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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부문도 글로벌 요
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소영 2013, 박영환 2014). 예를 들
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국가의 채권금
리, 스왑레이트 등 금융 및 외환스왑시장 가격지표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초저금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익추구 투자행태
(yield searching behaviour)가 확대되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국가간 금융연계(financial
linkage)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Ahmed and Zlate, 2014 등).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국의 외환 및 통화정책 수행 여건에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인 Trilemma 이론에 따르면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 안정, 독립적 통화정책 중 하나의 목표를 포기하면 나머지 두 목표는 동시
에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다수의 변동환율제 국가들은 환율 변
동을 통해 대외충격을 흡수(shock absorber)하면서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요인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면 환율 변동만으로는 대외 충격의 영
향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Rey, 2015, 2016; Cesa-Bianchi
and Sokol, 2017; Han and Wei, 2018 등).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주기(global financial cycle) 간의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미달러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채 등 미달러화 표시 안전자산의 수급에
도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Jiang
et al., 2019; Krishnamurthy and Lustig, 2019 등). 이에 따라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수 연구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글
로벌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구
조적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중 수출입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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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미달러화 결제 비율이 각각 84.5% 및 80.2%를 차지하는 등 대외개방도가
높고 미달러화 의존도도 큰 편이어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
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식을 통해 미국 통
화충격의 영향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본고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국내 금리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금리요소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미
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국고채 금리 및 이를 분해한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
의 반응이 모두 크게 확대되었다. 셋째, 미국 통화정책의 기대충격은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충격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
격에 대해 외환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위기 이후
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본고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미국 통화
정책 충격을 엄밀히 식별하기 위해 고빈도 자료(high-frequency data)를 활용하였
다. 금리 등 금융변수는 단기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의 외생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화
정책 결정이 발표되기 전후 짧은 기간(일별, 수 시간 또는 수 분) 동안의 가격 변
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Gertler and Karadi, 2015; Nakamura and Steinsson, 2018; Curcuru et al.,
2018 등). 본고에서도 미국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 회의 전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
리 등의 일별 변동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리의 기간
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하였다. 이
자율기간구조 이론에 의하면 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expected path
of short-term rates)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구성되는데, FOMC의 통
화정책 결정은 두 요소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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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양적완화 등 기간프리미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만기별 수익률을 금리기대에 기인한 부분과
기간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도 높아졌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이 여타국 금융시
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기존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Ⅲ장에서는 사건연구(event study) 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
을 정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다른 나라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이론
적 경로를 살펴보고 관련된 주요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타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genor and Silva (2018) 등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들 경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먼저, 정책파급경로(policy spillover channel, ⓐ)를
통해 여타국 중앙은행이 주요국과 동일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변경(정책 동조
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기대경로(confidence channel, ⓑ)에 의해 주
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여타국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경제 펀더멘털 등에 대한
시장기대를 변화시켜 해당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
트폴리오경로(portfolio channel, ⓒ)를 통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경이 글로벌 투
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야기하여 여타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 경로들이 작동하는 과정은 이자율기간구조 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자
율기간구조 이론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장기국채 금리는 식(1)과 같이 미래 단기금
리 경로에 대한 기대와 기간프리미엄의 두 요소로 분해할 수 있는데, 미국 통화정책
은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에 대한 영향을 통해 미국의 장기금리로 파급될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의 금리기대 및 기간프리미엄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1)
1) 기대가설(expectations hypothesis)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 기대의 평균과 동일하다. 또한 실제
금리와 기대가설에 따른 미래 단기금리 기대 평균과의 괴리, 즉 기간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분리
가설(market segmentation theory), 선호서식지 이론(preferred habitat theory)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시장분리
가설은 채권시장이 시장참가자가 선호하는 만기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가설이다(Culbertson, 1957).
또한 선호서식지 이론은 시장참가자들이 특정 만기를 선호하나 수익률에 대한 충분한 유인(premium)이
제공된다면 선호만기가 아닌 다른 만기의 채권에도 투자하게 된다는 이론이다(Modigliani and Sutch,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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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여기서  는 장기금리, 은 만기(maturity),  는 단기금리, 
 은 기간프
리미엄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국 통화정책은 여타국 중앙은행의 정책 동조화2) 경향(ⓐ)이나 시장
참가자들의 관련 기대 변화(ⓑ) 등을 통해 여타국의 단기금리 경로 및 기대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
트폴리오의 만기, 통화구성, 리스크 등을 조정(ⓒ)할 경우 여타국 국채의 기간프
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미국 통화정책 변화는 양국 통화간 환율 및 환율 기대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자율평형조건(interest rate parity condition)에 따르면 두 국
가간 자본이동 제약 및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식(2)와 같이 양국의 환율변화 기
대가 반영된 국채 금리(무위험금리)는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2)

단,  는 외국(미국) 금리, ∆ 는 양국간 명목환율 변화를 의미한다.

즉, 균형상태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금리 또
는 양국 통화간 환율 기대가 즉각적으로 조정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여타국의 금리뿐 아니라 환율 혹은 환율 기대에
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으로

적극적

완화정책의

결과물로서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low-for-long),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추구성향(risk taking)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자금의 미달러화 의존도도 크게 높아져 글로벌 자금흐름이 미국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보이는 연구결과들도 크게 늘고 있다(Rey,
2015, 2016 등).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확대

2) Arouri et al. (2011), Edwards (2015) 등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과 신흥시장국 중앙은행간 통화정
책 동조화 현상이 확인되었음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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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져 정책수행 여건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국 또는 여타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
한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이론적 경로 등을 기초로 상당 기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Gürkaynak et al. (2005)는 사건연구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지표 관련 뉴스가 미국의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기의 충격
이 먼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글로벌 금융연
계성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여타국 금
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Hofmann and Takats
(2015)는 30개 신흥시장국 및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
금리 변동의 영향이 여타국의 장기금리뿐 아니라 정책금리로도 파급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Sobrun and Turner (2015)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신흥국 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크게 확
대되었음을 보였다. Chen et al. (2014)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금리기대와 밀접한
신호 요인과 기간프리미엄과 관련이 높은 시장 요인으로 분해한 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신흥국 금융ꞏ외환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확대가 주로 신호
요인에 기인함을 보였다. Curcuru et al. (2018)은 FOMC 회의 전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화에서 추출한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미래 단기금리 기대에 대한
충격과 기간프리미엄에 대한 충격으로 분해한 후, 각 요소가 여타국의 금리, 환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 영향이 전통
적 통화정책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외포지션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며 이러한 영향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투자대조표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이하 IIP)를 통해 한국의 대외 증권투자 익스포
저, 즉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증권투자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및 변화를 살펴보았
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비거주자의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컸다
가,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누증(2012~17년 사이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
약 5천억달러) 등을 배경으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며 전체 대외순
자산 면에서도 순채권국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Figure 1>). 또한 비거
주자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비거주자
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06년 760억달러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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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in Korea
(a) Assets and Liabilities (based on IIP)

(b) Portfolio Investment (Assets and Liabilities)

2,148억달러 → 2019년 2,438억달러), 이에 따라 동 투자의 GDP대비 비중도 금
융위기 이전에는 7% 내외 수준(2006년 7.2%, IIP 기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15%
를 상회하는 수준(2012년 16.8%)으로 높아졌다. 다만, 2016년 이후로는 그 비중
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2019년 14.8%).
이는 해외 금리충격의 국내 파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외환수급에서 경상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무역 연계성이
높은 국가, 특히 미국의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국내 부문이 크게 영향받게 될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3) 다음으로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규모가 여전히 큰 가운
3)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IMF WEO, 2019)하며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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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저금리 장기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증권투자가 특히 달러
화 자산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미국 통화정책
의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
뤄지고 있다. 허찬국, 김창배, 남광희(2014)는 미국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국내 금리, 환율,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이 국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유재원, 이기성(2015)은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금융 및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원혁, 곽노선(2016)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
하였으며, 한국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정책금리에, 이후엔 양적
완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였다. 서현덕, 강태수(2019)는 미 통화정책 충격 및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신용스프레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요인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김도완, 오형석(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수익률곡선의 수준 요인이 한국 수익률 곡선의 수준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Ha and So (2017)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장기
금리에 미치는 전달 경로가 미국의 통화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해 약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조갑제(2019)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장기금리와
한국 장기이자율의 동조적 움직임을 확인하고 미국 장기금리의 전파효과가 존재
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 국내 연구들은 본고와 유사하게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요인별
로 구분하고, 금융ꞏ외환시장을 통한 파급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통화정책 충격 식별을 시도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Ⅲ. 실증분석
본고에서는 금융위기 전후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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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수로 파급되는 과정을 경로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urcuru et al.
(2018)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FOMC 회의 전후4) 미국 10년물 국채5) 금리 변화로
부터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국내 국고채 장단기 금리와
그 구성요소(금리기대, 기간프리미엄) 및 스왑레이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미친 영향을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
력 변화 여부도 확인하였다.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가. 분석모형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사건 발생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사건연구 기법6)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금리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하여 FOMC 회의 전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변화를 설명변수( ∆ )로, 동 기간 중 국내 국고채 금리(만기별), 스왑레
이트의 변화를 종속변수( ∆ )로 설정하여 아래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    ∆  

(3)

4) 본고에서는 데이터 수집 가능 여부, 분석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 식별과 국
내 영향 분석을 위해 일별 금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OMC 회의 직전일 금리는 익
일 연준의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FOMC 회의 당일의 금리는 실제 금리결
정, 발표문, 기자회견 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양일간 금리차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 충격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보다 고빈도 자료(분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기타 요인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 통화정책 충격 식별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분
단위 채권수익률 자료의 경우 수익률곡선의 분해가 어려우며, 한국의 경우 상응하는 데이터 수집
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5) 이는 단기 또는 초단기 금리를 활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 기존 연구(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Nakamura and Steinsson, 2018)와의 주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장기금리
를 이용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6) 사건연구는 특정 사건(event)의 발생이 다른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다. 동 기법은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 가격변수와 같이 분석 대상이 단기간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
우, 사건연구를 통해 기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여 변
수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타 요인들의 영향을 제약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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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는 (FOMC 회의 전후) 주요 국내 금융변수 변화,

∆ ≡     는 (FOMC 회의 전후) 미국 국채 금리(10년물) 변화를
의미

나. 분석내용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금리와 그 구성요소 및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네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1)에
서는 채권시장의 가격변수인 우리나라 국고채의 만기별 수익률과 이를 분해한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이 전체 분석대상기간(2001.1월~2019.3월) 중 미국 통화
정책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2)에서는 이를 금융위기 전
후로 구분7)하여 비교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가 미국 통
화정책 충격에 대한 국내 금리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분석 3)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기대충격(expectations hypothesis
shock)과 기간프리미엄충격(term premium shock)으로 분해하여 각 충격이 우리
나라의 국고채 금리 및 그 구성 요소들(금리기대, 기간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4)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인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1>

Summary of Main Analysis
Impa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the Korean Treasury
Analysis 1 bond yields for a set of various maturities and on thier constituents
(expected average short-term rates and term premiums)

The changes in the impa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before
Fixed-income Analysis 2
/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rket
Impacts of the expectations hypothesis shocks and term premium
shocks computed for the US monetary policy on the constituents
Analysis 3
(expected average short-term rates and term premiums) of the
Korean Treasury bond yields
FX Swap
Market

Analysis 4 Impa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FX swap rates

7) 금융위기 전후 기간은 미 연준의 첫 번째 양적완화정책(QE1)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중 실시
된 점을 고려하여 2008년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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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2019년 3월중
FOMC 회의(총 146회) 전후 미국 10년물 무이표 국채수익률(zero-coupon bond
yield) 및 이를 금리기대(expectations hypothesis part, 이하 EH)와 기간프리미엄
(term premium, 이하 TP)으로 분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국내 금리의 반응
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무이표 국고채 수익률(3~120개월
물) 및 이를 분해한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 무이표 국채 수익률
을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 작업은 Adrian et al. (2013)의 모형
(이하 ACM모형)을 이용하였다.8) 또한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반응은 3개월물 스
왑레이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이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는 일별 자료9)를 사
용하였다.

2. 주요 분석결과
가. 분석 1
전체기간(2001.1월~2019.3월)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를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예상치 못한
변화)과 국내 국고채 금리(1, 3, 5년물) 변화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값을 보
이고 있으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10)

8) 미국 국채의 금리요소는 뉴욕 연준에서 ACM 모형을 이용하여 분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newyorkfed.org/research/data_indicators/term_premia.html). 우리나라 국고채의 경우에는 Bloomberg의
자료를 ACM 모형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분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9) Nakamura and Steinsson (2018) 등은 보다 엄밀하게 분(分)단위의 일중(日中)변동 자료를 이용하기
도 하였으나, 이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금리기대 및 기간프리미엄으로 분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통화정책 결정 당일 여타 거시 이벤트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
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0) 본고의 분석대상이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의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의 통
화정책 충격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려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 통화정책 충격에 이상값(outlier)이 포함된 경우 본고의 분
석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urcuru et al.(2018)과 유사하게 Huber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본고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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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rrelations between US Monetary Policy Shocks1) and the
Changes in Korean Treasury Bond Yields2)3)
Slope
: 0.136
Std. Error : 0.042

Slope
: 0.174
Std. Error : 0.044

Slope
: 0.191
Std. Error : 0.050

Notes: 1) Computed based on the changes of US 10-year treasury bond yields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2) Computed based on the changes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with maturities of
1, 3 and 5 yea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3) R2: 0.07, 0.10 and 0.09 (from up to down)

이는 식(3)의 사건연구로 추정한 국내 금리의 반응을 만기별(3개월~10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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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Figure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OMC 회의 직후 미국 국채 금리의 예상
치 못한 1%p 상승은 우리나라의 1년물 국채 금리를 약 14bp 상승시킨 반면, 10
년물 국채 금리는 20bp 이상 상승시켰다.11) 한편 국내 금리의 반응을 금리기대
와 기간프리미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Figure 4>), 단기물의 반응은 대부분
금리기대의 반응에 기인하는 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간프리미엄의 반응에
기인한 정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일반적으로 장기금리의 구성 요소
중 기간프리미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동 요소의 변화는 채권시장의 수급
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주로 포트폴리
오 조정에 따른 수급 변화 또는 시장참가자들의 리스크 인식 변화에 따라 신용‧
유동성‧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변화하는 경로를 통해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 분석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본고에서는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사건연구 방식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충
격이 직접적으로 한국 통화정책 변화를 거쳐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
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건연구의 분석 설계상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한국
의 통화정책 충격 등 다른 충격의 영향이 개입되기 어려운 초단기 구간(short
interval) 중의 변화로 정의되므로 충분히 외생적인(exogenous)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국의 통화정책 변화의 실제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단기금리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경로(미국 통화충격 → 한국 통화충격 → 단기금리기대)
는 고려되기 어렵다.13)
둘째, 동 결과가 투자자금 이동의 즉각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Lee and Chung (2017)과 같이 주별(weekly) 데이터
로 분석한 경우에도 채권자금의 즉각적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11) (분석 1)~(분석 4)의  추정치들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 1%p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반응 크기를 의
미한다.
12) 예를 들어 국고채 1년물의 경우 금리기대의 반응(11bp)이 기간프리미엄의 반응(3bp)을 크게 상
회하는 반면,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금리기대의 반응은 줄어드는(7bp) 대신 기간프리미엄의 반
응(14bp)이 전체 반응의 약 2/3 가량을 차지한다.
13) 따라서 사건분석은 월별 또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면서 충격의 내생성 또는 동시성 문제
(endogeneity or simultaneity problem)가 나타날 수도 있는 VAR 분석 등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FOMC 전후 양국의 단기금리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양 충격 간의 상관관계(0.09)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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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결과에서처럼 미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해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기간 프리
미엄이 크게 확대된 것은 이러한 차익유인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유동성 수요 변
화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Figure 3> Responses1)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Monetary
Policy Shocks2)
(Based on Maturities)

Notes: 1) Estimates of  from Equation (3), using Korean treasury bond yields (with
maturities of 3-month~10-year) as dependent variables
2) The changes of US 10-year treasury bond yields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Figure 4> Responses1)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Monetary
Policy Shocks2)
(Based on Maturities and Constituents)

Notes: 1) Estimates of  from Equation (3), using the constituents(expected average
short-term rates and term premiums)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with
maturities of 3-month~10-year) as dependent variables
2) The changes of US 10-year treasury bond yields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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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초저금리
정책, 양적완화 정책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
인되고 있다(Sobrun and Turner, 2015; Chen et al., 2014 등). 이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요인이 국내 금리
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5> Correlations between US Monetary Policy Shocks1) and the
Changes in Korean Treasury Bond Yields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GFC2)3))

pre-GFC
post-GFC

Slope
-0.035
0.178

Std. Error
0.099
0.044

pre-GFC
post-GFC

Slope
-0.000
0.219

Std. Error
0.1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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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FC
post-GFC

Slope
-0.004
0.242

Std. Error
0.134
0.044

Notes: 1) The changes of US 10-year treasury bond yields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2) Pre-GFC period: 2001m1~2008m12, Post-GFC period: 2009m1~2019m3
3) R2 : (pre-GFC) 0.002, 0.05, 0.000, (post-GFC) 0.165, 0.277, 0.266 (from up to down)

<Figure 5>는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예상치 못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변화)과 국내 국고채 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금융위기 이전
(파란색)에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빨간
색)에는 명확한 양(+)의 관계가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식(3)에서 추정한 반응
계수(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금융위기 이
전에는 모든 만기에서 국고채 금리가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위기
이후에는 국고채 금리 1, 3, 5년물이 각각 18bp, 22bp 및 24bp 상승(모두 1% 수
준에서 유의)하며 뚜렷한 양의 관계가 확인된다.
<Figure 6>는 상기 분석에서 국내 금리를 금리기대(EH)와 기간프리미엄(TP)으
로 분해한 요소들을 각각 식(3)의 종속변수로 두고, 각 분해 요소가 미국 통화정
책 충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만기 및 시기별(금융위기 전후)로 비교
한 결과를 보여준다. 금융위기 이전(파란 점선)에는 두 요소 모두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반면, 위기 이후(빨간 점선)에는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금리기대의 반응이 확대된 것은 주로 금
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의 동조화 경향과 그에 따라 시장참가자의 기대가
유사하게 형성된 점 등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14)
14) 다만 이러한 결과를 미 통화정책 충격이 FOMC 당일 한국의 실제 정책금리 또는 단기금리 변화
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해당 금리의 기대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고의 사건연구가 FOMC 당일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동태적 영
향관계(dynamic relations)를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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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ponses1)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Monetary
Policy Shocks2)
(Before/After GFC, by Type of Constituents)

Notes: 1) Y-axix - estimated  s of regression (2),
2) Red lines denote the results for pre-GFC samples, and blue lines denote the ones
for post-GFC samples

<Figure 7> Time-varying Responses1)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Monetary Policy Shocks(by Type of Constituents)

Notes: 1) Estimated by rolling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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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간프리미엄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초저금리, 양적완화정책 등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 위험선호
(risk-taking) 현상 강화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투자자금의 이동 규모를 확대시킨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상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미국의 통화
정책 충격에 대한 국내 장단기 금리 및 각 분해 요소의 민감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Figure 7>의 분석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고, 특히 장기금리의 민감도
가 높아졌다는 앞선 분석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Figure 7>의 최상단 패널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장단기 국고
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2012년 중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을 겪으며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ꞏ경제 통합이 꾸준히 진행되다가 금융위기 과정
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위험기피심리가 강화되면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정체
된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igure 7> 최하단 패널에서 보여주듯 2012년 이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국내 장기금리의 반응이 기간프리미엄의 민감도 확대에 주로 기인하
여 다시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는 동 기간중 지속적으로 실시된 양적완화 등 비전통
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글로벌 유동성이 누적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미에 따라 위험선호가 재개되고 초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수익추구 행태도 강화
되며 글로벌 자금이동이 다시 활발해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분석 3
앞서 (분석 1) 및 (분석 2)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FOMC 회의 전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화로 정의하고, 동 충격에 대한 국내 장단기 국고채
금리 및 이를 분해한 요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15) 이번 절에서는 (분석 1) 및
(분석 2)와 달리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기대충격과 기간프리미엄충격으로 분해하
15) 통화정책 결정 전후의 금리 변화로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는 경우 Nakamura and Steinsson
(2018), Jarociński and Karadi (2020) 등이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식별 충격내에 중앙은행의 정보효
과(information effect)가 함께 포함되어 동 충격의 효과에 대해 편향된(biased) 결과를 보일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의 분석은 순수한 통화정책 충격 효과외에 이러한 정보효과까지 포
함한 광의의 통화정책 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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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충격이 국내 금리 및 이를 분해한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FOMC 회의 당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언론 보도문, 기자회견 내용 등은
시장참가자들의 미래 단기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켜 미국 장기국채 금
리의 금리기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통화정책 결정은 미 국
채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직ꞏ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간프리미엄의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Curcuru et al. (2018)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FOMC 회의 전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중 금리기대의 변화를 기대충격(이
하 EH shock)으로, 기간프리미엄의 변화를 기간프리미엄충격(이하 TP shock)으
로 정의하였다.
<Figure 8> Responses1)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EH Shocks2)
(by Maturities, by Constituents)

Notes: 1) Estimates of  from Equation (3), using the constituents(expected average
short-term rates and term premiums)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with
maturities of 3-month~10-year) as dependent variables
2) EH shocks: the changes in EH parts of US treasury bond yield with a maturity of
10-yea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TP shocks: the changes in TP parts of US treasury bond yield with a maturity of
10-yea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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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ponses1)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TP Shocks2)
(by Maturities, by Constituents)

Notes: 1) Estimates of  from Equation (3), using the constituents(expected average
short-term rates and term premiums)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with
maturities of 3-month~10-year) as dependent variables
2) EH shocks: the changes in EH parts of US treasury bond yield with a maturity of
10-yea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TP shocks: the changes in TP parts of US treasury bond yield with a maturity of
10-yea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Figure 8>과 <Figure 9>은 각각 미국의 EH 충격과 TP 충격을 식(3)의 설명
변수로, 만기별 국내 금리, 금리기대 및 기간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두고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igure 8>은 EH 충격이 국내 장단기 국고채 금리에 미
치는 영향은 2.5년물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16) EH 충격(FOMC 회의 전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금리기대 1%p
변화)에 대한 국내 금리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
로 금리기대를 중심으로 반응하였으나, 2년물 이상의 중ꞏ장기물의 경우 금리기대
와 기간프리미엄이 비슷한 크기로 반응하고 있다. 즉, 미국 통화정책의 기대충격
은 한국은행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 및 국고채 시장 수급의 변화를 야기함으로
써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gure 9>는 미국의 TP 충격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TP shock

16) 이는 단기 또는 초단기 금리를 활용한 기존 연구(Gürkaynak et al. 2005, Nakamura and Steinsson
2018 등)의 결과와 일치하며, 기존 연구에서 단기 금리만을 활용하여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제거되고 전통적 통화정책 충격만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활용하여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식(3)
의 설명변수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를 종속변수로 두고 추정한 결과 역시 <Figure 7>과 매우
유사하게 모습을 보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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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응은 국고채 만기가 길어질수록 커졌다. 금리 요소별로는 금리기대의
경우 만기에 따른 반응 크기의 차이가 미미한 반면, 기간프리미엄의 반응은 만기
가 길어질수록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동 분석 결과는 미국 통화정
책의 기간프리미엄충격이 주로 장기 국고채에 대한 수급 변화(포트폴리오 경로)
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으로 파급됨을 시사한다.

라. 분석 4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정책이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
(금융위기 전‧후), 금리 요소별(금리기대, 기간프리미엄) 및 통화정책 충격의 종류
별(기대충격‧기간프리미엄충격)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4)에서
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환
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17)
<Figure 10> Correlations between US Monetary Policy Shocks1) and the
Changes in Swap Rates2)3) (before and after GFC)
(before GFC)
slope
: -1.056
Std. Error : 0.385

(after GFC)
slope
: -0.079
Std. Error : 0.114

Notes: 1) The changes of US 10-year treasury bond yields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2) The changes of swap rates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3) R2: (pre-GFC) 0.108, (post-GFC) 0.006

17) 국내 외환스왑시장은 만성적인 미달러화 과수요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내
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 간의 격차(CIP-deviation)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건연구
방식을 이용하여 스왑레이트 변화분이 통화정책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기에
이러한 추세적 움직임은 적절히 통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1호 (2021.3)

<Figure 10>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과 외환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 간 상관관
계를 보여준다. 금융위기 이전(파란색)에는 두 변수간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지만, 금융위기 이후(빨간색) 이러한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3)을 이용한 사건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종속변수로 스왑레이트(3개
월)의 변화를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1%p)에 대해 스왑레이트가 민감한 반응(-106bp, 1% 수준에서 유의)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외환스왑시장의 반응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글로벌 자금이동의 민감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등 외부의 충격은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 간의 무위험 이자율평형18)(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하 CIP)에 변
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금리 또는 스왑레이트의 변화를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CIP 균형 이탈이 주로 국내 금리의 변화 보다는 스왑레이트의 움직임을 통해
조정되었다.19)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글로벌 자본
이동의 민감도가 높아지고20) 국내 채권시장의 글로벌 통합도 강화되면서 미국 통
화정책 충격에 따른 CIP 균형 이탈이 대부분 국내 금리의 변화를 통해 조정되는
가운데 동 충격에 대한 스왑레이트의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를 양 기간 중 외환수급 사정의 변화 관
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달러화 강
세 기대,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등을 강화하며, 이는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사정
을 악화시키고, 스왑레이트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 중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스왑레이트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러한 경로

18) CIP 조건에 따르면 양국간 금리차(   )는 스왑레이트(  )와 같아야 한다(단,  는 국내 및
외국 금리, , 는 각각 양국간 선물 및 현물환율을 의미).
19) <분석 2>에서 금융위기 이전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고의 사건분석은 추세적인 CIP 괴리 현상에 대한 설명과는 차이가 있
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본고 사건분석에서는 FOMC 당일 변화분 간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추세적 요인은 제거되게 된다. 따라서 동 결과를 토대로 외화자금시장의 과수요 등에서 비롯되
는 CIP 괴리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CIP 괴리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에 따라 차익거래자(arbitrager)의 차익거래 여력(arbitrage
capacity)이 약화된 점은 본고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 Dees and Galesi (2019) 등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이 주요국의 금융여건, 실물경기 및 글
로벌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spillover effect)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

23

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대규
모 경상수지 흑자 누적(2012~18년 중 약 5,600억 달러),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외화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
책 충격이 동 시장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면서 미 통화정책에 대한 스
왑레이트의 민감도가 둔화되었을 수도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일별 고빈도 금융시장 가격 변수를 이용한 사건연구를 통해 미국의 통
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국내 국고채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주로 포트
폴리오 경로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 금리간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국내 금리를 금
리요소별로 분해한 경우에도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
엄 모두 금융위기 이후 반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리기대의 반응
이 확대된 것은 국가간 정책동조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
화시 여타국 중앙은행들도 이를 추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프리미엄의 민감도 상승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글
로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21)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
화되었음을 보여준다.22) 특히, 초저금리 정책, 양적완화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
성 확대, 시장참가자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 강화 등으로 자본이동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
도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Forbes and Warnock, 2012; Rey 2015, 2016).23)
21)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 위험선호도 등이 변동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통화, 만기, 위험자산 비율 등의 구성도 함께 조정되었다.
22) Mönch (2018)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국채 금리간 동조성 강화가 대부분 기간프리미엄의 움직
임에 기인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23) Ahmed and Zlate (2014), Chari et al. (2017) 등은 금융위기 이후 금리차에 대한 자본이동의 민감
도가 높아졌음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에 관한 윤영진ꞏ박종욱 (2019)의 연구도 유사
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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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 통화정책의 금리기대충격은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기간프리미
엄충격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기간프리미엄충격이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의 기간프리미엄에 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외환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
가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으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달러화 강세 기대와 향후 금융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금
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국내 채권시장의 글로벌 통합이 강
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누적 등으로 외환스왑시장의 수급 여건이 개
선되면서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주로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의 장기 국고채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장‧단기 금리간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4) 예를 들어 국내 정책목표(완화)와 글로벌 금융상황(긴
축)이 상반될 경우 국내 여건만을 고려한 통화정책으로는 장기금리를 원하는 목
표 수준으로 유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을 병행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환율의 안정성보다는 자
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을 보다 강조(전통적 Trilemma)하고 있다. 그
러나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변동환율제 하에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Dilemma: Rey 2015, 2016 등)25), 이 경우 통화정책 독립성과 자유로운 자본이
동 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중시
24) Ha and So (2017)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전달 경로가 미국의 통화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해 약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2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본이동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제시하는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도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IMF는 기관견해(Institutional
View) 공개(2012)를 통해 자본이동으로 시스템 리스크 발생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OECD도 최근 자본이동자유화 규약 개정(2019)을 통해 회원국의
거시건전성 목적의 조치 등에 대해 규약의 범주 내에서 유연하게 평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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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경우 자본유입세 약화에 따른 외환수급여
건 악화로 이어지며 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외환스왑시장 가격변수의 민감도가 약화
되었으나, 이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에 기인한 현상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26)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기
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외환수급상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별 금융가격 변수를 이용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국내 영향을 실증 분석하
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고빈도 자료의 장기 시계열 획득의
어려움으로 통화정책 충격 이외의 금융ꞏ경제 이벤트들의 영향을 완벽히 통제하
지 못해 연구결과의 정확도가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획득하여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주가27)
등 여타 금융‧실물 변수로 추정 대상을 넓혀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26)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하여 외화스왑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 수준을
의미하였다. 다만, 생산이 일정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내수 위축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제 전체에 긍정적 요인만을 반영하지는 않는다(이아랑ꞏ박상은, 2019).
27) Jorda et al. (2019) 등은 20세기 중 미국 통화정책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꾸준히 강
화되었으며,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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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 연방기금선물금리를 이용한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정책금리를 기
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이 잘 발달한 국가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결정 발표 전
후 동 선물금리 변화분을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 충격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이에 본 부록에서
는 미국의 연방기금선물금리(Federal Funds Futures Rates; FFFR)를 이용하여 분
석한 내용과 (분석 3)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초단기금리인 FFFR은 기간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통화충격을
식별하는 경우 단기금리 기대에 대한 충격만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 3)
의 기대충격에 대한 반응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Figure A-1>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미국 FFFR 충격에 대해 우리나라 장단기금리는 (분석 3)
의 <Figure 7>과 매우 유사하게 만기 2~3년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
국 통화정책 충격이 국채수익률의 만기에 따라 언덕 형태(hump-shaped)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Nakamura and
Steinsson (2018)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Figure A-1>

Responses1) of the Constituents2)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FFFR Shocks3)

Notes: 1) Estimates of  from event study regressions
2) Korean treasury bond yields are decomposed into EH and TP parts.
3) The changes of US federal funds futures rates (FFF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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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 Responses1) of the Constituents2)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FFFR Shocks3)

Note: 1) Estimates of

 from event study regressions

2) Korean treasury bond yields are decomposed into EH and TP parts.
3) Each row presents the responses to the 1-, 2-, ..., 6-month ahead US expected
short-rate shocks (FF1, FF2, ..., FF6), respectively.

한편 통화충격의 식별을 위해 일별 종가(last price) 변화를 사용한 본고의 분
석 방법과 달리 미국 통화정책 결정 발표 전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의 금융시
장 가격지표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Figure A-2>는 Gürkaynak et al. (2005)가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28)을 활용하
28) Gürkaynak et al. (2005)는 미국 통화정책 발표 전후 30분 동안의 Federal fund future (향후 1~6개
월물) 금리 변화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이 각각 1개월, 2개월, ..., 6개월 후의 금리 기대에 미친 영
향을 통화정책 충격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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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 충격이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 및 그 구성요소(금리 기대, 기간프리미엄)
에 미친 영향을 만기별로 보여 준다. 이 경우도 본문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기대충격)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2~3년 만기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언덕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ure A-3> Responses1) of the Constituents2) of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FFFR Shocks3)
(a) US Pure Monetary Policy Shocks

Notes: 1) Estimates of

 from event study regressions

2) Korean treasury bond yields are decomposed into EH and TP parts.
3) US FFFR shocks are divided into the pure monetary policy shocks and the central
bank information shocks. Each row presents the responses to the 1-, 2-, ..., 6-month
ahead US expected short-rate shocks (FF1, FF2, ..., FF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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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S Central Bank Information Shocks

또한 Jarociński and Karadi (2020)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순수 기대충격(pure shock)과 향후 경기에 대한 미 연준의 전망에 대한 시장의
판단에 대한 충격(information shock)으로 구분29)한 후 각 충격이 국내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Figure A-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의 장ꞏ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순수 기대충격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만기별 반응의 크기도 대체로 앞서 본문의 분석에서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본고 분석결과의 강건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29) Karadi and Jarocinski (2020)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 전후 고빈도 금리‧주가 데이터의 움직임을
이용하였으며,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주가 하락을 동반하는 경우 pure shock으로, 주가 상승을 동
반하는 경우 information shock으로 구분하였으며, 충격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실물 변수(경제성장,
물가, 주가 등)가 상이한 반응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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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Huber 손실함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비교
본고에서 살펴본 미 통화정책 충격에 이상값(outlier)이 다수 포함된 경우 본고
사건연구의 분석결과에서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 1>에 대해
Huber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ure A-4> 및
<Figure A-5>와 같이 Huber 손실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고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고에서 이용한 미 통화정책 충격의 시계열 형태가 금융위
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상값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A-6> 참조).
<Figure A-4> Correlations between US Monetary Policy Shocks1) and the
Changes in Korean Treasury Bond Yields

Notes: 1) Black lines are the OLS regression lines identical to the ones in <Figure 2>. Red
lines are the regression lines computed by Huber linear estimation.
2) The slopes, standard errors and R2s are summarized as below.
(OLS)

(Huber linear estimation)

KTB
(1-year)

KTB
(3-year)

KTB
(5-year)

KTB
(1-year)

KTB
(3-year)

KTB
(5-year)

Slope

0.136

0.174

0.191

0.112

0.162

0.216

Std. Error

0.042

0.044

0.050

0.027

0.032

0.038

0.068

0.098

0.092

0.109

0.151

0.186

2

R

3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1호 (2021.3)

<Figure A-5>

Responses of the Korean Treasury Bond Yields to US
Monetary Policy Shocks1) 2)

Notes: 1) The blue solid line in the left panel denotes the responses identical to the ones in
<Figure 3>. The red broken line denotes the ones computed by Huber linear
estimation.
2) The right panel presents the responses computed by Huber linear estimations,
corresponding to the ones i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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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6> Time-serie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1) and the Distribution
(%p)

(개)

Notes: 1) The unexpected changes of US treasury bond yields with a maturity of 10-year
before and after the FOMC meetings (perc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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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Bond and FX Swap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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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US dollar’s status as a global safe haven, global factors, such as US
monetary policy, may have considerable impacts on financial markets in other countries.
Regarding such hypothesis, this paper looked at the impacts of US monetary policy
on domestic bond and FX swap markets through an event study. According to our
analysis, US monetary policy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domestic interest
rates.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o have bigger impacts on long-term products with
high term premiums. By period, the correlation between US monetary policy and
domestic interest rates was not significan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but was clearly
positive after the crisis. The US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was seen to have
big impacts on short-term and medium-term KTB yields, while it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had major impacts on long-term KTB yields. Moreover, FX swap
rates reacted very sensitively to US monetary policy shock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while the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actions after the crisis. This suggests
that, in line with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was transmitted to domestic financial markets mainly through swap rate
adjustment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ut through the changes in domestic
interest rates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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