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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주별 익일물 콜금리를 사용해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추정했
다. 일반적인 비선형 추세 함수와 분산 탄력성이 상수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확산과정모형
에서 모수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한
후에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해 모형을 추정했다. 우도를 계산하기 위해 해밀턴의 알고리즘
을 이용하고,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Aït-Sahalia
(2008)의 축소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근사적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체적인 식
으로 구한 후에 Choi (2015a)의 방법으로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했다. 서로 다른 두 국면
L과 H가 존재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세 함수보다는 변동성 함
수가 두 국면 모두에서 이자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 또한 국면변수의 변화를 결정하는 전이 확률이 이자율에 의존해 시간에 따라 변하며
이자율이 늘어날수록 다음 기에도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확률은 줄어들고 같은 국면 H에
머무를 확률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각 데이터 시점에서 추정된 국면 H의 평활확률은
시계열 자료에서 대체로 변동성이 큰 부분은 1과 가깝고 작은 부분은 0과 가까워 뚜렷하
게 다른 두 국면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모형과 이 모형에 포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됐던 다른 모형들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모형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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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단기 이자율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채권의 가격 계산, 옵션
이나 파생 금융상품들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속시간(continuous
time) 확산과정(diffusion process)이 많이 사용됐다.
          

(1)

여기에서  는 단기 이자율이고    와    는 각각 추세(drift) 함수와 변
동성(volatility) 함수를 나타내며  는 모수다. 그리고  는 표준 브라운운동
(Brownian motion)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추세 함수와 변동성 함수를 사용해 단
기 이자율의 확산과정모형들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예들은 Vasicek (1977), Cox,
Ingersoll, and Ross (1985) (이후 CIR), Chan, Karolyi, Longstaff, and Sanders
(1992) (이후 CKLS), 그리고 Aït-Sahalia (1996) 등이 채택한 모형들이다.
그런데 이전에 단기 이자율을 모형화하기 위해 제안 되었던 대부분의 모형들은,
실제 이자율의 움직임을 반영한 모형들이라기보다는, 채권의 값을 계산하고 이자율
기간 구조(term structure)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옵션이나 파생상품의 가격을 구하
기 위한, 주로 이론적인 목적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단순한 형태의 것들이었다. 그
렇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어떠한 모형이 이자율
의 실제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분석을 할 때 단기 이자율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확산과정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과 이론들이 개발되
면서 주로 미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해 여러 가지의 확산과정모형들에 대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본인이 아는 한, 우리나라의 단기 이자율
을 이용해 이루어진 연구들(이윤구, 1997; 김인준·한중호, 2000; 장국현·이진, 1996;
윤원철, 2005)은 대부분 (2)와 같은 CKLS의 모형을 이용했다. 이들은 CKLS와 마
        


     



(2)

찬가지로 이 모형을 오일러 근사(Euler approximation) 방법으로 이산화시킨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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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을 적용해 모수들을 추정했
다. 그렇지만, 오일러 근사로 구한 추정량은 편의(bias)를 갖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
져 있다 (Lo, 1988).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도 Aït-Sahalia (1996)가 제안한 모
형에 포함되는 특수한 경우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주로 월별 또는 주별 자료들
이었다. 연속시간 확산과정모형이 단기 이자율을 모형화 하는데 많이 사용된 중요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은 제약
적인 모형을 부정확한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한, CKLS를 그대로 따라한 수준에 머
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준용·오규택·이창용(2001)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한국의 일별 단기이자
율 자료들을 Aït-Sahalia (2002)가 제안한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을 함께 이용해
추정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모형은 CKLS에 포함되는 모형들 또는 일반적인
추세 함수를 가지나 CKLS의 변동성 함수에서 탄력성을 나타내는 모수인   를 3으
로 고정한 것이었다.1) 최근에 Choi (2015)는 다음과 같이 Aït-Sahalia (1996)가 제
안한 모형의 추세 함수에 이자율의 3차항을 더 추가한 기존에 사용된 거의 모든 확
산과정모형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우리나라 단기 이자율 일별자료에 적용했다.
 
                   



            



(3)

이렇게 한 이유는 이자율의 2차 함수로는 Kristensen (2010)이 비모수적인 방법으
로 추정한 단기 이자율의 추세 함수의 모양을 추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Choi
(2009)가 채택한 이자율의 3차 추세 함수를 이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Aït-Sahalia (2002)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해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transi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근사시킨

후

가장

효율적인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법을 이용해 모수들을 추정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과정
(process)이 경제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제
약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이자율 모형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일반적인 모형을 사용해 실증분석을 하면 경제상황에 따라 이자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모형이 정말로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모형
1) 미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해 확산과정모형들을 추정한 연구 결과들이나 Choi (2015b) 그리고 본 연
구의 결과 모두에서 추세 함수보다는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탄력성을 나타내는 모수인  를 3으로 고정하는 것은 제약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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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상황에 더 적합한가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나 유럽
여러 나라 정부들의 부채로 인한 위기, 그리고 이전의 아시아 금융위기 등 여러 경
제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단기 이자율의 움직임들이 크게 달라진 듯 보
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을 설명하는 모형 또한 달라졌
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1997년 이전에는 통화량목표제에서 19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콜금리를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삼다가 2008년 3월에 정책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이러
한 통화정책의 변화가 금리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Choi (2015b)는 기간에 따라 한국의 단기 이자율의 확산과정이 변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에 한
국의 단기 이자율 데이터를 적용하고 엄밀한 계량 분석을 통해 경제상황에 따라 이
자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모형이 정말로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용할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에서는 경제상황
에 따라 확산과정의 모수들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Naik and
Lee (1998)는 Vasicek 모형에서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만 국면에 따라 다른 값을 취
할 수 있는 국면전환 Vasicek 모형을 분석했다. Liechty and Roberts (2001)는 마
르코프 연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해 가우시안
(Gaussian) 확산모형의 추세 함수 부분만 국면전환 하는 모형을 추정했다. Driffill,
Kenc, Sola and Spagnolo (2009)는 국면전환 CIR 모형을 오일러 방법으로 이산화
한 후에 최우도추정법으로 모수들을 추정했다. Choi (2009)는 이들 모형을 모두 포
함하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미국의 단기 이자율 데이터를 이용해 최우도추정
법으로 추정했다. Landén (2000)과 Wu and Zeng (2003)은 국면전환 하는 단일변
수 확산과정모형에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Ang
and Bekaert (2002b)는 Vasicek 모형을, Bansal and Zhou (2002)는 3요인 CIR 모
형을, 그리고 Dai, Singleton and Yang (2007)은 3요인 가우시안 확산과정모형을
이산화한 후에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Choi (2009)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추세 함수와 분산탄력성
이 상수(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CEV)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확산과정모형
의 변수가 두 가지 다른 국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모형을 최우도추정법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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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료는 한국의 익일물 콜금리라는 사실과 변동성 함수의 형
태 때문에, 추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따로 고려해야만 하는
Aït-Sahalia (2002)의 방법론이 아니라 Aït-Sahalia (2008)의 방법으로 로그-전이확
률밀도 함수를 근사시키고 이를 다시 Choi (2015a)를 이용해 근사적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함으로써 추정과정을 더 단순화하여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Choi (2009)와 다르다.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추정할 때 최우도추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확산과정의 전이
확률밀도 함수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는 알려
져 있지 않다. 그런데 Aït-Sahalia (2002)는 허마이트(Hermite) 다항식을 이용해 단
일변수 시간균질(time-homogeneous)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매우 정확하
게 그리고 구체적인 식으로 구해내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는 Aït-Sahalia (1999)에
서 이 결과를 많이 이용되는 확산과정들에 적용해 그가 알아낸 방법이 정확하게 전
이확률밀도 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Aït-Sahalia (2002)의 방법론은,
Egorov, Li, and Xu (2003)가 단일변수 시간비균질(time-inhomogeneous) 모형으로,
DiPietro (2001)가 베이지언 방법으로, Li (2010)가 감쇠형(damped) 확산과정으로
각각 일반화했다. 그는 또한 다변수 시간균질 확산과정의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
를 근사시키는 방법을 Aït-Sahalia (2008)에서 개발했다. 이 결과는 Yu (2007)가 다
변수 시간균질 점프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로, Stramer et al. (2010)이 베이
지언 방법으로, Choi (2013)가 다변수 시간비균질 확산과정의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로, Choi (2015a)가 다변수 시간비균질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로, 그리
고 Choi (2016)가 다변수 시간비균질 점프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로 확장했
다.
일반적인 추세 함수(General Drift: GD)와 CEV 변동성 함수를 갖는 경우에 국면
전환하는 확산과정과 그렇지 않은 모형 그리고 국면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면을 결
정하는 변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전이행렬의 확률이 이자율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모두 세 가지 다른 모형을 추정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고려하는 모형에 포함됐고 기존에 많이 이용된 모형들인 CKLS, CIR 그리고
Vasicek 모형에 대해서도 각각 세 가지 모형들을 추정해 비교했다.
추정결과 경제상황에 따라 확산과정모형이 달라지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
다. 먼저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 모형의 극대화된 우도값이 크게 증가했고,
AIC와 BIC 같은 정보기준에 따라 모형을 비교했을 때도 국면전환 모형이 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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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이뿐만 아니라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면마다의 추세 함수나 변동성 함수
의 성질을 살펴봤을 때 이들이 각 국면마다의 다른 데이터 움직임의 특징을 다르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추세 함수 보다는 변동성
함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된 것으로 볼 때 확산과정의 변동성이 우리
나라 단기이자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국면 전환하는 경우에 국면변수의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의존하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더 우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이자율의 계수는
국면 L에서는 음의 값으로 그리고 국면 H에서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다음 기에도 같은 국면 L(H)에 머무를 확률이 줄어드는(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모형에 포함된 다른 세 가지 모형의 추정결과에서도 주요 모형
의 추정 결과와 같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 모형이 여기에
포함되는 다른 모형들보다 통계적으로 더 선호됨 또한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3절에서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모형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고 다음 절에서는 추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5절에서 주요 모형의 추정 결과와, 이를 다른 작은 모형
들의 추정결과들과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토의로 6절에서 마무리 한다.

Ⅱ. 분석 자료와 연구 동기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한국의 단기 이자율은 주별 또는 월별 91일 CD 금리
또는 익일물 콜금리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1995년 1월 2일부터 2016년 7월 22일까지의 익일물 콜금리의 일별 자료를 이용해
매 주의 모든 일별자료들의 평균을 계산해 구한 주별 자료를 사용한다.2) 각 주를
대표하는 요일은 매 주 수요일이다. 아래 <Table 1>에는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요약해 정리했다. 왜도와 첨도를 봤을 때 이자율의 분포가 정
규분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본 연구의 목적이 단기이자율의 모형에 국면전환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국면변화가 짧은
기간에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별 자료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는 주별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은 방식으
로 주별자료를 구했다. 각 주의 특정 요일의 이자율을 주별자료로 이용하면 공휴일로 인한 결측치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값보다는 일별자료의 주평균 값이 각 주의 이자율을 대표하기에 더 적당한 값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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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istics
The Overnight Call Rate

Data Period

01/04/1995-7/20/2016

Observations

1125

Minimum

0.012

Maximum

0.27

Mean

0.053

Std. Dev.

0.043

Skewness Coeff.

2.15

Degree of Excess

4.82

Notes: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weekly overnight call rate and the 91 day CD rate from
January 4, 1995 to July 20, 2016 are computed. Here, the skewness coefficient,  
and the degree of excess,     are respectively normalized measures of the
asymmetry and the thickness of the tails of the distribution relative to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Note that         and         .

<Figure 1A>와 <Figure 1B>는 각각 주별 익일물 콜금리의 시계열 자료와 콜금
리의 주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 먼저 한국의 콜금
리가 1999년 이전에는 높은 편이었고 변동성 또한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9
년 이후에는 이자율과 이의 변동성이 낮은 편이었고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자율의 변동성이 커진 기간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안정적
인 수준과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B>에서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듯이 콜금리의 변동성이 큰 기간이 일정
기간 유지되고 작은 기간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변동성 군집현상(volatility clustering)
이 있다. 또한 1999년 이전과 2008년 말에 본격화된 세계 금융위기 기간의 콜금리
의 움직임이 다른 기간과 비교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콜금리의 자료들을 생성하는 과정이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기간마다 다른 모형들이 콜금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지는 엄밀한 계량
분석 방법을 통해 실제 자료를 이용해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를 하게 된 동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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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A>

Weekly Observations of the Overnight Call Rate

<Figure 1B>

Weekly Changes in the Overnight Call Rate

Notes: Figure 1A draws the weekly overnight call rate from January 4, 1995 to July 20, 2016.
Weekly changes in the call rate during the data period are depicted in Figure 1B.

Ⅲ. 모형
본 논문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확산과정이 단기이자율의 움직임을 묘
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추세 함수(General Drift: GD)와 분산탄력성
이 상수(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CEV)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국면전환 확
산과정 GD-CEV 모형을 사용한다.
   
                     


  

 
  



(4)

모형 (3)과 비교해 모형 (4)에서는 우선 변동성 함수의 상수와 1차항이 없다.
Aït-Sahalia (1996)가 모형 (3)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일반적인 추세 함수
와 변동성 함수를 이용해 이자율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와 클 때 이자율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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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성질이 더 강하게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값들에서 변
동성이 더 커지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Choi (2015b)
나 본 연구에서 단일국면 모형을 추정한 결과, 그리고 <Figure 1A>와 <Figure 1B>
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율이 낮아져도 변동성이 증가하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약(parsimonious) 모형인 (4)와 같이 설정했다. 각 국면에서서 이자율이
양의 값을 갖고 추세함수가 평균회귀 성질을 가짐으로써 정상적(stationary)과정이
되도록 모수들에 제약을 주고 모형을 추정했다. 구체적인 제약식들은 Aït-Sahalia
(1996) 또는 Choi (2015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은 단기 이자율을 모형화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확산과정모
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면 Vasicek 모형이,
           이고     면 CIR 모형이, 그리고            이면

CKLS 모형이 된다. 이러한 모형들 이외에도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확산과정모형들이 모형 (4)에 포함된다. 모형 (4)를 추정한 다음에 Vasicek, CIR,
그리고 CKLS 모형들도 단일국면과 국면전환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추정해서 모형
(4)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면전환 모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국면을 나타내는 지수  는 데이터
의 국면전환 행태를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 변하면 이에 해당하는 모수들로 결정되는 확산과정모
형이 이자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 두 가
지 다른 값 L과 H를 갖는 경우를 고려한다. 추정 결과를 보면 변동성이 콜금리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동성이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로 국면을
구분할 수 있어 두 국면을 각각 H와 L로 표시한다. 물론 두 가지를 넘는 경우로도
쉽게 일반화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추정해야할 모수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 다른 두 값을 취해 두 가지 다른 경제상황이 있다고 가정한다.
두 값을 갖는 국면지수   는 연속시간 1차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 국면지수의















변화를 결정하는 무한소 행렬은            이고 여기에서 강도 모
 


수(intensity parameter)          는   가 국면을 전환하는 확률의 비율을 나
타내고       ≠   이다.
실증분석에서 주별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때 한 주에 국면 전환이 많아야 한
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이행렬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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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조건적 확률들은      다. 여기에서 ∆ 는 시계열
           

데이터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이들을 재모수화하면 전이행렬 P와 무조건적 확률들
은 각각  
전환



모형

 
  






 
 
   이다. 따라서 국면
 그리고  
 
   

(4)에서



추정할





모수들은







              

   그리고    가 된다. 전이 확률들은 다음과 같이 이자율에 의존

할 수도 있다.
          ∆          ∆ 
          ∆            ∆ 
           ∆           ∆ 
           ∆             ∆ 

본 연구에서는 Diebold, Lee and Weinbach (1994)와 Dai, Singleton, and Yang
(2007) 등에서 사용한 로지스틱 함수,            를 이용한다. Gray
(1996)는 누적 표준 정규분포 함수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Choi (200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함수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면의 수에 따라, 그리고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가 아닌
가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모형들을 추정할 것이다. 이들은 단일국면
GD-CEV 모형, 국면전환 GD-CEV에서 전이 확률이 상수인 경우는 RS-TCTP 모형
그리고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따라 달라 변할 수 있는 경우는 RS-TVTP 모형이다.
RS-TVTP 모형에서     이면 전이확률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모형은
RS-TCTP 모형을 포함한다.

Ⅳ. 추정 방법
추정량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해 모수들
을 추정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해 모수들을 추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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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록 확산과정모형이 연속시간 모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자율 자료는 이산적이고 각 시점   ∆ ,       에만 관측된다. 여기에서
∆ 는 시계열 데이터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그러면 베이스의 규칙에 따라 이자율

자료들의 결합밀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초기 값을 무시하면, 로그 우도함수는    

 ln 

 

∆     ∆   로

쓸 수 있고

여기에서     ≤ 는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 집합이다.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부 우도함수

∆    ∆   의

값은

Hamilton (1989)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편하도
록 Hamilton (1994)에서와 같이 새로운 변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
  ∆
  ∆

  이고     이면    
  이고     이면    
  이고     이면    
  이고     이면    

그러면  는 네 가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 전이행렬이
     
   

     
       

인 연속시간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
Hamilton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얻은

   ∆      ∆
    ∆
    ∆

    ∆

     그리고    ∆    ∆    ∆
    
  ∆    ∆
    
  ∆    ∆

    
  ∆    ∆

     
     
     
     

   ∆ 의 원소들은  와 모수  를 이용한   ∆ 의 국면에
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대한 추정확률이다. 그리고   ∆ 의 원소들은   ∆ ,  그리고 모수  가 주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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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다. 예를 들면, 확산과정  의 마르코비안 성질과   ∆ 의
조건부 밀도함수는  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정을 이용하면 (Dai, Singleton, and Yang,
2007),   ∆    ∆          ∆            ∆      이며   ∆

   ∆ 과   ∆ 의 원소들 끼리 곱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여
와   ∆ 의 결합 우도는 
기에서 기호 ⊙ 는 열벡터 원소들끼리의 곱을 나타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원소들의    ∆ 에 대한 합을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   ∆    를 구할 수 있다.    ∆ 값에 대한 최적의 추론 값 
   ∆  ∆ 는

   ∆ ⊙   ∆

   ∆  ∆        ∆
   ∆    
    ∆
    ∆

    ∆

   ∆   
   ∆   
   ∆   
   ∆   

로 구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사용되는 
   ∆  ∆ 는  
   ∆  ∆ 로 구해진다.
국면변수   의 초기 상태 확률을 위해 추가적인 모수         를 도입하면
  의 초기 상태 확률은                           가 된

다. 이 값들을 이용해 위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의 값
  ∆    을 구하면 전체 데이터의 로그 우도값을 구해 최우도추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RS-TVTP 모형에서는 국면변수   의 초기 상태의 확률을 추가적인 모수를 이용
해 정했다. 시간에 따라 국면변수   의 전이 확률의 값이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RS-TCTP 모형의 경우에는 초기상태의 확률을 무조건적 확률을 이용하는 것
과 추가적인 모수를 이용하는 것 모두를 고려해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Choi (2009)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상태의 확률을 어떻게 놓아도 추정결과는 달라
지지 않고 초기상태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아 RS-TCTP 모형을 추정할
때 국면변수의 초기상태 확률은 무조건적 확률을 이용해 우도값을 계산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amilton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우도를 구한 다음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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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추정법을 이용해 국면전환 확률적 변동성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확산과정
의 전이확률밀도(transition probability density) 함수를 알아야 한다. 불행히도 아주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확산과정들의 경우에 전이확률밀도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형 (4)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연구자들은 전이확률밀도 함수가 만족하는 편미분 방정
식을 수치적으로 풀거나 (Lo, 1988) 몬테카를로 적분 방법 (Pedersen, 1995; Brandt
and Santa-Clara, 2002) 또는 2항식이나 3항식 트리를 이용해 (Jensen and Poulsen,
2002)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했다. 그렇지만 이 방법들은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
체적인 공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전이확률밀도 함수
를 근사적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인 식으로 정확히 구해내는 방법을 이용해 전이확
률밀도 함수를 찾아낼 것이다. 이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다변수 확산
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확산과정을 변환해 확산과
정의 변동성 행렬이 단위행렬인 단위 확산과정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에 따라 각각 축소시킬 수 있는(reducible) 방법과 축소시킬 수 없는(irreducible) 방
법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확산과정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확산과정의 축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Aït-Sahalia (2008)나 Choi (2013)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고려하는 확산과정은
단일변수 확산과정으로 항상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Aït-Sahalia (2002)의 축소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축소시킬 수 없는 방법을 이
용하는 것이 더 간단히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축소시
킬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모형 (1)과 같은 단일변수 확산과정은 다음과 같은 변환

     








  

(5)

를 이용해 확산과정  를 변동성이 1인 단위 확산과정           로
만들 수 있다. 이토(Ito) 보조정리를    에 적용하면
        
      
   
       

를 구할 수 있다. 변환식 (5)는 단조 증가함수가 되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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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형 (4)에서   


  으로 이를 이용해 변환식 (5)를 구하면   의 값이



2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그리고 2인 경우 모두 다른 변환식을 이용해 전이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하고 복잡한 점이 있다. Choi (2009)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우들을 고려해 Aït-Sahalia (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근사적으로 구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어떤 값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변환식 (5)
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Aït-Sahalia (2008)의 축소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근
사적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Choi (2015a)의 결과를 적용해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알아낼 것이다.
축소시킬 수 없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소시킬 수 없는 확산과정,

  (본 연구에서는  )의 로그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하는 주요 아이디어는, 축소시킬
수 있는 확산과정의 경우에 구한 로그 전이확률밀도 함수의 K차 근사식

 ∆ 

∆
  ∆   ∆      
∆ 

∆





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ln   이며 축소시킬 수 있는 경우
에는 각 계수들  ∆      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축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사식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ït-Sahalia (2008)는 확산과정이 축소시킬 수 없을 때에도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
의 형태가 축소시킬 수 있는 경우와 같다고 상정을 한 다음에 이 식을 참 로그-전
이확률밀도 함수가 만족하는 콜모고로프(Kolmogorov) 편미분 방정식에 대입한 다
음 ∆ 에 대해 같은 차수의 항들끼리 비교를 해  ∆   가 만족하는 편미분
방정식들을 다음과 같이 구했다.
    ∆   
∆         




  



   ∆      ∆   
  ∆       




 



  ∆  ∆ 

∆   ∆          ≥ 






여기에서  ∆      은 모두 확산과정의 추세 함수나 변동성 함수
들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구해진 계수들  ∆        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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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을 한다.
축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계수들에 대한 위의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내 구할
수 있지만 축소할 수 없는 확산과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Aït-Sahalia
(2008)는  ∆      들의 테일러급수를 위의 편미분 방정식
에 대입한 다음에 같은 차수들의 항끼리 일치시켜 테일러급수의 계수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  를   차수까지 구한 급수 전개(series expansion)를 구하고
   

  

이를   ∆   라 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  의 높은 차수
의 계수는 일반적으로 낮은 차수의 계수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테일러급수의 계수를
구할 때는 낮은 차수의 항부터 높은 차수의 순서대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   와   ∆   는  ∆        에 의존
하기 때문에 ∆  를 구할 때 k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구해야 한
다.
   

이렇게 구한   ∆   들을 이용해 로그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구체적으
로, 그리고 정확하게 근사시킬 수 있다.
   


  ∆ 

∆
  

 ∆    ∆      
  ∆  

∆





(6)

우리가 고려하는 확산과정모형의 로그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이 방법으로 구할 것
이다. 그렇지만 Hamilton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의 우도 값을 구할 때 우리가 필요
한 것은 전이확률밀도 함수다. Choi (2015a)는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와 전이확률
밀도 함수의 계수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exp      





× exp         

      





여기에서   ∆   ≥  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로그-전이확률밀도 (6) 함수
의 계수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이 때 합은 음이 아닌 정수     ⋯ 들로        ⋯   를 만족하
고  ∆    ≥  은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의 식 (6)의 계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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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정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모형인 일반적인 추세 함수(General Drift: GD)와 분산
탄력성이 상수(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CEV)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확산
과정 GD-CEV 모형의 단일국면(single regime) 경우, 국면 전환하며 국면변수의 전
이확률이 상수인 경우(RS-TCTP), 그리고 국면변수의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따라 변
하는 경우(RS-TVTP)의 추정결과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최우도 값들을 비교하면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 모형이 훨씬 큼을 알
수 있고, 국면전환 모형들을 비교하면 RS-TVTP 모형이 RS-TCTP 모형보다 최우
도 값이 더 크다. 이러한 사실은 국면이 하나를 넘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
지만 우도비 검정 통계량같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통계량을 이용해 추가적인 국면
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다. 이는 국면이 하나라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추가
적인 국면과 관련된 모수들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Davis (1987), Hansen (1992, 1996), Cho and White (2007) 등이 새로운 검정
방법들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제시한 방법들은 각각의 특수한 모형에 대해서
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들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milton and Susmel (1996)이나 Gray (1996)을 따라
그냥 우도비 검정을 이용해 추가적인 국면이 존재하는가 검정을 하면 국면의 수가
하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Table 2>의 마지막 두 줄에서 볼
수 있는 정보기준 AIC와 BIC의 값을 보면 RS-TVTP 모형이 가장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콜금리의 행태를 설명하는 확산과정은 하나가 아니라
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면전환하는 경우에 국면변수의 전이 확률이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모형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방법론에서 설명했듯이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해 모수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데
이터의 우도를 Hamilton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율의 매
관측치의 시점마다 어떤 국면에 해당하는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RS-TVTP 모
형이 통계적으로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Figure 2>에는 RS-TVTP 모형을 이용해
각 데이터의 시점에서 모든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해 추정한 국면 H의 평활확률
(smoothed probability)과 우리가 이용하는 콜금리 자료와 콜금리의 주별 변화를 함
께 그렸다. <Figure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상한대로 1999년 이전에 이
자율이 높고 변동성이 컸던 기간의 대부분이 국면 H로 추정됐고 1999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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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또한 국면 H로 추정됐다. 이 두 기간을 제외하고도
1999년 이후에 낮고 안정된 이자율을 유지하다가 이자율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들
이 가끔씩 있었는데(이는 <Figure 2>의 아래 패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러
한 시기들을 포함한 일부 기간들 또한 국면 H로 추정되었다.
각 시점에서 국면 H의 평활확률을 보면 외환위기이전과 금융위기 기간 대부분에
서의 국면이 H일 확률이 1에 가깝게 나왔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기
간을 제외한 기간에서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면 H의 확률이 높게 나온 경우
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는 콜금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낮은 수준으로 변동성이 별
로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비록 변동 폭이 크지는 않지만 콜금리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도 국면 H로 추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정보기준에 따라 RS-TVTP 모형이 RS-TCTP 모형보다 더 선호됨을 알
수 있었는데 두 모형을 통계적으로 비교해보자. RS-TVTP 모형과 RS-TCTP 모형
을 우도비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 비교할 때는 식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
라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면 70.08이고 이 때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자유도가 3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므로 p 값이 사실상 0으로 RS-TCTP를 기각하
게 된다. <Table 2>의 네 번째 열에 있는 RS-TVTP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모수
    그리고  의 추정값들과 표준오차를 보면  를 제외한 나머지 모수들은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의 계수인  는 음의 값,  는 양의 값이다. 이는 국면변수   의 전이확률이 상수
가 아니며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기에도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확률이 줄어
든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기에 같은 국면 H에 머무를 확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뜻
한다. 이 결과는 국면 H에 해당하는 기간이 주로 이자율이 높았던 1999년 이전이
었고 국면 L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로 이자율이 낮았던 1999년 이후였다는 결과와
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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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LE Results of GD-CEV Models for the Call Rate
Single Regime
0.00000 (0.00014)

0.00001 (0.017)

-0.11 (0.66)

0.00001 (8.75)

-0.00001 (34.87)

0.70*** (0.028)

3.05*** (0.011)

-

-

-

RS-TCTP

RS-TVTP

0.00003 (0.00005)

0.00000 (0.00006)

0.00000 (0.00055)

0.00000 (0.00057)

-0.0022 (0.0058)

0.0020 (0.0070)

-0.017 (0.061)

-0.019 (0.062)

0.043 (0.20)

-0.14 (0.26)

0.21 (2.02)

0.27 (2.05)

0.33 (2.52)

3.05 (3.56)

-1.01 (21.25)

-1.39 (21.39)

-13.24 (7.86)

-22.72 (12.69)

-0.00001 (68.94)

-0.00024 (68.92)

0.00056*** (0.00021)

0.00031** (0.00012)

0.43*** (0.036)

0.41*** (0.035)

2.02*** (0.11)

1.85*** (0.12)

2.54*** (0.029)

2.52*** (0.031)

0.87*** (0.015)

-

0.74*** (0.027)

-

-

2.87*** (0.29)

-

0.024 (0.25)

-

-22.31*** (6.81)

-

13.46*** (3.84)

-

-

0.00000 (1.10)

log-lik

11363.90

13336.98

13372.02

AIC

-22713.80

-26635.96

-26706.04

-26561.57

-26610.57

p

BIC

Notes: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for the three
different specifications of the general drift(GD) and constant elasticity of
volatility(CEV) model are presented in this table. The standard errors were calculated
using sample mean of the outer product of the score functions evaluated at the ML
estimat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regimes and whether or not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the regime variable vary with the interest rate, three different models
have been estimated: single regime, RS-TCTP(two regimes, time constant transition
probability), and RS-TVTP(two regimes, time varying transition probability).
Additionally, the maximized log-likelihood value, AIC and BIC are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the 10%, 5%, and 1% significance levels are
denoted by *, **, and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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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ll Rates and Changes in Call Rates with Probability of
Regime H

Notes: The top panel and bottom panel respectively display weekly call rates and weekly
changes in call rates from January 4, 1999 to July 20, 2016 with the inferred
smoothed probabilities of regime H at all data points.

RS-TVTP 모형에서 얻은 추정치를 이용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의 전이확률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Figure 3>의 패널 A와 B는 관측
된 콜금리의 범위에서 각각 국면 L에서 시작해 다음 주에도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전이확률과 국면 H에서 시작해 다음 주에도 같은 국면 H에 머무를 전이확률을 계
산해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자율의 계수 값  이 음수,  는 양수 값을 갖는 사실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
자율이 낮을수록 다음 주에도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확률이 크고 이자율이 클수록
다음 주에도 같은 국면 H에 머무를 확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C와 D는
각각             과             를 각 이자율과 추정값을 이용해
계산해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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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ime-switching Probabilities of the RS-TVTP Model

Notes: Panel A and B depict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shifting from the state L to the
state L, and from the regime H and to the regime H evaluated at the ML estimates
over the support of the call rate, respectively for the RS-TVTP model where
regime-shifting probability is a logistic function of call rates. Panel C and D draw the
same probabilities calculated at each call rate over the time 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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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3

기간에

            가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국면 H의 지속성(persistency)이 더
큰

기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자율이

낮았던

기간에는

            가 높은 값을 가져 이 때는 국면 L의 지속성이 큼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각 국면의 강한 지속성은 RS-TCTP 모형에서  과   의 추정값들이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세 함수와 변동성 함수의 추정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RS-TVTP 모형이 통계
적으로 가장 나은 모형이므로 국면전환 모형의 경우는 주로 이 모형을 가지고 단일
국면 모형의 결과와 비교해보자. 추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모수들은 국면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됐다.

<Figure 4>Drift and Volatility Functions of Single and Regime-switching Models

Notes: Using the ML estimates and for the range of observed call rates, Panel A and C
depict drift functions of the single regime GD-CEV model and the RS-TVTC model,
respectively. The volatility functions of the single regime GD-CEV model and the
RS-TVTC are respectively drawn in Panel B and D. The dotted lines are 95%
confidence bands obtained by using the delt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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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LE Results of CKLS Models for the Call Rate
Single Regime
0.00001 (0.0013)
-0.11* (0.060)
0.70*** (0.028)
3.05*** (0.011)
-

RS-TCTP

RS-TVTP

0.0010** (0.00040)

0.0013*** (0.00037)

0.00000 (0.0040)

0.00000 (0.0041)

-0.034** (0.015)

-0.044*** (0.014)

-0.51*** (0.14)

-0.50*** (0.15)

0.00064*** (0.00024)

0.00054** (0.00022)

0.41*** (0.033)

0.40*** (0.034)

2.06*** (0.11)

2.03*** (0.11)

2.52*** (0.029)

2.51*** (0.030)

0.87*** (0.015)

-

0.74*** (0.027)

-

-

2.83*** (0.30)

-

-0.037 (0.25)

-

-23.35*** (7.18)

-

13.09*** (3.92)

p

-

-

0.49 (0.54)

log-lik

11363.90

13313.41

13355.45

AIC

-22719.80

-26606.82

-26684.90

BIC

-22699.70

-26556.57

-26619.58

Notes: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for the three
different specifications of the CKLS model are presented in this table. The standard
errors were calculated using sample mean of the outer product of the score functions
evaluated at the ML estimat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regimes and whether or
not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the regime variable vary with the interest rate, three
different models have been estimated: single regime, RS-TCTP(two regimes, time
constant transition probability), and RS-TVTP(two regimes, time varying transition
probability). Additionally, the maximized log-likelihood value, AIC and BIC are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the 10%, 5%, and 1% significance levels
are denoted by *, **, and ***, respectively.

그런데 사실 개별 모수들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여부보다는 추정된 모수들의
값을 이용해 추세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고 추세 함수의 95% 신뢰밴드가 어느 구간
에서 x축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추세 함수가 어느 이자율의 구간에서 통
계적으로 0과 다른지 알 수 있다. <Figure 4>의 패널 A와 C에는 각각 단일국면 모
형과 RS-TVTP 모형의 추세 함수를 최우추정값을 이용해 콜금리 관측값들의 영역
에서 그렸다. 점선은 델타 방법을 이용해 구한 95% 신뢰밴드를 나타낸다. 단일국면
모형에서 95% 신뢰밴드가 관측된 전 콜금리 구간에서 x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함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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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VTP 모형의 추세 함수를 보면 먼저 국면 H의 추세 함수는 전 구간에서
95% 신뢰밴드가 x축을 포함하므로 단일국면의 경우와 같이 추세 함수가 0이 아니
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국면 L의 추세 함수는 이자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95%
신뢰밴드가 0을 포함하지만 이자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x축을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변동성이 낮은 국면 L로 확인된 기간의 이자율의 수준이 낮고
이 수준에서는 추세 함수가 0을 포함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추세 함수가 0과 다르다
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자율이 낮을 때나 높을
때 장기적인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성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국
면전환이 추세함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추세 함수의 경우와 다르
게 단일국면과 국면전환 모형들 모두에서 모수들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르게 추정됐다. 추세 함수와 마찬가지로 최우추정값을 이용해 변동성 함수
들과 95% 신뢰밴드를 그린 <Figure 4>의 패널 B와 D를 보면 변동성 함수가 관측
된 콜금리의 구간에서 어떤 모양을 갖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단일국면과 국면
H의 변동성 함수는 이자율의 증가함수로 이자율이 늘어날수록 변동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국면 L의 변동성 함수의 95% 신뢰밴드가 x축을 포함하므로 관측된 이
자율 구간에서 변동성이 0이다. 이는 국면 L로 추정된 시기에 이자율이 거의 변하
지 않은 사실과 일치한다. 그리고 RS-TVTP 모형에서 국면 L의 변동성 함수와 국
면 H의 변동성 함수의 95% 신뢰밴드가 국면 H의 이자율 구간에서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국면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이자율
의 분산의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다. 국면 H의 탄력성이 2.52로 국면 L의 탄력성
1.85보다 더 큰 것은 같은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국면 H의 분산이 국면 L의 분산
보다 큼을 알려준다.
<Table 3>, <Table 4>, 그리고 <Table 5>에는 각각 CKLS, CIR, 그리고
Vasicek 모형에 대해 <Table 2>에서와 같이 단일국면, RS-TCTP, 그리고
RS-TVTP 모형들을 추정한 결과들을 요약해 놓았다. 각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주요모형의 결과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국
면 모형보다는 국면전환 모형이, 그리고 국면전환 모형 중에서는 시간에 따라 국면
변수의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의존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이들 모형에서 계산한 국면 H의 평활확률을 보면 <Figure 2>에서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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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LE Results of CIR Models for the Call Rate
Single Regime
0.0041 (0.0068)
-0.16*** (0.056)
0.0039*** (0.000021)
-

RS-TCTP

RS-TVTP

0.00069 (0.00049)

0.00056 (0.00048)

0.00000 (0.022)

0.00000 (0.022)

-0.023 (0.014)

-0.018 (0.015)

-0.19 (0.18)

-0.12 (0.18)

0.00002*** (0.0000008)

0.00002*** (0.0000008)

0.012*** (0.00021)

0.012*** (0.00022)

0.89*** (0.013)

-

0.78*** (0.024)

-

-

4.15*** (0.41)

-

-0.21 (0.29)

-

-49.18*** (10.42)

-

18.91*** (5.18)

-

0.0025 (1.05)

9869.69

13093.52

p

-19733.38

-26171.04

-26280.40

log-lik

-19718.31

-26130.84

-26225.13

AIC

-22719.80

-26606.82

-26684.90

BIC

-22699.70

-26556.57

-26619.58

Notes: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for the three
different specifications of the CIR model are presented in this table. The standard
errors were calculated using sample mean of the outer product of the score functions
evaluated at the ML estimat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regimes and whether or
not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the regime variable vary with the interest rate, three
different models have been estimated: single regime, RS-TCTP(two regimes, time
constant transition probability), and RS-TVTP(two regimes, time varying transition
probability). Additionally, the maximized log-likelihood value, AIC and BIC are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the 10%, 5%, and 1% significance levels
are denoted by *, **, and ***, respectively.

GD-CEV 모형은 비선형 추세 함수를 갖지만 나머지 세 모형의 추세 함수는 선
형함수라는 차이가 있다. 선형 추세 함수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했을 때는 선형함수
의 모수들이 5% 또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비선형 추세 함수를 이용했을 때와 달리 선형 추세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이자율이
장기적인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은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추정됐는데 GD-CEV 모
형에서와 같이 국면 L의 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값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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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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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E Results of Vasicek Models for the Call Rate
Single Regime
0.0042 (0.014)

   (0.087)




RS-TCTP





(0.00054)

0.000046 (0.044)

 



(0.013)

-0.15 (0.28)


(0.000003)



(0.00000003)


-


(0.00003)
   (0.012)
   (0.024)
-

RS-TVTP

  (0.00064)
0.00000 (0.043)

    (0.015)
-0.14 (0.27)

  
(0.00000003)

   (0.000025)
-





(0.45)

-

-0.16 (0.32)

-

    (11.21)
   (6.15)

-

0.000011 (1.05)

8531.10

12793.90

p

-17056.20

-25571.80

-25682.16

log-lik

-17041.13

-25531.60

-25626.89

AIC

-22719.80

-26606.82

-26684.90

BIC

-22699.70

-26556.57

-26619.58

Notes: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for the three
different specifications of the CIR model are presented in this table. The standard
errors were calculated using sample mean of the outer product of the score functions
evaluated at the ML estimat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regimes and whether or
not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the regime variable vary with the interest rate, three
different models have been estimated: single regime, RS-TCTP(two regimes, time
constant transition probability), and RS-TVTP(two regimes, time varying transition
probability). Additionally, the maximized log-likelihood value, AIC and BIC are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s at the 10%, 5%, and 1% significance levels
are denoted by *, **, and ***, respectively.

RS-TVTP 모형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이자율의 계수  은 음의 값으로,

 는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됐다. 이는 이들 모형에서도 국면변수
의 전이 확률이 비슷한 행태를 보임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GD-CEV 모형과 이 모형에 포함되는 나머지 세 모형들을 비교해 보
면 단일국면, RS-TCTP, 그리고 RS-TVTP 모형들 각각에 대해 우도비 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정보기준 AIC와 BIC를 이용해 비교했을 때 모두 GD-CEV 모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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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기존의 CIR, CKLS 모형
등은 이자율의 분산이 이자율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이자율의 이분산
성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모형만으로는 우리나라 단기
이자율 데이터의 움직임을 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이자율 기간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모형보다는 국면전환
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자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단기이자
율 자료를 이용해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추정한 연구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단일
국면 확산과정을 추정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CKLS 모형을 이산화한 후에
GMM으로 모수들을 추정했다. 그래서 추정값들에 편의가 있고 사용된 자료의 주기
나 기간 그리고 종류도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
들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정 결과들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 단일국면 그리고 국면전환 모형 모두에서
추세 함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
과들과 비슷하다. 또한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은 단일국면과 국면전환 모형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특
히 이자율에 대한 변동성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
었고 이는 이자율의 움직임은 추세 함수 보다는 변동성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
실은 뜻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얘기하듯이 국면전환을 고려한 모형
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단기 이자율의 움직임을 더 잘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기이자율인 주별 익일물 콜금리 데이터를 이용
해 일반적인 비선형 추세 함수와 분산의 탄력성이 상수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국면
전환 확산과정을 추정했다. Hamilton 알고리즘을 이용해 우도함수의 값을 계산한
후 최우도추정법으로 모형들을 추정했다. 그런데 우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 필요한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Aït-Sahalia (2008)과
Choi (2015a)의 방법론을 이용해 근사적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인 식으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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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근사적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했다. 추정결과,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
모형의 최우도 값이 크게 늘어났고 AIC, BIC 정보기준에 따르면 국면전환 모형이
단일국면 모형보다 더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관측된 이자율의 범위에서 추세 함
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변동성 함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됐다. 따라서 한국의 콜금리 움직임은 추세 함수보다는 변동성
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두 국면을 변동성이 높은 국면 H
와 낮은 국면 L로 나눌 수 있고 각 데이터 시점에서 추정한 국면 H의 평활 확률은
대체로 이자율의 변동성이 커 보이는 때에는 1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 보이는 기간
엔 0과 가까워 두 국면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콜금
리는 단일국면 확산과정모형보다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는 증거들이다. 국면 전환하는 경우에 국면 변수의 변화를 결정하는 전이확률이 콜
금리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통계적
으로 더 우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자율에 의존하는 전이확률 함수에서 국면 L과 H
의 이자율의 계수가 각각 음과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이
자율이 늘어나면 다음 주에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확률은 줄어들고 같은 국면 H에
머물 확률은 늘어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 포함된 기존
에 많이 사용되었던 확산과정모형들을 단일국면과 국면 전환하는 경우들 모두에 대
해 추정하고 주 모형과 비교한 결과 주 모형이 더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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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stimates a regime-switching diffusion process model for Korean call
rate. Parameters of the diffusion model with nonlinear general drift and volatility
function vary depending on the economic states and are estimated using maximum
likelihood method. In order to obtain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we use
the algorithm of Hamilton (1989) and calculate transi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TPDF) using Choi (2015a)’s method from the approximate log-TPDF
obtained by Aït-Sahalia (2008)’s irreducible method. We find evidences that there
exist two different regime and that the volatility term of the model explai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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