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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
최승문(서울시립대), 김병국

(연구 배경)
□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경제여건
이 변화하고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등 통화정책 운영방식이 변경*
되어 단기금리의 행태도 달라졌을 가능성
* M2 등 통화량(1997년 이전 통화량 목표제) → 콜금리(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 기준금리(2008년)

□ 금리행태 분석모형이 이 같은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여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콜금리 행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분석 방법)
□ 대표적 금리행태 모형인 국면전환(regime-switching) 확산과정모형
(diffusion process model)*을 이용하여 콜금리의 동태적 행태를 분석
* 금리나 주가 등 금융지표를 통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추세와 확산
(또는 변동성)의 특성을 갖는 확률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동 방
정식의 해(solution)를 확산과정(diffusion process)이라 지칭

□ 분석에서는 국면(regime)의 개수와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
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ㅇ 국면의 개수에 따라 국면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단일국면과 국
면 변화가 허용되는 국면전환 모형으로 구분
ㅇ 국면전환이 허용되는 모형은 국면전환확률(transition probability)
이 금리 수준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와 불변인 경우로 구분
문의처: 김병국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 (☎ 5395)
※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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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콜금리의 국면전환이 허용되는 경우 모형의 통계적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콜금리는 複數의 국면을 갖는 것으로 분석
ㅇ 1999년 이전 고금리 시기와 2008년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시 이자율
변동이 심했던 기간을 한 국면으로, 이자율 수준 및 변동성이 낮았던
그 이외 대부분의 기간을 또 다른 국면으로 구분
ㅇ 국면전환이 허용되는 모형 중에서도 국면전환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이
콜금리 수준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가 통계적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남
□ 콜금리 변동은 추세와 변동성 (또는 확산) 요인으로 분해할 때 대부분
변동성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
(시사점)
□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콜금리의 동태적 행태를 분
석하고 동 모형에 대한 통계적 적합성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
ㅇ 금리 수준과 변동성에 따라 콜금리가 비선형적 행태를 보일 수 있는 동
학(dynamics)을 분석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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