수렴하기 때문

기울기 및 곡률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에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리에서 미국 금리를 뺀 내외

선의 장기 구성요소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금리차는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로 설정한다.

가 성립하게 되어

를 내외금리차 곡

두 번째로, 기울기 변수( )를 계수로 갖는

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내외금리차의 단기적인 구성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익률,

를 계수로 갖

는 만기(m)가 증가함에 따라 1에서 0으로 지수적

(1)

여기서

및

의증

는 t시점에 관측된 m개월 만기 국내 수
는 m개월 만기 미국 수익률을 의미하며, 3

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및 10년 만기의
총 7개 관측 수익률을 이용하였다. λ는 가중치의 감
소속도(exponential decay term)를 나타내는 곡
률계수인데, Diebold & Li(2006) 이후 관련 연구에
서 널리 쓰인 대로 0.0609으로 설정하였다.9) 는 추

의 증가(감소)는 내외금리차 곡

선의 단기금리차를 장기금리차보다 더 크게 증가(감
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 내외금리차 곡
선의 기울기를 감소(증가)시킨다. 위 (1)의 추정식에
곡률계수를 대입하여 기울기를 산출하면
와 같이 표현된다.10)
여기서

앞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가 양수(음

수)이면 내외금리차 곡선은 우하향하는 음(양)의 기울
기를 가지게 된다.

8)	BIS(2005) 참고
} 항(곡률 가중치)이 만기가 30개월에서 약 0.3으로 최대가 된다.
9)	이 경우 추정식 (1)에서 를 계수로 갖는 {
10)	Diebold & Li(2006)에서 기울기를 정의한 방식(10년물 금리에서 3개월 금리를 뺀 값)을 따랐다. 문헌에 따라
로 기울기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기울기는 정
가 된다.
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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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 적용되는 가중치인 {

}는 만기(m)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수준까
지 증가한 후 다시 0으로 수렴하므로 2∼5년의 중
기 내외금리차의 주요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즉,
의 증가(감소)는 단기 및 장기에 비해 중기 내외금리
차를 더 크게 증가(감소)시켜 내외금리차 곡선의 곡률
(curvature)을 증가시키게 된다.11)12)

한·미 내외금리차 곡선 추정 결과

<표 2>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준

평균
0.602

0.501

0.7223

-0.7302

2.6782

기울기

1.317

1.666

1.3010

-1.7692

3.4757

곡

2.305

2.163

2.0293

-1.8898

6.3895

0.976

0.9997

0.1133

-0.268

0.999

수

률
2

R

주: 1)	R2는 실제 내외금리차를 추정치로부터 도출된 모델값(fitted value)으로 회귀분석
하였을 때의 R2를 의미한다.

<표 2>에 제시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의 세 가

<그림 4>의 상단에는 추정된 내외금리차 곡선 추이

지 특성이 실제 수익률곡선 움직임의 대부분을 설명

를 3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내외금리차는 단기에서 변

(평균 R2=0.98)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기가 10

동성이 더 컸으며 분석기간의 전반에는 만기에 따라

년인 경우 수준, 기울기 및 곡률의 가중치(loadings)

우상향하다가 점차 우하향하고 있다. <그림 4>의 하

는 각각 (1, 0.13, 0.13)이 되는데, 이 가중치와 세

단에는 추정된 {

특성의 평균값을 가중평균하면 1.07%p로 <표 1>

리차, 장단기금리차 및 곡률 근사치를 각각 비교하였

의 10년 내외금리차 평균(1.09%p)과 근사한 값이

다. 추정된 {

된다. 마찬가지로 만기 3개월의 가중치 (1, 0.91,

는 각각 0.87, -0.99, 0.98로 매우 높았다. 세 변

0.08)을 세 특성의 평균값과 가중평균하면 1.98%p

수의 자기상관계수를 살펴보면 1~12개월 시차에서

로 <표 1>의 3개월 내외금리차 평균(2.01%p)와 비슷

모두 {

한 값이 산출된다. 기울기의 평균은 양(+)의 값을 나

나타났다.13)

}와 관측된 10년물의 내외금

}와 관측된 근사치 간 상관계수

} 계열의 지속성이 { }보다 높은 것으로

타내어 우하향하는 내외금리차 곡선(음(-)의 기울기)

한국과 미국 금리의 지속성은 장기로 갈수록 높아지

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Chen and Tsang(2013)

는데14) 장기 내외금리차에 대응되는 수준 변수( )의

과 마찬가지로 곡률 변수가 가장 변동성이 높은 것으

지속성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각국의 장기금리

로 나타났다.

가 글로벌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아 지속성이 높게 나

11)	곡률( )이 양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12)		
수준(level) 증가

가 음수인 경우는 반대가 된다. 추정된
기울기(slope) 증가		

계열은 2004~5년중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곡률(curvature) 증가

		

		 자료 : Wu(2003)
13)
		

14)	한국의 3개월 금리의 자기상관계수는 시차가 1개월, 12개월일 때 각각 0.97 및 0.57이며 10년물 금리의 경우 0.97 및 0.65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단기 자기상관계수가
0.98 및 0.64 이고 장기는 0.97 및 0.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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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t와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1)

주: 1) 한·미 10년물 금리차

내외금리차 곡선

-Pt와 내외금리차 곡선의 기울기1)

주: 1) 내외금리차 곡선의 장단기차(10년-3개월)

Ct와 내외금리차 곡선의 곡률1)

주: 1) 한·미 2년금리차×2-10년금리차-3개월금리차

타나지만, 금리차를 계산하면 글로벌 요인이 상당 부

시장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미

분 상쇄되고 각국의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시장

국보다 빠르게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5) 내

기대의 차이가 반영되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남은 것

외금리차 곡선의 기울기(- )는 2001년 초반 및

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2005~2007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마이너스(-)를 나

<그림 4>에 따르면 한·미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

타내고 있다. 내외금리차 곡선의 기울기는 2009년 이

변수는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2012

후 지속적으로 하락( 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부터는 마이너

상수지 흑자 및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의 산

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출갭이 미국보다 높게 유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15)	수익률곡선의 수준이 시장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기존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이 추정하였으나 이를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로 뒷받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경
우 필라델피아 Fed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 1년 및 10년후의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가능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과
거지향적으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이정익(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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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한편 2014년 이후 기울기의 상승( 는 하

행간 시장에서는 국내은행이 외화자금을 조달하거나

락)은 한·미간 단기 산출갭 전망치 등의 차이가 축소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할 원화를 조달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는 통로로 외환스왑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유동

내외금리차 곡선의 곡률( )은 금융위기 이후 2013년

성이 풍부하고 내외금리차와의 연계성이 높다. 또한

까지 큰 폭으로 등락하다가 2013년 이후 하락하면서

유상대(2011)에서는 스왑레이트가 장래 환율에 대한

장·단기 금리차의 연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기대를 반영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7)18)
추정 결과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level)은 모든 만

2. 환율기대 추정

기의 선물환율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3>을 보면 내외금리차 수준 변수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외금리차 곡선의 세 가

의 계수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약 0.9에서 0.6으로 하

지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각 기간별 환율기대16)를

락하는 가운데, 모든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추정한다.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금리가 미국금리
대비 1%p 상승하면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에 비해 상승

(2)

하며 그 상승폭은 만기가 길수록 축소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만기에 걸쳐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여기서

는 t 시점에 관측된 m개월 만기의 원/달

러 선물환율, 는 현물환율을 의미하며
는 선·현물환간 차이로 연율화하여 표시하였다. 만
기 m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및 5년
을 이용하였고 글로벌 금융위
기로 인해 금리-환율 관계에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7월~2009.6월 사이에 더
미변수( )를 추가하였으며 는 추정오류이다. 종속변
수인 선·현물환 차이는 외환스왑(FX swap) 시장에
서 관측되는 스왑레이트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은

높아질 경우, 가까운 만기의 원/달러 선물환율이 상
승하였다가 만기가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오버슈팅 행
태를 예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9) 이는 국내의 장기
인플레이션 및 잠재성장률 상승 전망 등이 장단기 선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대로 미국
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내외금리
차곡선이 하방이동하는 경우 원/달러 선물환율이 현
물환율에 비해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내외금리차 곡선의 기울기(slope,

)도 모든 만기

의 선물환율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내외
금리차 곡선의 기울기가 1단위 증가20)할 경우 3개월

16)	추정식 (2)의 종속변수가 환율기대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편성 가설[
]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고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편성 가설 성립 여
부는 빈번하게 기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래 환율을 예측하는 데 선물환율이 유용한 지의 여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장래환율에 대한 기대환율로써
선물환율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실증분석 결과 해석에 특히 유의하였다.
17)	2003∼2005년중 대규모의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환율하락이 지연되자, 장래환율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스왑레이트가 2004∼2006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8)	한편 설명변수로 이용된 국내 금리와 피설명변수인 원/달러 환율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경우 회귀분석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변수간 관계
를 구조적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등의 통해 분석한 연구(Eichenbaum & Evans(1995)등) 결과 환율은 대체로 일정 시차를 두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자율평형조건을 검증한 문헌들도 일반적으로 이자율차이를 같은 시기의 기대환율에 대한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19)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선·현물환 차이[(F-S)/S]이므로 추정계수값을 선물환율 움직임과 현물환율 움직임으로 분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현
물환율의 움직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금리가 높아져서 국내로의 자본유입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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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곡선 특성과 선물환율 변화율간 관계1)

<표 3>		
만기

변수
수준(level)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0.8532***

0.8314***

0.7576***

0.7693***

0.6660***

0.5931***

0.5961***

***

***

***

***

***

***

기울기(slope)

0.8368

0.7760

0.7240

0.6603

0.4837

0.3470

0.2134***

곡률(curvature)

0.0234

0.0458

0.0708

0.0855*

0.1200***

0.1433***

0.1201***

***

***

2)

금융위기 더미
설명력(R2)

***

***

***

***

-3.1330

-2.7533

-2.5872

-2.5078

-2.2442

-2.0098

-1.4465***

0.5897

0.6684

0.6902

0.7069

0.7154

0.7024

0.6454

주: 1) 2000.12월~2016.12월		
2) 금융위기 기간(2008.7~2009.6월)중 더미 설정
3)	***, **, * 는 각각 1%, 5%, 10%이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이분산성을 고려한 HAC방법 적용)

이상 선물환율이 0.2∼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마지막으로 내외금리차 곡선의 곡률(curvature)도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한국

1∼5년 만기 선물환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경제의 산출갭이 미국보다 높아질 경우 국내 단기금리

로 분석되었다. 다만, 계수의 크기는 0.1 내외로 다른

가 미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곡선의 기울기( )가

설명변수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단기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선물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금리의 연계성 하락 등으로 곡선의 곡률이 1단위 증가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국내 경기회복이 미국에 비해

23)

지연되거나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단기금리차가 하락

분명하지만 만기 1∼5년의 선물환율은 약 0.1%p 상

하는 경우, 내외금리차 곡선의 기울기( )가 감소하면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경우 1년 미만의 선물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

서 선물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수

최근 신흥국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준변수의 계수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감소

무위험이자율평형(CIP)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나타

하였으나 감소속도는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발전과 통합이 진전됨에 따

이는 두 가지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모형 설정

라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CIP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한

상 기울기 변수가 중·장금리보다는 단기금리의 움직

Zhou(2002)의 연구를 참고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단기금리가 단기 환율기대

현상이다. Shin(2016)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

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1) 또한 전술한

융위기 및 2011∼12년의 유로지역 위기가 지나가고

환율기대의 오버슈팅 행태가 단기금리 충격에 대해 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도 엔화 및 스위스프랑

22)

욱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화에서 큰 폭의 CIP 괴리24)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

20)	전술한 바와 같이 기울기의 가중치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내외금리차 곡선 기울기 변수의 1단위 증가는 3개월 내외금리차의 경우 1.1%p 상승(1.1%p×
0.91), 3년물 금리차의 경우 2.5%p 상승(2.5%p×0.4)을 의미한다.
21)	Ⅲ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울기 변수의 가중치는 만기가 증가함에 따라 1에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금리가 상승하였을 때, 중·장기 금리도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였다면 수준 변수값이 커지겠지만 단기금리만 상승하였다면 기울기변수가 증가하게 된다.
22)	Chen & Tsang(2013)이 피설명변수로 실제환율 변화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일본 및 영국에서도 기울기 변수의 추정계수가 수준변수의 추정계수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모
습을 보였다.
23)	Diebold & Li(2006)에 따라 개별 국가 수익률곡선의 곡률 근사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2년 만기 내외금리차가 1.4%p 상승하면 곡률이 1단위 증가하게 된다.
		
24)	스왑레이트가 내외금리차를 하회하면 달러화를 차입(i*)하여 스왑레이트((F-S)/S)로 본국 통화를 조달한 다음 본국 통화 자산에 투자(i)함으로써 [(i-i*) -(F-S)/S]만큼의 무
위험 이익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를 CIP 괴리 또는 차익거래유인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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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선물환거래에 이자율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간 환율 변동을 연율화하여 표시하였다. 만기 m은 3

부분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관측된 CIP 괴리를

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및 5년을 이용하

내외금리차 곡선 정보를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리-환율 관계에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흥미로운 후속 연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7월

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9.6월 사이에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는t

기부터 t+m기까지의 추정오류이다.26)
3. 장래환율 추정

위의 회귀모형 추정 결과 대부분의 경우 내외금리
차 곡선에 포함된 정보가 미래의 실제 환율을 예측하

본절에서는 (2)의 추정식에서 선·현물환 차이 대신

는 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개월 이

실제 환율의 움직임을 피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한·미

하의 환율변동에 있어서 기울기 변수가 10% 수준에

간 내외금리차 곡선의 정보가 실제 환율을 예측하는 데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울기 변수만 설명력

유용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즉, 3~60개월 이후 실

이 있다는 점에서 Chen & Tsang(2013)에서 일본의

현된 현물환율을 이용하여 아래 모형을 추정하였다.25)

결과와 유사한 편이나 설명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일본
보다 짧았다.27)

(3)

이처럼 동 추정모형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원인은
t시점의 내외금리차 곡선에 내재된 정보는 t 시점에

여기서 와

는 각각 t, t+m 시점에 관측된 원/

달러 현물환율을 의미하며

<표 4>		
예측기간

변수

3개월

는 양 시점

서 형성되는 선물환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만, 미
래에 실현된 환율은 t+m 시점까지의 환율 변화 및 외

수익률곡선 특성과 실제환율 변화율1) 간 관계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수준(level)

4.2133

5.5237

3.8232

1.1283

-3.8827

-2.6359

-3.5548

기울기(slope)

5.9069*

4.9163*

2.8685

0.8272

-2.4168

-2.7567

-0.7130

곡률(curvature)

-2.4935

-2.0429

-0.9741

-0.2741

0.1084

-0.0320

-0.2463

금융위기 더미2)

33.4653**

1.5877

-8.7660

-7.8957

-2.3417

-1.6030

0.0032

0.1643

0.1056

0.0615

0.0264

0.2013

0.4467

0.4236

2

설명력(R )

주: 1)	2000.12월~2016.12월중 각 기간이후 실현된 환율을 이용해 산출한 환율변화 (연율%)
2) 금융위기 기간(2008.7~2009.6월) 중 더미 설정
3)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잔차항의 자기상관을 감안하여 Chen & Tsang(2013)에서와 같이 re-scaled t값을 적용(t/√m)]

25)	식 (3)은 Chen & Tsang(2013)이 미국, 일본, 캐나다 및 미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모형과 일치한다.
으로 나누어 보정해 주었다.
26)	실제환율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정오차가 커짐에 따라 t값 산정시 표준오차를
27)	Chen & Tsang(2013)에서는 영국의 경우 세 가지 변수가 만기 1년 이하에서 유의(10% 수준에서 유의함, 이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기울기 변수만 1.5년 이
하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3개월 이하에서 수준 변수, 1개월에서 곡률 변수만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캐나다달러가 원자재통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28) <참고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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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충격(정보)에 많은

전후로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 간 관계가 변화하였

영향을 받는 데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선물환율

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 기간

과 장래에 실현된 현물환율간 차이를 위험프리미엄으

을 2000.12월∼2008.6월과 2009.7∼2016.12월

28)

로 설명하는 Fama(1984)

등의 연구 결과를 감안

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표 5> 및 <표 6>에 정리된 분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환경 변화가 리

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금융위

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곡률변수의

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

유의성이 위기 이후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볼 만 하다.

한편 수준변수의 추정계수는 단기 환율기대에 대해서
는 위기 전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만기가 길어지면

4. 강건성 검증

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즉, 위기 이후의
추정계수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기 이전에 비해 빠르
게 감소하여,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이 환율 기대에

본절에서는 강건성 검증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표 5>		
만기

변수

3개월

수익률곡선 특성과 선물환율 변화율간 관계(금융위기 이전)1)
6개월

***

9개월

12개월
***

***

36개월

0.9682

0.8912

0.9277

0.8185

0.7349

0.7202***

기울기(slope)

1.0016***

0.8677***

0.7915***

0.6829***

0.4658***

0.3275***

0.1786**

*

***

60개월

0.9504

설명력(R2)

***

24개월

수준(level)
곡률(curvature)

***

**

-0.0584

0.0292

0.0793

0.1448

0.1932

0.1923

0.1585***

0.6286

0.6801

0.7024

0.7228

0.7126

0.6779

0.6810

주: 1)	2000.12월~2008.6월
2)	***, **, * 는 각각 1%, 5%, 10%이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이분산성을 고려한 HAC방법 적용)

<표 6>		
만기

변수
수준(level)
기울기(slope)
곡률(curvature)
2

설명력(R )

3개월

수익률곡선 특성과 선물환율 변화율간 관계(금융위기 이후)1)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0.2819**

0.2059

0.2562*

0.8549***

0.6892***

0.5583***

0.4682***

***

***

***

***

1.1251

1.0204

**

0.8996

***

0.7997

***

***

0.4967

***

***

0.1504

***

0.3128

0.0163

0.0615

0.0962

0.1199

0.1824

0.2157

0.1840***

0.6786

0.7782

0.7606

0.7485

0.7311

0.7459

0.6731

주: 1) 2009.7월~2016.12월
2)	***, **, * 는 각각 1%, 5%, 10%이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이분산성을 고려한 HAC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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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만기가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소멸되는

하락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기울기 변수의 만기별 추정

과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장기 성장률 전망이 크

계수는 위기 전후에 비슷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장기

게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단기

금리의 기울기 및 곡률 가중치가 매우 낮은 점을 감안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내외금리차곡선의

하면 장기금리의 움직임은 내외금리차 곡선 상에서 주

기울기가 오히려 증가30)하면서 선물환율이 상승할 가

로 수준변수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금리차

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미래에 실현된 현물환율을 이

가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 변수를 통해) 장기 환율기

용한 분석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경우에는 내외

대에 미치는 영향이 위기 이후에 다소 축소된 것으로

금리차 곡선의 특성(기울기)을 이용하여 환율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만기별 추정계수의 상대적 크기에 변화가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실행된 주요 선진국의

있기는 하였으나 추정계수의 방향 및 유의성 등을 종

양적완화 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이 금리

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률곡선 특성과 환율기대간 관

를 통해 선·현물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하

계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것으로 판단된다.29)

장·단기 금리간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내외금리차의
기간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2.7
월~2014.7월 사이 10년물 장기금리차는 1.8%p에

Ⅳ. 맺음말

서 0.5%p로 1.3%p 축소된 반면 3개월물 단기금리
차는 2.9%p에서 2.5%p로 0.4%p 축소된 데 그쳤

본고에서는 한·미 내외금리차 곡선에 담긴 정보가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단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변수임

금리 구조 변화가 선물환 시장 및 미래 환율에 영향을

을 확인하였다. 선물환율을 이용한 모형의 경우 R2가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59~71%를 기록하는 등 분석모형의 설명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그간 수익률곡선에 내재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미래 이자율 움직임에 대한 예

분석결과 모든 기간의 선물환율에 대하여 내외금리

측 등을 목표로 하였다. 저자가 파악하기로 본고는 내

차 곡선의 수준(level)과 기울기(slope)가 유의한 양

외금리차를 이용한 수익률곡선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 연준

의 거시경제변수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기대가 외환

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한·미간 단기금리차가 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시도라는 데에도 의

소되는 경우(곡선의 기울기 하락) 원/달러 선물환율은

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9)	이는 김정성·강규호(2014)에서 2006.6월~2013.8월중 무위험이자율조건의 불균형 정도를 레짐(regime) 전환을 고려하여 점검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Regime 2
또는 1의 상태, 금융위기 이후에는 Regime 1의 상태로 분석된 것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0)	그 결과 현재 우하향하는 내외금리차 곡선이 더 가팔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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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내외금리차 곡선의 경제적 함의
피셔가설에 따르면 두 국가의 금리차는 실질금리(잠재성장률) 갭, 기대 인플레이션 갭, 위험프리미엄 갭 등의
정보를 반영하게 된다.
자국의 피셔방정식 : 		

				

(1)

외국의 피셔방정식 : 		

				

(2)

: 명목금리, : 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 위험프리미엄

자국과 외국의 피셔방정식을 이용하여 (1)-(2)로 내외금리차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내외금리차 :		

			

(3)

위의 내외금리차 식(3)에 무위험이자율평가(covered interest parity, CIP)을 적용하면, 두 국가간 내외금
리차를 이용하여 환율기대(선물환 프리미엄)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4)

: 선물환율, : 현물환율(환율은 국내통화로 표시한 외국통화 가격)
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로 기대인플레이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궁극적으로 환율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거래시점에서 결정된 선물환율 거래를 수반한 CIP 조건에는 환위험이 제거되어(covered)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동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비선진국에서는 거의 CIP 불균형이 관
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국경을 넘는 거래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래비용, 불완
전한 자본이동, 정치적 위험 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C)이 고려된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을 감안한 내외금리
차와 환율기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C: 선물환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 프리미엄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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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선물환율과 장래 현물환율간 관계
불편성 가설(Unbiasedness hypothesis)이란 합리적 기대와 위험중립성 조건 하에 선물환율이 미래 현물환
율의 불편추정치가 됨을 의미한다.

: 기에 관측되는

기간 만기의 선물환율

: + 기의 현물환율

경험적 분석에서 위 불편성 가설은 주로 기각되었으며 불편성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위험중립성
이 충족되지 않거나 ② 합리적 기대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책변화 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기대 형성으
로 체계적 추정오류가 발생하거나 ③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비합리적 기대 형성 등이 연구되었다. 이 중 위험중립
성 조건을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선물환율을 현물환율에 대한 기대와 합리적 리스크 프리미엄( )의 합으로 정의
한 시도가 Fama(1984) 이후 활발하다.

편의상
에

=1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0이 아닌 값으로 임의 보행(random process)을 따른다. 양 변

를 차감하면,

위의 관계에 따르면 선물환율을 장래 현물환율에 대한 기대치로 이용할 경우 변수누락에 따른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Hai et al(1997) 등은 선물환율과 미래의 현물환율 간 장기 공적분 관계 및 단기 AR(1)
관계를 이용하여 전술한 리스크 프리미엄( )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선물환율이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추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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