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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 and Rey (2004; 2006)의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에 의하면 국제투자자의 주식자금 유출
입은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의 하나이다. 주식자금 유출입은 주가와 환율
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가와 환율 중 한 변수의 충격의 영향을 상대 변수에 전달하
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2000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의 기간에 대해 한·미 간 주식자금 유출입, 우리나라 주가, 원/달러 환율, 미국주가 간의 구
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VAR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를 허용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분산성 식별방식을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추정된 충격-반응 관계에 의
하면 주식자금 유출입, 우리나라 주가, 원/달러 환율은 동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후 상호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체로 충격발생 당월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환율충격에
대한 주가의 누적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충격-반응 관계의 부호들은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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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이후 환율변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슈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학술적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한 기존의 환율모형들은 이를 잘 설명해주지 못하였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자본이동 자유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주식
자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포트폴리오 자본이동이 급속한 증가 추이를 보이게 되
었으며, 이러한 국제 자본이동은 각국의 주가 및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그 결과 국가 간 주식자금의 흐름과 각국의 주가 및 환율이 매우 긴밀한 관
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 환율변동에 대한 설명
력이 거의 없는 기존의 환율모형에 실망하고 있던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주가와 환
율 간의 관계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처음에는 주로 기존 개방거시경제
모형의 논리를 확장 해석하여 설명되고 있었다. 그러한 설명 중 하나는 전통적 포
트폴리오모형의 논리에 의한 설명으로 주가가 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플로우모형의 논리에 의한 설명으로 환율이 일반적으로 주가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들은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인과관계만을 가정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현실적 상호 연관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난 새로
운 모형을 제시한 것은 Hau and Rey (2004; 2006)로서, 양국 간 주식자금의 유출
입, 양국의 주가, 환율 간의 연관관계를 비교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portfolio rebalancing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들의 모
형은 국제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행위로부터 이러한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찾고 있는데, 각 변수들은 일방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 모형에 의하면 국내주가 상승충격은 전통적 포트폴리오모형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국제투자자의 주식자금 유출을 초래하여 환율을 상승시킨다. 또
한 환율상승 충격은 플로우모형의 일반적 주장과 동일하게 주가를 상승시키기는 하
지만, 수출과 생산 증가 기대에 따른 이익추구 동기가 아니라 국제투자자의 환노출
관리 동기에 의한 주식자금 유입 때문이라는 경로 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제
투자자의 미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주식자금의 순유입 충격
은 국내 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환율을 하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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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와 환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발표되었
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분석대상 국가, 기간 또는 자료의 빈도(frequency)를 달리할
뿐, 대부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이나 공적분분석 등을 통해 양 변수의 그랜저 인과
관계가 전통적 포트폴리오모형과 플로우모형 중 어느 모형의 주장에 더 부합되는지
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들은 구조적 VAR모형의 추정
과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분석모형 설정 및 방법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중 최소한 하나의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관계에 핵심변수라고 볼 수 있는 주식자금의 유출입을 분석모형에서
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양 변수 간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주식자금 유출입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 하나는 주가와 환율 중 한 변수에 발생된 충격의 영향
을 상대 변수에 전달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석모형에 주식자금
의 유출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주가나 환율 중 어느 한 변수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상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주식
자금 유출입의 또 다른 역할은 그 자체의 충격에 의해 주가와 환율에 동시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서의 역할이다. 분석모형에 주식자금 유출입이 누락된 경우,
국제투자자의 기대변화로 인한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의 영향이 주가충격이나 환율충
격의 영향으로 잘못 식별되어 두 변수 간의 연관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포
트폴리오 재조정모형에 의하면 국내주가의 변화가 국내투자자의 기대변화로 인한 것
인지, 아니면 국제투자자의 기대변화로 인한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 때문인지에 따라
주가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정반대가 된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변수들의 내생성(endogeneity)과 관련된 것으로, 주가,
환율, 주식자금 유출입 등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내생적 금융변수들로서
변수 간의 상호 영향이 단순히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전달의 신
속성으로 인해 동일 시점에 쌍방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시점
의 구조적 관계의 식별이 선행되어야만 변수들 간의 정확한 관계가 파악될 수 있는
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콜레스키 분해와 같은 일방적 인과관계를 임의로 가정함
으로써 동시적 상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Hau and
Rey (2004)는 그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을 분석모형으로 하여 Uhlig (2005)의
부호제약 방식에 의해 충격-반응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려
고 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도출한 충격-반응 관계는 무수히 많은 충격-반응 관계 추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4권 제2호 (2018.6)

정치 중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이 주장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가장 잘 부
합되는 추정치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의 실증결과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모형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관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들이 도출한 충격-반응 관계가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
는 구조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모형설정과 분석방법에
의해 한·미 간 주식자금의 유출입, 한·미 주가, 원/달러 환율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들과의 주요
차이점 및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가 및 환율 외에
도 한·미 간 주식자금의 유출입과 미국주가를 기본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히
주가 및 환율 간의 상호 연관관계 뿐 아니라 그러한 연관관계가 발생하는 경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미 양국의 산업생산 또는 한·미 양국의 정책금리
및 채권자금의 이동 등 주가와 환율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들을
추가한 확장모형에 의해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시 추정함으로써 기본모형에
서 식별된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과 주식자금 유출입, 주가, 환율과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통화정책 간의 상호 연관관계도 부가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들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플로우모형
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율, 수출입가격, 수출입물량, 양국의 산업생산 등 플로우모형
을 구성하는 변수들로 구성된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
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Bacchiocchi (2011)의 이분산성 방식을 이용하여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contemporaneous bidirectional causality)를 허용한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도출한 충격-반응 관계에 의해 변수들 간의 동태적 연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절에서는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
를 설명하는 이론들과 선행 실증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자료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주 실증분
석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기초적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다음 제Ⅳ절에서는
기본모형을 출발점으로 하여 두 개의 확장모형과 플로우모형에 의해 추정된 구조적
관계와 충격-반응 관계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제Ⅴ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포트오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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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 간 주식자금 이동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각국의 주가
와 환율이 긴밀한 관계를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 이론은 미처 개발되지 않은 채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주로 기존 개
방거시경제 모형들의 논리를 확장 해석하여 설명되고 있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통적 포트폴리
오 모형의 논리에 의한 설명으로 주가가 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다.1)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대체효과와 자산(wealth)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효과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자산효과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은 대체효
과가 자산효과보다 더 크다고 보고 환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투자자들
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대신 더 매력적인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고 그 결과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인과관
계 입장을 취하고 있는 주장은 플로우모형의 논리에 의한 설명으로, 환율이 일반적
으로 주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가격 하락
으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 및 수입대체기업들의 내재가치가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자국통화표시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과 매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명확하지 않은데, 수출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
(+)의 효과가 부(-)의 효과보다 커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통적 포트폴리오모형이나 플로우모형은 이와 같이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에 일방적
인과관계만을 가정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현실적 상호 연관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거시경제모형들의 한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것은 Hau and
Rey (2006)로서, 양국 간 주식자금 유출입, 양국의 주가, 환율 간의 구조적 관계를
비교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을 개발하였
다. 그들의 모형은 전통적 포트폴리오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시적 시각에

1) 본고에서의 환율은 모두 자국통화로 표시한 외국통화 1 단위의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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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국제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행위로부터 이러한 변수들 간의 연관관
계를 찾고 있다. 동 모형에서 모든 변수는 내생변수로서 각 변수들은 여타 변수에
상호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주식자금 흐름이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
관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는 해외 주식에 대한 분
산투자를 통해 수익률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점이 있으나 대신 해외 주식포지션에
대한 환노출 부담을 안게 된다.2) 따라서 국제투자자는 분산투자의 이점과 환위험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자국통화로 환산한 포트폴리오의 최적 비중을 먼저 구한
뒤 국가(통화)별로 분산투자를 한다. 주가나 환율 충격이 발생하면 포트폴리오의 비
중이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국제투자자는 원래의 최적배분 비중으로 되돌
리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거시적 또는 미시적 펀더
멘탈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최적배분을 초과하므로 국제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여 해외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그 결과 주식자금의 유출이 발생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해외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국내투자자들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
하여 해외주가가 상승하면 국제투자자의 주식자금 흐름과 환율에 대한 영향은 그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같은 논리로 환율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투자자의 입장에서 자국통화로 환산
한 우리나라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최적배분을 초과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주
식을 매도하여 해외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주가와 환율은 정(+)의 방향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포트폴리오 재조
정모형에서 주가상승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 포트폴리오 모형의 주장
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Dunne et al. (2010)는 펀더멘탈 전망에 대한 국내투자
자와 국제투자자 간의 이질적 확신(heterogeneous beliefs)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
다. 즉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믿음이 긍정적으로 변하여 우리
나라 주가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국제투자자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체효과
는 발생하지 않고 자산효과 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증가된 자산을 재조정하는 과정
에서 주식자금이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Hau and Rey (2006)에서는 국내투자자들의 기대변화로 인한 주가충격 또는 환
율충격에 따른 국제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Hau and Rey (2004)의 실증모형과 Dunne et al. (2010)에서는 국제투자자들의 기
2) Hau and Rey (2006)는 국제 주식투자의 8% 만이 환위험 헤지를 한다는 Levich et al. (1999)의 서베이
결과를 근거로 국제 주식투자자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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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또는 믿음의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배분(portfolio reallocation) 행위도 고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기대가 변하게
되면 그들은 이를 감안하여 포트폴리오 최적배분 비중 자체를 바꾸는 재배분 행위
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투자자들의 기대변화는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이 그러한 기대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이
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바뀌
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주식자금 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동시에 초래된다.
주가와 환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발표되
었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분석대상 국가, 기간 또는 자료의 빈도(frequency)를 달
리할 뿐, 대부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이나 공적분분석 등을 통해 양 변수의 인과
관계가 전통적 포트폴리오모형과 플로우모형 중 어느 모형의 주장에 더 부합되는지
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3)
일부 연구들은 구조적 VAR모형의 추정과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관계에 있어
핵심변수라고 볼 수 있는 주식자금 유출입을 분석모형에서 누락시키거나, 구조적
관계의 식별에 있어서 대부분 콜레스키 분해와 같은 일방적 인과관계를 임의로 가
정함으로써 동시적 상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가와 환율 간의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를 허용한 실증연구로는 이근영(2007),
이대기·유병학(2009), 정용석(2011), 조정구(2016) 등이 있다. 그 중 이근영(2007),
이대기·유병학(2009), 조정구(2016)는 일별 자료를, 정용석(2011)은 월별 자료를 이
용하여 KOSPI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대기·유병학
(2009), 조정구(2016)는 이분산성 방식에 의해, 정용석(2011)은 GMM 추정에 의해,
그리고 이근영(2007)은 두가지 방식 모두에 의해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를 식별하였
다. 그 결과 KOSPI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연구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원/달러 환율충격이 KOSPI에 미치는 영향은 이근
영(2007), 조정구(2016)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이대기·유병
학(2009), 정용석(2011)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핵심변수인 주식자금 유출입의 누락으로 인해 어떤 경로를 통해 두 변수
가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변수 간의 관계

3)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Bahmani-Oskooee and Saha (20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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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곡되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모형에 양국의 주가와 환율 뿐 아니라 양국 간 주식자금 유출입까지 모두 포
함시키는 한편 변수들 간의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까지도 허용한 실증연구로는 Hau
and Rey (2004)와 Ehlers and Takáts (2013)가 있다. 그들은 모두 포트폴리오 재조
정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Hau and Rey (2004)의 분석대상국은 선진 5개국이고, Ehlers and
Takáts (2013)의 분석대상국은 신흥국 그룹이라는 차이만 있다. 그들은 모두 Uhlig
(2005)의 부호제약 방식에 의해 충격-반응관계를 도출하였는데, 그러한 충격-반응관
계가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도
출한 충격-반응관계는 무수히 많은 충격-반응관계 추정치 중 포트폴리오 재조정모
형이 주장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가장 잘 부합되는 추정치를 선택한 것이
었다. 그 결과 그들의 실증결과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이 주장하는 관계가 현실
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들이 도출한 충격-반
응 관계가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4)

Ⅲ. 분석모형 설정 및 분석방법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VAR 모형에 의한 충격-반응 관계를 통해 변수들 간의 연
관관계를 분석한다. 기본 모형에 포함될 변수는 Hau and Rey (2004)의 실증모형에
서와 같이 한·미 간 주식자금의 유출입, 우리나라 주가지수, 원/달러 환율과 미국 주
가지수이다. 주식자금 유출입을 실증모형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주식자금의 유출입
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통해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관계를 생성하는 핵심

4) 부호제약 방식에 의한 충격-반응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추정된 구조적 관계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는 점인데, Kilian (2011)이 지적하는 부호제약 방식의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특정 이론에 기초한 구조
적 관계에 의거해 얻은 실증 결과는 해당 이론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 결과가 해당 이론
의 신뢰성만큼만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Uhlig (2005) 방식에 의해 도출한 충격-반응관계는 그
러한 관계가 참이라든지 또는 가장 그럴듯한(likely)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부호
제약의 토대가 되는 이론상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부호
제약 방식이 콜레스키 방식보다 덜 제약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제약적이다.
한편 중위수(median)에 해당하는 충격-반응관계에 의거한 실증분석은 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Kilian (2011), Fry and Pagan (2011) 등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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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기 때문이다. 첫째, 주식자금 유출입은 주가와 환율 중 한 변수에 발생된 충
격의 영향을 상대 변수에 전달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석모형에 주식
자금의 유출입이 포함되어 있어야 주가나 환율 중 어느 한 변수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상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 만에 의해서는 추정된 구조적 관계가 올바른지 알기
어려우나 주식자금의 유출입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 추정된 구조적 관계의 논
리적 일관성 여부에 의해 식별된 구조적 관계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환율충격이 국제투자자의 주식자금을 유입시키는데 주가는
하락시키는 것과 같이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논리에서 벗어난 관계가 추정된 경
우에는 구조적 관계의 식별에 오류가 있거나, 환율충격이 주식자금 유출입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가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주식자금 유출입은 그 자체의 충격에 의해 주가와 환율에 동시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주가와 환율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
이 아니라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의 영향으로 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분석모형에 주식자금 유출입이 누락된 경우 국제투자자의 기대변화로 인한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의 영향이 주가충격이나 환율충격의 영향으로 잘못 식별되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에 의하
면 국내주가의 변화가 국내투자자의 기대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투자자의
기대변화로 인한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 때문인지에 따라 주가와 환율 간의 상관관
계는 정반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주가지수 변화율과 미국의 주가지수 변화율 간의
차이를 하나의 변수로 포함시키는 Hau and Rey (2004)의 모형과는 달리 두 주가지
수 변화율을 따로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형 설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
가충격이나 미국주가 충격이 한·미 간 주식자금의 유출입이나 원/달러 환율에 미치
는 영향이 부호만 반대일 뿐 크기가 같다는 제약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본
시장의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의 주가가 동일한 크기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5)
기본모형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변수들 간의 충격-반응 관
계는 <Table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나타
날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필요로 한다.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
5)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분석 과정에서 LR 검정을 실시해 보았는데, 이러한 제약을 두는 가설은 1%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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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적 이론들에서는 주식투자자나 외환딜러가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기본적 분석

(fundamental analysis)에 의거한 합리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멘텀투자 등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비중도 매우 높다. 또한 국제투자자들의 주식자
금 순유입 또는 순유출이 이론에서와 같이 반드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연결된
다는 보장도 없고 국내투자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 재조정
모형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본모형의 분석을 마친 다음에는 주가와 환율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경제변수들을 추가한 확장모형에 의해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시 추정하였
다. 이러한 확장모형의 추정에 의해 기본모형에서 식별된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한편,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통
화정책 간의 상호 연관관계도 부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확장모형 (1)에서는 그러한
변수들로서 한·미 양국의 산업생산지수를 기본모형에 추가하였고, 확장모형 (2)에서
는 양국의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또 다른 포트폴리
오 자본이동인 한·미 간 채권자금의 유출입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플로우
모형이나 통화론적 환율모형에서 환율결정에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 변수들이다. 그
리고 이러한 모형들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플로우모형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
율, 수출입가격, 수출입물량, 양국의 산업생산 등 플로우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로
<Table 1> Structural Relationships Predicted by Portfolio Rebalancing
Model in the Baseline Model
Shock

Equity Return
in Korea

Net Equity
Inflow

Change Rate
in ￦/U$

Equity Return
in US

Equity Return
in Korea

+

+

+

+

Net Equity
Inflow

-

+

+

+

Change Rate
in ￦/U$

+

-

+

-

Equity Return
in US

0

0

0

+

Response

Note: This table shows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baseline
model, predicted by portfolio rebalan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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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환율 충격이 수출입물가 및 수출입물량과 산
업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2. 이분산성을 이용한 구조적 관계의 식별
주가, 환율, 주식자금 유출입 등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대부분 내생적 금
융변수들로서 변수 간의 상호 영향이 단순히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해 동일 시점에 쌍방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변
수들 간의 충격-반응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점의 구조적 관계를 먼저
식별하여야 하는데, 구조적 관계의 식별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동일 시점
의 구조적 관계는 축약형 VAR모형의 잔차항의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식별하는데,
내생변수가  개인 경우 추정해야 할 구조 파라미터 및 구조충격 분산의 수는  개
이지만 공분산행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약은 공분산 행렬의 대칭성으로 인해
    개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개의 추가 제약을

필요로 하는데, 주로 두 변수 간의 동시적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인과관계만 허용
하는 콜레스키 분해에 의존하여 구조적 관계를 식별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 변수들 간의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
(contemporaneous bidirectional causality)를 임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과관계 순서(causal ordering)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전혀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개발된 구조적 관계의 식별방식으
로는 Faust (1998)가 처음 제안한 부호제약 방식과 Rigobon (2003)이 처음 제안한
이분산성 방식 등이 있다. 부호제약에 의한 식별방식은 Ⅱ절에서 이미 언급한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수행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 방식을 이용하였다. Rigobon (2003)은 구조적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잔차항
공분산 행렬의 변화가 단지 구조충격의 변동성 변화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이분산
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이용하여 2국면, 2변수 모형의 구조적 관계
를 식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 경우 추정해야 미지수는 2개의 구조
파라미터와 4개의 구조충격 분산으로 총 6개가 되는데, 두 국면의 공분산 행렬로부터

6) 금융변수들 간에는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해 고빈도(high frequency)의 초단기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도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가 월별 자료라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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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제약관계도 6개가 되어 완전식별이 가능해진다. Lanne and Lütkepohl
(2008), Bacchhiocchi (2011) 등은 최우추정법(MLE)을 토대로 변수가 3개 이상인 경
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분산성 방식 모형을 일반화시켰다.
본고에서는 Bacchhiocchi (2011)의 이분산성 방식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식별하였는데 다음에 동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  

(1)

식 (1)은 축약형 VAR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잔차항 벡터(  )를 이용하여 정규화된
구조충격 벡터(   )를 식별하기 위한 추정모형인데, 변동성 국면별(  )로 표현되어 있
다. 구조충격은 상호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화된 구조충격 벡터(   )의
공분산행렬은 대각행렬인 단위행렬(   )로 설정된다.  행렬은 대각원소가 1이고 대
각원소 이외의 원소는 내생변수 간의 동시적 상호 영향을 나타내는 (  ×  ) 차원의
행렬이다.  행렬은 변동성이 변하기 전 각 변수의 구조충격의 표준편차를 나타내
는 (  ×  ) 차원의 대각행렬이고,  행렬은 변동성 변화 전과 후의 표준편차의 차
이를 나타내는 (  ×  ) 차원의 대각행렬이다.

  는 변동성 국면을 표시하는 행렬로서 대각원소가 0 또는 1인 (  ×  ) 차원의
대각행렬이고  는 변동성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의  번째 대각원소   가 0
이면 구조충격   가 변동성이 변화되기 전의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
1이면   가 변동성이 변화된 후의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변수의 구조
충격 분산이 동일 시점에 변하는 경우에는 모든  ,  에 대해   와   가 0 또는 1
로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이러한 행렬 대신 하나의 더미변수로 처리될 수 있다.
Bacchhiocchi (2011)의 모형에서는 하나의 더미변수를 이용하는 대신   행렬을
이용함으로써 변동성의 변화시점을 각 변수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조충격의 식별을 훨씬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7) 각 변수별 구조충격의 국면
(   )은 0과 1, 두 개뿐이지만, 변수들의 수가  개인 경우 변수들 구조충격 전체 조
합의 국면(   )은 최대   개까지 발생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 Lanne and

7) 모든 변수들에 대해 변동성의 변화시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Lanne and Lütkepohl (2008)의 방식에 의해
서도 동일한 모형들을 추정해 보았는데, VAR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중 일부 변
수만이 이분산성을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체적으로
동분산성을 보이는 변수들이 많을수록  , ,  행렬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8) 예를 들어 변수가 2개인 경우       의 조합은 (0, 0), (0, 1), (1, 0), (1,1)의 최대 네 개의 국면이 발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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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ütkepohl (2008)의 방식보다 Bacchhiocchi (2011)의 방식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
가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이다.
식 (1)에서   와   의 관계는 국면별로 표현되어 있지만  ,  ,  행렬의 추정
은 모든 국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면을 포괄하는 하
나의 식으로 먼저 변환되어야 한다. 아래의 식 (2)와 식 (3)은 그러한 변환을 위해
필요한 정의들로서   과   는 각각 (  ×  )과 (  ×  ) 차원의 단위벡터이고,  는 
시점의 시스템이  국면에 있는 경우  번째 행의  번째 열의 원소가 1이고  번째
행의 나머지 원소들은 0인 (  ×  ) 차원의 행렬이다. 여기에서  는 표본의 관측치
수이고,  은 변동성 국면의 수이다.  와  행렬은  번째 행이 각각   ′ 와   ′ 벡터
인 (  ×  ) 행렬이고, ⊗는 크로네커곱(kronecker product), ⊙는 아다마르곱
(hadamard product)이다.
  ≡   ′ ⊗   ⊙   ⊗  ′  ,

  ≡    ⊗  ,

  ≡   ′ ⊗   ⊙   ⊗  ′ 

  ≡    ⊗  ,

 ≡   ⊗  

(2)
(3)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여 식 (1)은 다음 식 (4)와 같이 콤팩트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      

(4)

식 (4)에서  와   는 각각  ′ 와   ′ 행렬의  번째 열인 (   ×  ) 차원의 벡터이
고,  는 그 안의  번째 블록 대각들이   인 (   ×   ) 차원의 대각행렬이다. 정규화
된 구조충격(   )의 분산이   라는 점을 이용하면 식 (4)의 관계는 다음 식 (5)와 같이
잔차항의 분산(    )과   ,   ,   행렬 간의 관계로 다시 표현될 수 있다. 식 (5)는
  가 구조충격 벡터가 되기 위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제약조건이다.
         ′                    ′   ′

(5)

식 (4)의 로그우도함수는 식 (6)과 같은데,     ′  ′  ′  이고

  는  번째 변동성 국면에 속하는 관측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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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최우추정법에 의해 식 (6)
의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   ,   행렬들을 추정하며, 식 (4)에   ,

  ,   행렬의 최우추정치를 대입하여 구한   의 추정치는 식 (5)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므로 구조충격이 된다.

  ,   ,   행렬이 식별되기 위한 차수조건(order condition)에 의하면 추정해야
할   ,   ,   행렬의 파라미터 수가 식 (5)에서 얻을 수 있는 제약조건보다 많아서
는 안 된다. 이분산성이 없는 일반적 모형에서는  가 영행렬(zero matrix)이 되며,
내생변수가  개인 경우 추정해야 할  ,  행렬의 파라미터 수는   개다. 그 경우
식 (5)의 잔차항의 공분산행렬 추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약조건은 공분산행렬의
대칭성으로 인해     개에 불과하여 VAR 시스템 자체의 정보 만에 의해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분산성 방식에 의한 경우 이분산성
을 이용하면 VAR 시스템 자체의 정보 만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분산
성을 보이는 두 국면이 존재한 경우 추정해야 할   ,   ,   행렬의 파라미터 수가
    로 늘어나지만 식 (5)의 잔차항의 공분산행렬 추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

약조건도     로 늘어나 구조적 관계의 식별이 가능해진다.
Lanne and Lütkepohl (2008)이나 Bacchhiocchi (2011)의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약형 VAR모형의 파라미터들을 OLS 방식으로 먼저 추정한 후 OLS 잔차항의 구
조적 관계만 최우추정법에 의해 다시 추정한다. 그 경우 추정된   ,   ,   행렬
의 파라미터들은 일관성(consistency)은 가지지만, 축약형 VAR모형의 이분산성으로
인해 효율성(efficiency)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최우추정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Lanne and Lütkepohl (2008)은 식 (5)의 관계를
이용하여 FGLS (Feasible GLS) 방식으로 축약형 VAR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일정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하여 추정한 다음, 그렇게 구한 FGLS 잔차항의 구조적
관계를 최우추정법에 의해 추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들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인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의 식별에 있어 우리나라 주가, 주식자금 유출입, 원/달
러 환율 간의 관계는 물론 다른 금융변수들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상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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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동시적 관계에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과대적합(overfitting)의 문제를 막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변수들
이 충격발생 당월 중에는 미국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는 한편,
금융변수들은 물리적 제약(physical constraints)으로 인해 실물변수인 산업생산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자료설명 및 기초분석
실증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대표하는 실제 경제변수들은 Hau and Rey (2004)에서
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는 국제투자자가
포트폴리오 투자 판단에 주로 이용하는 MSCI 한국지수(원화 기준)와 MSCI 미국지수를
이용하였고, 원/달러 환율도 MSCI가 발표하는 환율을 이용하였다.
주식자금의 유출입은 Hau and Rey (2004)에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
주식자금 순유입 강도지수를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이용하였다. 순유입 강도
지수는 주식자금 순유입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한·미 간에 이동
한 주식자금 중 우리나라로의 순유입액을 한·미 간에 이동한 주식자금 총액으로 나
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9) 순유입 강도지수는 -100∼+100 범위의 값을 가지
는데, 그 부호가 양(+)이면 순유입, 음(-)이면 순유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절대값
은 순유입 또는 순유출의 상대적 강도(strength)를 나타내는데, 그 크기가 클수록 미
래 펀더멘탈 변화 및 그 방향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확신 및 그에 따른 포트폴리
오 재배분이나 재조정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간에 이동한 주식
자금 중 우리나라로의 순유입액은 미국투자자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입액(달러화 기
준)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주식 순매입액(달러화 기준)을 차감한 금액이고,
한·미 간에 이동한 주식자금 총액은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주식 매입액과 매도액,
미국투자자의 우리나라 주식 매입액과 매도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분석대상 기
간 중 우리나라 국제투자자의 미국주식 거래총액은 한·미 간 주식거래 총액의 약
9) 주식자금 순유입액이 아닌 순유입액 강도지수를 이용한 이유는 순유입액 자체는 펀더멘탈 변화에 대한 국
제투자자들의 확신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입액이 15억달러이고 유출액이
5억달러인 경우와 유입액이 50억달러이고 유출액이 40억달러인 경우, 두 경우 모두 순유입액이 10억달러
로 동일하지만 후자에 비해 전자의 경우에 펀더멘탈 변화 및 그 방향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확신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순유입액을 대리변수로 이용해서도 실증분석을 해 보았는데, 순유입액 강도지수를
대리변수로 이용한 경우에 비해 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도가 훨씬 떨어졌다. 주식자금 순유입
액을 한·미 국제투자자의 전기 말 주식보유 총액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
이 가장 적합하지만, 한·미 국제투자자의 상대국 주식보유액에 대한 자료는 2012년 이후의 자료만 발표되
고 있고 자국 주식보유액에 대한 자료는 아예 발표되고 있지 않아 자료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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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한·미 간 전체 주식자금 유출입과 우리나라 주식에 대
한 미국투자자의 주식자금 유출입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가 0.96에 달한
다. 따라서 한·미 간 주식자금의 유출입은 사실상 미국 국제투자자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자금의 유출입 변수도 주식자금 유출입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구하였다. 주
식자금 유출입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분석대상 기간 중 한·미 간 채권자금의 유출입
에서 미국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비중
이 약 85%에 달한다. 따라서 한·미 간 채권자금의 유출입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
미 채권투자자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미 간
채권거래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큰 이유는 미국투자자의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매매
금액이 매우 작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채권 거래총액에는 한국은
행이 외환보유액 운용을 위해 미국채권을 매매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장단기채권 보유액 중 한국은행 보
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
국채권 거래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의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10)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Thomson Reuters의 Datastream에서 입
수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입가격지수와 수출입물량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템(ECOS)에서 입수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확보 가능
성과 이분산성 식별방식의 가정을 고려하여 200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월
별 자료를 이용하였다.11) 추정에 포함되는 각 자료의 표본 수는 총 204개가 되며,
저량변수(stock variable)의 경우에는 월별 최종거래일의 종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격적 실증분석에 앞서 ADF 검정과 Elliott-Rothenberg-Stock 검정에 의해 변수
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의 순유입 강도지수를
제외한 여타 변수들의 수준변수는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변화율(로그 차분변수)
10)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환보유액 운용현황(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상품구성)을 이용하여 추산한
한국은행의 미국 장단기채권(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보유액은 2016년 말 현재 대략 1,896억 달러인
데 TIC (Treasury Information Capital Center)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장단기채권 보유액은
2,002억 달러(장기 1,573억 달러, 단기 429억 달러)이다. 국가 간의 쌍방 포트폴리오 자본이동에 관한 통
계자료는 현재 미국 재무부의 TIC자료뿐인데 그 마저도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자본이동에 한정되어 있
다. TIC의 자본이동 자료 중에는 한·미 간 장기 채권거래 총액이 발표되고 있으나, 세부 투자자별로 분류
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의 미국채권 거래를 제외한 민간 채권자금의 유출입을 이용하면 분석결과가 달
라질 수도 있는데, TIC도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도 구체적인 외환보유액 운용 및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고 있다.
11) 1990년대 말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1997년 12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철폐(1998년 5월),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금리로 전환(1999년 5월) 등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그 전과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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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정적인 수준변수
들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해 보았는데,
Johansen 검정과 Pesaran-Shin-Smith ARDL bounds 검정 결과 공적분 관계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정적인 변수들은 월별 종가의 로그 차분
에 100을 곱하여 월간 변화율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방기금금리는 월간 변화(차분변수)를 이용하였다.12) 유량변수(flow variable)인 주
식자금과 채권자금의 순유입 강도지수의 경우에는 수준변수 자체가 1% 유의수준에
서 안정적이었기 수준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구조적 VAR 모형에 포함될 시차
내생변수의 수는 최대 13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AIC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는데, 3
개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acchiocchi (2011)의 방식에 의해 구조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별로
잔차항의 변동성에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Qu
and Perron (2007)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변화시점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
리나라 변수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2009년 3월이, 미국의 주가
지수는 유럽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2012년 6월이 변동성의 변화시점으로 추
정되었다. 변동성의 변화시점 이후 구조충격의 변동성은 그 전에 비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우리나라에 비해 늦게 변동성에 변화가 생긴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동성 변화시점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의 변동성 국면은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된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본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Table 2>와 <Figure 1>은 기본모형에서의 충격-반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Table 2>는 각 변수에 1%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자체 및 여타 변수의 당월 중
12) 확장모형 또는 플로우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중 미국 연방기금금리, 미국 산업생산지수, 우리나라 수입물
량지수, 수출물량지수는 추세 안정적(trend stationary)인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추세를 제거한 수준변수
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변수와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 동일하게
로그차분 (또는 차분) 형태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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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mporaneous Structural Relationships in Baseline Model
Shock
Response
KSP

KSP

EFL

KRW

USP

0.7140***
(0.1164)

0.1641***
(0.0544)

-0.3451**
(0.1723)

0.8140***
(0.1018)

EFL

-0.2793
(0.3954)

0.6146***
(0.1347)

1.8058**
(0.8416)

0.3577**
(0.1751)

KRW

0.2362
(0.0691)

***

-0.0762
(0.0335)

**

0.5647
(0.1110)

***

-0.4366
(0.0570)

USP

0

0

0

1

***

 

7.490

 

3.202***

18.572

***

11.961***

***

***

3.642

4.518***

2.462***

3.037***

Notes: 1) Reported are the contemporaneous responses to a 1% positive shock in each variable
in the baseline model. KSP denotes MSCI Korea, and EFL net equity flows into
Korea as a percentage of US-Korea gross equity transaction amount, KRW ￦/U$
exchange rate, USP MSCI USA respectively.
2) Numbers in the parentheses represent bootstrap standard deviations of 1,000 replicat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3) ,
4)    and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shock of variable  before
and after volatility change respectively.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Figure 1>은 10개월 후까지의 반응 또는 누적반
응을 보여주고 있다.13)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누적반응곡선을 보여주되,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적으로 반응곡선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Table 2>와
<Figure 1>에서 KSP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EFL은 한·미 간 주식자금 유출입,
KRW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USP는 미국 주가지수를 각각 나타낸다. 우리나라 주
가, 주식자금 유출입, 원/달러 환율 간에는 동시적 상호 인과관계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으며, 단지 우리나라 변수들이 당월 중에는 미국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를 보면 콜레스키 분해와 같은 축차적 방식의 식
별방법에서와는 달리 어떤 변수에 1%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체 변수가 1%만큼 변
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변수 상호 간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어떤 변수의 충격이 자체 변수 뿐 아니라 여타 변수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자체 변수가 동일 시점에 다시 여타 변수들의 변화에 피드백 반응을 보이기 때
문이다.
13) 세 국면에 대해 충격-반응을 각각 보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 표준편차 대신 1%의 충격이 발
-1
생한 경우를 보고하였다.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A 행렬은 각 변수에 1%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체 및
-1
여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각 구조충격의 분산은 국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A
행렬은 국면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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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s in Baseline Model

A.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Korea Stock Prices
KSP

KSP

1.2
0.8
0.4
0.0

0

2

4

6

8

10

2.0
1.0
0.0
-1.0
-2.0
-3.0
-4.0

KSP

EFL

KSP

0.5

KRW

0.3
0.1
-0.1
0

2

4

6

8

-0.3

10

0

2

4

6

8

10

B. Accumulated Responses to a 1%p Shock in Equity Flows into Korea
EFL

2.0

EFL

EFL

0.5

KSP

1.6

0.4

-0.05

1.2

0.3

-0.10

0.8

0.2

-0.15

0.4

0.1

-0.20

0.0

0.0

0

2

4

6

8

10

0

2

4

EFL

0.00

6

8

10

-0.25

0

2

KRW

4

6

8

10

8

10

C.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US Stock Prices
USP

EFL

USP

1.6

2.0
1.0

KSP

1.2

-0.2

0.8

-0.4

0.0

0.4

-0.6

-1.0

0.0

0

2

4

6

8

10

0

2

4

6

USP

0.0

8

-0.8

10

0

2

KRW

4

6

D.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U$ Exchange Rate
KRW

1.0

KRW

0.8

KRW

EFL
-0.2

4.0

0.4

-0.6

2.0

0.2
0

2

4

6

8

10

0.0

KSP

0.2

6.0

0.6

0.0

KRW

8.0

0

2

4

6

8

10

-1.0

0

2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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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sponses of Equity Flows into Korea
KSP

EFL

0.2
-0.2
-0.6
-1.0

0

2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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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8
0.6
0.4
0.2
0.0
-0.2

EFL

0

2

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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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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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Definitions for the abbreviated variable names are in the notes of <Table 2>.
2) The solid line depicts point estimates of the impulse responses.
3) The dashed lines depict the 90%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constructed from 1,000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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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주가충격은 각각 자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기
대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은 한·미 양국이나 여타 투자국의 펀
더멘탈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기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충격은 국내투자자나 국제투자자들이 사전에 기대하지 못한 환율변화
로, 우리나라 수출입 변화 등 국내적 요인 뿐 아니라 달러화의 전 세계적 가치변화
와 같은 해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Table 2>와 <Figure 1> A에서 우리나라 주가상승 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반응을 보면, 한·미 간 주식자금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순유출 반응을 보이면서 누적
반응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적반응은 전 예측기간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3개월 후의 순유출 반응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ure
1> E의 반응곡선 함께 참고). 현실에서는 이론과 달리 환위험 노출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려는 국제투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거래(momentum trading)에 의
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국제투자자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자금 흐름의 반응 패
턴은 포트폴리오 재조정 동기에 의한 주식매도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이익추구 동기
에 의한 주식매입을 압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4) 원/달러 환율은
당월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상승 반응을 보이지만 1개월 후부터 하락하여 누적
상승률이 거의 영(零)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자금의 순
유출 반응이 당월에는 유의하지 않고 3개월 후에야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당월에 즉각 유의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외
환딜러들이 국제투자자들의 외환매매 주문에 체화된 사적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주
식자금의 순유출을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를 반영한 환율을 선행적으로 제시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15) 이러한 선행적 환율상승은 주가상승으로 인한 국제투자자의
우리나라 주식보유 비중(달러화 기준) 증가를 일부 상쇄시킴으로써 포트폴리오 재
조정 동기를 약화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당월의 주식자금 순유출이 유의하지 않은
14) Curcuru et al. (2011)은 미국 국제투자자의 43개국에서의 투자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거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재조정행위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으나 매도거래만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한 재조정 행위를 발견하였다.
15) 외환딜러들은 계량분석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주가변화의 방향과 국제투자자의 달러화 매매주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면 앞으로 달러화 거래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즉 현재 주가
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제투자자들의 달러화 거래가 순매입세(주식 순매도세) 상황에 있다면 주가상승이
국내투자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경우 현재 달러화 순매입세가 비록 뚜렷하
지 않더라도 과거의 경험상 조만간 국제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초래되어 달러화 순매입세가 강
해질 것으로 외환딜러들은 예상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자체 충격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보면 당월에
만 유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2개월 후 약간의 상승 반응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모멘텀거
래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였던 국제투자자들도 이러한 주가 추세에 실망하여 조만
간 주식 매도와 달러화 매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도 외환딜러들은 과거 경험상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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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이 충격발생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는 3개
월 후에 유의한 주식자금 순유출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16) 주가상승 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예
측과 부합되는 결과로, 전통적 포트폴리오모형의 예측이나 선행연구들의 실증결과
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Table 2>와 <Figure 1> B에서 한·미 간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에 대한 다른 변
수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 주가는 당월에는 1%, 3개월 후에는 5% 수준에서 각
각 유의한 상승 반응을 보임으로써 누적상승률이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원/
달러 환율은 당월에 5%, 3개월 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하락 반응을 보임으로
써 누적하락률도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에 대한 이러
한 주가 및 환율의 지속적 반응은 주식자금 유출입 자체의 반응패턴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자체 충격에 대해 당월에만 유의한 반응을 보이는 자산가격들과는 달리,
주식자금 유출입은 자체 충격에 대해 당월 뿐 아니라 2개월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의 유의한 반응을 보인다 (<Figure 1> E의 반응곡선 참고). 이러한 주식자금
유출입의 반응패턴은 다시 확장모형 (1)의 분석에서 보여줄 예정인 산업생산의 반
응패턴과 관련이 있는데,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이 발생되면 우리나라 산업생산은 3
개월 후까지 유의한 상승추이를 보인다 (<Figure 2> C의 누적반응곡선 참고).
<Table 2>와 <Figure 1> C에서 미국주가 상승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반응
을 보면, 한·미 간 주식자금의 흐름은 당월 및 3개월 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순
유입 반응이 나타나는데, 누적반응은 약간의 등락을 보이며 순유입 상태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1개월 후부터의 누적반응은 유의하지 않다. 우리나라 주가는 당월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상승 반응을 보인 후 전체 예측기간에서 누적상승률이 유의하
고, 원/달러 환율은 당월에 1% 수준에서 유의한 하락 반응을 보인 후 누적하락률도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Table 2>와 <Figure 1> D에서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반응을 보면, 한·미 간 주식자금의 흐름은 당월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순유입 반응
을 보인 후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강도는 약하지만 유의한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17) 한편 우리나라 주가는 당월 5% 수준에서 유의한 하락반응을 보
16) 이 밖에도 대형 펀드들의 경우 거래비용이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일별, 주별 재조정은 하지 않고 주로 월
별, 분기별로 재조정을 수행하는데, 6개월, 1년 주기로 재조정을 수행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이것도 지연적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7)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에 의하면 환율상승 충격이 발생한 경우 국제투자자들은 자국통화로 환산한 우리
나라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최적배분에 미달하게 되므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우리나라 주식을 매
입하게 된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국제투자자들이 이러한 이론대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한다는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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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1개월 후부터는 누적반응이 약간의 등락 반응을 보이면서 음(-)의 값에 머
물러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다. 원/달러 환율충격에 대한 주식자금 유출입의 반응은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주장에 부합되는 결과지만, 우리나라 주가의 반응은 포트
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원/달러 환율에 상승
충격이 발생한 경우 한·미 간 주식자금이 순유입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는
약하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별자료를 이용한 이대기·유병학(2009)의
연구와 월별자료를 이용한 정용석(2011)의 연구에서도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이
KOSPI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에서 국내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국제투자자들의 매수세보다
강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플로우모형의 관점에서 주가변화를 예측하
는 국내투자자들이 환율상승을 우리나라 생산 및 수출의 개선이 아닌 악화의 신호
로 받아들이고 국내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즉 플로우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환율상승 충격이 생산 및 수출을 개선
시키는 것으로 보지만, 환율상승이 가격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
출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수입감소로 인한 수입기업의 주가하락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서는 기본모형에 의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음에 논의할 확장모형 (1)과 플로우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자세하게 분
석하고자 한다.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를 요약해 보면 충격-반응 관계들은 분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주가, 주식자금 유출입, 원/달러 환율은 상호 동
시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체로 충격발생 당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주가충격에 대한 주식자금 유출입의 반응은 당월에 유의하지 않고 3
개월 후에 유의하다. 우리나라 주가상승 충격은 주식자금의 순유출을 초래하고 원/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한편,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은 주식자금의 순유입을 초래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자의 더 강한 주식매도를 유발하여 우리나라 주가를 하락
시킨다. 한·미 간 주식자금의 순유입 충격과 미국 주가의 상승충격은 모두 우리나라
주가를 상승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환율
충격에 대한 우리나라 주가의 반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충격-반응 관계들이
분석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없고 일부 국제투자자들은 기대손실을 막기 위해 순매도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본고의 실증결과는 포트
폴리오 재조정 동기에 의한 국제투자자의 주식 순매입이 기대손실을 막기 위한 주식 순매도를 압도한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산업생산 악화의 유의도가 낮고 별로 뚜렷하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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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모형 (1)과 플로우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다음에는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구조적 관계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한편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과 실물경기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미 양국의 산업생
산지수를 기본모형에 추가한 확장모형 (1)에 의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생산의
변화는 기업들의 내재가치를 변화시켜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플로우
모형에서는 수출입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통화론적 환율모형에서는 통화수요 경로
를 통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양국의 산업생산지수를 추가시키
는 또 다른 목적은 국내투자자가 환율상승 충격을 우리나라 산업생산 악화의 신호
로 받아들이고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앞에서
의 추론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확장모형 (1)의 구조적 관계 식별을 위한 제
약은 기본모형과 동일하지만, 금융변수들이 실물변수인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 Contemporaneous Structural Relationships in Extended Model (1)
Shock
Response

KSP

EFL

KRW

KIP

USP

UIP

***

0.8688
(0.1251)

*

0.1340
(0.0752)

**

-0.4126
(0.1710)

**

0.3594
(0.1492)

***

KSP

0.8179
(0.1048)

0.2721
(0.8052)

-0.1487
(0.5082)

***

0.8014
(0.1103)

**

1.5270
(0.7310)

**

0.7824
(0.3476)

***

EFL

0.5094
(0.1877)

1.4243
(1.4695)

**

0.1563
(0.0624)

**

-0.0753
(0.0360)

***

0.7501
(0.0838)

0.0288
(0.1172)

***

KRW

-0.3649
(0.0565)

0.0722
(0.5723)

KIP

0

0

0

1

0.0441
(0.0315)

0.5594
(0.2478)

USP

0

0

0

0

1

-0.4124
(0.6848)

UIP

0

0

0

0

0

1

***

***

***

***

***

**

***

 

6.840

15.294

2.861

2.285

4.277

0.392

 

2.838***

9.686***

2.466***

1.494***

2.865***

0.894***

Notes: 1) Reported are the contemporaneous responses to a 1% positive shock in each variable
in the extended model (1). KSP denotes MSCI Korea, and EFL net equity flows into
Korea as a percentage of US-Korea gross equity transaction amount, KRW ￦/U$
exchange rate, KIP Korea industrial production, USP MSCI USA, UIP US industrial
production respectively.
2) Numbers in the parentheses represent bootstrap standard deviations of 1000 replicates.
3)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4)    and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shock of variable  before
and after volatility chang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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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18) <Table 3>과
<Figure 2>에서 KIP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지수, UIP는 미국 산업생산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나머지 기호들은 앞에서와 같다.
먼저 <Table 3>에 보고된 확장모형 (1)의 구조적 관계를 <Table 2>에 보고된 기
본모형의 구조적 관계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주가, 주식자금 유출입, 원/달러 환
율, 미국주가의 충격에 대한 자체 및 여타 변수의 당월 중 즉각적인 반응은 파라미
터 값의 크기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부호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10개월 후까지의 충격-반응곡선도 미세한 차이만 보일 뿐 기본모형에서와 유사
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면 관계상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Table 3>과 <Figure 2> A에서 우리나라 산업생산 상승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
들의 반응을 보면, 한·미 간 주식자금의 흐름은 당월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순유
입 반응을 보였다가 1개월 후부터는 순유출로 전환되어 약 4개월 후까지 순유출 추
세가 지속되는데, 1개월 후부터의 누적반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제투자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산업생산 상승충격이 발생하면 상승추이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개월 후 매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가는 당월 5% 수
준에서 유의한 상승 반응을 보이며 누적반응은 3개월 후까지 상승추이를 보이며 유
의하다. 원/달러 환율은 1개월 후부터 하락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 2개월 후의 하
락 반응만 5% 수준에서 유의하고 누적반응도 2개월 후부터 4개월 후까지의 예측기
간에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Table 3>과 <Figure 2> B에서 미국 산업생산 상승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반응을 보면, 국제투자자들의 주식자금은 순유입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누적반응
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지 않다. 우리나라 주가도 상승 반응을 보이지만, 누적
반응은 1개월 후에 10% 수준에서 유의할 뿐 나머지 예측기간에서는 유의하지 않
다. 원/달러 환율은 1개월 후와 5개월 후에는 5% 수준에서, 2개월 후에는 1% 수준
에서 유의한 하락 반응을 보이는데, 그 결과 누적반응도 1개월 후부터 음(-)의 상태
로 유지되고 있으며 2개월 후부터 7개월 후까지는 유의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나 미국의 산업생산 상승충격은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과 동일
하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환율을 하락시키지만 누적반응의 유의도는 전반적으로 약
한 편인데, 그 이유는 산업생산 변화 기대에 대한 사적정보가 국제투자자의 주식자
금 유출입을 통해 주가나 환율에 사전에 미리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ure 2>
18) 환율결정 모형들에서는 국민소득 또는 산업생산을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로
하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충격발생 당월에만 금융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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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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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s in Extended Model (1)

A.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Korea Industri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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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US Industrial Production
UIP

EFL

20.0

KSP

4.0

10.0

2.0

0.0
-10.0

UIP

6.0

0.0
-2.0

0

2

4

6

8

0

10

2

4

6

8

10

2.0
1.0
0.0
-1.0
-2.0
-3.0
-4.0

UIP

0

2

KRW

4

6

8

10

8

10

C. Accumulated Responses of Korea Industri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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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ponse of Korea Industrial Production to a 1% Shock in ￦/U$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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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Definitions for the abbreviated variable names are in the notes of <Table 3>
2) The solid line depicts point estimates of the impulse responses.
3) The dashed lines depict the 90%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constructed from
1,000 replicates.

C의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의 누적반응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실증결과는 산업생산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도 주가나 환율의 변화에 대해 약
하지만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의 B와
C에 보고된 플로우모형의 충격-반응 관계까지 함께 참고해보면, 한·미 양국의 산업
생산 충격이 원/달러 환율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향후 수출입 및 경상수지
의 변화와 국내투자자의 그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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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를 통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먼델-플로밍 모형 등 플로우모형에서의
주장과 같지만,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플로우모형과
정반대가 된다. 즉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개선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은 하
락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생산 개선이 내수 호조나 생산성 향상보
다 수출계약 수주물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Table 3>과 <Figure 2> C에서 다른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생산
의 반응을 보면, 주가상승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의 반응 및 누적반응은 양(+)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지 않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식자금 순유입 충
격에 대한 산업생산의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뚜렷하게 지속적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1개월 후의 반응은 1% 수준에서, 그리고 3개월 후의 반응은
5% 수준에서 유의하고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는 주식자금의 지속적 순유입
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산업생산이 지속적 상승추이를 보인다고 보
는 해석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상승 추이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적정보에 의거해 국제투자자들이 우리나
라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행적으로 늘린 경우 그들의 기대대로 산업생산이 실제 뚜
렷하고 지속적인 상승추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판단된다.19) 주가상승 충격이나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이 발생한 경우 모두 향후 산
업생산이 개선되지만,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의 상승 반응은 매우
뚜렷하고 유의한 반면 주가상승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의 상승 반응은 유의하지 않
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투자자들의 미래 펀더멘탈에 대한 정
보수집 및 예측능력이 국내투자자들에 비해 훨씬 뛰어날 뿐 아니라, 주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국내투자자들과는 달리 기본적 분석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투
자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20)
한편 <Table 3>과 <Figure 2>의 C와 D에서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에 대한 우리
나라 산업생산의 반응을 보면, 산업생산은 2개월 후부터 3개월 후까지 하락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 2개월 후의 하락 반응은 1% 수준에서 유의하다. 그 결과 2개월 이

19) 국제투자자들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뚜렷하게 상승할 뿐 아니라 그러한 상승 추이가 어느 정도 지
속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생산의
단발적 상승보다는 추세적 상승이 기대될 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재배분을 선행적
으로 하게 되며 그로 인한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도 지속적 상승추이를 보이게 된다.
20) Curcuru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국제투자자들이 사적정보를 통해 투자국의 주가변화 전에 포
트폴리오 재배분을 하며 그 결과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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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누적반응은 모두 음(-)의 값에 머물러 있으며 그 중 2개월 후와 3개월 후의 누
적반응은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 제고로 인해 향
후 산업생산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플로우모형의 일반적 주장과는 반대로 산업생
산은 약하지만 유의한 하락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투자자가 환율
상승 충격을 우리나라 산업생산 개선이 아닌 악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국투자자
의 매수세보다 강한 매도세를 보임에 따라 주가가 하락했을 것이라는 앞에서의 추
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환율상승 충격이 플로우모형의 일반적 주장과는 반대로 산업생산을 악
화시키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플로우모형의
논리에 따른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에 의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
음에는 원/달러 환율, 수출물가지수(달러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수출입물량
지수, 한국과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등 7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VAR 모형을 대상으
로, 환율충격이 수출입물가 및 수출입물량과 산업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21) <Figure 3>에서 EXP는 수출물가지수, IMP는 수입물가지수,
EXQ는 수출물량지수, IMQ는 수입물량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나머지 기호들은 앞에
서와 같다.
<Figure 3> A의 충격-반응 관계를 보면 환율상승 충격은 달러기준 수출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데, 당월과 1개월 후의 반응은 1% 수준에서, 3∼4개월 후의 반응
은 5% 수준에서 유의하며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하지만 수출물
량은 1개월 후 유의하지 않은 수준의 소폭 상승반응을 보였다가, 2개월 이후 6개월
후까지 하락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 3개월 후의 하락반응은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Figure 3> D의 반응곡선 참고). 그 결과 누적반응도 2개월 후부터 음(-)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 3, 4, 9개월 후의 누적반응은 10% 수준에서, 그리고 6개월
후의 누적반응은 5% 수준에서 유의하다.
<Figure 3> A를 보면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당월과 1개월 후 1% 수준에서 유의
한 상승 반응을 보였다가, 2, 3개월 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하락 반응을 보인
다. 누적반응은 전체적으로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지만 4개월 후까지만 유의하
21) 플로우모형의 구조적관계 추정도 이분산성을 이용한 식별방식을 이용하였는데, 금융변수인 환율과 수출
입물가가 실물변수인 수출입물량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시점의 가격을 이용하고 수출입물량지수는 통관시점의 수출입금액지수
를 계약시점의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되는데, 계약일로부터 통관까지는 대체로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
에 환율 또는 수출입물가가 당월의 수출입물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금액의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도 통관시점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수출입물가에 충격
이 발생하더라도 충격발생 당월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1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4권 제2호 (2018.6)

<Figure 3>

Impulse Responses in Flow Model

A.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U$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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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Korea Industri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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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ccumulated Responses to a 1% Shock in US Industri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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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ponses to a 1% Shock in ￦/U$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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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KRW denotes ￦/U$ exchange rate, and EXP export price index, EXQ export volume
index, IMP import price index, IMQ import volume index, KIP Korea industrial
production index, UIP U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respectively.
2) The solid line depicts point estimates of the impulse responses.
3) The dashed lines depict the 90%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constructed from
1,000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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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물량은 2개월까지는 상승 반응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고, 3개월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데 3개월 후의 반응은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수입물량의 누적반
응도 3개월 이후 음(-)으로 전환되는데 6개월 후부터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우
리나라 산업생산은 4개월 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2개월 후의 반
응은 5%, 3개월 후의 반응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
간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2개월 후부터 계속 유의하다 (<Figure 3> D의 반
응곡선도 함께 참고).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누적반응
곡선은 확장모형 (1)에서 추정한 누적반응곡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만 유의도가 훨씬 뚜렷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플로우모형에서 유의도
가 더 높은 이유는 플로우모형에서는 한·미 양국의 주가와 주식자금 유출입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확장모형 (1)과는 달리 그러한 변수들의 충격이 우리나라 환율과
산업생산에 사전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율상승 충격이 산업생산 또는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확장모형
(1)과 플로우모형의 추정결과 모두에서 플로우모형의 일반적 주장과 정반대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22)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가격경쟁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
으로 충분한 전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전가도가 너무 낮아 수출
상대국 통화기준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BIS가 발표
하는 원화의 명목실효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해보면, 원/달러 환
율이 1% 상승할 때 1개월 후까지의 기간 중 명목실효환율은 대략 0.73% 정도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원/달러 환율변화가 국
내요인이 아닌 세계적 요인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도 같은 방향으로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 무역가중치가 0.12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때 미국을
제외한 무역상대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중 대략 평균적으로 0.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23)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수출상대국의 경우에는 달

22) Pyo and Oh (2016)는 10개 수출상대국과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원/달러 실질환율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태모형에 의하면 양
(+), 동태 오차수정모형에 의하면 음(-)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두 결과 모두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3)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은 원/달러 환율변화와 무역상대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만큼 상승할 때 무역상대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명목실효
환율은 1%만큼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무역상대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평균적으로
α%만큼 상승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무역상대국의 무역가중치의 합이 β인 경우 명목실효환율은 (1-α
β)%만큼만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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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준 수출물가지수가 대략 0.3% 이상 하락해야 수출상대국 통화로 환산한 가격
이 이전보다 하락하게 되어 수출상대국의 수입대체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수출물가지수가 0.3%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출상대국의
수입대체재에 비해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악화된다. 환율상승 충격에 대한 달러기준
수출물가지수의 누적하락률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때 당월에는 0.12%,
1개월 후까지는 0.27%에 불과한 하락을 보여 그 때까지는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악
화된 상태이므로 수출계약 수주물량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24) 수출계약 수주물
량이 감소하면 산업생산은 다음 달부터 악화되고 실제 수출물량은 통관시점(대략 2
개월 후)부터 감소하면서 수출물가지수가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
속되는데, 플로우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산업생산지수는 4개월 후, 수출물량지
수는 6개월 후에야 비로소 악화 추세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적
인 경제논리와 달리 환율상승 충격이 발생한 경우 산업생산이 악화되고 수출과 수
입이 동반 감소하는 것을 실제 경험한 국내투자자들이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들의
내재가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선행적으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하
락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에는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무역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율경쟁력 저하효과를 통제하는 경
우 주가에 대한 환율충격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장모형 (1)에
엔/달러 환율, 위안/달러 환율 또는 전 세계 통화에 대한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
내는 지표인 미국달러 종합인덱스(U.S. dollar broad index)를 번갈아 추가시켜 보
았다. 그 결과 엔/달러 환율 또는 위안/달러 환율을 추가시킨 경우에는 원래 모형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국달러 종합인덱스를 추가시킨 경우에는 환율상
승 충격이 주가를 하락시키기는 하되 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플로우모형에 미
국달러 종합인덱스를 추가시킨 경우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달러기준 수출가격의 하락은 유의하지 않고 원화기준 수입가격만 상승하는데, 그
결과 수출물량과 산업생산은 유의한 변화가 없고 수입물량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5) 이러한 유의도의 약화는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이 수출 및 산업생산을 악
24) 수출상대국 통화기준 수출물가지수가 발표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
발표되는 수출물가지수는 달러화기준, 원화기준, 계약통화기준 등 세 가지만 존재한다. 우리나라 계약통
화별 수출비중을 보면 달러화표시 수출계약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면 달러기준 수출
물가지수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누적하락률이 예측기간별로 0.03∼0.05%P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
과는 본고에서의 주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25) 미국달러 종합인덱스 상승충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반응은 6개월 후까지 매우 유의한 하락반응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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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수출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 때문이라는 본고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역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더라도 환율전가도가 충분히 높다면
환율상승 충격이 산업생산 및 수출 악화와 주가의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전가도가 낮은 대표적 이유는 수출제품 생산에 있어서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수출구조로 인해 환율이
상승한 경우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수출가격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유 외에도 기업들의 시장중시 전략, 해외생산 비중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환율
전가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본고의 논점을 흐릴 수 있어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3. 확장모형 (2)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다음에는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구조적 관계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한편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 자산시장과 통화정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국제투자자
채권자금의 유출입을 기본모형에 추가한 확장모형 (2)에 의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금리는 주식의 현재가치 및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쳐 주가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플로우모형에서는 채권자금의 이동을 통해, 그리고 통화론적 환
율모형에서는 통화수요의 변화를 통해 환율을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이다. 확장모형
(2)에 포함된 변수들은 모두 금융변수들로서 동시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구조적 관계의 식별에 있어서 우리나라 변수들 간 또는 미국 변수들 간의 동
시적 상호 관계에는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다. 다만 기본모형에서와 동일하게 소
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변수들이 충격발생 당월에는 미국변수인 연방기금금리나 미
국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able 4>와 <Figure 4>에서
KBR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FFR은 미국 연방기금금리, 그리고 BFL은 한·미 간 채
권자금의 유출입을 각각 나타내고 나머지 기호들은 앞에서와 같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미국 연방기금금리의 변화는 편의상 basis point (1bp = 0.01%p) 단위로 표
시하였다.

데, 그 경우에도 누적하락률이 3개월 후까지는 미국달러 종합인덱스의 상승률보다 낮았고 그 결과 수출
물량 감소로 산업생산은 4개월 후까지 유의한 하락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수출가격이
원/달러 환율보다는 수출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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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mporaneous Structural Relationship in Extended Model (2)
Shock

KSP

EFL

KRW

BFL

KBR

FFR

USP

KSP

0.576***
(0.180)

0.081***
(0.019)

-0.278*
(0.162)

-0.011
(0.0605)

-0.117*
(0.066)

0.018
(0.060)

0.778***
(0.107)

EFL

-0.494
(0.495)

0.203***
(0.070)

1.848***
(0.564)

-0.031
(0.1633)

-0.361***
(0.086)

-0.027
(0.072)

0.435**
(0.202)

KRW

0.248***
(0.065)

-0.039**
(0.019)

0.485***
(0.086)

-0.011
(0.0354)

0.029
(0.034)

0.009
(0.019)

-0.414***
(0.0588)

BFL

0.234
(0.432)

0.195
(0.137)

0.559
(0.670)

0.751***
(0.145)

0.171
(0.157)

-0.114*
(0.068)

-0.438*
(0.2494)

0.350
(0.572)

***

0.261
(0.081)

0.166
(0.681)

**

-0.387
(0.156)

***

KBR

0.386
(0.103)

0.163
(0.128)

0.609
(0.276)

***

FFR

0

0

0

0

0

1.000
(0.157)

-0.003
(0.083)

USP

0

0

0

0

0

0.014
(0.031)

1.000***
(0.068)

 

8.075***

24.750**

3.822***

18.06***

25.7***

23.9***

4.273***

 

3.270***

22.726**

2.458***

12.48***

11.9***

3.5***

3.038***

Response

**

Notes: 1) Reported are the contemporaneous responses to a 1% positive shock in each variable
in the extended model (2). KSP denotes MSCI Korea, and EFL net equity flows into
Korea as a percentage of US-Korea gross equity transaction amount, KRW ￦/U$
exchange rate, BFL bond flows into Korea, KBR Korea base rate, FFR US federal
fund rate, USP MSCI USA respectively.
2) Numbers in the parentheses represent bootstrap standard deviations of 1000 replicat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3) ,
4)    and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of structural shock of variable  before
and after volatility change respectively.

<Table 4>에 보고된 확장모형 (2)의 추정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주가, 주식자금 유
출입, 원/달러 환율, 미국주가의 충격에 대한 자체 및 여타 변수의 당월 중 즉각적
인 반응은 파라미터 값의 크기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부호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개월 후까지의 충격-반응곡선도 미세한 차이만 보일 뿐 기
본모형에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면 관계상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Table 4>와 <Figure 4> A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
의 반응을 보면, 한·미간 주식자금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순유출 반응을 보이는데 이
는 기준금리 인상충격이 우리나라 경기에 상당 기간 동안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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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mpulse Responses in Extended Model (2)

A. Accumulated Responses to a 1bp Shock in Korea B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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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cumulated Responses to a 1bp Shock in Federal Fund Targe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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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ccumulated Responses of Korea B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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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Definitions for the abbreviated variable names are in the notes of <Table 4>.
2) The solid line depicts point estimates of the impulse responses.
3) The dashed lines depict the 90%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constructed from
1,000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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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자들이 기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식자금의 순유출 반응은 당월에는 1%
수준에서, 1개월 후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반응을 보이며 누적반응도 전체 예측기
간에서 유의하다. 우리나라 주가는 당월과 2개월 후에는 10% 수준에서, 3개월 후에
는 5% 수준에서 유의한 하락 반응을 보임에 따라 누적반응도 3개월 후까지 하락 추
이를 보이는데, 누적반응은 1개월 후를 제외한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국제투
자자의 채권자금은 전반적으로 순유입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3개월 후의 순유입
반응만이 5% 수준에서 유의하고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지 않다. 이와
같이 기준금리 인상충격은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주식자금 순유출의 누적반응은 유의하지만 채권자금 순유입의 누적반응은 유
의하지 않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의 변화는 주식자금의 이동 방향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3개월 후까지 상승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 3개월 후의 반응은
5% 수준에서 유의하고 누적반응도 3개월 후부터 유의하다.
<Table 4>와 <Figure 4> B에서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
들의 반응을 보면, 한·미간 채권자금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순유출 반응을 보이는데
당월과 6개월 후의 반응은 10% 수준에서, 3개월 후의 반응은 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고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속적으
로 상승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1∼2개월 후와 4개월 후의 반응은 5% 수준에서 유
의하고 누적반응은 1개월 후부터 약하지만 계속 유의하다. 이러한 충격-반응 관계
는 상당 기간에 걸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동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자금 유출입, 우리나라 주가나 원/달러 환율은 연방기금금리 충
격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26)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채권자금 유
출입의 반응이 기준금리 인상충격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고 연방기금금리 인상충
격에 대해서만 유의할 뿐 아니라 채권자금 유출입이 유의한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정책금리 인상충격에
대한 채권자금의 순유입 반응이 유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국의 금리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환위험 헤지비용(통화스왑 금리), 국가신용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차익거래를 위한 채권자금의 이동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요인들의 상황에 따라 이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채권자금 유출입의 반응이 기준금리 충격에는 유의하지
26) 주식자금 유출입과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연방기금금리 충격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
방기금금리 충격이 미국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
면 분석대상 기간 중 미국 연방기금금리 충격이 미국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식자금 유출입, 우리나라 주가 및 원/달러 환율은 연방기금금리 충격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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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미국 연방기금금리 충격에는 유의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한·미
간 채권자금의 유출입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채권거래 비중이 약 85%에 달하
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채권거래도 대부분 외환보유액 운용을 위한
한국은행의 매매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행의 미국채권 매매는 차익거
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미국과 주요 국제통화의 금리에 영향을 받을 뿐 우
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금 유출입의 반응이 기준금리 충격
에는 유의하지 않고 연방기금금리 충격에는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국은행의 미국채권 매매에는 원/달러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기금금리 충격에 대한 채권자금의 유출입이 유의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27)
<Table 4>와 <Figure 4> C에서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에 대한 한국은행 기준금
리의 반응을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개월 후까지 지속적인 상승 반응을 보이
고 있는데 그 중 당월과 2개월 후의 반응은 1% 수준에서, 1개월 후와 3개월 후의
반응은 5% 수준에서, 5개월 후의 반응은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고 누적반응은
전체 예측기간에서 유의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와 같이 주식자금 순유입 충
격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태화 외환시장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주식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므로 한국은행은 외환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경우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의 매
각과 금리인상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주식자금 순유입을 초래하는
미국주가 상승충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상승 반응을 보이는데, 국제투자자들의 기
대변화로 인한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에 비해서는 유의도가 약하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우리나라 주가충격이나 환율충격에 대해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충격들의 경우 주식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도가 매우 낮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확장모형 (2)의 추정결과를 요약해 보면 충격-반응 관계들은 분석기간 동안 다음
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충격은 주식자금의 순유출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다. 기준금리 충격이
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자금 순유출 충격이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데, 3
개월 후에야 주가와 환율의 누적반응이 뚜렷해진다는 차이만 보일 뿐이다. 주가나
환율에 대한 기준금리 충격의 추가적 설명력은 산업생산 충격의 추가적 설명력보다
27) 한국은행의 미국채권 거래를 제외한 민간 채권자금만의 유출입 자료를 이용하면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Ⅲ. 3절의 자료설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자료의 확보는 가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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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제투자자들이 산업생산 변화에 대한 예측보다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예측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주식자금 유출입은 전 예측기간에서 상호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주식자금 순유입 충격은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기준금리 상승충격은 주식자금
순유출을 초래한다.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충격은 채권자금 유출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주식자금의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연방기금금리 충격은 채권자금 유출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만 주식자금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기타 추가적 분석결과
우리나라 주가와 원/달러 환율만으로 구성된 모형에 의해 양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는 경우 변수누락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변수
구조적 VAR 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모두 상대변수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결과 중 환율충격이 주
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추정된 본고의 결과와 동일한 반면, 우리나라 주가충격
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추정된 본고의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로 선행
실증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다. 이와 같이 핵심변수인 주식자금 유출입 충격
과 해외주가 충격이 누락되는 경우, 그러한 변수들의 충격으로 인한 주가변화가 주
가충격으로 잘못 식별됨에 따라 주가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반대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대표변수를 다른 변수로 바꾸거나 우리
나라 주가지수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새로 추가한 모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기본모형, 확장모형 (1), 확장모형 (2)
에 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로서 MSCI 한국지수 및 MSCI 미국지수 대신 KOSPI
및 S&P500지수를 포함시켜 보았는데, 추정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둘째, 확
장모형 (1)에 두바이 원유가격을 추가해 보았다. 원유가격 충격은 다른 변수들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향후 미국 산업생산에 대한 기대와 그
에 따른 원유가격 전망에 대한 정보가 미국주가에 사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28) 셋째, 우리나라 주가나 환율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주가에 의
28) 미국주가 충격은 원유가격에 유의한 정(+)의 영구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원유가격 충격은 미국 및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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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SCI ACWI ex US 지수를 확장모형 (1)에
추가시켜 보았다.29) 그 추정결과에 의하면 ACWI ex US 지수의 상승충격은 주식
자금 순유입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주가를 상승시키고 환율을 하락시키는데, 나머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확장모형 (1)에서의 추정치와 크기만 약간 차이를 보일
뿐 부호는 모두 동일하였다.

Ⅴ. 요약 및 결언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충격-반응 관계들은 분석기간 동안 다
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주식자금 유출입, 우리나라 주가, 원/달러 환율은 상
호 동시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체로 충격발생 당월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다. 다만 주가충격에 대한 주식자금 유출입의 반응은 당월에 유의하지 않
고 3개월 후에야 유의하다. 우리나라 주가상승 충격은 한·미 간 주식자금의 순유출
을 초래하고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한편,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은 한·미 간 주
식자금의 순유입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자의 더 강한 주식매도를 유발하
여 우리나라 주가를 하락시킨다. 한·미 간 주식자금의 순유입 충격과 미국 주가의
상승충격은 모두 우리나라 주가를 상승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환율충격에 대한 우리나라 주가의 반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충격-반응 관계들이 분석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재조정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산업생산 또는 양국의 정책금리와 채권자금의 유출입
을 추가시킨 경우에도 이러한 충격-반응 관계들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어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또는 재배분을 위한
주식자금 유출입이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관계를 생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식자금 유출입은 주가와 환율 중 한 변수에 발생
된 충격의 영향을 상대 변수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국제투자자들의
주문에 체화된 미래 펀더멘탈에 관한 사적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주가와 환율에 동
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기대
나라 주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29) MSCI ACWI 지수는 23개 선진국과 23개 신흥국의 주가지수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방식의 주가지수이
다. 본고에서는 확장모형 (1)에 미국지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외된 ACWI ex US 지
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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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으로 변하여 주식자금 순유입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산업생산이 실제
강한 상승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투자자들이 유
동성 장세를 조장하여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정보수집 및 예측능력
에 의해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가 포트폴리오 재조정 또는 재배분 동기에 의한 주식자금 유출입 만에
의해서 완전히 설명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즉 주가충격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반응
을 보면 포트폴리오 재조정 동기에 의한 주식거래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모멘텀거래
등 이익추구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주식거래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또한 환율충격
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보면 국제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재조정 동기에 의한 주식거
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손실을 막기 위한 국내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영향
이 일시적으로 더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산업생산,
정책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들도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가와 환율은 우리나라 국내투자자의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변화, 미국
국내투자자의 미국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 변화, 국제투자자의 한·미 양국의 펀더멘
탈에 대한 기대변화, 수출입 변화나 달러화의 전 세계적 가치변화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가와 환율 간의 인과관계는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 어느 충격
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국내투자자들
의 기대변화로 인한 주가변화와 국제투자자들의 기대변화나 해외 주가충격으로 인
한 주가변화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가충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주가
의 변화가 국내투자자들의 기대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투자자들의 기대변
화 또는 해외주가의 변화로 인한 주식자금 유출입 때문인지에 따라 인과관계의 방
향이 다르고 주가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도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
한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가와 환율 간의 연관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본고의 가장 주요한 학술적, 정책적 기여는 한·미 간 주식자금의 유출입과 미
국주가를 분석모형에 포함시키는 한편 변수들 간의 동시적 쌍방 인과관계를 허용하
여 구조적 관계를 식별함으로써 그러한 왜곡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데에 있다. 정책
당국이 환율 및 통화정책을 결정하거나 주식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와 환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확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들이 그러한 정책 및 투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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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고의 주 분석대상은 아니었지만 본고에서 추정된 변수들 간의 충격-반응
관계 중 주목해야 할 결과 하나는 원/달러 환율상승 충격이 유의도가 약하기는 하
지만 향후 수출입물량을 동반 감소시키고 산업생산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하
락한다는 결과이다. 본고에서의 추정결과는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단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분기별 또는 연도별 자료 등 보다 저빈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연도별 패널자
료를 이용한 Pyo and Oh (2016)의 실증분석 결과 중 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분석결
과에서도, 원/달러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물량이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과
는 정반대되는 결과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환율정책 방향에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층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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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ortfolio rebalancing model of Hau and Rey (2004; 2006),
portfolio equity flows of international investors are one of key variables which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prices and exchange rate. Equity flows
not only directly affect both stock prices and exchange rate, but also serve as a
transmission channel of shocks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US equity flows, Korea stock prices,
USD/KRW exchange rate and US stock prices over the period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16, using the structural VAR model. We employ the identification
method through heteroscedasticity to allow for contemporaneous bidirectional
causalities between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Based on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we find that Korea-US equity flows, Korea stock prices and
USD/KRW exchange rate have significant contemporaneous and/or lagged effects
on each other and generally have the strongest effects in the month when shocks
occur. As a whole, the signs of estimated impulse responses, except for the
accumulated response of Korea stock prices to a shock in USD/KRW exchange
rate, show the pattern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 portfolio rebalancing
model during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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