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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인해 무역 장벽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규모의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나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 경제의 무역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규모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규
모 자본의 흐름은 Rey (2013)와 Miranda-Agrippino and Rey (2020)가 지적한 바
와 같이 각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 학술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핵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대를 기
점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신흥국 경제 또한 국제금융시장으로 빠
르게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국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을 통해서 조달
하는 외화 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Caballero et al., 2019; Alter and Elekdag, 2020).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금융 부문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국제금
융시장에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규모 또한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는 2003년 170억 달러에서 2019년 570
억 달러 규모로 약 3.4배 성장을 하는 등 비금융기업의 주요 외화 자금 조달 경
로로서 국제금융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급격한 자금의
유출 및 환율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한 외화부채 현황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거시 금융 정책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현
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거시 경제적 시사점을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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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
고자 한다. 국제투자대조표, 국제결제은행 통계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규모는 지난 20년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GDP 대비 비중은 통계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폭 증가하거나 안
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외화 자금 조달 시 은행
차입에 비해 채권 발행의 중요도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 자금 조달의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
진국, 신흥국 경제와 유사성을 나타냈다.
둘째,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중 회사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을 측정
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변
화가 향후 우리나라 경기변동 예측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적 가치를 지는지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Caballero et al. (2019)의 연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였
으며,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개별 회사채 스프레드 자료를 핵심적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채권 발행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 자금조달비용은 환율
및 실물 경기 변동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환율 및 실물 경기 흐름
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5변수 구조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외화 자금조달비
용 충격이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였다. 자
금조달비용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실물 경기는 하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사실분석 결과 자금조달비용 충격으로 인한 경기 하락
의 약 50%는 외환시장 환율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 비용 충격이 우리나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n
(2014)에서 밝히듯 신흥국 경제의 채권 발행이 금융위기 이후 보다 가파르게 상
승하는 현상과도 합치한다.

Ⅱ. 선행연구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현황을 점검하기에 앞서 기업이 왜 외화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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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 기업이 외화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유로는 Eichengreen
and Hausmann (1999)과 Jeanne (2003)이 지적한 '신흥국의 원죄 (original sin)'를
들 수 있다. 신흥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된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현지 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현지 통화 채권 투자를
꺼리게 된다. 결국 신흥국 기업이 대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 현지 통화와 선진국 통화 사이의 이자율
격차도 중요하다 (Allayannis et al., 2003; Basso et al.,2011; Brown et al., 2011).
선진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을 조달하고자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생긴다. 특히 Shin and Zhao (2014)와
Bruno and Shin (2017)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었
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으로 인해 선진국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흥
국 기업이 선진국 통화 표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후 신흥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대리금융중개기관, surrogate financial intermediary)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로
는 수출기업의 결제 통화가 외국 통화인 경우 환위험 헤징을 목적으로 외화부채를
수요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Allayannis and Ofek, 2001; Bae and Kwon, 2013;
Graham and Harvey, 2001; Kedia and Mozumdar, 2003; Mora et al., 2013). 한편
가장 최신 연구인 Salomao and Varela (forthcoming)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화부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환율 변동에 의한 부도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투자의 한계
수익이 높기 때문에 자국 통화 부채뿐만 아니라 과감히 외화부채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환위험에 노출되더
라도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는 것을 이론 모형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 모형을 활용하여 헝가리 기업 수준 외화부채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기업
의 외화부채 수요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가연 (2017)에 따르면, 수출금액이 많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화 은행 부채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e et al. (2020)에 따르면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고 자산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외화부채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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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유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신흥국 기업의 외화부채 증가 현상에 주목하는 선행연구와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 Shin (2014), Bruno and Shin (2017), Ayala et al. (2017),
Caballero et al. (2019)은 모두 신흥국 기업의 외화부채 증가 현상에 주목하고 있
으며, 회사채 발행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vdjiev et al.
(2020)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신흥국 기업의 대외 및 외화부채를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구분지어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달러화로 발행되는
신흥국 회사채 증가 현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가연 (2017)은 우리나라 기
업의 외화부채 현황을 은행 차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차입을 통해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
다. 한편 Kim et al. (2015)과 Kim (2016)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통화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
였다. 한편 선진국 기업의 외화부채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및 신흥국 기업의 외화부채 현황에 대해서 정리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외
화부채의 장기 흐름과 다른 선진국, 신흥국의 장기 흐름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외화부채의 장기 흐름을 선진국,
신흥국 자료와 직접 비교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완한다.
이 연구는 이자율 및 환율과 실물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도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Neumeyer and Perri (2005)와 Uribe and Yue (2006)는 소형
소규모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변화가 소규모
개방경제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Fernández and Gulan (2015)은
위의 연구를 확장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신흥국 기업의 레버리지와
회사채 금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신흥국 경제의 경기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였다. 한편 Gertler et al. (2007)는 일반 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신흥국
경제에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환율 경로를 통해서 회
사채 신용 스프레드 충격의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 모형의 예측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하고자 하는 노력도 꾸
준히 지속되고 있다. Uribe and Yue (2006)와 Akinci (2013)는 신흥국의 국채 스프
레드가 국제금융시장 충격의 국내 파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Gilchrist and Zakrajsek (2012)는 회사채 스프레드 충격이 미국 경기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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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경기변동 요인임을 실증하는 것을 통해 회사채 이자율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Gilchrist and Mojon (2018)는 이와 유사한 회사채 이자율 연구를 선진국 유로경
제로 확장하였으며, Caballero et al. (2019)는 이를 신흥국 경제로 확대하였다.
한편 각종 이자율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김윤영, 박준용 (2009)은 미국의 장기금리 충격 발생 시 원화가 절하되는
것을 보였으며 최병재, 김대용, 안수아 (2013)는 다양한 종류의 VAR 모형을 활용하
여 미국의 정책 금리 충격 발생 시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함을 보였다. 이항용, 이진
(2017)은 이자율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변수를 통합하여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을 측
정하였으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경기가 하락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박종호
(2018)는 외화 회사채 스프레드의 분산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측정한 후 불
확실성의 증가는 경기 하강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회사채 스프레드와 환율 및 경기변동 사이의 관계를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비용 측정에서부터 핵심 계량 분석 방
법론까지 Caballero et al. (2019)를 광범위하게 참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Caballero et al. (2019)와 비교하여 정책적, 그리고 학술적 차원에서 두 가지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분기간 자료가 아닌 월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고 있다. 월간자료의 분석은 분기자료 분석에 비해 큰 정책적 장점을
지닌다. 성공적인 정책 입안 및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해당 분기의 실물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정책 입
안 시점에 관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산업활동지수, 소매판매액
지수, 설비투자지수 등의 실물 지표가 월간으로 발표되긴 하지만 시차를 두고 공
표되기 때문에 월간 실물 관련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실물 경제에
대한 정보 또한 제한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자율 변수의
경우 즉각적인 관찰이 가능함과 동시에 현재 경기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성 높은 자료
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분기 단위 선행연구를
월간 단위로 변환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Caballero et al. (2019)가 이자율과 GDP로 대표되는 생산 활동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분석의 범위를 환율을 중심으로 한 외환 시장으
로까지 확장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충격이 국내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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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파급될 때 외환시장 경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정량화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Ⅲ. 우리나라 기업 외화부채 현황
제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화 및 대외 부채 현황에 대해서 점검한다.
국제투자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이하 IIP) 자료를 활용하여 기
업의 대외부채 장기 추세를 검토한 후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하 BIS)의 BIS debt securities 자료를 활용하여 외화부채 운용 현
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Figure 1은 국제투자대조표 상 우리나라 기업의 명목 대외금융부채 저량을 나
타내고 있다. 표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기
간의 시작점을 200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중요한 구조변화를 경험하였다.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확대되었다. 또한 Caballero
et al. (2019)를 비롯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듯,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
로 대다수 신흥국 기업의 외화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
작한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부터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외
화부채의 장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시작점인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1 좌측 상단은 우리나라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의 대외금융부채의 총합
을 나타내고 있다.1)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부채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대외부채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규모
였으며, 약 20년에 걸쳐 그 규모가 3,0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3배 확대된다. 이러한
장기추세에는 금융기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라서 차
이는 있지만 금융기업의 대외부채가 전체 기업부문 대외부채의 약 60~75%를 차지
하고 있으며, 표본 기간 동안 금융기업의 대외부채의 규모는 약 594억 달러에서

1) 금융기업은 국제투자대조표 상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합으로 정의하였으며, 비금융기업
은 국제투자대조표 상 "비금융기업"을 의미한다. 대외금융부채의 경우 국제투자대조표 상 "부채성 증
권"과 "차입"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의 대외부채를 통상적으로 금융업종
에 포함되는 금융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은행 차입으로 해석하며,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에 대해서
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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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 달러로 약 4배 정도 확대되었다. 동일 기간 동안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는 2000년 378억 달러에서
2020년 7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지난 20년간 약 2배 확대되었다.
Figure 1 우측 상단은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대외금융부채 비중을 나타
내고 있다. 기업부문 총대외금융부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가파르
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났으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러한 등락은 주로 금융기업의 대외부
채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금융기업 대외부채의 경우 GDP 대비 5%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Figure 1> Foreign Corporate Liability by Corporates (left: Billion Dollars,
Right: ratio to GDP)

Notes: 1) This figure represents foreign corporate liability based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 data
2) Figures on the left summarizes the size of liabilities in billion dollars, while the
figures on the right summarizes the size of liability normalized by GDP
Sources: Bank of Korea Economics Statis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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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분석의 범위를 비금융기업으로 한정한 후 대외부채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Figure 1 하단은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를 부채의 형태에 따라
채권과 은행 차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채
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비금융기업이 은행 차입을 통해서 조달
한 자금의 규모는 표본기간 동안 215억 달러에서 25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데
그치며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채권 발행을 통한 대외부채의 증가는
2000년 163억 달러에서 2020년 47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지난 20년간 약 2.9
배 확대되었다. GDP 대비 비중(Figure 1 우측 하단)도 은행 차입의 경우 20년간
3.7%에서 1.5%규모로 축소되었으나, 동기간 동안 채권의 경우 2.8%에서 2.9%로
변화하며 20년간 대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함께
대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
럼 비금융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에 있어서 간접금융(은행차입) 대비 직접금융(채
권발행)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차입을 통
해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다른 선행연구
(이가연, 2017)와도 일맥상통한다.2)
한편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 규모는 채권 및 은행 차입 모두 각각
GDP 대비 10% 이하이며, 두 종류의 채무를 합한 경우에도 GDP 대비 10%를 초
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대외부채 규모는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이는 Avdjiev et al. (2020)의
분석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 가능하다. 그들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
금융기업 부분의 대외부채는 2019년 기준 다른 신흥국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며, 단기채무 또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대외부채가 주로 외국 통화로 표시된다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 논
의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Brauning and Ivashina (2020)과 Avdjiev et al. (2020)에
따르면 대외 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외
부채의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외화부채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

2) 다만, 이러한 통계치가 은행 차입을 통한 외화 자금 조달의 중요성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IMF, 2015)를 포함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은행 차입은 여전히 신
흥국 경제 소형기업의 주요 외화 자금 조달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Alter and Elekdag, 2020;
Brauning and Ivashin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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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대외부채와 외화부채는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달러 채권을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 해당
부채는 외화부채이지만 대외부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국제투자대조표에 기
초한 분석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BIS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와 BIS Debt security statistic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
부채 저량을 점검하고 다른 선진국, 신흥국 경제와 비교시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지 논의하고자 한다.
<Figure 2>은 각 경제 권역별 비금융기업 외화부채 저량을 나타내고 있다.3)
외화부채의 저량은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달러화와 유로화 부채의 총합을 의미한
다. 다만 미국 경제의 경우 유로화 부채만을 외화부채로 정의하였으며,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달러 부채만을 외화부채로 정의하였다. 외화 채권의 경우
외국인 소유하는 외화 채권 (대외 외화 채권)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소유하는 외
화 채권(대내 외화 채권, KP물)을 모두 합산한 수치이다. 한편 자료 접근의 제약
으로 인해 외화 대출의 경우 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대출
(cross-border lending)만을 포함한다. 즉 기업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대출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점에 유의하여 보고서의 통계치를
해석하여야한다. 또한 외화 대출의 경우 2013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또한 결과 해석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한다.
분석의 대상은 IMF가 발표한 2021년도 명목 달러 GDP 기준 상위 40개 국가
중 통계치가 존재하는 국가로 한정하였다. 경제권역의 구분은 IMF 기준을 따랐
으며 각 권역에 해당되는 국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선진국 경제: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
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
노르웨이, 스웨덴
⚫ 소규모 개방경제 선진국: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신흥국 경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아
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3) 기업의 소재지(residence)를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였으며, Caballero et al. (2019)에 따르면 기업을 소
재지로 구분하건 법인의 국적(nationality)로 구분하건 외화 채권 저량의 큰 흐름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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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of Foreign Corporate Liability by Corporates

Notes: 1) The figure summarizes foreign liabilities by the corporate sector in Korea. The
figures in the left are in billion dollars. The figures on the right shows ratio to
GDP. We follow IMF classification of the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 Foreign currency loan only includes cross-border loans. Statistics are available only
after 2013.
Sources: BIS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BIS Debt security statistics,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권역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전이하고 있는 중간단
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권역에도 포함시키지 않
았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중요한 신흥국 경제 중 하나이지만 다른 신흥국 경제
에 비해서 경제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표본

4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8권 제1호 (2022.3)

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의 경제 또한 선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
만 미국 포함 여부가 핵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미국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 채권은 2019년 말 기준 약 570억 달러 규모로 통
계 관측이 시작되는 2003년 말 기준 170억 달러에 비해 약 3.4배 확대되었다. 비
금융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IIP를 활용
한 분석과 동일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2003년 2.5% 수
준에서 3.5% 수준으로 약 1%p 확대되었다.
한편 은행 대출을 통한 대외 외화 차입금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비해 그
규모도 현저히 작으며 도드라지는 성장 흐름이 관측되지 않았다. 2019년 말 기
준 대외 외화 차입금은 35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통계치가 시작되는 2013년 31
억 달러에 비해 약 10% 상승한 수준이다. 동기간동안 회사채의 규모는 300% 이
상 성장하였다. 다만 이에 근거하여 은행 차입을 통한 외화 차입금의 중요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통해 외화 차입을 하
는 경우 주로 국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Avdjiev et al. (2020)
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은행 외화 대출 중 절대적 비
중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크기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외화
차입금에 비해 소폭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비금융기업의 외화 채권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약 1조 2,4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2003년 3,400억 달러에 비해 약 3.6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GDP
대비 규모 또한 동일 기간 동안 1.2%에서 2.7%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비금융기
업 외화 채권의 경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며 GDP 대비 비중이 1%에서 3% 수
준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여러 선진국 가운데 소규모 개방경제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경
우 우리나라 통계와의 차이점도 발견되었다. 소규모 개방경제 선진국은 Uribe
and Yue (2006)에 근거하여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정의하
였다. 소규모 개방경제 선진국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표본기간 동안 약 3.4배 증
가하며 2019년 말 기준 5,1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 비중 또한 동일
기간 동안 약 5%에서 10%로 규모로 확대되었다. 비금융기업이 외화 자금 조달
시 채권 발행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소규모 개방경제
선진국이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GDP 대비 비중으로 검토하였을 때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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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 선진국의 채권 발행 규모가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경제의 경우 표본기간 동안 비금융기업의 외화 채권 규모가 620억 달
러에서 3,240억 달러 규모로 약 5.2배 성장하며 우리나라나 선진국 경제에 비해
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비중 또한 2.4% 수
준에서 4.1%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 회사채 규모는 금액 기준, GDP 대비
비중 기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증가 속도는 선진국 경제에 비해
서는 소폭 가파르며 신흥국 경제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경제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
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중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상대적 중요
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전체 채권 발행량 (원화
를 포함한 모든 통화) 중 외화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Figure 3>의 좌측 그래프에 요약되어 있듯,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전체 채권
발행량(저량)은 2008년 약 327조원에서 2019년 539조원으로 약 1.6배 성장하였
다.4)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량(저량)은 33조원에
서 66조원으로 약 2배 상승하며 원화 채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체 채권발행량 중 외화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대되었다. 이는
<Figure 3>의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비금융기업의 전체 채권

<Figure 3>

Bond Issuance by Non-financial Corporate

Sources: BIS Debt security statistics,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System
4) 비금융기업의 전체 채권 발행량은 국민대차대조표 상 "비금융법인"의 "채권" 부채로 정의하였다. 다만
국민대차대조표 상 채권 발행량을 개별 통화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화 채권의 경우 <Figure
2>에서 정리한 BIS Debt security statistics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기말 환율을 적용하여 부채 규모를 변
환하였다. 원화 채권의 경우 전체 채권에서 외화 채권을 제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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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량 중 외화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10% 수준이었으며,
2012년까지 8%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후 외화 채권의 비중은 빠르게 상승하여
2019년 기준 약 12% 수준까지 확대된다.
국제투자대조표, BIS 통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현황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규모는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외화 채권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며, 비금융기업의 전체 채권 발행량 중 외화 채권이 차지
하는 비중 역시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불가하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
서 우리나라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 현황이 거시경제적 시사점을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대외 부채 중 회사채 형태의 부채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으며 은행 채무 대비 상대적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둘째, 후술하겠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은 대부분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고려하였을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화 채권 발행 증가 현상은 거시적
시사점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경기변동 중 유의미한 부분이 소수 대
기업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Gabaix (2011)와 Alfaro et al. (2017)
을 통해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위에 요약한 내용 중 비금융기업이 발행하는 외화 채무 중 회사채의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 및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
사점을 지닌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은 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이 국제금
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 간 자본이동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우
리나라 외환시장의 가격(환율) 및 수량 변수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향후 분석에서는 (1) 회사채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
라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측
정하는 지표를 시산하고 (2) 이 지표에 내포되어 있는 국내 외환 시장 관련 정보
에 대해 환율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 (3) 국제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비용에 외
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및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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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 자금조달비용 측정
제 IV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채 자금조달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의 계산과
이에 활용되는 채권 자료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지표는 (1) 국제금융시장에서
(2) 회사채 발행을 통한 (3) 외화 자금조달비용,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반영함을
재차 강조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 자금 조달 형태 중 채권 발행의 비중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Gilchrist and Zakrajsek (2012), Gilchrist and Mojon (2018),
Caballero et al. (2019)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개별 채권 가격 자료를 취합하
여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측정하는 거시지표를 시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개별 채권의 이자율 스프레드 변수 중 하나인 월 단위
option-adjusted spread (OAS)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다. 분석 기간의 시작점은 우리나라 기업의 채권 형
태 대외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각종 경기관련 거시 변수 자료의 가
용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의 종료 시점은 코로나19가 국내에 확
산되기 직전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법인 소재지 기준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달러화 채권만을 분석
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의 대상을 달러화 채권으로 한정한 이유는 Avdjiev
et al. (2020)와 Brauning and Ivashina (2020)가 보고하듯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중 상당 규모가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의 발행 통화가 상이한 경우 환율 요인에 의한 자금조달비용
변화 분을 명확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모두 국제금융시장이라
고 가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달러화 채권 중 국내시장에서 발행
및 거래되는 채권도 존재하지만 데이터 상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행 및
거래되는 채권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Caballero et al. (2019)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거
5)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발행한 외화 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외화 채권에 비해 그 규모
가 아직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Bae et al. (2020)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금
융기업 외화 채권은 전체 비금융기업 외화 채권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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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표를 이하 external financial indicator (  )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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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의 기 OAS를 의미하며  은 기
에 OAS 관측치가 존재하는 채권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외
화 채권발행비용(  )은 각 시점 개별 채권 OAS의 가중 평균으로 정의할 수
있다.6) 가중치  는 미국 CPI로 실질화한 채권의 발행 규모이다.
이자율의 레벨이 아닌 스프레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을 일정부분
통제하기 위함이다. 분석에 활용하는 채권의 만기는 서로 상이하다. 하지만 만기
가 유사한 미국 국채 이자율에 대한 회사채 스프레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안
전자산 이자율이 기간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표본 회사채의
만기 상이성으로 인한 이자율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는 환율 및 기간 프리미엄을 통제한 가운데,
옵션 행사 가능성 및 기업의 부도 위험성에 따른 안전자산 대비 추가적인 회사
채 자금조달비용으로 정의된다. 물론 유통시장에서의 OAS에 기반을 두어 
측정했다는 점에서 가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불한 비용을 의
미하진 않는다. 자금조달비용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시장에서의 금리자
료를 활용해야한다. 하지만 발행시장에서의 금리는 통상적으로 유통시장 금리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유통시장 OAS를 활용하여 시산한  는 발행 시장
에서의 금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OAS가 개별 채권 및 미
국 국채와의 이자율 차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또한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를 활용해서 기업부분의 위험과 국가 전체의 위험을
분리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6) OAS가 10,000bp 이상 관측치의 경우, 채권이 실질적인 부도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였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관측치의 경우 상하위 0.5% 수준에서 winsorize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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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istics

Num. Bonds

OBS

variables

Mean

SD

Min

Median

Max

407

13,364

observations per month

60.2

44.9

12

51

222

size (mil $)

219.4

215.1

1.9

171.9

773.3

maturity (year)

5.1

4.2

1.0

3.0

30.0

remaining maturity (year)

4.1

4.5

0.0

2.8

30.0

OAS (bp)

161.0

125.2

-17.2

118.9

850.1

Sources: Bloomberg,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그러므로  가 높은 기간 중에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 변화로 인해 자본이동이 발생하고
환율이 변화할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자금 조달 결정은 개별 기업의 투자 및 생
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미시적 결정이 경제 전체로 합해
지는 경우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거시 실물 변수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2001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74개 기업이 발행한 407개 회사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로부터 총 13,364개의 채권-OAS 관측치를 활용하여 
를 계산하였다. 월평균 약 60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으며, 표본 기간의 후반으로
갈수록  시산에 활용한 관측치의 개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표
본 기간 중 회사채의 발행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본기간 시작 시점에는 총 12개의 채권-OAS 관측치를 활용하여

를 계산하였으며,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까지 39개
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후 표본기간의 종점인 2019년 12월까지 관측치
의 개수는 221개로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다. 또한  시산에 활용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숫자 또한 동일 기간 동안 각각 8개(2001년 7월), 18개(2008년 8
월), 132개(2019년 12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는
intensive/extensive margin 모두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첫째, 동일 기업 내에서
기업의 신용 위험이 변동하는 경우  가 변동한다 (intensive margin). 둘째, 동
일 기업 내에서 기업의 신용 위험이 변동하지 않더라고, 신용도가 낮거나 높은
기업이 추가적으로 표본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의 값이 변할 수 있다
(extensive margin).  시산에 사용한 채권-OAS 자료의 요약 통계는 <Table
1>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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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표본에 포함된 채권 발행 기업을 발행 채권 개수 기준으로 나열
하고 있다(상위 20개 기업). 발행 채권 개수 기준 상위권에 위치하는 기업은 대
부분 대기업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신용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범위
를 확장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더욱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회사
채 발행 증가 현상은 대부분 대형 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최근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Maggiori et
al. (2020)는 증권 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금융기업) 외화부채에 대한 수요는

<Table 2>

List of Bond Issuers
Firm name

Number of bond issued

현대 캐피탈

26

GS 칼텍스

25

한국통신

17

포스코

17

한국동서발전

14

현대기아자동차

12

대한항공

9

한국서부발전

9

SK 텔레콤

8

한국중부발전

8

LG 전자

7

한화 솔루션

6

삼성전자

6

현대 중공업

5

두산 인프라코어

5

무림 페이퍼

4

팬오션

4

한국남부발전

4

SK 이노베이션

4

SK 브로드밴드

4

LG 화학

4

SK 하이닉스

4

Notes: 1) This table summarizes top 20 bond issuers by the number of bond issuance.
Sources: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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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rate and EFI

Sources: Bloomberg,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외화부채에 대한 수요가 제한
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임을 지적하고 있다.
상술한 표본을 활용하여 시산한  의 시계열은 <Figur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좌측 그래프 상의 점선은  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실선은 원-달러 환율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는 표본기간 중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유럽 재정위기 기간, 코로나19 확산 시기
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의 변화는 환율의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환율의 변화율과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계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중 더욱 도드라지게 관찰된다.

Ⅴ. 외화 자금조달비용과 외환시장 및 경기변동
1. 외화 자금조달비용의 외환시장 선행성
제 V.1 장에서는 보다 엄밀한 방법으로 기업의 외화 자금조달비용과 환율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와 환율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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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다음과 같다. 외화 자금조달비용이 변화하는 경우 기업은 국제 금융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외화 자금의 양을 조절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
라 외환시장에서 환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유출입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외환 시장의 가격 변수인 환율 또
한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통해서  의 변화와 환율의
변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두 변수 사이의 동행 또는 선후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 전년동기대비 원-달러 환율 증가율 사이의 상관계수를 시차별로 계산하였다.
<Figure 5>은    ∼에 대해  기의 전년동기대비 환율 증가율( )과   
기의 전년동기대비  변화량(    )의 상관계수(    )를
요약하고 있다.7)8) 즉  가 음수인 경우 의 환율 선행성을 측정하며 반대로

 가 양수인 경우 의 환율 후행성을 측정한다.
<Figure 5>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에 대해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양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
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원화가 절하되는 경향과 원화가 절하되는 경
우 향후 외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가 양수일 때에 비해 음수인 경우 두 변수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는 환율 선행성을 지닌다고 결론 내
릴 수 있으며 선행성은 한 달 시차를 두고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Figure 5>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
가가 강해지는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차를 두
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
는 기업의 부정적 평가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로 다른  에 대한 상관계수의 대소를 엄밀한 통계 검정에 근
거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이러한 결론은 두 변수의 선후행 관계에 대
한 “제한적인 수준의 증거”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로 정의하며   는 기의 원/달러 환율을 의미함.
7)   


8) 다음 장에서는 환율 전망 회귀분석과 벡터자기회귀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 진행한다. 이 분석
단계에서는 모든 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이자율 변수 한정)을 계산하여
시계열의 정상성을 확보하였다. 실물, 금융변수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또는 증감을 적용하는 이유는
분석에 활용하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세(trend)를 제거하기 위함이다.이후 분석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보고하는 모든 통계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또는 변화량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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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Correlation Between  and exchange rate

Notes: 1) This figure represents the serial correlation between  and the exchange rate
(    )
Sources: Author’s calculation

이처럼 상관계수 분석에 기초한 외환 자금조달비용의 환율 선행성은 가
현재 및 향후 외환시장 흐름 판단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보를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거시 경제정책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및 향후 외환시장 흐름
에 대한 적절한 전망이 중요하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물 및 금융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
만 통상적인 경우 현재 실물 경기에 대한 통계치는 보통 시차를 두고 공표된다.
따라서 실물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 및 향후 외환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다
소 제약이 있다. 한편 이자율로 대표되는 금융변수는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관
찰이 가능하다.  역시 개별 회사채 가격에 기초한 변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 현재 및 향후 환율에 대해 유의
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정책 운용 시  를 외환시장 동향 판단과 관련된 중
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 외환시장 관련 정보적 유용성을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Gilchrist
and Zakrajsek (2012)과 Caballero et al. (2019)에 기초하여 간단한 예측 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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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흐름은 전년동기대비 원-달러 환율 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동기
(   )부터 6개월(   ) 이후까지의 전망 시점을 고려하였다.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 또는 국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국내 외환시장 및 경기, 국제금융시장
에서의 자금조달비용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VIX지수 증가율(  )을 활용하여 이 요인을 통제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또한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다. 따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기울기의 전년동기대비 변화량( )
과 실질 정책금리의 변화량( )을 추가하여 미국 통화정책 요인을 통제하였
다.9)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임을 고려하여 세계 경제의 실물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을 추가적인 통제 변수
로 포함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질 정책금리 변화량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국
내 통화정책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오차항에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Newey-West 추정방법으
로 위의 회귀식을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Newey-West 추정 시 잔차의 자기 상관 차수는 Greene (2008)에 따라 관측치 
의 1/4제곱보다 큰 최소 정수인 4로 설정하였다. 추정결과 현재의  는 동기
포함 모든 전망구간에 걸쳐 원-달러 환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 1%p 증가하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환율 증가율이 6개월 후 최
대 3.2%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기간 중  의 표준편차가 약
1.12%p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폭에서의 의 변화는 현재 및 향
후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하여 경제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9) 국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미국 10년물 국채 이자율과 3개월물 이자율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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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1.67**

2.12**

2.64**

2.68*

2.67*

3.17*

(1.97)

(2.36)

(2.43)

(2.17)

(1.94)

(1.72)

(1.68)

0.042***

0.044***

0.034***

0.030*

0.042**

0.049**

0.034

(3.55)

(2.90)

(2.91)

(1.68)

(2.01)

(2.53)

(1.33)

0.51

0.66

0.20

0.16

0.32

0.085

0.45

(1.11)

(1.02)

(0.27)

(0.19)

(0.33)

(0.08)

(0.39)

*

**

*

-2.74*

-0.47

-0.82

-1.31

-1.94

-2.31

-2.71

(-1.17)

(-1.32)

(-1.61)

(-1.90)

(-1.98)

(-1.84)

(-1.80)

0.25

0.22

-0.19

-0.30

-0.51

-0.65

-0.71

(0.85)

(0.52)

(-0.33)

(-0.38)

(-0.61)

(-0.69)

(-0.67)

-0.30

-0.54*

-0.30

0.10

0.23

0.16

0.32

(-1.59)

(-1.72)

(-0.73)

(0.23)

(0.49)

(0.32)

(0.74)

222

222

222

222

222

222

222

Notes: 1) This table summarizes the forecasting regression result. We use Newey-West
Estimator. Lagged exchange rate and IIP growth is included but not reported.
2)  represents yoy %p changes in  .  represent yoy percent changes
 .  represents yoy %p changes in 10year-3month U.S. Treasury
spread.  represents changes U.S. real monetary policy rate defined by
Federal Funds rate substracted by the CPI inflation.   represents yoy
changes Korean real monetary policy rate defined by call rate substracted by the
CPI inflation.  represents yoy growth rate of Korean industrial
production, and   represents yoy growth rate of the U.S. industrial
production.

2. 외화 자금조달비용 실물경기 선행성
V.2에서는  와 실물 경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 회사채 발행 규모는 GDP에 비해 그 규모가 제한적
이며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Gabaix (2011)와 Alfaro et al. (2017)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경기변동 중 유의미한 부분이 소수 대형기업 요인에 기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에서도 발견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회사채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액은 전체 GDP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적이 수준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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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dustrial Production and EFI

Sources: Bloomberg,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르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은 여전히 경기변동 관련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Figure 6>을 통해서  와 실물 경제 사이의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점선
은  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실선은 전산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과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
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계성은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글로벌금융위기 기간과 코로나19 기간 중 더욱 도드라지게 관찰된다.
<Figure 7>

Serial Correlation Between  and Industrial Production

Sources: Author’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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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은    ∼에 대해  기의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과    기
의 전년동기대비  변화량 (    )의 상관계수       )를
요약하고 있다.

   ∼인 경우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외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향후 경기가 하강하는 경향과 경기가 하
강하는 경우 향후 외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 이론에도 부합한다. 국제 금융 시장 여건이
변화하여 외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생산 활동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축소시키고 이는 경기 하강으
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국제 금융 시장 여건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내 경제의
공급 또는 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국제
금융 시장 투자자는 향후 채권 가격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시킬 유인이 발생한다.
거의 모든  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음수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술한 두 가지
상황이 우리 경제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인 경우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가 양수일 때에 비해 음수인 경우 더 강
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는 경기 선행성을 지닌다
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경기 선행성은 한 달 시차를 두고 가장 강하게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환율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이  를 즉각
적인 경기 판단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 정보적 유용성을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망 모형(식 (2))의 피
설명변수를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로 교체하여 재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현재의  는 동기부터 3개월 후의 경기변동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 경우  가 1%p 증가하는 경우 전산업생산지
수 증가율이 약 0.7%p 하락하며  의 경제적 유의미성이 극대화되었다. 표본
기간 동안 의 표준편차는 약 1.12%인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폭에서의

 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 및 약 1분기 이후의 산업 활동에 대해 경제적,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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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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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0.43*

-0.50*

-0.71*

-0.59

-0.61

-0.57

(-2.22)

(-1.88)

(-1.65)

(-1.87)

(-1.40)

(-1.34)

(-1.17)

0.0043

-0.0013

-0.0057

-0.0013

-0.00032

0.0060

0.00056

(1.25)

(-0.25)

(-0.85)

(-0.20)

(-0.05)

(0.83)

(0.08)

0.39**

0.18

0.20

0.20

0.21

0.16

0.17

(2.46)

(0.81)

(0.67)

(0.75)

(0.74)

(0.55)

(0.56)

0.17

0.16

0.38

0.51*

0.62*

0.76**

1.02**

(1.31)

(0.84)

(1.44)

(1.66)

(1.85)

(2.05)

(2.36)

0.10

0.0076

-0.062

0.064

0.19

0.20

0.063

(0.95)

(0.05)

(-0.39)

(0.37)

(0.94)

(0.81)

(0.21)

-0.15**

-0.19*

-0.20

-0.31**

-0.33**

-0.47***

-0.49***

(-2.39)

(-1.90)

(-1.59)

(-2.04)

(-2.22)

(-3.22)

(-3.41)

222

222

222

222

222

222

222

Notes: 1) This table summarizes the forecasting regression result. We use Newey-West
Estimator. Lagged exchange rate and IIP growth is included but not reported.
Sources: Author’s calculation

3. 외화 자금조달비용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분석한  의 환율 및 경기 선행성이 자금조달비용의 변화와 환율
및 경기변동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추론하였을 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외생적 요인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는 환율 변화 및 경기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와 이로 인해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시장의 변동 및 경기변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와 무관한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동하는 자금조달비용 변화량을 분리해
야한다. V.3장에서는 간단한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외생적인 요인에 의
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충격 (  충격)을 식별한 뒤 
충격이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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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allero et al. (2019)에 근거하여 모형의 내생변수로는 전산업생산지수 증가
율, 미국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변화율, 원-달러환율 증가
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변화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는 대외 자금조달비용이 외환시장 및 실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변동을 대표하는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외
환시장 상황을 요약하는 원-달러 환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외 자금조달비
용을 측정하는  를 필수적인 내생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를 포함시켰다. Rey (2013) Miranda-Agrippino and Rey (2020), Rey
(2016)에 따르면 국제 자금 이동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국제 자금 이동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금융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외화 자금을 조
달하는 행위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힘들다. 통상적으로

 의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국제 금융 시장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를 추가적인 내생변수로 포함시켜
글로벌 금융 사이클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산업활동지수 증
가율을 포함시켜 글로벌 실물경기 요인을 통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소
규모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실물경기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구조 충격 식별을 위해서 국내 실물변수인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금융변수
및 대외변수에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금융변수인 와

 는 실물 경기 및 대외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하였다.
 와  사이의 반응순서는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두 변수 모두
이자율 관련 금융 변수로 경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두 변수 사이의 반응 순서는  가 동기에  에 반응한다고 임의
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다만 반응 순서를 뒤집는 경우에도 향후 논의할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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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변화가 없음을 미리 밝힌다.10) 추가적으로 Akinci (2013)와 Caballero et al.
(2019)와 동일하게 대외변수는 국내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행렬 A와 B의 2, 3행 1, 4, 5열은 0이라는 제약조건을 지니게 된다. 이러
한 가정은 우리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가정과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벡터자기회귀 모형의 차수는 BIC에 근거하여   로 설정하였다.

의 경우 본질적으로는 이자율 변수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급에 의해 결정나는 내생변수이다. 이러한 경우 수요와 공급 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상적인 거시 계량 분석을 통해서 수요 공급
요인을 직접 분리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  변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
는  충격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신용공급 요인 중 하나는 국제 투자자의
투자 심리 또는 위험회피 성향이다 (Bruno and Shin, 2017). 이러한 국제금융시
장에서의 supply-push 요인은 통상적으로 VIX를 통해서 측정한다 (Rey, 2013).
한편 대표적인 신용 수요 요인은 국내 경기변수로 측정 가능하다. 경기가 좋은
경우 기업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VAR 모형에서는 VIX와 산업활동지수를 통해서 이러한 요인
을 이미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VAR 분석 상의  충격이란 글로벌 금융시장
에서의 전반적인 신용공급 상황을 통제한 후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공급이 감소하는 상황, 또는 경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신용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Figure 8>는 핵심 추정 결과를 직교 충격 반응 함수 형태로 요약하고 있다.
검은 색 실선은 1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각 변수의 직교충격반응함수의 점
추정량을 나타내며 붉은 색 점선은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추정한 95% 신뢰구간
을 나타낸다.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을 조달하는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외환시장에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환율 상
승이 관측되었다.  충격의 여파는 충격 발생 이후 약 반년 뒤에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I의 충격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환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
율은 정상상태(steady state) 대비 약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10) 두 변수의 반응 순서를 뒤집는 경우, 더 강하게 본 연구의 핵심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벤치마크 분석은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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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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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 Function – EFI shock

Notes: 1) The figure summarizes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in response to the 1 standard
deviation  shocks. The black line represents point estimate of the IRF. The
red dotted line represents 95% confidence interval following bootstrapping. The
green triangular dotted line represents the counterfactual IRF when the exchange
rate channel is shut down.
Sources: Author’s calculation

같이  의 외생적 상승은 외화 자금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가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
을 의미하고, 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기업이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외
화 자금 조달량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가 외생적으로 상승
하는 경우 수요-공급 요인 모두에 의해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유출이 발생하며
이는 곧 원화 절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 외생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실물경기는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
격 발생 이후 약 6개월 후에 충격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이때 전산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정상상태에 비해 약 0.25%p 낮은 수준으로 형성된다.

가 이자율 변수인 만큼 는 주로 금융경로를 통해서 거시 경제 파급효
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세분화
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외환시장을 통한 경로이다. 외생적으로

가 증가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외화
자금을 조달해야한다. 외환 자금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외생적인 
의 증가는 국제금융시장 참여자가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 외생적 증가는 우리
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의미하여 이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반응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량을 줄이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요인 모두에 의해  의 증가는 자금유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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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원화 절하)할 것이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기업의 외화 자산 및
부채의 가치 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외화부채가 외화 자산에 비해 많은 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채무 부담 증가로 인해 향후 투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대차대조표 효과 (balance sheet effect)라고 일컫는데 실
제로 자국통화 절하로 인한 부정적 대차대조표 효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실증 연
구가 존재한다. Gilchrist and Sim (2007)의 경우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급격
한 환율상승 및 이에 따른 대차대조표 효과가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 실물 경
기 위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보였으며, Kim et al. (2015)과 Kim (2016)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효과
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됨을 보였다. 또한 Caballero (2021)는 신흥국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하여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통화의 급격한 절하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국통화 절하 또한 대차대조표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
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11)
두 번째 경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보다 직접적인 경로이다.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투자 및 생산 요소 투입을 감축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실물 경기가 위축되게 된다. 이러한 경로에 기인한 경기변
동은 Neumeyer and Perri (2005), Fernández and Gulan (2015)등에서 소개하는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경로 중 외환시장 경로의 역할을 정량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사
실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Uribe and Yue
(2006) 및 Akinci (2013)가 제시한 방법을 준용하여  와 환율 사이의 상호
작용을 차단한 후 직교충격반응을 도출하였다. 즉 원래의 모형을 추정한 후

  행렬의    의 값을 0으로 대체한 후 직교충격반응 함수를 계산하
였다. 가상사실하의 직교충격반응함수는 <Figure 8>의 세모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와 환율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환율 증가율의 반응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실물경기를 통한 간접적인 경
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상
사실분석 하에서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의 반응은 큰폭 둔화된다.  충격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정상상태 대비 약
11) 한편 Bleakley and Cowan (2008)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효과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1999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본 보고서로 확대하기에는 무리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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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p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원래의 직교충격반응함수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미루어보아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약 절반이 외환시장 경로 상의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오차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을 통해
서 재차 확인 가능하다. <Table 5>의 Panel A는 원래 모형을 통한 예측오차분산
분해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예측 오차분 중 4.8%가

 충격에 기인한다. 하지만 가상사실분석 하에서는 그 수치가 1.2%로 하락
한다 (Panel B). 즉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을 차단하는 경우 의 전산업생
산지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가 원래의 결과의 약 25% (4.8%를 1.2%로 나눈
값) 수준으로 하락한다.

<Table 5>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Panel A: Baseline
IIP-KR shock IIP-US shock VIX shock Exchange rate shock EFI shock
IIP-KR

32.6%

38.1%

11.9%

12.6%

4.8%

IIP-US

0.0%

65.0%

35.0%

0.0%

0.0%

VIX

0.0%

0.6%

99.4%

0.0%

0.0%

Exchange rate 3.8%

7.1%

47.1%

37.3%

4.6%

EFI

35.9%

31.3%

3.2%

29.5%

0.0%

Panel B: Counterfactual (EFI ↔ exchange rate shutdown)
IIP-KR shock IIP-US shock VIX shock Exchange rate shock EFI shock
IIP-KR

43.7%

31.5%

11.4%

12.1%

1.2%

IIP-US

0.0%

65.0%

35.0%

0.0%

0.0%

VIX

0.0%

0.6%

99.4%

0.0%

0.0%

Exchange rate 5.2%

2.9%

42.9%

48.8%

0.2%

EFI

41.3%

24.8%

0.3%

32.9%

0.7%

Note: 이 표는 VAR 모형에 기초한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Panel A는 기본모
형의 결과를 나타낸다. Panel B의 경우  와  의 상호작용을 차단한 경우의 결
과를 요악하고 있다.
Source: 저자계산
Notes: 1) This table summarizes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based on the previous
VAR. Panel A shows the baseline result. Panel B shows the FEVD when the
interaction between  and  is counterfactually shutdown.
Sources: Author’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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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
Shin (2014)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기업의 외화부채 자금 조
달의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하였듯  측정을 위해 사용된
표본 채권과 기업의 개수가 금융위기 이후 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근거
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과 신흥국의 경기변동 사이의 상관관계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밀접해 졌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V.4에
서는 앞의 분석 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리만브라더스 파산 직전인 2001.7~2008.8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정의하
였으며 2009.1~2019.12까지의 표본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정의하였다.12)
<Figure 9>은 전망 회귀식(피설명 변수를 로 설정한 식(2)) 추정에 대한

 회귀계수의 점추정치를 요약하고 있다. △표식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표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표본을 활용한 추정결과이다. 아무런
표식이 없는 경우 전체 표본을 활용한 경우의 추정결과를 의미한다. 실선으로 이
어진 구간은 의 회귀계수가 p-value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하며, 점선 구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정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우 모든 전망구간에 걸쳐  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경기에 대
한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는  가 최대 4개월까지의 경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표본을 활용한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큰
폭 상승한다. 즉  에 대한 우리나라 경기의 민감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 상승함을 알 수 있다.

12) 리만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2008.9~2008.12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이 기
간 중 경기는 가파르게 하강하고  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 역할을 과추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으로 포함 시켜도 결과는 크게 변화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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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Regression Result (Sub-sample Period)

Notes: 1) This figure summarizes the regression coefficient associated with  using
different sub-samples. “pre-GFC” refers to 2001.07~2008.08, “post-GFC” refers to
2009.01~2019.12. Solid line implies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level.
Sources: Author’s calculation

<Figure 10>는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지수와 환율의 직교충격 반응함수를
요약하고 있다. 결론은 전망회귀식의 경우와 유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는 (△표식)  충격이 발생하여도 산업생산지수 및 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표식)에는  가 상
승하는 충격 발생시 경기는 하강하고 원화는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본만 고려하는 경우 전체 표본을 활용한 결과에 비해

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 따라서 VAR 분석을 통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활동지수 및 환율의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치를 각 표본
기간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Figure 11>는  충격의 산업활동지수 및 환
율에 대한 기여분을 정리 요약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우 가
산업활동지수 및 환율을 설명하는 부분은 0.5% 이하로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본으로 재추정하는 경우  의 기여분은 약 10% 수준
으로 크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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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mpulse Response Function – EFI shock (Sub-sample Period)

Notes: 1) This figure summarizes the impulse response of IIP (left) and exchange rate (right)
to EFI shocks using different sub-samples. “pre-GFC” refers to 2001.07~2008.08,
“post-GFC” refers to 2009.01~2019.12.

<Figure 11>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for Different Sub-sample
Periods

Notes: 1) This figure summarizes the FEVD of IIP and exchange rate due to the EFI using
different sub-samples. “pre-GFC” refers to 2001.07~2008.08, “post-GFC” refers to
2009.01~2019.12.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국내 경기 및 환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 중요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신흥국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자연스럽게 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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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다른 실물 및 금융변수에 대한 분석
제 V.6장에서는 가 다른 실물 변수 및 금융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실물변수는 광공업생산지수(IIP-manu), 서비스업 생산지
수(IIP-serv), 소매판매액 지수(retail), 설비투자지수(inv)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경기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광공업생산지수를 통해 제조업경기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내총생
산의 중요한 세부항목인 소비와 투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
비투자지수를 통해 분석한다. 전체 소비를 아우르는 월간 소비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는 서비스업 생산지
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상품 소비(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의 경우 소매판매액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설비투자의
경우 설비투자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변수는 주식시장 변수를 검토하
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수익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Figure 12>의 좌측 그래프는 주요 실물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과 
사이의 시차별 상관계수를 요약하고 있다. 모든 실물변수가 대부분의  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실물변수에
대해  가 음수인 경우  가 양수인 경우에 비해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는 생산지표 뿐만 아니
라 소비 및 투자와 같은 다른 주요 실물변수 또한 선행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사항은 전산업생산지수에 비해 소비 관련 지표는 음의 상관관계
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광공업생산지수와 설비투자 지수의 경우 전산업
생산지수에 비해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자연스
러운 결과인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면 국제금융시
장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는 (제조업)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공업생산지수는  와의 상관관계가 다른 실물변수에
비해 더 높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설비투자 지수의 경우  가
음수인 경우  가 양수인 경우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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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rrelation Between EFI and Other Variables

Sources: Author’s calculation

또한 3개월 선행 시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점 또한 특이 사항이다.
<Figure 12>의 우측 그래프는 금융변수와의 시차별 상관관계를 요약하고 있
다. 주가수익률의 경우 모든  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 모두 다른 변수와는 다르게   일 때 와
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와는 다르게  와 동행
관계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물변수에 비해 금융변수가 경제 여건 변화에 보
다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위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가 다른 실물변수와 금융변수의
예측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지 점검하였다. 식 (2)의 예측회귀분
석 모형의 좌변과, 우변의 실물시차변수를 전산업생산지수에서 각각의 분석대상
변수로 대체한 후 모형을 재추정하였다. 실물변수에 대한 예측회귀식 추정 결과
는 <Figure 13> 좌측 그래프를 통해 요약하였다. 그래프는 각 변수와 각 예측 구
간 에 대해  의 점추정치를 표시하고 있으며 실선 구간은 점 추정치가
p-value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하며 점선인 구간은 p-value 10% 수준에서 유
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는 소비 관련 변수 예측에 있어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경우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소매
판매액지수의 경우 모든 에 대해서  가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점추정치의 크기는 전산업생산지수(검은색 실선)와 비교시 서비스업 생
산은 다소 작으며, 소매판매액지수는 소폭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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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Regression – Other Variables

Sources: Author’s calculation

광공업생산지수로 대표되는 생산 활동과 설비투자지수로 대표되는 기업의 투
자활동 예측에 있어서도  가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변수 모두  에 대한 점추정치의 크기는 전산업생산지수를 큰 폭 상회하
였으며, 특히 설비투자지수의 경우는 모든 예측 구간 에 대해서  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공업 생산지수의 경
우     인 경우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미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변수의 경우  는 3, 4개월 뒤 코스피 증가율 예측에 유의미한 정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닥 시장 예측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정보를 지니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실물 및 금융변수
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 점검하였다.  의 변화와 관심 변수사이의 인과
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local projection에 기반을 둔 직교충격반응함수를 추
정하였다. 위에 소개한 5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 대신 local projection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5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서  가 관심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산업생산지수를 관심변수로 대체하거
나 또는 관심변수를 추가하여 5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여야한다. 하지
만 모형의 변수를 변경하여 추정하는 경우 표본 기간 중 식별된 구조충격 또한
변하게 된다. 즉 관심변수를 바꿀 때마다 식별된  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충격에 대한 각 관심변수의 직교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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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Jorda (2005)가 제시한 local projection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식을 추정하여 관심변수의  충격에 대한 직교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다.

    

  
         
 




 

 

     


   는 개월 이후의 관심변수를 의미하며 
  는 식(3)을 통해 추정한 5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의  구조충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local projection의 방법
을 사용하는 경우 관심변수  와는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충격에 대한 관심
변수의 직교충격반응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Local projection하의 직교충격반응함

 로 정의된다. 각 변수에 대한 직교충격 반응함
수는 각 에 대해  의 추정치인 
수는 <Figure 14>을 통해 정리하였다. 실선은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관심
변수 충격반응함수의 점추정치,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현황과 거시 경제 시사점

<Figure 14>

69

Local Projection

Sources: Author’s calculation

광공업생산지수는 부정적인  충격 발생 시 증가율이 정상상태로 부터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정상상태 대비 증가율이 약
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생산지수 반응의 경우 통계적 유미성이
경계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소매판매액 지수는  충격 발생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락을 보였다. 다만 충격에 대한 반응 강도는 광공업생산지수에 비해
낮았으며 제한된 구간에서만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 또한

 충격 발생 시 강하게 하락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공업생산지수
와는 다르게 충격의 효과는 3개월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경우  충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만 충격의 여파는 다음 기부터 즉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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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참여자는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
장에서 기대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주식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우
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는 회사채를 중심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다. 이렇듯 회사채 발행을 통한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발행 증가 현상에 주
목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 비용의 변화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
로 개별 회사채 스프레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 채권 발행
비용을 측정하였다. 외화 채권 발행 비용은 향후 환율 및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
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모형을 활
용한 분석의 결과, 외화 채권 발행 비용 충격은 환율의 상승과 경기하강을 일으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화 채권 발행 비용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
향 중 약 50% 이상이 환율 경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금융시
장 환경이 외환시장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금융
시장 접근성이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이 연구 주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한 후 분
석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VAR 모형을 활
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분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경우  충격의 외생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변수 간 인과성 정립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연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외환시장 자료 또한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각 충격 전달경로의 중요성을 정량
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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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된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주
제가 될 것으로 본다. 본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환경의 변화가
각 산업의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며 분석을 정리하고자 한다.
COVID-19로 인해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한국 경제 또한
COVID-19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만 <Figure 4>에 기초하여 판단하건
데,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경로를 통해서 급격히 경기가 하강할 가능
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COVID-19가 국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가 상승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화 되
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최소
한 비금융기업 외화부채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환 당국
이 지속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 규모와 자금조달비용을 꾸준히 점검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기업 부분 외화부채에서 기인하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변수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보고서가 향후 정책당국
의 통화정책 운용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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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foreign liabilities of the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 in
Korea. Foreign liabilities of the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 has increased steadily
for last 20 year where the corporate bond issuance has been the main driver of
the trend. Motivated by such trend,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external
financing costs affect FOREX market and business cycle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e suggest that the external financing costs leads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business cycles. In addition, the external financing costs possesse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in forecasting exchange rate and business cycles. VAR
analysis suggests that the adverse shocks to the external financing costs result in
economic downturn along with the currency depreciation. Furthermore, the
counter-factu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exchange rate channel plays a non-trivial
role in transmission of shocks to the external financ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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