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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 실증분석
Rare Disasters and Exchange Rat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uth
Korean Exchange Rates under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박철범(고려대), 박수연

( 연구 배경 )
□ Farhi and Gabaix (2016,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발생시 파급력이 높은 충격(rare disaster)에 대한 노출도
(exposure)에 따른 환율 변동을 이론적 모형으로 구성
*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학 학술지

o 남･북한 전쟁은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충격이 큰 rare
disaster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Farhi and Gabaix (2016)의 모형 결과가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
o 비모수 시변회귀분석을 통해 충격에 대한 원/달러 실질환율 반응을 직
접 추정하는 한편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환율의 반응도 분석
( 분석 방법 )
□ (비모수 시변회귀분석) 북한의 군사 도발(   )에 대하여 원/달러 실질환
율(  )이 일정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
과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계수(a, b)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를 추정
o ‘북한 군사도발’, ‘북한 핵실험’, ‘북한 미사일’을 주로 다룬 기
사의 개수를 북한의 정치･군사 행동의 대리변수*로 설정
* 북한의 군사도발을 다룬 기사가 많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전쟁의 발발 가능
성 및 이에 따른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인식

문의처: 박철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02-3290-2203)
박수연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조사역 (☎ 5966)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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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연구) 북한의 군사도발 등을 다룬 기사 이외에도 환율에 영향을 미
치는 기사가 유사한 시점에 다루어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군사도발 중
핵실험을 대상으로, 핵실험 당일 5분 단위의 원/달러 명목환율 변동을
분석
o 핵실험 실시 이전 5 영업일을 정상적인 환율 움직임으로 보고, 핵실
험 이후 5 영업일 동안의 환율 움직임을 핵실험 영향으로 간주
( 분석 결과 )
□ 북한의 군사도발 기사에 반응하여 원화가치가 하락하였으며, 분석대상기
간(2008.3~2017.9월) 초기(2008.3∼2011.8월중) 및 최근(2017.8월중)에 하락폭
이 특히 크게 나타남
□ 사건연구 결과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원화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앞
서의 비모수 추정결과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기간과 유사하게 제2차
핵실험과 제6차 핵실험에서 반응 정도가 가장 컸음
o 핵실험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의 누적 반응기간이 짧아지고 빠른 속도
로 안정을 회복하는 경향

( 시사점 )
□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도발에 반응하여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긴
요함을 확인
o 다만 핵실험이 여러 차례 거듭되는 동안 외환시장에서도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원/달러 변동폭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
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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