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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

경제연구원

- 내외금리차와 국제 자본이동 (2) 이번 최신 해외학술 정보는 내외금리차, 국제 자본이동 및 기축통화국 통화정책의 영향 등
과 관련하여 과거에 소개된 적이 있는 7편의 해외학술 정보와 한국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연구 결과 3편을 요약 ․ 정리합니다. 논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인터넷PC 화면에서 해당 논문
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①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A Brave New World?”
출처: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014
저자: Shaghil Ahmed(FRB), Andrei Zlate(FRB Boston)
【핵심내용】
o 2002.Q1~2013.Q2까지 12개 신흥국(한국 포함)으로의 민간 자본흐름 결정요인을 분석
한 결과
1) 내외금리차는 경제성장률 격차, 글로벌 위험기피도와 함께 민간 자본흐름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자본흐름이 내외금리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o 기본회귀식:          
       



 _   _



   

- 종속변수는 i 국의 t 분기 GDP 대비 순민간자본유입 비율
- g는 경제성장률, R은 정책금리(AE: 선진국 평균, US:미국)
o 분석결과 내외금리차의 계수 β2는 2002.Q1~2008.Q2 기간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나, 2009.Q3~2013Q2 기간중에는 0.9로 추정됨
- 내외금리차가 1%p 증가시 GDP 대비 민간 자본유입이 0.9% 증가
o 경제성장률 격차의 계수 β1은 금융위기 이전 0.4, 이후에는 0.3으로 추정
- 선진국 대비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질 때 GDP 대비 민간자본 유입이 0.3~0.4% 증가
-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에 한정한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성장률 격차가 유의하지 않음
o 글로벌 위험기피도의 계수 γ1 은 전체 민간 자본흐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만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공통으로 음의 값으로 나타남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시사점】
o 주변국으로의 자본이동에는 내외금리차 뿐만 아니라 국가별 경제성장률 격차, 글로벌
위험 선호도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단,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내외금리차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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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ternational Transmissions of Monetary Shocks: Between a Trilemma

and a Dilemma”
출처: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8
저자: Xuehui Han(Asian Development Bank), Shang-Jin Wei(Columbia 大)
【핵심내용】
o Trilemma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 독자적인 통
화정책을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Rey(2013)는 고도화된 세계 금융통합으로 인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더
라도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dilemma를 주장
- 본 논문은 실제 데이터가 어느 쪽의 주장을 더 뒷받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o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8개국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미국 통화정책에 대응한 독
자적 통화정책 여부를 검증:
           



  
         
   
- 종속변수는 i 국의 t 분기 정책금리 변화
-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을 통해 자국 경제상황만을 고려한 희망 정책금리(Taylor
Rule)를 통제하고 VIX를 통해 전 세계에 공통적인 금융충격을 통제

- D는 환율제도, 자본통제 여부에 따른 네 가지 더미변수이며, 따라서 β 계수들은 카
테고리별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평가(1에 가까울수록 미국 통화정책에 종속적)
o 위의 기본회귀식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비대칭성, 양적완화 기간(2009~2014)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변형하여 추가 분석
o 분석결과, 자본통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실은 dilemma와 trilemma의 중간 정도(2.5-lemma)라고 평가
- 자본통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환율 변동성을 용인할 경우,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응하여는 자국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함
* 금리인하기에는 자국통화절상을 막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한 결과라고 해석

- 자본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환율 변동성을 용인함으로써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가
질 수 있음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시사점】
o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전통적인 trilemma 이론이 유효
- 즉, 주변국은 환율 변동성을 용인함으로써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
o 금리인하기에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자본통제 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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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onetary Policy Divergence, Net Capital Flows, and Exchange Rates:

Accounting for Endogenous Policy Responses”
출처: FRB Dallas, Working Paper No.328, 2017
저자: Scott Davis(FRB Dallas), Andrei Zlate(FRB Boston)
【핵심내용】
o 1972~2016년중 84개 국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국제 자
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panel VAR로 분석
- 주요국 통화긴축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주변국 통화정책의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
o 관측치를 환율제도와 자본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분류
- 연간 환율 변동성이 5%를 넘지 않는 경우 해당연도에 고정환율제로 분류
- 자본시장 개방도는 Chinn & Ito index를 사용
o (자국 통화정책 반응) 주요국이 1%p 금리 인상한 후, 자본시장 개방여부와 관계없이
- 변동환율제 국가는 2~3년 후까지 자국금리를 0.2%p 인상
- 고정환율제 국가는 2~3년 후까지 자국금리를 0.4%p 가량 인상
o (자본유출) 주요국이 1%p 금리를 인상한 이후,
- 변동환율제 국가는 약 2년후 GDP 대비 0.15% 가량의 자본유출 발생
- 고정환율제 국가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우 GDP 대비 0.1%,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우 0.15% 정도의 자본유출이 발생
o 주요국의 금리인상에도 자국의 통화정책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자
본유출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 변동환율제 자본시장 개방국가는 약 2년 뒤까지 GDP 대비 0.2% 자본유출 발생하
고, 폐쇄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정책 반응이 있는 경우와 다름없이 0.15% 유출
- 고정환율제 국가들은 2~3년 뒤까지 GDP 대비 0.2%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분석방법론】 Structural Panel VAR

【시사점】
o 70년대 이후로부터 장기간 국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환율
안정성을 우선시할 경우, 주요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국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
o 자국금리를 뒤따라 인상하더라도 주변국들은 상당한 자본유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국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본유출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
로 추정
- 고정환율제 개방국가는 약 2배, 변동환율제 개방국가는 약 1.3배, 고정환율제 폐쇄국
가는 약 1.25배 자본유출 규모가 더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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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anaging the Tide: How Do Emerging Markets Respond to Capital

Flows?”
출처: IMF, Working Paper No/17/69
저자: Atish R. Ghosh(IMF), Jonathan D. Ostry(IMF), Mahvash S. Qureshi(IMF)
【핵심내용】
o 2005Q1-2013Q4년중(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특히 컸던 시기) 50개 신흥국
데이터를 이용, 신흥국 정책당국이 자본유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확인
o 5가지 정책을 종속변수로, 순자본유입, 글로벌 요인, 국내요인을 설명변수로 회귀분석
⓵ 정책금리 인상
- 순 유입이 GDP의 10%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정책금리 10 basis point 증가(+)
- 각 국가별로 보면 많은 국가의 계수가 (-)이지만 비유의
- 한국은 순유입이 GDP의 10%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정책금리 350bp 증가(+)(유의)
- 자본유출과 유입을 나눠서 본 결과 정책금리는 유입에 대해서만 체계적으로 반응
- 정책금리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산출갭에 인상, 실질환율 절상에 대하여 인하
⓶ 외환시장 개입(reserve accumulation)
- 변수: change in reserves in percent of GDP
- 평균적으로 중앙은행은 inflow 의 40% 정도를 구입. 한국은 63.3%(유의)
- 아시안 은행들이 주로 강하게 개입
⓷ 거시건전성정책
- 변수: 강화(+1)여부 binary 변수. probit model
- 순유입이 GDP의 10% 증가하면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0.3%p 증가
- 건전성 규제 종류별로 보면, DTI, LTV와 지준율이 자본유입에 대해 강하게 반응.
- 국별로 보면,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한국이 유의(자본유입으로 건전성규제 강화)
⓸ 자본통제 (capital control)
- 변수: 주식, 채권, 은행으로의 유입강화/유출약화(+1) binary 변수. probit model
- 순유입이 평균일 때 GDP의 10%가 증가하면 유입통제를 강화할 확률 0.3%p 증가
- 국별로 보면 브라질, 인도, 필리핀, 터키에서 유의하게 자본유입시 통제를 강화
⓹ 재정정책
- 자본유입에 대한 신흥국들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의 시행여부
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질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기순응적 결과를 가져옴
o 자본이동의 종류(FDI, 포트폴리오, 기타)에 따라 정책 대응이 상이
⓵ 정책금리는 자산(국내 거주자)보다 부채(비거주자)의 흐름에 더 반응하고, 특히
FDI에 가장 크게 반응
⓶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은 포트폴리오 유입에 가장 크게 반응
⓷ 거시건전성정책과 유입통제는 포트폴리오, 기타 유입에 더 반응
【분석방법론】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IV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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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aper Tantrums: QE, its Aftermath and Emerging Market Capital

Flow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3474, 2017
저자: Anusha Chari(UNC Chapel Hill), Karlye Dilts Stedman(UNC Chapel Hill),
Christian Lundblad(UNC Chapel Hill)
【핵심내용】
o 1994.01-2014.12월중 1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신흥
국의 자본유출입 및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미 통화정책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 연준의 “tapering” 시행시 극대화되며
자본이동 보다는 자산가격에, 채권시장 보다 주식시장 수익률에 더 큰 영향
o ( 분석결과의 적용 ) 통제변수로 사용된 push 및 pull factor가 자금유출입(주로 신흥
국의 채권자금 유입)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분석 가능
- Push factor : TED spread, 미연준의 금리인상은 자금유출(-) 요인
- Pull factor : 신흥국의 GDP 성장률 상승은 유입(+), 실질실효환율, 정부채/GDP 비
율, 경상수지/GDP 비율 및 지정학적 위험 상승은 유출(-) 요인

채권 및 주식시장 자금유입 결정요인
채권시장 자금유입

주식시장 자금유입

Push 요인
TED spread

(-)**

(-)

US GDP 성장률

(+)

(+)

Fed Fund rate

(-)***

(+)

S&P 500 Index 수익률

(+)

(+)

VIX

(-)

(-)

자국 GDP 성장률

(+)*

(+)*

정책금리

(+)

(+)

실질실효환율(REER)

(-)**

(-)

주가지수수익률(MSCI)

(+)

(-)*

정부채/GDP 비율

(-)***

(-)

경상수지/GDP 비율

(-)*

(+)

지정학적 위험

(-)**

(-)

Pull 요인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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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on Emerging Market Economies'

Sovereign and Corporate Bond Markets”
출처: NBER, Working Paper No.23628, 2017
저자: John D. Burger(Loyola University Maryland), Francis
(Virginia大), Veronica Cacdac Warnock(Virginia大)

E.

Warnock

【핵심내용】
o 2007~2015년중 15개 신흥국의 연도별 채권시장 자료를 이용,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 신흥국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 글로벌 요인 : 미 국채 장기수익률 수준이 낮을 경우
- 신흥국의 자국통화표시 국채와 민간채 발행, 외국통화표시 민간채 발행이 증가하며
- 미국의 신흥국 국채(역내통화표시 및 달러표시)에 대한 투자도 증가
o 반면 미 장기금리 수준을 통제한 후,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경
우 대부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o 역내 요인 : 규제의 질(World Bank regulatory quality index)이 높고 투자자에 대
한 권리보호(World Bank legal rights index)가 양호한 국가일수록
- 자국통화표시 정부채권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미국 투자가 유입
o 결론적으로 자국편의(home bias)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국통화편의(home currenc
y bias)이며, 신흥국의 자국통화표시채권에 대한 자국편의는 존재하는 반면 미국 투
자자의 다른 국가의 달러표시채권에 대한 자국편의는 나타나지 않음

⑦ “If the Fed Sneezes, Who Catches a Cold?”
출처: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저자: Luca Dedola(ECB), Giulia Rivolta(University of Brescia), Livio Stracca(ECB)
【핵심내용】
o 1981~2013년중 36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충격이 각국의 거시‧금융변
수에 미치는 국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o 예상치 못한 미국의 통화긴축은 대부분 국가에서 달러대비 자국통화가치절하, 산업생
산 및 실질GDP 감소,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
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통화정책충격이 자산가격 및 국가간 포트폴리오, 은행자금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를 국가의 소득수준이나 환율 변동성, 개방도
등의 일정한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는 어려움
o 정리하면, 미국의 통화긴축은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 평가절하, 거시경제활동의 위축,
명목 무역수지 개선,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가져옴
- 신흥국들은 거시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국가들의 채권수익률이
미국에 비해 상승하지만, 주식과 주택 가격은 절반의 국가에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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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US

Interest Rate Policy Spillover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
Evidence from Korea”
출처: BOK경제연구 제2016-21호
저자: 이지은(미시제도연구실), 김정민(서울시립대학교), 신종국(Newcastle大)

【핵심내용】
o 미국 통화 정책 변화가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활
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자의 특성(국적, 투자방식 등)과 투자상품(주식,
채권)에 따른 차별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흡
- 통화정책 변화에 기인한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주별(weekly) 자료와
같은 고빈도(high frequency)* 자료를 활용하여 미 통화정책이 국내 외화자금 유출
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존연구는 대부분 월별 혹은 분기별 총량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거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o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정이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 자료에 포
함되어 있는 해외펀드 투자자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된 금
리조정과 예상되지 않은 금리조정*으로 나누어 사건연구와 회귀분석의 두 가지 방법
을 사용
* (총 정책금리 조정) = (예상된 조정) + (예상되지 않은 조정)의 관계를 이용하였으며, 예상되지
않은 변동은「현기의 선물금리(federal funds futures) - 전기의 선물금리」격차를 통해 도출
하였고, 예상된 조정은 총 정책금리 조정에서 예상되지 않은 조정을 차감하여 산출

- EPFR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펀드 투자자를 국적, 투자방식(적극적 vs. 수동적)*, 투자
규모(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 투자대상(주식, 채권) 등으로 구분
* 적극적(Active) 투자는 과감한 종목선정과 운영방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방법
이며, 수동적(Passive) 투자는 평균수익률을 벤치마크로 하는 투자방법임

o 사건연구 결과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인하)이 있었던 주에 해외투자자의 자본유출(유입)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본유출입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시사
- 주식시장의 경우 미 연준 정책금리가 인상(인하)된 주에 소폭의 자본유입(유출)이 일
시적으로 나타났으나, 동 효과는 유의하게 지속되지 않았음
- 채권시장의 경우 정책금리 조정이 나타난 주에 자본유출입은 거의 없었음
o 대외요인 및 대내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인하)
은 특정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유출(유입)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인하) 시 미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 수동적 투자
전략을 취하는 투자자,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본유출(유입)이 유의하게 나타났음
- 채권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인하) 시 자본유출(유입)이
발생하였음
o 기존연구와 달리 주별·펀드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국 정책금리 변동은 해외펀드의 특성에 따라 자금유출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
【분석방법론】 Event study, Robust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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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Which Monetary Shocks Matter in Small Open Economies? Evidence

from SVARs”
출처: BOK경제연구 제2017-2호
저자: 하종림(World Bank), 소인환(거시경제연구실)
【핵심내용】
o 장기 시장금리는 통화정책의 직접적 대상인 단기 시장금리와는 달리 정책금리의 방향
과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방경제국에서도 종종 발생
- 이런 경우 통화정책이 단기금리를 거쳐 장기금리로 파급되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
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됨
- 따라서 통화정책에 대한 장기금리의 반응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작동에 핵심적 역
할을 담당하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전달경로 분석에는 자국요인 뿐만 아니
라 외국의 통화정책 등 국외요인도 고려할 필요
o 본고는 주요 개방경제 4개국(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을 대상으로 금융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통화정책을 식별하고 동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실
증적으로 비교·분석
o 장단기(3개월, 3년, 10년) 국채금리, 명목환율 등 주요 금융변수를 포함한 구조적
VAR 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
- 분석기간 : 영국(1997.1월~2013.12월), 캐나다(1996.1월~2013.12월), 한국(1999.1
월~2013.12월), 호주(1990.1분기~2013.4분기)
o 분석결과, 소규모 개방경제국에서 자국 정책금리 인상이 해당국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금리의 경우 반응이 강하고 지속적인 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반응이 약
하고 짧은 것으로 분석
- 국내 금리인상의 단기금리에 대한 영향기간은 대체로 1년 내외였으나 장기금리는 3~6
개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에서 외부요인에 의해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급경로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o 한편 외국(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소규모 개방경제국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 정책금리 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장기에 걸쳐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
- 외국 금리인상의 국내 장단기금리에 대한 영향은 국내 금리인상에 비해 그 정도는 낮지
만 기간은 대체로 1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났음 → 국제 통화충격 파급(international
monetary spillover) 경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의 분석 결과 국제 통화충격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에서 금리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은 제한적일 수 있음
- 그러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는 본고에서 분석한 경로 이외에 다양한 경로(신용경로,
자산경로, 기대경로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결과가 곧바로 통화정
책의 전반적인 유효성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산업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들은 긴축적 통화충격에 대체로 유효한 반응을 보임

【분석방법론】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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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장기 금리의 국제적 동조성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출처: 국제경제포럼(2017.12월) 발표자료
저자: 김경훈(KIEP), 김소영(서울대학교)
【핵심내용】
o 먼델플레밍 이론에서 비롯한 전통적인 Trilemma 정리에 대응하여, 환율 안정성을 포
기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개방되어있는 한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됨(Rey, 2013)
- 글로벌 금융 사이클(Global Financial Cycle)의 영향으로 신흥국들은 금융시장개방
과 통화정책 독립성 간의 양자택일 문제(dilemma)에 직면
o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45개국의 금리, 환율 및 금융시장 개방도에 관한 패널자료
를 활용하여 Trilemma 지수를 계산하고 상관도를 분석
- 특히,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단기금리는 물론 장기금리를 활용해 통화정책의 독립성
정도를 평가하여 분석을 시도(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지표 활용)
o 1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블록외생성 VAR모형 분석을 시도하여 미국 단기금리 충격
에 대한 단기금리 독립성, 장기금리 독립성 정도를 각각 평가
o 분석 결과 통화정책 독립성의 지표로서 단기금리의 동조성을 사용했을 때에는
Trilemma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장기금리를 사용했을 때에는
Trilemma가 성립하지 않고 Dilemma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자본시장 개방도가 신흥국의 장기금리 동조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또는 자본통제를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분석방법론】 Panel regressions,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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