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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금리차와 국제 자본이동 (1) 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두 차례에 걸쳐 내외금리차, 국제 자본이동 및 기축통화국 통화정
책의 영향 등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선별하여 요약 ․ 정리합니다. 논문 제목을 클릭하
시면 인터넷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① “Economic Fundamentals and Monetary Policy Autonomy”
출처: FRB of Dallas, Working Paper No.267, 2016
저자: J. Scott Davis(FRB of Dallas)
【핵심내용】
o 본 논문은 기축통화국(base country)과 주변 국가 간 통화정책 동조성의 원인을 경
상수지와 대외자본 유입구조 위주로 분석
o 2013.5월 미국이 QE(Quantitative Easing) 규모를 감축(tapering)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20개 신흥시장국의 정책금리는 2014년 말까지 평균 80bp 상승하였으
나 경상수지와 대외자본 유입구조에 따라 상이한 모습
- 경상수지 적자국의 정책금리 평균 인상폭은 137bp로 흑자국의 평균 인상폭 25bp
를 크게 상회
- 순부채유입(net debt inflows)국의 정책금리는 평균 165bp 상승한 반면 유출국의
정책금리는 10bp 하락
- 순지분투자(net equity inflows) 유입국의 정책금리는 평균 84bp 상승하여 유출국
정책금리 인상폭 58bp를 소폭 상회
o 1992∼2011년까지 20년 동안 96개국 자료를 활용하여 기축통화국에 대한 주변 국가
의 통화정책 동조성을 경상수지와 대외자본 유입구조별로 분석
-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 1%p 상승시 기축통화국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주변
국가 정책금리 변화의 크기는 0.006만큼 높아짐
- 순대외부채(net external debt) 1%p 상승시 기축통화국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주
변 국가 정책금리 변화의 크기는 0.009만큼 높아짐
-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 1%p 하락시 기축통화국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주변 국
가 정책금리 변화의 크기는 0.056만큼 높아짐
- 이러한 분석 결과는 GDP대비 순대외부채 비율이 37% 정도 높아지거나 외환보유액
비율이 7% 정도 낮아지는 경우 금리조정폭이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수준
만큼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o 본 논문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크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으며 순대외부채가 많을
수록 기축통화국 정책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본유출이나 환율상승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
거를 제시
【분석방법론】 Unbalanced Pa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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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Global Factor in Neutral Policy Rates: Some Implications for

Exchange Rates, Monetary Policy, and Policy Coordination”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3562, 2017
저자: Richard H. Clarida(Columbia大 and NBER)
【핵심내용】
o 개방경제에서 실질 중립금리(neutral real policy rates; r*) 변화가 통화정책 및 환
율에 미치는 영향을 2개국 새케인지언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점검
- 개방경제의 시변(time-varying) 실질 중립금리(r*)는 개별국 요인(생산성 증가율) 뿐
만 아니라 국제 공통요인(생산성 증가율)에 의해서도 결정
o 모형에 의하면 향후 외국 실질중립금리가 국내 실질중립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국내환율 평가절하 발생
- 환율은 PPP요인, 경기순환요인, 국내외 실질 중립금리차에 의해 결정
-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 실질중립금리가 국내 실질중립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내 생산성과 산출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환율 평
가절하 및 교역조건 악화가 발생
o 환율은 국제 공통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개별국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최적 명목 정책금리 하에서 국제공통의 생산성 증가율 변화(국제 공통요인)는 국내·
외 실질 중립금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은 변동하지 않으나 국내 생
산성 증가율 상승(개별국 요인)은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환율 절하가 발생
o 국제공통의 요인(global factor)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가간 파급효과(international
spillover)를 고려할 경우 양국의 중립금리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정책공조(policy
coordination)의 실익이 존재
- 그러나 정책공조는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시
장과의 소통이 어렵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현실적인 비용도 수반
【분석방법론】 2개국 새케인지언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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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S.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and Global Interest Rates”
출처: IMF, Working Paper No.16/195, 2016
저자: Carlos Caceres(IMF), Yan Carriére-Swallow(IMF), Ishak Demir(Bìrkbeck
大), Bertrand Gruss(IMF)
【핵심내용】
o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연준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미국과 여타 국가 간
금리 동조화 현상 및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적 자율성(monetary autonomy)
결정요인을 분석
o 2000.1~2015.10월 중 43개 개도국 및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준 정
책금리의 100bp 상승은 여타 국가 단기금리를 평균 20bp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 편차가 큼
- 장기금리의 경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100bp 상승시, 여
타 국가의 장기금리는 50~80bp 상승
o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여타 국가 통화정책의 자율성(autonomy)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는 아래 요인들에 의해 달라짐
1)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경제전망 경로에서 예상되지 못한 충격으로 발생할 경우 동
충격이 여타 국가 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통화정책 자율성은 하락
2) 미국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리 및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를 통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 국가의 글로벌 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은 더 커짐
3)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정책

자율성은

환율의

유연성(exchange

rate

flexibility)이 클수록,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을수록,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
도(credibility)가 높을수록, 의무지준 활용(active use of reserve requirement)
이 잘될수록, 금융의 달러화(financial dollarization)가 낮을수록 높아짐
【분석방법론】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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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ed Policy Liftoff and Emerging Markets”
출처: FRB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No.2016-22, 2016
저자: Julia Bevilaqua(FRB of San Francisco), Fernanda Nechio(FRB of San
Francisco)
【핵심내용】
o 미국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효하한으로 유지해오던 정책금리를 7년
만에 올리는 상황(liftoff)이 신흥국가의 자본유출과 통화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
- 2013년에 연준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이었던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도 신흥국가에서 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s)과 통화가치 절하
(currency depreciations) 등의 영향이 나타났음
o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지는 데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
자금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통화가치가
절하되는데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국가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 내부 균형을 반영하는 재정수지와 외부 균형을 반영하는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큰 국가일수록* 자본유출 크기와 통화가치 절하
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정수지 적자는 공공부채가 늘어남을 의미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가 생산하는 것보
다 소비와 투자를 더 많이 하여 순해외자산(net foreign asset)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이

클수록

부채

차입비용(debt

servicing cost)이 늘어남

- 각 국가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통화가치 절하정도와 비교한 그림에서도 상관계수가
각각 –0.2와 –0.3으로 도출되어 내부·외부 불균형과 통화가치 절하 사이의 역의관계
가 성립함을 보였음
재정수지와 통화가치 절하1)

경상수지와 통화가치 절하1)

주: 1)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상승 뉴스가 발표되기 이전인 2012~2014년의 재정수지의 GDP대비 비중
의 평균과 경상수지의 GDP대비 비중의 평균을 처음 뉴스가 발표된 후 정책금리가 실제로 상승
하기까지의 기간(2015.3월~12월) 동안의 통화가치 절하정도와 비교
자료: Bloomberg a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

【분석방법론】 문헌 및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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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Findings

of the Recent Literature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출처: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410, 2017

저자: Stephanie Guichard(OECD)
【핵심내용】
ㅇ 본고는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한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동 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정리
( 자본이동 규모 증가에 따른 위험 증가)
ㅇ 자본이동이 net flow상으로는 균형이더라도 총 자본이동 규모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
른 리스크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상수지는 균형에 가까웠으나 자본이동의
총 규모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이 유럽으로 신속히 확산
( 신흥국 기업부채의 증가에 따른 취약성 확대 )
ㅇ 신흥국의 비금융기업부문에 대한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달러화 절상 등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에 따라 기업 파산,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 처리,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금융 규제 등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
( 글로벌 금융 사이클의 영향력 강화 )
ㅇ 선진국 QE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 taper tantrum시의 경험, 신흥국 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신흥국이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취약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 최근 연구는 국제 자본이동의 동인 가운데 투자대상국 고유의 특성 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s, 리스크 회피성향, 글로벌 유동성, 국제금리, 선진국 성장률 등)
및 금융 사이클의 전달경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 사이클이 환율레짐과 관계없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90
년대이후 신흥국들의 신축적 변동환율제도 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자본이동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간의 관계 변화 가능성 )
ㅇ 기존의 연구들은 자본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힌다고 주장하였으나 근
래 들어 자본유입이 자원배분의 왜곡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등장
- 자본유입이 단순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유입자본의 구성
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요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자본이동 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 강화)
ㅇ 글로벌 자본이동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는 필요 없
다는 소위 post-Bretton Woods consensus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어느 정도의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자본이동 관리 정책의 경제학적
근거는 무엇이고 실효성은 있는지, 비용과 편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 글로벌 정책공조에 관한 논의 확대)
ㅇ 글로벌 금융통합 심화로 통화 및 금융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해 국가간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
- 정책의 국가간 부정적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공조 분야로 통화정책, 자본통제 및 금융정책, 글로벌 안정
망(global safety net) 등 세 가지 분야가 논의되고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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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Determinants of Global Spillovers from US Monetary Policy”
출처: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67 (2016) 41-61, 2016
저자: Georgios Georgiadis(ECB)
【핵심내용】
o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해당국의 경제적 특성
(characteristics)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
* 실질 GDP 수준(level)의 감소로 측정

- 무역통합 정도가 낮을수록,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을수록, 환율변동이 제한적
일수록,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금융시장이 개방적일수록,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미국의 긴
축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o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역통합도 증진, 국내 금융시장 육성, 변동환율제 운용, 노동시
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다만 금융통합, 산업화,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등을 지연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
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성장률
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분석방법론】 Global VAR analysis
⑦ “What Drives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A Survey of the Empirical

Literature”
출처: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Paper No.62770, 2015
저자: Robin Koepke(IIF, Wurzburg大)
【핵심내용】
ㅇ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결과들을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
- 특히 대외요인(push-factor)*과 대내요인(pull-factor)**을 구분하여 직접투자, 포트
폴리오 투자(주식 및 채권), 은행대출 등 자본유입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선진국 금리,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선진국 성장률 등
** 신흥국 성장률, 신흥국 자산 수익률, 국가 리스크 지표(신용등급) 등

o (대외요인)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거나 글로벌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면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은행대출이 감소하고, 선진국 성장률이 높아지면 포트폴
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자본유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요인은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유입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
o (대내요인) 신흥국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국가 리스크 지표가 개선되면 모든 유형의 자
본유입이 확대되며, 신흥국 자산수익률이 상승하면 직접투자를 제외한 유형의 자본유
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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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Spillovers

of U.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o Emerging
Markets: The Role of Capital Flows”
출처: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73 (2017) 275–295, 2017

저자: Pablo Anayaa(Freie Universität Berlin, DIW Berlin), Michael Hachula (Freie
Universität Berlin, DIW Berlin), Christian J. Offermanns (Freie Universität Berli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IAB) Nuremberg, Deutsche Bundesbank)
【핵심내용】
o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①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② 신흥국의 자산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신흥국의 통화정책에 영향
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
*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 변화를 이용하여 식별

- 이를 위해 2008∼2014년 중 미국과 19개 신흥국* 및 16개 선진국** 데이터를 이용
하여 GVAR 모형을 구축
* 한국 등 아시아 7개국, 아르헨티나 등 남미 6개국, 남아공 등 기타지역 6개국
** 분석대상 신흥국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 등을 감안하기 위해 포함

ㅇ 분석결과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충격이 있을 경우 ①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이 발생하고, ② 신흥국의 경제성장률과 주식수익률(실질)이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
(실질)은 하락하며, ③ 신흥국 정책금리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신흥국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Global VAR analysis
⑨ “The Shifting Drivers of Global Liquidity”
출처: BIS, Working Papers No.644, 2017
저자: Stefan Avdjiev(BIS), Leonardo Gambacorta(BIS), Linda S. Goldberg(FRB),
Stefano Schiaffi(Bocconi大)
【핵심내용】

o 2000.1/4~2015.4/4분기중 64개국의 국제은행대출과 국제채권발행 데이터를 이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제자본흐름의 글로벌 요인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를 분석
o 글로벌 금융위기(2007.1/4분기) 이후, 국제자본흐름의 미국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였으며, 글로벌위험요인(VIX 지수)에 대한 민감도는 감소
- 국제은행대출과 국제채권발행의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3년 Fed의 taper tantrum 시기에 최고조에 이른 후 부분적으로 하락
- 국제은행대출의 글로벌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는 위기 이후 하락하여 국제채무증권
의 민감도와 유사해짐
o 국제은행대출의 민감도의 변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 상승은 개별 국가의 은행시스템(national lending
banking system)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 상승을 보인데 기인
- 글로벌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 하락은 대출 은행 구성(composition)의 변화에 기인
하는데, 자본화확충에 따라(better-capitalized) 글로벌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낮
은 국가에서 은행 대출비중이 증가한데 기인
o 대출은행의 자본확충을(capitalization)를 강화하는 건전성정책이 국제대출 흐름의 변
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o 2013년 이후 미국과 여타 선진국(유럽, 일본)간 통화정책의 비동조화(diverge)로 인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하락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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