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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미/영 환율에 미치는 영

향이 Dornbusch(1976)의 오버슈팅(Overshooting)과 일치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rimiceri(2005)의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Time-varying structural VAR with stochastic volatility)

을 통해 추정하였다. 특히, 통화정책 기조(Monetary policy stance)의 변

화가 있는 시기와 이 외의 시기에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이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로금리제약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Wu

and Xia(2016)의 잠재 정책금리(Shadow policy rate)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Volcker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제약의

시행과 같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환율의 반응을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의 경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무관하게 오버슈팅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절상 폭이 이외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외환시장이 상품시장보다 빠르게 조정되어

오버슈팅이 나타나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환율이 장기적 수준이 비해 크게 반응한 후 점진

적인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방법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률적 변동성이 없는 시변

구조적 VAR과 베이지안 구조적 VAR(Bayesian structural VAR)을 비

교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적용한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

적 VAR이 통화정책 기조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을 통해 환율의 반응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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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경기안정화 특히, 물가 안정을 이루

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금리 중심의 운용을 한다1). 하지만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이 제로금리제약

(Zero Lower Bound)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통화정

책의 변화는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

표적으로 Volcker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제약 시기를 생각

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목표

인 경기 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자율 경로

(Interest rate channel), 환율 경로(Exchange rate channel), 신용 경로

(Credit channe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그 중 환율 경로3)는 개방경제

에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Chadha, Sarno and Valente(2003)에 의하면

통화정책 입안자는 환율을 이자율 설정의 정보로 사용하거나 균형수준을

1) Mishkin(2016)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고용,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이자율 안정, 금융시장의 안정, 외환시장의 안정 등이라 하며, 공개시장조작 정책, 할

인율 정책, 지급준비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한다.

2) Ireland(2005)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이나 단기 명목

이자율의 변화가 실질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자

율 경로, 환율 경로, 자기 자본 및 부동산 가격 경로, 은행 대출 경로, 기업의 대차대

조표 경로로 세분화하였다. Kuttner and Mosser(2002)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이

자율 경로, 자산 경로, 광범위한 신용경로, 은행 대출 경로, 환율 경로, 통화 경로 등

으로 구분하였다.

3) Kuttner and Mosser(2002)는 환율 경로를 전통적인 개방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유위

험이자율조건을 통해 이자율이 환율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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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환율을 상쇄시키기 위한 이자율을 설정하는데 사용함을 밝히며

개방경제에서 이자율과 환율은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나아가 통화

정책과 환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고, 통화정책에 의한 환율의

변화는 Dornbusch(1976)의 오버슈팅(Overshooting) 이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Dornbusch(1976)는 오버슈팅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즉각적인 환율의 절하를 보이는 현상이라 정의하였다4). 이후에 통화정책

에 의한 환율의 변화를 오버슈팅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지연된 오버슈팅

(Delayed overshooting)5)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최근의 연구 중에서 Seong-Hoon Kim, Sengman Moon and Carlos

Velasco(2014, 이하 Kim, Moon and Velasco)에 의하면 Volcker 시기인

1979년 8월부터 1987년 12월까지만 20개월에서 36개월의 지연된 오버슈

팅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연된 오버슈팅은 1980년대의 현상으로, 그 외의

시기는 오버슈팅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후에 통화정책 충격에 따라

환율의 움직임이 오버슈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Volcker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제약이 시행되는 시기와 같

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한 환율의

변화가 오버슈팅과 일치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화정책과 환율의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벡터 자기 회귀

모형(Vector autoregressive, 이하 VAR)에 의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시계열 자료, 특히 환율이 비선형적(Nonlinearity)이고 시변성

4) 오버슈팅은 확장적 통화정책(통화량 증가 또는 이자율 감소)에 따른 즉각적인 환율

절하(환율 상승) 후 점진적인 환율 절하, 또는 긴축적 통화정책(통화량 감소 또는 이

자율 상승)에 따른 즉각적인 환율 절상(환율 하락) 후 점진적인 환율 절상을 의미한

다.

5) 지연된 오버슈팅은 지연된 오버슈팅 퍼즐(Delayed overshooting puzzle)이라고도 불리

며, 국내 통화의 긴축이 국내 통화의 점진적인 절하에 앞서 국내 통화의 절상구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Eichenbaum and Evans(1995)와 Grilli and

Roubini(1996)에서 3년까지의 유의미한 지연된 오버슈팅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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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variation)을 보이기에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rimiceri(2005)의 시변 구조적 VAR(Time-varying structural VAR)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변 구조적 VAR에서는 VAR의 계수 행렬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확률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6)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분석 자료는 변동환율제를 시행한 시기를 고려

하였으며,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제약이 시행된

2008년 12월부터 2015년을 포함시켰다. 이때 미국의 정책금리는 미국 실

세 연방기금금리(Effective federal funds rate)와 함께 Wu and

Xia(2016)가 추정한 잠재금리(Shadow rate)를 포함시켜서 실제 미국 경

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오버슈팅과 지연된 오버슈팅을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를 설명한 후 충격반응함수 분석으로 결과를 정리

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본고의 결론과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부록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추정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변수의 개수와 시차를 다르

게 설정한 분석을 강건성 검사의 결과로 제시할 것이다.

6) 확률적 변동성은 오류의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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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오버슈팅(Overshooting)

Dornbusch(1976)에 의하면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즉각적인 환율의

절하가 나타나고 이러한 절하가 장기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현상을 오버

슈팅이라고 한다. 이때 자산시장에 비해 상품시장의 가격 조정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오버슈팅을 가져온다고 한다.

Faust and Rogers(2003)은 표준적인 7변수7) VAR과 새로운 14변수8)

벡터 자기 상관 회귀 모형을 동시적 관련성에 제약을 부과한 축차적 구

조를 통해 1974년 1월부터 1997년 12월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환율 반응

의 최댓값이 즉시 나타나는 것은 오버슈팅과 일관되지만 통화정책 충격

이 UIP(Uncovered Interest Parity,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편차를 가져

오는 것을 통해 오버슈팅이 Dornbusch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다

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환율의 변동성은 이전의

연구보다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Bjørnland(2009)에 의하면 5변수9) VAR에 통화의 중립성에 근거한 장

기 제약을 부과하여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환율의 절상을 즉시 가져온

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 절상의 최대 효과가 1분기에서 2분기 이내에 나

타나고, 환율은 점진적으로 기준치로 절하된다.

7) 국내 IP, 국내 CPI, 해외 IP, 해외 단기 이자율, 총 지불준비금 대비 비차입지불준비금

비율(NBRX), 국내 단기 이자율, 환율.

8) 국내 및 해외 IP, 국내 및 해외 CPI, 국내 및 해외 통화 공급량, 국내 및 해외 단기

명목 이자율, 국내 및 해외 장기 명목 이자율, 상품가격, 비차입지준금, 총지준금, 환

율.

9) 해외 이자율(Trade-weighted foreign interest rate), 실질 GDP, CPI의 변화율, 3개월

이자율, 실질 환율의 로그 차분(The first difference of the log of trade-weighted

real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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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taz, Zabczyk and Ellis(2011)는 위와 같이 계수와 잔차 모두 시

변성을 부과한 시변 요인 확대 VAR을 1964년 1분기부터 2005년 1분기

까지 영국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이자율이 상승하고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여 실질 실효 환

율의 절상을 가져온다고 한다.

Olga Arratibel and Henrike Michaelis(2013)는 Primiceri(2005)의 시

변 VAR(Time-varying VAR)을 통해 1996년 1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

지의 폴란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때 계수와 잔차의 공분산 행렬 모두

에 시변성을 부과하였고, 무영향 제약과 부호 제약을 통해 충격을 식별

하였다. 그 결과 통화정책 충격의 명목 실효 환율에 대한 영향은 초기에

는 양의 관계이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jørnland and Halvosen(2014)은 부호 제약과 단기 무영향 제약

(Short-term zero restriction)을 부과한 5변수 VAR을 사용하여 1990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호주와 영국을 제외한 4개국

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율의 반응을 보이고, 호주와

영국의 경우 Dornbusch(1976)의 오버슈팅과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Soyoung Kim(2014)은 Uhlig(2005)의 부호 제약(Sign restriction)을

부과한 7변수10) 구조적 VAR(Structural VAR)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인

1999년 1월부터 2012년 6월의 한국 자료를 분석하였다.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의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원화가 유의미하게 절상되며

채권 시장으로 자본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 중에 환율 경로가 점차 커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10) [내생변수] 콜금리, 본원통화, CPI, IP, 원-달러 환율, [외생변수] 연방기금금리, VIX

(세계 위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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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cser and Vonnak(2014)는 Uhlig(2005)의 부호제약을 부과한 5변수

구조적 VAR을 통해 오버슈팅과 일치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호주, 캐나다, 영국을 대상으로 1992년 2분기부터 2007년 4분

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시계열이 비교적 짧기에

Brunner, Nagel and Pedersen(2009)의 국가별 추정을 하였다. 그 결과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오버슈팅과 일치하는

것을 밝혔다.

Abouwafia and Chambers(2015)는 단기 제약과 장기 제약을 부과한

구조적 VAR을 통해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의 중동 지역을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중동 지역에서 통화정책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긴축적 통

화정책은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자본 유입을 가져와서 결과적

으로 환율을 절상시킨다고 한다.

Faust, Rogers, Swanson and Wright(2003)는 고빈도 자료에 기초한

VAR을 통해 환율의 반응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이 Dornbusch의 오버슈

팅과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Kalyvitis and Michaelides(2001)는 Bernanke-Mihov(1998)의 지표를

이용하여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미국 달러가 즉시 절상되지만,

UIP 조건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밝혔다.

Binder, Chen and Zhang(2010)은 선진 공업 경제 9개국의 패널을

1978년부터 2006년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글로벌 벡터 오차 수정 모

형(Glob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GVECM)을 통해 미국의 긴

축적 통화정책 충격 이후 실질환율의 절상과 오버슈팅이 지연되지 않음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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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연된 오버슈팅(Delayed Overshooting)

Clarida and Gali(1994)는 3변수 구조적 VAR을 1889년부터 1992년까

지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의 연도별 자료를 적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환율의 반응이 거의 동일하게 4분기의 지연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

다.

Eichenbaum and Evans(1995)는 5변수11) VAR을 사용하여 1974년 1

월부터 1990년 5월까지 미국의 자료를 통해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미

국의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절상을 지속적이고 유의미하게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Grilli and Roubini(1996)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제약을 부과하

지 않은 7변수12) VAR을 활용하여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월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 통화 긴축에

따른 환율 절상의 최고점이 충격 즉시 나오지 않아 지연된 오버슈팅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Soyoung Kim and Roubini(2000)은 Sims and Zha(1995)의 방법론을

확장시켜서 7변수13) 구조적 VAR을 사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

의 1974년 7월부터 199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가

퍼즐(Price puzzle)14)과 환율 퍼즐(Exchange rate puzzle)15)은 나타나지

않지만, 작은 수준의 지연된 오버슈팅16)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11) Wold ordering에 의해 IP, CPI, NBRX, 미국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의 차이, 실질 환

율을 사용함.

12) 국내 IP, 국내 CPI 인플레이션, 미국 IP, 미국 CPI, 미국 단기 이자율, 국내 단기 이

자율, 명목 환율.

13) 단기이자율, 본원통화(M0 또는 M1),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 석유가격,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연방기금금리), 환율.

14) Sims(1992)는 이론상으로는 통화정책의 예기치 않은 긴축이 물가수준의 하락을 야기

해야 하지만,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물가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이를 물가

퍼즐이라 하였다.

15) 이때, 환율 퍼즐은 지연된 오버슈팅과 함께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환율절하

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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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oung Kim(2005)은 7변수17) 구조적 VAR에 무영향 제약을 부과하

여 캐나다의 1975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월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환율의 변동의 최대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

을 밝혔다.

Scholl and Uhlig(2008)은 7변수18) 베이지안 VAR로 Ulhig(1994)에 따

른 정규 위샤트(Normal-Wishart)의 사전분포를 통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의 환율의 변동을 197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독일 사이의 환율은 26개월 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환율은 17개월 후, 미국과 일본 사이의 환율은 18개월 후에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Baumeister, Liu and Mumtaz(2010)는 Bernanke et al.(2005)의 모형

을 확대한 시변 요인 확대 VAR(Time-varying Factor Augmented

VAR)을 통해 1960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의 미국 자료로 긴축

적 통화정책에 대해 동태적인 파급효과를 실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엔-

달러 환율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6개월 이후

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나머

지 시기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Fisher and Hyeon-seung Huh(2016)는 부호 제약을 부과한 4변수19)

구조적 VAR을 소규모 경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와 대규모 경

제(유로존, 일본, 미국)로 나누어 1994년 1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분

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규모 경제와 미국에서는 긴축적 통

화정책에 따른 환율 절상은 1분기 이후에 최고점이 나타났지만, 유로존

16)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한 초기의 절상 후에 길고 지속적인 절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6개월 정도의 꽤 빠른 시기에 절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수준의 지연된 오버슈팅이라 할 수 있다.

17) 캐나다 미달러 해외 지준금, 캐나다 단기 이자율, 캐나다 통화량, 캐나다 CPI, 캐나

다 IP, 캐나다 달러 대비 미 달러 환율, 미국 연방기금금리.

18) 국내 및 해외 IP, 국내 CPI, 국내 및 해외 단기 이자율, NBRX, 명목 환율.

19) 실질 GDP,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국내 대비 해외의 상대적 값, 실질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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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은 최고점이 장기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Heinlein and Krolzig(2012)는 VAR뿐만 아니라 구조적 벡터 균형 수

정 모형(Structural Vector Equilibrium Correction Model, SVECM)을

통해 1972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의 미국과 영국 사이의 상대적인 변

수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연된 오버슈팅과 UIP의 변동이 존재한다

는 것을 밝혔다.

Benigno(2004)는 Obstfeld and Rogoff(1998)의 명목 가격 경직성과 지

역 통화 가격 책정(Local currency pricing)을 가정한 두 국가 확률적 동

태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이 목표치를 향해 점진적으로 시행되

면 이자율 또한 점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 환율이 지속성을 보인

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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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3.1. 분석 방법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대부분 구조

적 VAR에 여러 종류의 제약을 부과한 것임을 앞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VAR 모형은 Sims(1980)가 거시 경제적 분석을 위

한 VAR 모형을 제시한 이후로 거시 정책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 되고

있다(Soyoung Kim, 2013). 특히, 구조적 VAR 모형은 실증적 거시경제

학과 금융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형을 통해 구조적 충격이 주

어졌을 때의 거시 경제 변수의 기대 반응을 분석한다(Kilian, 2013).

이때 구조적 VAR은 계수 행렬과 잔차의 공분산 행렬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시 데이터, 특히 환율의 특성상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많기에 시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변성을 부과하면

정책의 효과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Soyoung Kim,

2013).

이에 따라 Primiceri(2005)가 제시한 구조 VAR에 시변 계수 행렬

(Time-varying coefficient matrices)과 잔차의 분산-공분산 행렬에 시변

성을 부과한 시변 구조적 VAR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계수 행렬에 시변성을 부과하는 이유는 비선형

성이나 모형의 시차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고, 잔차의 분산-공분산 행

렬에 시변성을 부과하는 이유는 충격의 이분산성뿐만 아니라 변수들 간

의 동시적 관계의 비선형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1. 분석 모형

지금부터 분석의 모형은 Primiceri(2005)를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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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는 모형에서 고려하는 거시 변수들을 모아 놓은 벡터를 나

타낸다20). 는 시변 구조적 VAR의 시차이며21), 는 매 기 변화하는 축

약형(Reduced form) 시변 구조적 VAR 절편의 벡터를 나타내고,

     ⋯ 는 ×의 시변 계수 행렬이며, 는 이분산성을 가진 관

측 불가능한 축약형 충격으로, 분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다.

이 때 축약형 모형의 잔차 의 분산-공분산 행렬 은 다음의 하삼

각 행렬(Lower triangular matrix) 와 대각 행렬 ∑을 이용하여 삼각

분해(Triangular reduction)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직교하는 VAR

잔차들의 확률적 변동성을 나타내고, 는 직교하는 잔차 간의 동시적

관계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구조적 VAR을 식별하는데 시변성을 지닌 촐

레스키 행렬(Cholesky matrix)을 나타낸다.


′ ∑∑′ ⋯ 

where  











  ⋯ 
  ⋱ ⋮

⋮ ⋱ ⋱ 
⋯  

 ∑ 










  ⋯ 

 ⋱ ⋮

⋮ ⋱ ⋱ 

 ⋯  

20) 본고에서 고려하는 거시 경제 변수는 5가지로 생산량(미국 산업생산지수), 물가(미국

소비자물가지수), 해외 이자율(영국 정책금리), 국내 이자율(미국 정책금리), 환율(미/

영 환율)이며, 변수의 순서는 환율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다른 변수에 비해 내생적

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환율을 축차적인 모형에서 가장 마지막에

놓도록 한다. 이는     
 ′ 를 의미한다.

21) 본고에서는 월별 데이터를 통해 통화정책 충격의 효과를 분석한 Kim and

Roubini(2000), Scholl and Uhlig(2008), Kim, Moon, and Velasco(2014) 등의 선행연

구를 따라   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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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식의 축약형 모형의 잔차 를 (2)번의 삼각 분해와   

인 구조적 충격 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 (3)번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 ⋯ 

(3)번 식을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 ⊗)을 통해 나타내면 아

래의 (4)번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위 모형의 시변 모수(Time-varying parameter)의 동태적 움직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og  log  

여기서 계수 행렬인 와 시변성을 부여하는 의 하삼각 원소 는 임

의보행(Random walk)과정을 따르며, 확률적 변동성을 가져오는 의 대

각원소 는 기하학적 임의보행(Geometric random walk)과정을 따른다.

이때, 임의보행 가정은 점진적이거나 갑작스러운 확률적 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Nakajima et al., 2011).

모형이 포함하는 시변 모수와 관련된 잔차의 분산에 대응하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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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공분산 행렬은 결합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아래 다음

과 같은 블록 대각 행렬 로 나타난다. 이때, 는 블록 행렬로 과 

로 구성되어 있다.








































   
   
   
  













    
    
    

    
    

3.1.2. 사전 분포

사전 분포는 처음의 5년 자료(1971년 8월부터 1976년 7월까지의 60개

의 자료)를 캘리브래이션(Calibration)에 사용하고자 한다. 베이지안 추론

에 기반하여 최소자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통해 평균

과 분산을 도출한다. 시변 모수와 블록 분산-공분산 행렬 원소에 대한

사전 분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log∼log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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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Primiceri(2005)에 따라      로 한다. 여

기서 분산-공분산 행렬의 사전분포가 역 위샤트 분포(Inverse Wishart

distribution)인 이유는 베이지안 추론(Bayesian inference)에서 독립적인

다중 정규 분포의 켤레 사전분포(Conjugate prior distribution)에 적절하

기 때문이다.

3.1.3. 추정 및 식별 방법

베이지안 추론에 기반한 4단계로 이루어진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요약하면, 시변 계수 행렬  , 동시적

인 관계를 나타내는   , 변동성을 나타내는 와 블록 분산-공분산 행

렬인 를 뽑은 후 구조적 충격의 식별을 할 수 있다.

축차형 VAR의 식별을 다음의 구조 VAR을 통해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이때 는 적어도


개의 제약이 부과되어야 하고, 

′ 가

성립한다. 이를 통해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식별을 위한 제약으로 삼각 제약(Triangular scheme)이 부

과되고22), 이를 통해 가 하삼각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통해 구조적 충격의 식별을 쉽게 만들어준다. 본고에서는 5,000번

의 깁스 표본을 반복하고 처음의 1,000번은 수렴을 위해 폐기한다. 이상

의 자세한 추정 알고리즘은 부록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2) 이때 사용한 삼각제약은 단기 축차적 제약이라 할 수 있다(Soyoung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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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환율의 반응은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이때 통화정책 충격을 부여하는 시기를 설정하는데, 앞서 살펴

본 Kim, Moon and Velasco(2014)와 유사하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Volcker

시기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제약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가

져온 세계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시기23)를 중점적으로 고려하

고자 한다.

먼저, Volcker 시기는 1979년 8월부터 1987년 12월까지이며, 인플레이

션 완화(Disinflation) 정책으로 통화 공급의 증가율을 억제하여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진작시켰다. 또한 Volcker 시기의 연방기금금

리의 상승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턴(U-turn)이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절상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높은 인플레이션

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높게 인상한 1981년 8월을 기준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0 베

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를 낮추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의 완화를 시작

하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성명에

따르면 2008년 12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에서 0.25%사이로 하

였고, 이를 제로금리제약이라 한다. 제로금리제약은 2015년 12월 0.25%

에서 0.5%사이로 변경되었지만,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3) Stavárek(2011)에 의하면 위기의 강도에 따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네 단계로 나

누었다. 첫 번째는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의 위기 초기시기(Crisis

initialization)이고, 두 번째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위기의 정

점(Crisis culmination)이다. 세 번째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위기의 안정기(Crisis stabilization)와 네 번째로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까지의 위기 해소기(Crisis fade-ou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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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16)에 의하면 제로금리제약 이외에도 연준은 세 차례의 대규모 자산

매입(Large-scale asset purchase, LSAP)을 통해 양적완화를 시행하였

다24). 이러한 양적완화는 장기 국채 등의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Volcker 시기에 연방기금금리를 상승시킨 것과 세계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 제로금리제약을 시행한 것을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

화한 것이라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Volcker 시기인 1981년 8월,

Volcker 시기 이후인 1988년 1월, 2000년 1월, 세계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월, 세계금융위기의 정점이자 제로금리제약 시기인 2009년 1월,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제로금리제약 시기인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충격

반응함수의 형태를 비교할 것이다.

3.2. 분석 자료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미국의 환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미

국과 영국 사이의 환율(US dollars/UK pound)25),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2012=100),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2012=100), 미국 정책금리, 영국 정

책금리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료의 기간은 197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이다26). 자료의 출처는 부록에서 다루고자 한다.

24)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행된 1차 양적완화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

까지 시행된 2차 양적완화 이후 장기 국채를 구입한 후 단기 국채를 판매하는 오퍼레

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시행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2012년 9월부터 무기한

의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하였다.

25) Scholl and Uhlig(2008)에서 사용한 환율은 미국과 독일, 미국과 영국, 미국과 일본

으로, 이 중 미국과 영국의 환율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6) 1971년 8월부터 자료를 고려하는 이유는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이후의 환율을 분석하

기 위해서 이며, 이는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후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통화가 변동환율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Garb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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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정책금리

미국과 영국의 정책금리에 제로금리제약을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해

잠재금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Bernanke and

Blinder(1992)는 연방기금금리가 정책 결정에 의한 통화정책의 지표로

사용하기 가장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2015)에 따르

면 연방기금금리가 제로금리제약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잠재금리가 통화정

책의 기조를 가늠케 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연방기금

금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측정하는 것보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잠재금

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하여 잠재금

리를 포함한 미국의 정책금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추정한 잠재금리 중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에 보고된 Wu and Xia(2016)의 잠재금리를

사용한 이유는 잠재금리의 기간 구조 모형(Shadow rate term structure

model)을 통해 제로금리제약 이후 연방기금금리와 다른 거시경제 변수

와의 관계와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우도비 검정(Log-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잠재 정책금리가 비전통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제로금리제약과 테일러 준칙 사이의 차이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림 1]을 통해 실세 연방기금금리와 잠재 정책금리는 제로금리제약

을 시행한 2008년 12월부터 차이를 보이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미국 정책금리는 2008년 12월 이전에는 실세 연방기금금리, 이후에는

잠재금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영국의 정책금리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자율은

2009년 3월 이후부터 0.50%로 제로금리제약이 시행되었다. 그렇기에

Wu and Xia(2016)에서 여러 거시 변수27)를 고려하여 도출한 잠재금리

27) 이때, Wu and Xia(2016)가 고려한 거시 변수는 이자율, 실질 생산량, 소비, E연방기

금금리,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 환율 등이다.



- 18 -

를 포함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와

달리 1990년부터 영국은행의 이자율과 도출한 잠재금리가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이전은 영란은행이 지정한 이자율을 사용

하고, 이후는 추정된 잠재금리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1 미국 실세연방기금금리와 잠재 정책금리 비교(1971년 8월-2015년 11월).

그림 2 영란은행 이자율과 잠재 정책금리 비교(1971년 8월-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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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결과

시변 구조적 VAR을 통한 분석 이외에 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시변성을 제거한 두 모형을 추가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은 아래의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다음으로 시변성이 계수 행렬에만 부과되어 있어 확률적 변동성이 없

는 시변 구조적 VAR을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마지막으로 시변성이 없는 베이지안 구조적 VAR은 (8)과 같다.

  
′     ′     ⋯ 

충격반응함수는 48개월을 기간으로 하고 5,000번의 반복을 통해 도출

하였다. 이때, 오차범위는 16%에서 84%이다28).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통

화정책 충격29)이 있을 때, 환율의 움직임이 오버슈팅과 일치하는지, 주요

변수인 생산량30)과 물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28) 이는 한 단위 표준편차의 신뢰구간(One-standard-deviation confidence interval)과

같다.

29) 본고에서 통화정책 충격은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으로 정책금리가 0기에 1단위 상승

했을 때의 반응을 보고자 한다.

30) Sims(1992)와 Uhlig(2005) 등에 따르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생산량의 반응은 명확

하지 않다고 한다. Kim and Roubini(2000)는 통화정책 충격이 생산량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서는 양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생산량

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기간이 길어지면 초기 수준으로 평균회귀 현상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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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

먼저, 모든 시기에 오버슈팅과 일치하는 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절상 후 1개월 이내에 절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버슈팅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Volcker 시기의 연방기금금리를 인상시킨

1981년 8월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시행한 2009년 1월, 2015년

1월과 같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초기의 절상 폭이 이

외의 시기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버슈팅은 자산시장과 상품시장의 가격 조정 속도의 상이함으로 인

해 발생하며(Dornbusch, 1976), 특히 외환시장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새로

운 정보에 대한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며, 다른 부분의 느린 조정에 따른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환율을 상승시키며 국내 경제에 스필오버 효과

(Spill-over effect)를 발생시킨다(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 1986). 나아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환율이 장기적 수준이 비해 크게 반응하여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시기에 이자율 상승에 따라 물가 수준이 매우 작은 수

준으로 상승하며 물가 퍼즐을 보이다가 24-28개월 사이에 0이하의 수준

을 보이며 작은 수준의 물가 퍼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아가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라 생산량은 하락한 후, 24개월 이내에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Kim and Roubini(2000)의 결과

와 일치한다.

이는 지연된 오버슈팅이 1980년대에 존재하는 퍼즐이었으며 이 시기

의 왜곡이 커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도 지연된 오버슈팅이 나타난다고 밝

힌 Kim, Moon and Velasco(2014)의 결과와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Volcker 시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지연된 오버슈팅은 나타나

다고 한다.



- 21 -

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버슈팅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3.3.2. 확률적 변동성이 없는 시변 구조적 VAR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시기에 4개월 이내에 정점을

지나며, 이를 오버슈팅이라 판단하여도 무관하다. 이 경우에도 작은 수준

의 물가퍼즐이 나타나고, 생산량은 하락한 후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확률적 변동성의 유무에 따라 환율의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에 비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에 따른 충격의 상이함을 잡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의 변화에 따른 환율의 반응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변동성

을 고려하는 것이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3.3. 베이지안 구조적 VAR

계수 행렬과 잔차의 분산-공분산 행렬에 시변성이 없는 경우에 확률

적 변동성이 없는 시변 구조적 VAR과 유사한 충격반응함수가 도출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하는 모든 시기에서 오버슈팅이 나타나며 충격

직후의 절상 폭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수준의 물가퍼즐과

초기에 하락하다 점차 회복하는 생산량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계수 행렬에 부여하는 시변성과 상관없이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 구조적 충격에 부여하는 시변성이 분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rimiceri(2005)가 구조적 충격에 시변성

을 부과하는 촐레스키 행렬인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 확률적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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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5변수 TV-VAR(6)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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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5변수 TV-VAR(6)의 환율의 충격반응함수.



- 24 -

그림 5 확률적 변동성이 없는 5변수 TV-VAR(6)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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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확률적 변동성이 없는 5변수 TV-VAR(6)의 환율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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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변수 베이지안 구조적 VAR(6)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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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고에서는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Dornbusch(1976)의 오버슈팅과 일치하는지를 Primiceri(2005)의 확률적

변동성을 포함한 시변 구조적 VAR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는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197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변동환율제 하에서 미국과 영국 사이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은 제로금리제약 시기의 정책

금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이전에는 실세 연방기금금리로,

이후에는 Wu and Xia(2016)가 추정한 잠재금리로 정의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준이 된 여섯 기간 모두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환율이 즉시 절상되고 정점이 1개월 이내에 나타나서 오

버슈팅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통화정책 기조가 변

화하였다고 판단하는 시기에서는 충격 당시의 절상의 폭이 이 외 시기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Dornbusch(1976)

가 밝힌 것과 같이 시장별로 상이한 조정 속도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

으며 특히, 외환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빠른 반응과 조정 속도를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자율 상승에 따라 물가는 상승하다 하락하여

작은 수준의 물가퍼즐이 나타나며, 생산량은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대

해 하락하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인다.

나아가 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률적 변동성이 없는

시변 구조적 VAR과 베이지안 구조적 VA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시변 구조적 VAR의 경우가 다른 두 모형에

비해 시기별로 충격 직후 환율의 절상 폭이 상이한 것을 관측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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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확률적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시변 구조적 VAR 분석을 통해 변동환율제 이후 통화정책 충

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존재하는 시기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의 한계점은 모형에서 구조적 충격을 식별할 때 단기 축차적 무

영향 제약이라는 강한 가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식별의 방법을

Uhlig(2005)의 부호 제약 등으로 바꾸어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반

영한다면, 물가퍼즐이 나타나지 않고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된 가정에서 본고의 결과가 유의미하

게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나아가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환율은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고의 결

과와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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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추정 알고리즘

1.1. Primiceri and Del Negro(2015)의 알고리즘 3

추정 모형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아래의 (a)와 같다.

 
′  ⋯ 

이 때, 모형에서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변 계수 행렬인  , 시

변 계수를 포함하는 하삼각행렬인   , 잔차들의 공분산 행렬인 , 확률

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시변 표준편차의 대각행렬인 이다.

알고리즘 3은 표준적인 시뮬레이션 스무더인 Cater and Kohn(1994)

의 알고리즘과 깁스 표본법을 활용한 혼합 분포(Mixing distribution)의

추정은 Kim, Shephard and Chib(1998)의 알고리즘과 Stroud, Müller,

and Polson(2003)의 제안 확률 밀도 함수(Propos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사용하여 두 단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다. 알고리즘의 단계를

살펴보기 전에 변수와 결합 사후 분포(Joint posterior distribution)를 정

의하고자 한다.

먼저, 시변 계수 행렬과 시변 하삼각행렬, 공분산행렬을 하나의 모수

≡     로 정의한 후, 각 시기별 변수의 혼합 구성을 선택하는

혼합 지표(Mixture indicator) ≡  
 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와 앞에서 정의한 , 의 결합 사후 분포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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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where  ∑  
∑  

 ∑   ․
,

∑  ≡ ∑  

여기서 는 변동성의 흐름(History)을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 추정 모형(Auxiliary approximating model)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알고리즘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다음의 과정을 통해     로부터 를 추출한다.

후보 

를 제안 분포인     로부터 추출하고, 아래의 식과

같이 의 채택 확률로 표본의 번째의 값을 결정한다.

   
  

     

where 
      



   



   

      

이때 제안 분포는 Stroud, Müller, and Polson(2003)를 따르고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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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다음의 두 과정으로     로부터  를 추출한다.

(2-1)    로부터 를 추출한다. 이때,    는 혼합 요

소들을 합한 것(Integrating out)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2-2)     로부터 를 추출한다. 이때,     는

앞서 정의한 결함 사후 분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단계에서 도출한 채택 확률은 와 가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이기

에 2단계에서 추출한 와 를 통해 채택 확률 를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는 원래의 우도인    의 혼합 기간 평균 추

정(Mixture-of-normals approximation)으로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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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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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where 
         ⋯     

  log


여기서 ∙  ×


′
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
인 변량 가우

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의 확률 분포 함수이고, ∙는

Kim, Shephard and Chib(1998, KSC)의 평균과 분산, 혼합의 비율의 혼

합 기간 평균 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이다. 다음의 [표 4]은 KSC(1998)의

비정규분포 체계를 정규분포를 따르는 체계로 근사할 수 있는 평균과 분

산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Pr    


1 0.00730 -10.12999 5.79596

2 0.10556 -3.97281 2.61369

3 0.00002 -8.56686 5.17950

4 0.04395 2.77786 0.16735

5 0.34001 0.61942 0.64009

6 0.24566 1.79518 0.34023

7 0.25750 -1.08819 1.26261

표 1 Kim, Shephard and Chib(1998)이 제시한 확률과 평균, 분산.

이 후 다시 1단계로 가서 깁스 표본 반복(Iteration)의 횟수만큼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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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태 공간 모형과 칼만 필터(State-space model and Kalman

Filter)

먼저, 상태 공간 모형은 관측이 불가능한 상태 변수들로 구성된 동태

적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이 방정식(Transition equation)과 측정

방정식(Measurement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이 방정식은 상태

방정식(State equation)이라고도 하며 관측 가능한 변수와 관측 불가능한

상태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측정 방정식은 상태 변수들의 동태를

나타낸다. 관측 가능한 변수들의 벡터인 와 관측 불가능한 변수들의

벡터인 , 외생 변수(선결 변수)의 벡터인 로 구성된 시변 모수 모형

을 상태 공간 모형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측정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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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칼만 필터(Kalman Filter)는 표준적인 상태 공간 모형을 다

루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기의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기의 관측 불

가능한 요소 혹은 상태 벡터에 대한 추정을 하는 축차적인 과정이다.

앞에서 살펴 본 (b)와 (c)로 구성된 상태 공간 모형에 표준적인 칼만

필터를 적용하면 다음의 예측(Prediction)의 단계와 갱신(Updating)의 단

계로 나타낼 수 있다.

기의 정보에 근거한 의 추정치는          이고, 공분

산 행렬은           
′ 으로 하자.

[예측] 기의 정보에 근거한 최적 의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를 계산해야 한다.

[갱신] 기의 마지막에 가 실현되면 예측오차(Prediction error)   

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을 뛰어 넘어 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를 관측한 후에는 와   에 대한 정확한 추

론을 할 수 있다.

이 두 단계를 다음의 6개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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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where    
′    (Kalman gain)

2. 분석 자료 출처 및 설명

2.1. 분석 자료 출처

분석 변수 정의 출처

산업생산지수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ndex 2012=100, Monthly,

Seasonally Adjust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All Items,

Index Jan 2012=100, Monthly,

Seasonally Adjust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영국 정책금리

Bank of England Policy Rate in

the United Kingdom©, Percent

per Annum, Monthly, Not

Seasonally Adjust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Shadow rate in case of UK

calculated by Wu and Xia(2016)
Web-site of Wu

석유 가격
Crude oil, Average, Monthly

prices in nominal US dollars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미국 정책금리

Shadow policy rate calculated

by Wu and Xia(2016)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Shadow policy rate by

Kippner(2016)

Reserve Bank of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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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정책금리와 잠재금리

Black(1995)은 잠재 실질금리(Shadow real rate)를 잠재 명목금리

(Shadow nominal rate)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고,

명목 이자율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지만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현

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질 때 음의 값을 갖는 잠재금리를

제안하였다. 이를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ax

  

만약  이고

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는 단기 이자율이지만,


 31)가 제한되어 있다면 는 잠재금리로 단기 이자율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다.

지금부터 아래의 [그림 8]에서 비교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잠재금리

의 도출에 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Kippner(2012, 2013)는 잠재 정책금리는 실제 정책금리가 0에 가까울

31) 제로금리제약이 시행된 후,

는 Fed가 2008년 12월부터 제시한 0.25%이다.

Shadow policy rate by Lombardi

and Zhu(201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hadow rate by Bauer and

Rudebusch(2015)

Federal Bank of San

Francisco

미/영 환율

U.S. / U.K. Foreign Exchange

Rate in the United Kingdom©,

U.S. Dollars to One British

Pound, Monthly, Not Seasonally

Adjust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표 2 분석 자료 정의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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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통화정책의 기조의 측정을 제공한다고 하며, ZLB-GATSM을 통해

단기 잠재금리를 잠재 선도금리(Shadow forward rate)와 옵션 효과

(Option effect)를 합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나아가 제로금리제약이 주어

질 때 잠재 정책금리의 하락을 통화정책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한

다. 이 값이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제안하는 값보다 음의 값이 될 수 있

다고 밝혔다.

Lombardi and Zhu(2014)는 동태적 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

을 통해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근거한 잠재 정책금리를 추정하였

고,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이 연방기금금리보다 비전통적인 정책의 측정

에 적합하다는 것을 구조적 VAR을 통해 밝혔다.

Bauer and Rudebusch(2015)는 동태적 기간 구조 모형(Dynamic term

structure model)을 통해 잠재금리를 도출하였고, 이 추정치는 제로금리

제약에서 통화정책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 8 미국 실세연방기금금리와 잠재금리 비교(2008년 1월-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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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검정(Robustness test)

모형의 강건성을 검정하기 위해 분석하는 변수의 개수와 시차가 변화

한 경우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도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5,000번의 반복을 통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고, 16%에서 84%의 오

차범위를 설정하였다.

3.1.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6변수 TV-VAR(6)

석유 가격의 평균값을 상품가격(Commodity price)라고 하여 기대인플

레이션을 반영하는 변수로 추가하였다. 6변수 분석의 결과, 5변수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기간에서 오버슈팅이 나타났으며 특히 Volcker 시

기인 1981년에 충격 직후의 환율의 반응이 가장 크게 절상된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5변수 분석과 다른 점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로금

리제약 시행 시기의 반응이 이 외의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 경우에도 작은 수준의 물가 퍼즐이 나타나며, 생산량도 20개월

이후에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처럼 6변수 분석이 5변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통해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

의 강건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3.2.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5변수 TV-VAR(9)

시차를 9개월로 분석한 결과 8개월 사이에 작은 진동을 보이지만 역

시 모든 기간에서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작은 수준의 물가퍼즐이 나타나고, 생산량은 초반 4개월 동안 상승하

지만, 이후 하락하다가 16개월 이후에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시차의 변화에 따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통해 분석의 강건성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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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6변수 TV-VAR(6)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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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6변수 TV-VAR(6)의 환율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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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5변수 TV-VAR(9)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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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확률적 변동성이 있는 5변수 TV-VAR(9)의 환율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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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xchange rate is consistent with Dornbusch(1976)’s overshooting

hypothesis or not via Primiceri(2005)’s time-varying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with stochastic volatility. During Zero Lower Bound,

the effective federal funds rate does not exactly reflect financial

situation, so this paper introduces the shadow policy rate estimated

by Wu and Xia(2016).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overshooting for all periods.

Especially during the Volcker era, the culmination of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when changing the monetary

policy stance, the degree of immediate appreciation is higher than the

other periods. Those results also interpret that the un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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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speed of adjustment is different among th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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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varianc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performance of

time-varying structural VAR with stochastic volatility is better than

the others. This method is good to analysis time series data because

it represents the time variation and nonlinearity of data.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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