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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특히 1997-1998년
위기가 극심했다: 1997년 3분기 6.6%를 기록했던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4분기에는 4.2%로 하락했고, 1998년에 들어서는 1분기 –3.4%, 2분기 –
7.3%까지 급락하였다. 이 같은 성장률 하락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이었다. 이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2008
년 말 시작된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실질 GDP 증가율이 위기 직전 3.9%에서 –
1.9%까지 4%포인트 급락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두 차례 경제위기는
모두 금융시장 위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1997-1998년의 경
제위기의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위기의
촉발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환시장의 예를 보면, 1997년 10월 말
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밑돌았으나 1997년 12월 중 1964원까지
상승하였다. 주식시장도 큰 혼란에 빠졌는데 1997년 9월 말까지만 해도 KOSPI
지수는 647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불과 3개월만인 1997년 말에는 376포인트로
급락하였으며 1998년 6월에는 280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 2008년의 경제위기도
국제금융시장 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촉발되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이 외부위기
의 국내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1) 위기 기간 중 실
물부문의 후퇴는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종 금
융시장 지표들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혼란
의 심화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 기간 중에는 투자
자들의 비관적 예측이 확산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방어적 투자전략으로 반영되
어 금융시장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금융시장 혼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비관적 예측보다 불확실성이 위기의 확산과 지속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비관적 예측이 투자자들의 행동과 시장에 반영되는 동안은 시장
1)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 Basel Committee가 2011년 발표한 워
킹페이퍼를 참조할 만하다. 본 워킹페이퍼는 금융시장과 실물부문 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금
융시장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 부문 간 충격의 전이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폭넓게 소개
하고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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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일단 반영된 후에는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
다.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방어적 투자를 할 뿐 아
니라 종종 투자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방어적 투자를 하여 시장혼란이 연장, 지속될 수 있다.
<Figure 1>은 주가와 환율 변화율의 12개월 표준편차로 대표되는 변동성, 즉 불
확실성을 보여주는데,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 중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
타나고 있다. 물론 단순한 표준편차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림은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동학 사이에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
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분석할 주제이다.
Bloom (2014)은 불확실성의 효과에 관한 서베이 논문에서 경기후퇴기에는 불
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회복기에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
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연구들은 결국,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
은 투자확대를 꺼리고 소비자는 소비를 억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귀결된
다고 할 수 있다. 실질옵션(real options) 이론이 대표적인데(Bernanke 1983;
Brennan and Schwartz 1985), 이에 따르면 기업은 투자기회에 대한 다양한 옵션
이 있으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오류를 피하기 위해 투자실행을 보류하고 기다
리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회피와 위험프리미엄 또한 유력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있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증가는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높여 금융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또
한 파산확률을 높이고 파산프리미엄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역할을 통해
불확실성은 결국 차입비용(borrowing cost)을 높여 미시, 거시적 경제성장을 낮추
게 된다(Christiano and et al. 2014; Gilchrist, Sim, and Zakrajsek 2014). 불확실
성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불확실성을 증가는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을 증가시키고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Bloom (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증분석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불확실성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causality)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불확실성이
경기변동과 더불어 변화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효과와 불확실성의 효과를 구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과관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접근은 불확실성의 변화에
뒤따르는 생산이나 투자의 변화를 회귀분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
은 방법은 주로 변수들 간의 시기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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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andard Deviation of KOSPI and Foreign Exchange Rate (%)

론적 엄밀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R(vector
autoregression) 접근을 시도한다. VAR 접근은 거시경제모형에 기초한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으며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의 변화충격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은 전형적으로 변동성(volatility)으로 대표되며 Koopman
and Uspensky (2002)는 확률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이 거시경제변수의 확
률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모형을 제
시하였다. Mumtaz and Theodoridis (2015)와 Alessandri and Mumtaz (2018)는
이를 VAR 모형에 접목하여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발전
시켰다. 본 연두는 이들의 모형을 사용한다. Alessandri and Mumtaz (2018)는 실
물부문-생산, 인플레이션, 단기금리-의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였으며 Mumtaz and Theodoridis (2015)는 불확실성의 국간 간(미국과 영국)
전이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도 이들 모형을 사용하나, 이들 연구들이 실물부
문의 불확실성과 그 효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그
효과에 집중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겪은 두 차례의 경
제위기가 금융시장 교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론들은 불확실성이 주로 금융부문 통
로(channel)를 통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Alessandri and
Mumtaz (2018)는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금융시장
이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위기 상황에서만 산업생산을 감소시킨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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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불확실성의 효과에서 금융시장의 역할
의 중요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불확실성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비선형
적이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VAR 모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 왔다(예를 들면, Choi and Hur 2015; 김시원 2018; Kim 2018, 등). 이 같
은 증거들은 불확실성의 효과의 구조적 변화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 또한
Bloom (2014)은 경기후퇴는 불확실성의 증가뿐 아니라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증
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Bloom

(2009)은

비볼록

조정비용

(non-convex adjustment cost)이 존재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모
형에서 기업은 경제상황이 충분히 호의적일 때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충분
히 악화될 때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는데, 비볼록 조정비용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이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모의실험 결과는 불
확실성이 높은 기간에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오버슈팅(volatility overshooting) 현
상이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대칭적 반응, 즉 국면전환에 대한 증거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 사실 경제상황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간 관계의 변화는 1976
년에

제시된

Robert

Lucas의

거시경제정책

비판(Lucas

critique

on

macroeconomic policy)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확장하는 경우, 경제의 상태(state of nature) 변화에
따라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의 동학관계에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
해진다. 거시경제 변수들의 동학관계 변화에 대한 관념은 마르코프 전환모형
(Markov switching model), 시간변화계수모형(time varying parameters models),
임계모형(threshold model)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국면(regime)
임계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의 국면전환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3대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 원달러 환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의 4변수로 구성된 금
융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또한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threshold)변수로 사용된다.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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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에 경기후퇴적인(recessionary)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원화 가치 및 국채수익률은 하락하고 금융시장 스트
레스는 증가한다. 국면별 충격반응을 보면,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모든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주가지수를 하락시키지만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
에서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스트레스 또한 불확실
성 증가에 대해 증가반응 하였으며, 그 같은 반응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수익률은 스트레스 기간에는 하
락하지만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율 반응이다: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한 반면, 평상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정된 높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이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 특히 외환위기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위기의 확산과 진행이 원화가치의 급락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
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변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포함되는 시차변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
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사전분석으로 통상적인 선형
VAR 분석을 통해 임계변수로 사용된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SV-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불확실성 추세를
분석한다. IV장은 본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
정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다. V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SV-in-mean VAR 모형
Engle (1982)의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 Engle
et al. (1987)의 ARCH-in-mean(ARCH-M) 모형, Bollerslev (1986)의 GARCH 모형
이 제시된 이래, 시계열의 확률적 과정(stochastic process)의 정의에서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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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varying) 이분산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이들 모형과 변형된 모형들이
금융시계열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시계열의 확률적 과정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
다. 특히 ARCH-M 모형에서는 시계열의 확률적 과정이 오차항의 변동성 자체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유형의 모형들은 금융시계열의 리스크 또는 불
확실성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 ARCH 유형의 모형들의
아이디어는 확률적 변동성 모형(SV-model, stochastic volatility model)들로 확대되
었다. ARCH 유형의 모형들에서는 시간변화 분산이 확정된 함수의 형태로 정의되
는 반면, SV-모형들에서는 시간변화 분산이 일정한 확률적 과정을 따르는 관찰되
지 않은 요소의 함수로 모형화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확률
적 변동성이 VAR 모형들에 적용되면서 거시경제변수들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
는데 사용되었다(예를 들어, Cogley and Sargent 2005; Primiceri 2005).
한편, Koopman and Uspensky (2002)는 확률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이
거시경제변수의

확률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모형을 제시하였다. 스칼라(scalar) 시계열 변수  에 대한 가
장 일반적인 형태의 SV-in-mean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1)

(2)

여기서  는  의 평균으로 상수 와 회귀계수  ⋯  에 의존한다. Mean 모형
들의 특징은 평균  가 회귀계수뿐 아니라  의 변동성  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식(1)과 (2)는 ARCH-M, GARCH-M
또는 SV-in-mean 모형이 된다. SV-in-mean 모형에서는  가 다음과 같은 확률과
정으로 정의된다.

  exp 

(3)

       ,  ∼  

(4)

Mumtaz and Tehodoridis (2015)와 Mumtaz and Surico (2018)는 SV-in-mean
모형을 VAR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Alessandri and Mumtaz (2018)은 SV-in-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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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더욱 확장하여 국면전환(regime switch)을 허용한 TVAR(threshold VAR)
모형을 발전시켰으며, 본 연구는 이들의 분석모형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용
하여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Alessandri
and Mumtaz (2018) 모형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도록 한다.
2-국면 SV-in-mean TVAR 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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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 의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내생변수들의 벡터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금융시장 상태에 따라 불확실성 충격의 전파 메커니즘(transmission

 는 금융시장 스
mechanism)에 국면전환(regime change)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트레스 수준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index function)로 이 같은
국면전환을 대표한다. 본 모형의 또 다른 특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가 금융시장 내생변수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ARCH-M 유형의 모형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직관적으로 금융시장 불
확실성은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전망,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주가나 환율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확률적 오차항의 변
동성과 연결된다.

    ′ , for    

(6)

여기서  ×  행렬  는 하위삼각구조(lower triangle)를 가진다고 정의되며, 따
라서 구조(structural)-VAR 모형의 축차적 구조(recursive structure)를 대표하며 촐
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 부분
에서 보듯, 본 연구의 금융시장 분석에는 내생변수의 순서 변화가 분석결과에 유
의미한 차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식 (6)에서 시간 변화 변동성 부분   ×
은 다음과 같은 확률적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된다.

   , wit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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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8)

 ∼ 인 이노베이션(innovation) 항이다. 따라서 스칼라(scalar)  는 관찰
되지 않은 공통인자(common factor)와 동일하며 시간에 따른 분산-공분산 행렬
을 통제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ARCH-M 유형의 모형들
에서는  가 분산(variance)의 과거 값이나 다른 변수들의 확정된 함수로 정의되
는 반면, SV-in-mean 모형에서는  가 확률적 과정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내생변
수  와 상관관계(   인 경우)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식 (8)의 확률과정으로
정의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외생적 충격에 대한 내생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를 추
정하여 분석한다. 그런데 Bloom (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의 증가는
경기후퇴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충격반응함수 추정에서 충격의 식
별이 중요하다. 본 모형에서는 두 가지 가정에 의해 불확실성 충격의 식별을 얻
는다:

 가

내생변수

벡터

 의

시차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즉,

           ⋯); 또한 식 (5)의 이노베이션 항과의 1차 및 2차 모멘
트가 직교(orthogonal)한다(즉,      ). 이 같은 가정은 불확실성이 금융시
장 변수들의 동학에 외생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식 (5)~(8)로 정의되는 모형은 확률적 변동성이 각 VAR 방정식들의 우측변수
의

하나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이분산

임계(heteroscedasticity

threshold)-VAR와 동일하다. 실제로 모형 추정을 위한 Gibbs 표본추출 알고리즘
(sampling algorithm)은 주어진  추출(draw)에 대해 일반적인 임계-VAR의 추정
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와  의 추출에 대
해 식 (5)는 이노베이션 항이 이분산이고  와 상관관계(correlated)를 갖는 VAR
모형이 되며, VAR 계수들(coefficients)은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 추
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와 추정된 VAR
계수들을 이용하여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법에 의해  와  를 추정하
고, 이는 다시 식 (8)의 계수들 ,  와 분산, 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계수들과 분산을 조건부로 하
여 시뮬레이션 방식에 의해 확률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ies)을 추정한다. 상
세한 모형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Alessandri and Mumtaz (2018)와 Mumtaz and
Tehodoridis (2015)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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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전분석
1.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KOSPI지수 증가율, 원달러 환율 변화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회사채-국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의 네 개의 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VAR 모형
을 분석한다. 여기서 회사채-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금융시장의 두 국면
(regime)-평상시 국면과 스트레스(stress) 국면-을 구분하는 임계변수(threshold
variable)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금융시장 상황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
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Figure 2>는 1987년부터 2017년의 월간 자
료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선형의 금융시장 VAR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
다. 먼저 좌측 열은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증가 충격(1 표준
편차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본 스트레스 충격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형의 이론적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의 순서
로부터 자유로운 Pesaran and Shin (1998)이 제시한 일반화된(generalized) 충격반
응함수가 보고되어 있다. 스프레드 증가충격에 대한 주가, 환율, 금리의 반응은
직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금융시장 스트레스 증가에 대해 주가와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으
로 반응하며 이자율은 상승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가 반응은 첫 번
째 달에는 하락하지만 두 번째 달에는 상승으로 반전된 후 3개월 째 부터는 0으
로 수렴되어 금융시장 스트레스 증가가 주가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금융시장의 반응과 대비를 보인다.
신용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에 따른 국면전환이라는 본 연구
의 맥락에서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보다는 금융시장 충
격에 대한 스트레스의 반응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의 우측
패널은 주가충격, 환율충격, 금리충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의 반응인데, 마찬가지
로 충격반응의 방향이 직관과 부합할 뿐 아니라 좌측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
격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충격은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원화 평가절하와 금리상승 충격은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신용 스프레드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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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시장 상황을 대표하는 변수로 신용스프레
드를 사용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관념에 기초하여 불확실성의 효과에도 국면전
환이 발생하다는 주장을 검정한다. 따라서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 즉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VAR 모형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Figure 2>

Impulse Responses Estimated from Linear VAR Models

a. Response of KOSPI to Spread

d. Response of Spread to KOSPI

b. Response of FX to Spread

e. Response of Spread to FX

c. Response of R to Spread

f. Response of Spread to R

Note: The VAR model includes four variables in order: growth of KOSPI index, growth of
won-dollar exchange rate (FX), rate of return to 3-year government bond (R), and
spread between 3-year corporate bond and 3-year governme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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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 그러나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효과에 분석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TVAR 모형을 사용하여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기간 중 VAR 모형
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3) 대신 <Figure 3>에는 표

<Figure 3>

Impulse Responses for Subsample Periods

a. Response of KOSPI to Spread

d. Response of Spread to KOSPI

b. Response of FX to Spread

e. Response of Spread to FX

c. Response of R to spread

f. Response of Spread to R

Note: The VAR model includes the same four variables as Figure 2.

2) 통화정책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VAR 모형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는 연구로는 Markov switching-VAR 모형을 사용한 Choi and Hur (2015)가 있으며, 외환위기 기간
중 VAR 모형의 구조적 변화를 보인 연구로는 TVP(time varying parameter)-VAR모형을 분석한 김시
원 (2018)이 있다.
3) Kim (2018)은 실질GDP 증가율,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변수 및 금융시장 스트레스로 구성된 threshold
VAR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기간 중 통화정책의 효과에 국면전환이 발생하였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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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간을 1987-2001년과 2002-2017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VAR 모형과 충격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표본 분리가 엄밀한 분석결과
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절의 <Figure 4>에서 보듯 금융시장 스트레스
기간이 주로 1998년 외환위기 전후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은 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관계에 국면전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에는 2001-2017년 표본보다는 1987-2001년 표본에서 충격반
응 함수가 규모 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측의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의 반응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가 상승충격에 대한 스프레드
반응은 2002-2017년 표본에서는 최소 –0.1보다 작지 않은 반면, 1987-2001년 표
본에서는 거의 –0.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2002-2017년

표본에서는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0.1%까지

상승하는

반면,

1987-2001년 표본에서는 0.5% 이상까지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자율 상승 충격
에 대한 스프레드 반응은 더욱 극적인 대비를 보인다. 2002-2017년 표본에서는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1987-2001년 표본에서
는 0.25%까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표본기간에 따른 추정결과의 차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추정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나 금융시장 스트레스 기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반영
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표본분할로 초래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의 손상
문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표본분할 방식에
의한 분석방법 자체는 이 같은 가능성들에 대해 어떠한 단서나 대답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점은 다음 장의 실증분석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불확실성 추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용되는 SV-in-mean VAR 모형에서는 식 (7)과 (8)에
서 보듯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네 개의 내생변수들의 확률적 변동성의 공통변수
로 대표된다. 이는 내생변수들의 확률적 변동성들에 동조성이 강하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각 내생변수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형된 모형을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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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부분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과의 차이는 확률적 변동
성이 VAR 모형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각 내생변수의 변동성이 분리되어 추정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모형은 SV-VAR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각
내생변수의 불확실성의 시간 변화 추세를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Figure 4>는 식 (9)~(11)로 정의된 SV-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각 내생변
수들의 확률적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모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변동성의 동조성
도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충격에 대한 시장참가자
들의 과잉반응과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에서 경제위기가 확대, 재생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하였다.4)5) 그림은 이 같은
과잉반응과 군집행동의 영향이 특정 금융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위기 기간
에는 모든 시장이 동조화되면서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 기간 중 시장참가자들의 투자전략 변경이나 행동 변화는 거
시금융변수들 사이의 동태적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하
며, 이는 다음 장에서 분석될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에는 다음 장의 실증분
석에서 추정된 스프레드의 임계값(threshold value)(1.28로 추정되었다)도 표시되
어 있는데, 두 차례 위기 기간,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전후의 기간들이 금융시장

4) Dornbusch and Park (1995)는 외국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펀더멘털의 변화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전략을
선택하며 Radelet and Sachs (1998)은 이 같은 외국투자자의 과잉반응이 아시아 경제위기에 기여했다
고 지적했다.
5) Eichengreen et. al. (1998)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위기 기간 중 투자자들의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이 자본흐름의 변동성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Choe et. al. (1999)와 Kim and Wei
(2002)는 외환위기 기간 중 외국투자자들의 군집행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금융시장에서의 군집행동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Bikhchandani and Sharma (200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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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ime Varying Volatility: 1990-2017

Threshold=1.28

Note: The threshold value is taken from the estimates of the two-regime SV-in-mean TVAR
model.

스트레스 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ure 3>과 더불어 위기 기간
중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도 국면전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SV-in-mean VAR 분석결과는 이를 확증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자료
본 연구는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및 신용시장-을 대표하는
네 개의 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VAR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관행에 따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KOSPI 지수가 사용되며 환율시장은 원달러 환율
로 대표된다. 채권시장은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는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사
용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시장의 경색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3년 만기 회사채
(AA-) 수익률과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스프레드가 사용되었는데, 이 같은 변수
는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는 신용스프레드(credit spread)를 나타낸다. 본 분석의
VAR 모형에서는 구조 계수(structural coefficient) 행렬  가 축차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가정된 내생변수의 순서는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즉, 주가지수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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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들에 동시적(contemporary)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시차
를 두고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과 국채수익률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동
시적, 시차적 영향이 가정되며 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나머지 모든 변수
들에 시차를 두고만 영향을 미친다. 분석에는 자료가 사용 가능한 1987년 1월부
터 2017년 12월까지의 월간자료가 사용되었다. 다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1991년 3월부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은 3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의 수익률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한국은행 웹
사이트에서 얻어졌다.
본 SV-in-mean VAR 모형의 한 가지 단점은 계산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 특히 확률적 변동성을 통제하는 공통인자  의 추정으로 인해 계산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본 모형은 대규모 VAR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포함된
네 개의 내생변수는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을 대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형추정
에서 제기되는 계산상의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변수들의 선택이라 하겠다. 사
용된 VAR 모형의 추정에는 변수의 안정성(stationarity)을 보장하기 위해 주가와
환율은 각각 전월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였다.6)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변수(threshold variable)의 선택은 추정결
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변수 선택에 대해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Alessandri and Mumtaz
2018 등)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
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전반의 스트레스가 반영될 수
있는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생성의 문제로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과 너무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이 같은 두 가지 조건은 서로 상충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
에 만족시키는 지표는 얻기가 어렵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지
표 중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시장 지표들을 결합하여 구축된 지표인데,
Chicago Fed가 제공하고 있는 FCI(financial condition index)가 그 예이다. 그러
나 이 같은 지표는 두 번째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
른 방법과 신용스프레드와 같은 특정 금융시장 지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두 번째
기준에서는 우수하지만 첫 번째 기준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사용 가능한 미국의 FCI와 같은 공식적인 지표가
6) 실증분석에는 전월대비 증가율에 12를 곱하여 연증가율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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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신용스프레드를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
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7)

2. 불확실성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먼저 벤치마킹 결과로 <Figure 5>에는 선형의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가 보고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68% 신뢰구간과
더불어 중위수(median) 값이 보고되어 있다. 이하의 모든 충격반응함수는 누적적
반응(cumulative response)을 보고한다. VAR 모형에 포함되는 시차변수는 한편으
로는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충격의 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그친다는 III장의 사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6개월 시차변수까지 포함시
<Figure 5>

Impulse Responses to Uncertainty Shocks
a. KOSPI

c. Government Bond Rate

b. FX rate

d. Spread

Note: The VAR model includes four variables in order: growth of KOSPI index, growth of
won-dollar exchange rate (FX), rate of return to 3-year government bond, and spread
between 3-year corporate bond and 3-year government bond.
7) Kim (2018)은 신용스프레드를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Alessandri and
Mumtaz (2018)와 Balke (2000)도 FCI와 같은 포괄적인 금융시장 스트레스 지표와 더불어 신용스프레
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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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먼저 (a)에서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해 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같은 하락반응은 7~8개월 후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
장 불확실성의 효과는 비교적 단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ure
2>의 통상적인 VAR 모형분석에서 금융시장 스트레스 충격에 대한 주가하락 반
응이 1개월 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3개월째부터 충격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과 비교하면, 불확실성 증가효과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주가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Bloom 2009; Alessandri and Mumtaz 2018)과 유사하며 불확실성이 높아
질수록 투자자들이 방어적 투자전략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가 하락반응
이 나타나게 된다는 직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Bloom
(2009)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실물부문이 오버슈팅(overshooting)한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생산지수는 음(-)의 증가율로 즉시 반응하지
만 약 6개월 후에는 양(+)의 증가율로 역전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Figure
5>의 주가지수 반응에서는 이 같은 오버슈팅 반응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림 (b)에서는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율의 반응은 2개월째부터 사라져 불확실성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1개월의 단기간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c)는 국
채수익률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확실성 증가로 국채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수익률의 반응은 주가나 환율의 반응과는 달리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용 스프레드로 대변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반응을 보면, 예측대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스
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 그 같은 증가반응은 4개월째 최고치에 도달한 후 약화
되면서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증가충격에 대한 국채수
익률의 하락반응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 환율 및 스
트레스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의 효과는 경기후퇴적이고 <Figure 2>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시장 스트레스 증가충격에 대해 국채수익률은 상승으로 반응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아래의 국면전환 모형에서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에서 국채수
익률이 불확실 증가에 대해 증가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V-in-mean T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한 국면별
충격반응함수는 <Figure 6>에 보고되어 있다. 그림에는 또한 비교를 위해
<Figure 5>의 선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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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과잉반응(overreaction)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먼저 (a)에서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해 주가는 두 국면 모두에서 하락하
나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그 반응이 강해지며, 선형모형의 충격반응은 두 국
면 사이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주가하락 반응이 금융
시장 스트레스가 낮은 기간에는 최대 약 77%이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최대 122%까지 기록하여 평상시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투자자들이 과잉반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응의 지속기간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이는 금
융시장 스트레스 기간 중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이 패
닉상태나 군집현상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신속하게 평상상태로 회복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

Impulse Responses to Uncertainty Shocks Across Regimes
a. KOSPI

c. Government Bond Rate

b. FX rate

d. Spread

Note: The VAR model includes the same four variables as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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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곳은 환
율시장이다. 평상시에는 불확실성 증가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통계
적 유의성이 결여된 반면,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원화가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
는데, 평상시 원화의 평가절하는 최대 2%에 불과한 반면, 스트레스 기간 중에는
최대 17%를 넘어 약 9배의 격차가 관찰된다. 이 같은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모두 급격한 환율상승을 수반하면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선형모형의 충격반응은 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평상
시 반응과 스트레스 기간의 반응 사이에 놓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채수익률의 반응 또한 국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사실상
불확실성의 증가충격이 채권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스트레스
기간에는 국채수익률이 상승하여 국채가격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국채수익률 상승 반응은 불확실성이 수익률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직관
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환율시장과는 달리 선형모형
의 충격반응이 중간에 놓이지 않는 다는 점은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불
확실성 증가충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의 반응은, 평상시에는 스프레드가 0.05%
까지 증가하는 반면, 스트레스 기간에는 0.1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
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기간에 과잉반응이 관찰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선형모형의 충격반응은 초기에는 스트레스 기간의 충격반응과 유사하지만
3개월 후부터는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주가나 환율 반응과 비교
하면, 이 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축차적(recursive) 구조를 가정한 VAR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하나는 변
수의 순서에 따라 충격반응함수의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가정된 변수의 순서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 것이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이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록 <Figure A.1>에는 주가지수와 환
율의 순서를 바꾼 경우의 충격반응을 보고하고 있는데, VAR 모형의 내생변수들
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도 국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VAR 시차변수를 12월까지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추정해 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분석결
과는 시차변수의 선택에도 강건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임계변수의 선택이 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료의 사용가능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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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하에서 신용 스프레드 이외에 고려할 만한 변수는 주가지수이다. 그러나
KOSPI

지수

증가율을

임계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음(-)의

분산-공분산

(variance-covariance) 문제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논문의 간결성을
위해 주가지수를 임계변수로 사용한 추정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
도 주가지수가 다양한 종류의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반영할 만큼 충
분히 포괄적인 지수는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한편, <Figure 4>에서 추정된 금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
특히 주로 1998년 외환위기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들이
(Choi and Hur, 2015; Kim, 2018)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같은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두 차례의 경제
위기 기간 중의 불확실성의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TVAR 모형은
이 같은 종류의 구조변화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흥미 있는 주제인 것은 분명하며, 부록의 <Figure A.2>은
단순하게 표본을 1987-2001년과 2002-2017년의 두 개의 하부표본(subsample)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일정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위기 기간이 포함된 첫 번째 하부표본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보면 충격반
응함수의 형태는 다르게 추정되지만 불확실성의 효과는 경기후퇴적이고 그 같은
효과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기간에 더욱 강해진다는 본 분석의 주요 결론과 부합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금융시장 위기 기간이 포함된 두 번째 하부표분
의 추정결과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
하며 국면 간 효과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Figure A.2>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금융시장 스트레스 기간 중 불확실성의 효과에 국면
전환이 발생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기간뿐이며 2008년 기간 중에는 국면전환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추정결과의 차이는 단지 임의적인
표본 분할에 따른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의 문제가 반영된 것일 뿐 전체 표본을
사용한 <Figure 6>의 추정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는 두 가지 해석 모두 타
당할 수 있으며, 표본분할에 의한 분석방법이 어떠한 확실한 대답이나 단서를 제
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환위기 기간 중 불확실성의 효과에 국면전환이 발생
한 것은 분명하며, 전체표본을 사용한 <Figure 5>와 <Figure 6>의 추정결과를 고
려하면 2002-2017년 표본의 추정결과에는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가 상당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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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제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3.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의 효과
본 연구의 분석초점은 금융시장에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실물부문의 관계
도 관심의 대상이다. Bloom (2009)은 VAR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실
물부문의 불확실성 측정치들(기업이나 산업의 수입이나 생산성 증가의 횡단면
분산)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질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금융부문
의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불확실
성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주가지수, 환율, 산업생산 증가율, 금
융시장 스트레스의 4 변수로 구성된, 수정된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8) 식 (7)과
(8)에서 정의되듯 본 모형에서 불확실성은 공통인자인  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
서 수정된 모형에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과 산업생산으로 대표되는 실물부문 전
체를 포괄한다.
<Figure 7>은 금융-실물부문 VAR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보고하고 있
는데, 불확실성이 주가와 환율에 미치는 국면별 효과는 금융부문 VAR 모형인
<Figure 6>과 대단히 유사하다: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며, 그 효과는 금
융시장 스트레스 국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스프레드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금융시장모형 추정결과와 차이가 관찰된다. 금융시장 스트레
스 국면에서는 불확실성의 증가가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만, 평상시 국면에서는
스프레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실물부문에 대한 효과를 보면, 예측대로 불확
실성의 증가는 모든 국면에서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부문과는 달리 초기에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난 후 2개월째 상승으로 반전되
는 것이 흥미롭다.
한편, 스프레드와 국면별 충격반응과 더불어, 국면별 산업생산 반응에서 초기
반응이 스트레스 기간보다는 평상시에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
들여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생

8) 네 개의 변수는 SVM-TVAR 모형의 계산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이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과 실물부문 연결의 대표적인 변수인 주가지수와 산업
생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모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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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mpulse Responses Estimated from Real Sector Augmented VAR
a. KOSPI

c. Industrial Production

b. FX Rate

d. Spread

Note: The VAR model includes four variables in order: growth of KOSPI index, growth of
won-dollar exchange rate (FX), growth of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spread
between 3-year corporate bond and 3-year government bond.

산의 충격반응은 초기를 제외하면 두 국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초기
차이는 오버슈팅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오버슈팅 현
상이 평상시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두 번째 설명이 좀
더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 모형에 비해 금융-실물부문 모형에서는
스프레드의 임계치가 0.60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값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다. <Figure 4>에서와 같이, 금융시장 모형의 경우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임계값
은 1.28로 추정되었고 스트레스 기간이 대체로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과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igure 8>에는 스프레드 및 산업생산증가율(HP 필터
된 값)과 더불어 추정된 임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평상시 국면과 스트레스 국
면은 대체로 경기팽창기간과 경기수축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
서 금융-실물부문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결과는 불확실성의 효과의 국면전환에서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보다는 경기변동이 중요하며 국면전환의 효과는 양
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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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rowth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Spread

threshold=0
60

V. 결론
1997-98년, 2008년의 두 차례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
다. 경제위기 경험에 자극되어 많은 연구들이 금융시장 충격이 금융시장이나 실
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금융실무자들
에게는 일상용어처럼 사용되면서도, 놀랍게도 적어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확실
성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SV-in-mean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였다. 주가지수, 환율, 국채수익률, 신용 스프레드로 구성된 금융시장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충격은

경기

후퇴적인

(recessionary)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와 원화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
며 금융시장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금융시
장에 미치는 효과는 3~4개월 후에는 사라져 비교적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많은 연구들이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시장참가자들이 과잉반
응이나 군집행동과 같은,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
들을 제시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8년 역사상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기 기간 중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와 이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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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확산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임계(threshold) 모형과
SV-VAR 모형을 결합하여 금융시장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불확실성의 효과에
국면전환이 발생하는지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
가한 두 차례 경제위기, 특히 1998년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으며, 평
상시보다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형의 한계로 인하여 완전한 형태의 실물부문 모형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업생산을 추가한 수정된 금융-실물부문 모형의 추
정결과, 불확실성 증가 충격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
은 분석결과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과 실물부문 간 전파(transmission)효과라는 관점에서 불확실성의 효과에 대
한 보다 완전한 형태의 분석은 흥미로운 미래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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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A.1> Impulse Response to Uncertainty Shocks: Alternative Ordering
a. FX Rate

b. KOSPI

c. Government Bond Rate

d. Spread

Note: The VAR model includes four variables in order: growth of won-dollar exchange rate
(FX), growth of KOSPI index, rate of return to 3-year government bond, and spread
between 3-year corporate bond and 3-year governme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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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

Impulse Response to Uncertainty Shocks for Subsample

1987-2001 Sample
a. KOSPI

2002-2017 Sample
e. KOSPI

b. FX Rate

f. FX Rate

c. Government Bond Rate

g. Government Bond Rate

d. Spread

h.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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