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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uh and Young-Joon Park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
인을 금리재정거래를 이용한 외국인의 채권투자 및 환헤지된 해외펀드의 투자행
태에서 찾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수요의 동인으로 알려진 금리재정거
래 유인의 확대는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의 하락은 선물환 매수를 통해 환율의 상승
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동안 환율변동
의 약 40%가 채권시장 및 해외펀드 환헤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통화스왑시장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Korean FX Rates Analysi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Effects of Foreign Bond Investments and
FX Hedged Foreig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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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심으로

허

인 ․박영준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환율
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지표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고채 만기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외
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로 원화가 크게 절하되었다. 본 연
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인을 외국인의 채권투자 및 환헤지된 해
외주식형 펀드의 투자행태에서 찾고자 한다.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추정하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유인과 환율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채권 수요의 동인으로 알려진 금리재정거
래 유인의 확대는 환율을 하락시키고 반대의 경우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기간 중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환
헤지된 해외펀드 운용을 위한 선물환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산운
용사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 하락은 선물환 매수
를 불러와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의 경우 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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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기 동안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변동과 해외펀드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감안할 때 원/달러환율이
2008년 초반 940원에서 2009년 3월 1,570원으로 상승한 것과 7월에
1,230원으로 하락한 변동의 약 40%는 채권시장 및 해외펀드 환헤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부터 외환시
장의 변동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시장에 대한 개입과 해외
펀드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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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세계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물가와 고성장이
지속되는,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라 불리는 호황기를
맞았다. 이때 금융시장의 규모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호황의 영향으로
금융 위험요인들이 장기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위험
이 낮은 상황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였고, 경기호황 지속
에 대한 기대로 인해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6년 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과 부동산에 기반을 둔 대출의 연체율
이 증가하고 과도한 증권화로 인한 부실화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
가 떨어지는 그룹에 대한 대출인 서브프라임급의 대출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화는 결국 이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
다. 그러나 부실화 초기 서브프라임 대출의 문제는 부동산 거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파악되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다분히 지역적
인 문제였으며, 그 파급영향도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도산, 지역경제의 위기
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급 주택대
출 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에도 미국 이외의 경제권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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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8년 3월 Bear Stearns의 JP Morgan으로의 인수
합병 사태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초래하였다.
서브프라임 부동산 대출은 저당대출담보부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y, 이하에서는 MBS로 칭함),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하에서는 CDO로 칭함) 등의 신용파생상품으로 증권화
되어 유동화되었다. MBS, CDO 등으로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부동산 대출
은 여타 금융사로 쉽게 이동되었으며, 이동과정에서 채권자의 위험감시의무
가 약화되었다. 즉 유동화되어 다른 금융기관으로 팔리기 전에는 대출이 부
실화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이 발행하므로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관
리감독이 시행되었으나, 유동화되어 다른 금융기관에 팔리면서 부실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동기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골디락스 경제 하에서
부동산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 대출의 부도위험마저 현저히 줄어들었
다. 종합하면 MBS, CDO 등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유인이 낮아졌으며,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가
치 대비 대출(LTV: Loan to Value)의 비율이 낮아져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유동화된 파
생상품들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으며, 당시의 저금리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MBS, CDO와 같은 파생상품이
금융기관 사이에서 좋은 투자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금융기관뿐 아니
라 유럽지역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관련 신용파생상품들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므로 당초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이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국
한되어 나타난다는 분석은 틀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영
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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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은 금융기관간의 신뢰를 붕괴
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간 신뢰의 붕괴는 금융기관의 부채
환수(de-leveraging)라는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도 불구하고 은행간 초단기금리인 LIBOR 금리가 폭등하였고, 위기의 진앙
지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美
국채 및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부채환수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저금리 상
황에서 케리트레이드의 공급통화로서 역할을 하던 엔화는 달러화보다 더 강세
를 보였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국내 거시경제변수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변수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골디락스 경제 기간 동안 위험에 대
한 태도가 크게 완화되었고, 우리나라의 중공업사(조선사) 등 수출기업이 선
물환을 매도하여 장기간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율의 하락, 카드사태 이
후 부진했던 국내소비의 점진적인 회복,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였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
서고 국제적인 부채환수의 움직임이 보이자 해외언론은 원화의 안정성에 대
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부채환수의 과정에
서 만기구조상 분기 말인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나라 국채규모가 큰
점이 지적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의 환수 가능성까지 지적되었다. 이는 국제
금융기관의 부채환수 움직임과 더불어 나타난 의구심의 증폭으로서,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채권시장보다 외환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원화는 큰 폭
으로 평가절하되었다.
국제금융기관의 부채환수 움직임과 더불어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은 미래 기업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별로 차별적인 움직
임을 보일 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금융위기 중에는 전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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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가가 급락하였으며 우리나라 증시가 특별히 더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회수는 지속되었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해
서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비중의 하락이 더 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국제 주식시장의 하락과 위험회피현상의 강화는 원화가치 절하를 가져왔
다. 금융위기 중 해외 주식시장의 하락은 환헤지된 해외펀드를 운용하는 자
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를 가져왔으며, 원화환율의 상승폭을 더 크게 하였다.
이렇듯 금융위기 중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
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의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으로 언급되는 금리
재정거래기회의 확대 시 외국인 채권수요가 증가하고, 축소 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환율의 변동도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재정거래기회는 0.1%포인트 상승 시 환율을 1.7원/달러 내리며
0.1%포인트 하락할 때는 2.3원/달러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해외펀드
의 환헤지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도 환율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해외펀드 순자산의 1,000억 원 변동은 환율을 0.5원/달러 변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위기 중 금리재정거래기회의 변동과 해외펀드
순자산의 변동이 환율 상승과 하락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외국인 채권거래의 통
로인 통화스와프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해외펀드의 환헤지 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환율 변동에 대한 기존의 문
헌들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동향 및
외환시장으로의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의 해외펀드 동
향과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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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 문헌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행태와 관련하여 원승연(2006)은 국내
채권시장 동조화 전달경로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역할과 영향력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 동조화의 전달
경로로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고, 외국인투자자의 행태가 채권시장 전
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금
리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실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박대근(2006)
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간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자율 격차, 사유재산권 보호 정도, 동일통화지역, 자본통제 외에도 외국인
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국제 채권거래 결제를 위한 국제 연계 등
의 제도적인 요인들도 국제 채권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양양현․이혜림(2008)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차익거래 유인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익거래 유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조선․중공업체 및 해외 증권투자자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에 따른 국내 선물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그리고 최근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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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악화되면서 스와프시
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필규(2008)에 의하면 국내 은행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시장 실세금리가 상승하였고,
중공업부문의 경기호조와 해외펀드에 대한 통화스와프 수요가 확대되는 과정
에서 통화스와프와 금리스와프 간의 차이가 외국인들에게 차익거래의 유인을
제공했다. 한편 외국인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장의태(2008)는 1999～2007년
기간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식투자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이 우리나라의 무위험 금리평가(CIP: Covered Interest Parity)를 벗어나는
편차를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보였다.
무위험 차익거래의 원인에 대한 외국의 연구사례로서, Taylor(1989)의 영
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 간의 무위험 금리평가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무위험 차익거래의 기회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Crowder(1995)는 외환시장이 효율적이더라도 외
생적 충격에 의한 무위험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신흥시장국인 경우 Alper, Ardic and Fendoglu(2007)에 의하면 외환․
금융시장의 미발달, 정치적 위험 및 디폴트 위험, 실질적인 자본규제 등으로
내외금리차와 스와프레이트 간의 차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Bhar, Kim and Pham(2004)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글로
벌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위험 및 신용위험 프리미엄
이 상승하는 경우에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Baba,
Packer, and Nagano(2008)는 2007년 하반기부터 요동친 자금시장의 움직
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금융불안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을 제
시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환위험을 헤지한 후 금리재정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국내금리와 CRS 금리의 차이가 재정
거래 차익으로 나타나고, 외환스와프의 경우에는 내외금리차와 스와프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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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재정거래 차익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류상철․박성진
(2008)은 금리재정거래에서 신용 및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에 의한 재정거래
차익을 분석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채권시장과 외환 및 통화스와프시장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 재정거래 차익과
달리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거한 위험조정 재정거래 차익에 대해서
는 초과수익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환위험을 헤지한
해외주식형 펀드가 환차손 가중으로 인해 수익률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대기(2008)에 의하면 투자수익률의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헤지
전략의 유효성이 적게 나타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을
볼 때, 브라질의 경우에는 환위험 헤지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대상국가의 경우에 환위험 헤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호․김아름(2008)은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추정해 외환위기 이후 주
식투자경로, 채권투자경로, 그리고 해외차입경로를 구분하여 국내외 금리차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외금리차 변
동이 채권경로나 주식경로를 통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내
외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외 금리차 확대가 차익거래를
유발하여 자금순유입을 유도,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반면, 주식의 경우 국내
금리 인상은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을 하락시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을
유발하여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신용상(2008)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금리차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상승 및 하락 기간으로 구분하여 주식투자자금, 채권투자자금, 해외차입 및
원화 환율 간의 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 외
환위기 이후 국내외 금리차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를 증가시
켰지만, 해외차입의 감소에 따라 원/달러 환율에 대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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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2009)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성을 설명하며, 최근 외환시장
의 유동성 확보 채널로서 채권시장을 통한 스와프거래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이후 국내은행들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스와프
시장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에 의해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한 점에 비추
어, 채권시장과 외환 및 통화스와프시장의 연계성 증가는 재정거래기회를 줄
여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신속히 균형으로 회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환시장 공급통로로서 채권 및 스와프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박연우․박태준(2009)은 스와프시장, 채권시장 및 외
환시장의 연계성을 금리스와프시장과 통화스와프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스와프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결고리를 스와프시장과 채권시장의 관계
에서 찾고, 이 두 시장을 이용한 재정거래구조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스와프
시장을 통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및 스와프와 연계된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금리재정거래기회와 외국
인 채권투자의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자료를 가지
고 분석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자산
운용사 선물환 거래의 원인으로 보이는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과 이로
인한 환율의 변동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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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와 환율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및 원인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외
환시장이 완전자유화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외국
인의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에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가 활
발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가 美 FRB의
금리인하시기인 2007년 9월 이후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내외금리차가 확대
되면서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004
년 이후 국내증시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증가해 국내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은 증시에 비해서 약 3
년 정도 늦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국내채권투자의 동기는 금리재정거래라고 알려져 있다.
국내금융기관보다 美 달러 조달비용이 낮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낮은 조달
비용을 이용한 달러차입을 통해서 국내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인 금리재정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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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행하는 금리재정거래는 다음
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우선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하고, 차입의 대
가로 은행간 달러 금리인 LIBOR 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조달된 달
러를 국내의 통화스와프시장에서 원화로 바꾸게 된다. 통화스와프시장에서는
美 달러에 대한 대가는 LIBOR 금리로 받기로 하고 원화를 빌린 대가로
CRS 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통화스와프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
어 국내채권에 투자하면 해당 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금은 국제금융시
장으로부터 통화스와프시장을 거쳐 다시 국내채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다. 이때 투자자금은 자기자본으로는 조달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외국계
금융기관의 신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그림 3-1. 외국인 채권 순매수 추이 ❚
(단위: 조 원)

자금 조달과 공급에 따른 수익의 흐름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를 빌려 LIBOR 금리를 지급하게 되지만, 통화스와프시장에 다시 이 달러자
금을 빌려주어 LIBOR 금리를 받게 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자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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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면서 발생한 LIBOR 금리 지급을 상쇄하게 된다. 더욱이 LIBOR 금리
의 변동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린 부채에 대한 평가와 통화스와프시장
에서 제공한 자산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변동하므로, LIBOR 금리 변동에 따
른 회계장부상의 변화도 없게 된다. 즉 달러자금과 관련된 금리수익은 서로
상쇄되고 시장위험에 노출될 염려도 없다. 한편 비용으로서 통화스와프시장
에서 달러자금과 교환한 원화자금에 대한 CRS 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이렇
게 조달된 원화자금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
권금리를 수익으로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채권금리는 수익으로, CRS 금리
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채권금리가 CRS 금리보다 높
을 때는 금리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설정된 재
정거래는 채권금리나 CRS 금리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통화스와프시장에서 빌린 부채는 CRS 금리가 하락할 때 평가액이 커지게
되고, 채권시장에 투자한 자산은 채권금리가 하락할 때 평가액이 커지게 된
다. 따라서 채권금리와 CRS 금리의 차이가 확대되면 재정거래기회는 더욱
확대되어 신규자금 유입이 예상되지만, 기존 재정거래 포지션을 잡은 기관에
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CRS 금리와 채권금리 차이의 확대가
외국인 채권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할 수 없다.

❚ 그림 3-2. 금리재정거래 시 발생하는 자금 및 금리의 흐름 ❚

주: 실선은 자금, 점선은 이에 따르는 금리의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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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재정거래는 차익거래(arbitrage trade)의 한 예이다. 따라서 재정거래
기회가 지속된다는 것은 No-arbitrage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다. 재정
거래기회의 지속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 금리로 달러를 빌릴
수 없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은 국가등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간의 금리인 LIBOR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게 된다. 따라서 국내금
융기관은 채권금리와 CRS 금리의 차이에 가산금리를 차감해서 재정거래 수
익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금리와 CRS 금리의 차이는 가산금리만큼
벌어질 수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도 금리재정거래기회, 즉 CRS 금리와 채권
금리의 차이가 사라질 정도로 금리재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외국계 금융기관
들이 국내채권에 투자할 때는 국내채권의 부도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물론
국내 금융기관도 이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리재정거래에 이용
되는 채권은 정부 혹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고채 및 통안증권
이 이용되므로 국내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부도위험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
미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채권의 부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원
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금리와 CRS 금리의 차이가 지속되어 무위험 차익거
래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러한 부도위험을 감안할 때는 차익거래기회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 CRS 금리와 채권금리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
될 수 있다.
국고채의 부도위험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가진 파생상품이 신용파산스와
프(CDS: Credit Default Swap, 이하에서는 CDS로 칭함)이다. CDS 프리
미엄은 관련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 1달러를 보장받는 데 지급하고자 하는
가격으로서 basis point(1/100%, bp)로 표시한다. 골디락스 경제를 구가하던
시기에는 위험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가 시장에 만연해 우리나라 채권에 대
한 부도위험을 지극히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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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통안증권금리와 CRS 금리 추이 ❚
(단위: %)

2007년 중반까지 CDS 프리미엄은 20bp(0.2%포인트)에 미치지 못했으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7년 말
부터 본격적으로 위험회피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3월 Bear
Stearns가 JP Morgan에 매각되면서 단기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안정화되는 듯했
으나, 미국의 대표적 모기지업체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MBS 관
련 손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상승하였다. 역시 미국정부와 중앙은행이
완전국유화라는 정책을 단행하면서 위기가 극복되는 듯했으나 Lehman
Brothers사가 파산하면서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Lehman
Brothers는 이전의 Bear Stearns나 Fannie Mae, Freddie Mac의 구제와는
달리 정책당국이 파산으로 결론 내려, 금융시장의 참가자에게 더 이상 정책
당국이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다음에 부도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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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금융기관 간 신뢰가 깨지게 되었으며, 위험에 대한 회피현상이 극도에 달
하게 되었다. 위험회피현상의 극대화는 해외로의 채권발행량이 비교적 많았
던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도 회피를 가져왔으며, CDS를 많
이 제공하였던 AIG의 부실화가 더욱 더 CDS

가격을 올리게 되었다. 즉

해외채권량이 많아 수요는 꾸준하였으나, 보험을 공급할 공급자(AIG)가 사
라지자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 당시에 CRS 금리와 통안증권금리의 차이
는 5%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금리재정거래기회도 늘어났으나, CDS 프리미
엄을 감안하면 금리재정거래기회가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

❚ 그림 3-4. 한국 CDS 5년 프리미엄 추이 ❚
(단위: basis point)

Lehman Brothers의 파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었으며, 2009년
3월의 동유럽의 모라토리움(국가부도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였다. 또 국고채 만기물량이 분기 말에 집중되는 구
조적 현상 때문에, 국고채 만기 집중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 환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경기의 비교적 빠른 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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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2009년 7월까지 CDS 프리미엄은
서브프라임사태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나, Lehman
Brothers사 파산 이전 수준과는 큰 차이가 없다.

❚ 그림 3-5. 금리재정거래 기회의 추이 ❚
(단위: %)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금융시장이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어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리재정거래는 단기적인 차익거래 목적인 경우
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고채와 통안증권 중 만기가 1~2년으로 짧은 통안
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를 분석에 사용하며, 금리재정거래기회를
통안증권 1년의 금리와 CRS 1년 금리의 차이에서 CDS 프리미엄을 차감한
것을 이용한다(그림 3-5 참고).1) 금리재정거래로 국내채권의 투자가 일어나
는 요인은 [그림 3-3]에서 보듯이 분석기간 중에 항상 양의 값을 가졌으나,

1) 즉 금리재정거래 기회 = 통안채금리 - CRS 금리 - CDS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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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리재정거래기회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국내채권 구매 시 항상 매입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금리재정거래기회가 음의 값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채권의 수요변동
은 가능하다.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를 일일 단위로 구하여서 비교하므로 금
리재정거래기회도 차분값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1]에서와 같이
두 변수 모두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으므로 불안정한 시계열에 기인하는
회귀분석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이하에서는 VAR로 칭함)모형 분석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볼 수 있다.
❚ 표 3-1. 재정거래기회와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
재정거래기회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

ADF-test

-22.09(0.00)

-17.47(0.00)

Phillips Perron test

-22.06(0.00)

-21.02(0.00)

주: ( ) 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낸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재정거래를 하고 있던 외국계 기관의 경우,
재정거래기회가 확대되는 것과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재정거래기회에 대한 반응의 비대칭 가능
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재정거래기회가 커질 때와 작아질 때를 나누어서 세
변수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표 3-2]에 정리되었다. 금리재정거래기회
가 커질 때는 금리재정거래 기회의 차분값이 0보다 클 때이며 작아질 때는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해석의 편이를 위하여 금리재정거래기회가 하락할 때
의 값은 절대값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적정시차는 Schwarz Criterion
을 이용하여서 설정하였다. 재정거래기회가 하락한 이후 첫 번째 날은 외국
인이 통안증권 순매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날은 매수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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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 번째 날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두 번째 날의 효과는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정거래
기회의 하락은 외국인의 통안증권 매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정거래기회 상승의 경우는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유의적이지 않았다. 결
국 재정거래기회 상승이 기존의 재정거래자에게는 시가평가상 손실을 유발하
여서 손절매(loss-cut)의 가능성이 있고, 향후 재정거래기회 축소를 예상할 경
우에는 외국인 채권 매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효과가 상쇄되어 재정거
래기회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 재정거래기회의 증감과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의 VAR 분석결과 ❚

재정거래기회 하락(-1)
재정거래기회 하락(-2)
재정거래기회 상승(-1)
재정거래기회 상승(-2)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1)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2)
상 수 항

재정거래기회 하락

재정거래기회 상승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

0.30
[ 5.69]***
0.00
[-0.05]
0.14
***
[ 3.25]
0.06
[ 1.07]
-6
0.21×10
[ 0.08]
-0.69×10-6
[-0.25]
0.03
[ 3.50]***

-0.14
[-2.53]**
0.36
***
[ 6.30]
0.14
***
[ 2.97]
0.53
[ 9.32]***
-6
-3.74×10
[-1.27]
-10.47×10-6
***
[-3.48]
0.02
[ 2.44]**

-2681.19
[-2.73]***
121.85
[ 0.12]
-19.06
[-0.02]
1038.39
[ 1.06]
0.23
***
[ 4.49]
0.27
***
[ 5.14]
632.76
[ 4.11]***

주: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 ] 안의 값은 t-통계량을 나타낸다.

같은 날의 효과는 잔차항의 분산행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VAR 분석결
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충격반응곡선
을 보면 [그림 3-6], [그림 3-7]과 같다. 재정거래기회가 상승하면 전반적으
로 외국인의 통안증권 투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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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통안채 매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의 관계는 상승과
하락 모두 외국인의 통안증권 매수를 가져왔다. 재정거래기회의 0.1%포인트
하락 시 그날 외국인 통안채 순매수는 131억 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재정거래기회의 0.1%포인트 상승 시에는 248억 원의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를 가져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날에는 재
정거래기회 하락이 외국인의 237억 원의 통안증권 순매도를 가져왔으며, 통
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재정거래기회 하락의 효과는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정거래기회 상승은 다음날부터 외국인 통안증권 매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만을 보면 재정거래 하락 시 외국인은 통안증권을 매도했으며,
재정거래기회 상승 시 외국인은 통안증권을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신뢰구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효과가 재정거래기회 하락 시 변동성보다
재정거래기회 상승 시 변동성이 컸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거래기회 상
승 시 기존 투자자의 시가평가 손실에 따른 매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3-6. 재정거래기회 0.1%포인트 하락 시 외국인 통안채 매수(억 원)의 충격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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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재정거래기회 0.1%포인트 상승 시 외국인 통안채 매수(억 원)의 충격반응 ❚

2. 환율과의 관계
외국인 채권투자의 증가는 달러의 유입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원화강세를
초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원화약세를 초래한다. 한편 외국인이 통화스와프
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매수한다면 실질적으로 외환변동의 위험에는 헤지를
하는 것이다. 즉 현재 美 달러를 원화로 통화스와프시장에서 교환하지만, 미
래에 다시 원화를 달러를 교환할 것을 약속받았으므로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한 효과는 선물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한 효과와 상쇄될 수 있다. 통화스
와프시장은 외국인의 재정거래 이외에도 선물환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화스와프시장에서 달러가 공급되면, CRS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
는 선물환포인트(선물환 환율- 현물환 환율)의 상승을 의미하며 달러 유동성
의 확대로 해석되어져 현물 환율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즉 재정거래기회의
확대 혹은 상승은 외국인 채권투자를 움직이는 역할뿐 아니라 외환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재정거래기회에 CDS 프리미엄을 반영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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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재정거래기회가 줄었다면 신용경색수준이 높
아져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거래기회와 외국인 채권투자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네
변수 VAR 모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율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일 환율 종가의 차분값을 이용했으며, ADF test, Phillips-Perron test값이
각각 -17.2, -22.1로 시계열이 적분되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환율을 추
가한 VAR 분석이 가능하다. 적정시차는 위와 마찬가지로 Schwarz Criterion
을 사용했다.

❚ 표 3-3. 재정거래기회의 증감,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 환율변동의 VAR 분석결과 ❚

재정거래기회 하락 (-1)
재정거래기회 하락 (-2)
재정거래기회 상승 (-1)
재정거래기회 상승 (-2)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1)

재정거래기회
하락

재정거래기회
상승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

0.28

-0.14

-2760.12

***

[ 5.49 ]
-0.01

환율(-1)

[ -0.12 ]
0.17

상수항

***

[ 6.47 ]
0.11

***

[ 4.16 ]
0.01

**

[ 2.46 ]
0.52

***

[ 0.28 ]

[ 8.84 ]

0.17×10-6

-4.06×10-6

[ 0.06 ]
-0.87×10

[ -1.39 ]
-6

-9.42×10

***

[ -0.32 ]

[ -3.13 ]

-3

-1.21×10

0.93×10

**

[ 2.55 ]

-3

환율(-2)

[ -2.53 ]
0.37

-6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2)

**

환

율

9.06

***

[ -2.79 ]

[ 1.27 ]

128.60

10.53

[ 0.13 ]

[ 1.48 ]

37.09

-5.71

[ 0.05 ]

[ -0.99 ]

843.31

-23.68

[ 0.83 ]

[ -3.24 ]

***

1.34×10-3

0.23
***

[ 4.46 ]

[ 3.65 ]***
-3

0.27

-1.14×10
***

[ 5.13 ]

***

[ -3.03 ]

-3

-0.07

0.10

***

[ -0.01 ]

[ 1.94 ]

-3

[ -2.96 ]

*

-0.18×10

7.00

-0.14

***

[ -0.38 ]

[ 0.86 ]

[ -2.40 ]**

***

[ 2.59 ]

2.03×10
[ 4.83 ]
0.03

0.02

[ 3.65 ]

635.97
**

***

[ 4.11 ]

0.25
[ 0.23 ]

주: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 ] 안의 값은 t-통계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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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서 환율의 변동에 대한 VAR 분석을 보면 재정거래기회가 하
락할 때는 환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수준이다.
재정거래기회가 상승할 때는 환율이 하락하며 두 번째 날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외국인 통안증권 순매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
째 날과 두 번째 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그 영향의
방향이 서로 달라 추정계수만으로는 전체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재정거래기회의 변동은 환율과 비교적 일관되게 부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외국인 통안증권 매수는 첫날에는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
로 둘째 날에는 환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통안증권 매수의
경우 통화스와프시장의 달러 매도로 인해 재정거래기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
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그림 3-8]~[그림
3-10]과 같다. 재정거래기회 하락 시 VAR 분석에서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일 이후 두 번째 날부터
는 효과가 누적되어서 재정거래기회 0.1%포인트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환율을 1.7원/달러 정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거래기회 0.1%포
인트 상승 시에는 그날 환율을 1.7원/달러 정도 내렸으며, 그 효과는 둘째
날 가장 커져 2.3원/달러 정도의 하락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외국인 통안증권 1,000억 원 순매수의 영향은 그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환율을 1.3원/달러 정도 상승시켰으며, 둘째 날은 0.7원/달
러 정도 하락시켰다. 두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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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재정거래기회 0.1%포인트 하락 시 환율의 충격반응 ❚

❚ 그림 3-9. 재정거래기회 0.1%포인트 상승 시 환율의 충격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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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외국인 통안증권 1,000억 원 매수 시 환율의 충격반응 ❚

채권시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중 직접적인 외국인의 채권 매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주로 외국인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무위험 차익거
래(Arbitrage)인 금리재정거래기회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반응했다. 즉 금리
재정거래기회가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했으며, 반대의 경우 환율은 증가했다.
금융위기 중에 CDS 프리미엄의 급상승이 금리재정거래기회의 축소를 가져
왔으며,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증가세가 멈추었던 점이 위와 같은 결과를 가
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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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펀드 투자와 환율

1.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와 해외펀드
자산운용사가 선물환을 거래하는 이유는 판매된 해외펀드 때문이다. 해외
펀드란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지고 분산투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이나 혹은 위험도
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들을 투자대상으로 한 해외펀드가 출시되었
다. 해외펀드의 순자산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해
외펀드 판매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헤지 전략의 추가에 있다. 해외
펀드는 200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나, 원화의 강세기조에 따라서 대부분 해외
펀드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달러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해외펀드의 판
매는 펀드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04년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
다. 2006년 말경부터 이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들은
환헤지 전략을 도입한 해외펀드를 판매하였다.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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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분산투자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원화강세기조에도 기초자산의 상승
만 있으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을 출시하여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환헤
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들은 투자된 자산금액의 변동을 예
상하고 환매대금 혹은 만기대금에 맞추어서 선물환을 거래하게 되었다. 즉 1
년 만기인 환헤지된 중국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하면 만기시점에
서의 기대수익률을 투자금액에 곱하여서 만기 시 기초자산의 금액을 추정하
여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선물환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 그림 4-1.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량 추이 ❚
(단위: 억 달러)

금융위기 중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가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가 발생한다. 해외펀드의 자산가치가 자산운용사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
률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가 신규로 설정되는
자금에 맞추어서 선물환을 매도하면 환헤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중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주가폭락은 해외펀드의 자산가치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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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하락시켰다. 해외펀드 자산가치의 하락은 기존의 헤지 목적으로 매도
되었던 선물환의 규모가 하락된 해외펀드 자산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과도하게 매도된 선물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환을 다시 매입하게 되었다. 결국 금융위기 중 신용경색으로 글
로벌 금융기관의 부채 및 투자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
사마저 선물환을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환율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2009년 3월 이후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회복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 증가는 다시 환율 하락 추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3월 동유럽국가들의 부도위험 등으로 최악의 수준에 다다른 신
용경색이 경기바닥 인식과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서 해외펀드 순자산도 회복되었으
며 자산운용사는 헤지목적으로 매도된 선물환 물량이 기초자산에 미치지 못
하자 선물환 매도를 늘리게 된다. 이것이 2009년 초 1,600원대에 육박하던
환율이 비교적 빠르게 1,200원대까지 하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 그림 4-2. 해외펀드 순자산가치의 추이 ❚
(단위: 십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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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해외펀드 자산 변동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가 변동
한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일일 해외펀
드 순자산의 차분값과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량을 사용한다. 두 변수는
[표 4-1]에서와 같이 적분되어 있지 않은 안정적 시계열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 VAR 모형을 이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 표 4-1. 해외펀드 순자산과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
해외펀드 순자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

ADF-test

-20.75(0.00)

-9.63(0.00)

Phillips Perron test

-20.97(0.00)

-12.03(0.00)

주: ( ) 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낸다.

❚ 표 4-2. 해외펀드 순자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의 VAR 분석결과 ❚

해외펀드 순자산(-1)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1)
상수항

해외펀드 순자산
0.15
[ 3.64 ]***
-0.11
[-1.46 ]
538.97
[ 1.67 ]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
-0.13
[-7.51 ]***
0.54
***
[ 16.35 ]
16.62
[ 0.12 ]

주: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 ] 안의 값은 t-통계량을 나타낸다.

채권시장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Schwarz Criterion으로 적정시차를 결
정하였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펀드 순자산의 증가는 자산운용
사의 선물환 순매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펀드 순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운용사는 선물환을 매도한다. 역시 같은 날의 효과가 VAR에
표현되지 않으므로 충격반응을 살펴보면, 충격이 온 날 107만 달러의 선물
환 매도가 일어나며 다음날 최고치로서 192만 달러의 선물환 매도가 나타난
다. 충격반응은 8일 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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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해외펀드 순자산 1,000억 원 증가 시 자산운용사 선물환 매도(만 달러) 충격반응 ❚

2. 환율과의 관계
선물환의 매도 증가는 달러화의 매도 증가로서 환율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며,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외펀드 자산의 변동은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
매수의 변동을 초래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
향을 미치므로 해외펀드 순자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 환율의 세 변
수 VAR 분석을 한다. [표 4-3]에서 보듯이 VAR 분석결과 환율은 해외펀
드 순자산 증가 시,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 증가 시 소폭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VAR 분석의 특성상 충격 발생 당일의 효과는 잔차항
의 분산으로 표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환율의 충격반응을 보면, 해외펀드 자산이 1,000억 원 증가할 때 환율은 약
0.5원/달러 하락하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수가 1,000만 달러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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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약 0.5원/달러 증가한다. 두 경우 모두 충격 당일 이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충격반응은 위에서 언급한 해외펀드 환헤지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로 인한 환율변동 경로를 그대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4-3. 해외펀드 순자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 환율의 VAR 분석결과 ❚

해외펀드 순자산 (-1)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1)
환

율 (-1)

상 수 항

해외펀드 순자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순매수

환

율

0.12
***
[ 2.87 ]
-0.11

-0.12
***
[-6.51 ]
0.54

-0.05×10
[-0.51 ]
-3
-0.28×10

[-1.42 ]

[ 16.51 ]***

[-1.75 ]*

-63.93
[-3.17 ]***
573.87
*
[ 1.79 ]

35.31
[ 4.12 ]***
-2.66
[-0.02 ]

0.06
[ 1.39 ]
0.24
[ 0.36 ]

-3

주: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 ] 안의 값은 t-통계량을 나타낸다.

❚ 그림 4-4. 해외펀드 순자산 1,000억 원 증가 시 환율의 충격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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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자산운용사 선물환 1,000만 달러 매수 시 환율의 충격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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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 제언 및 결언

외국인의 채권투자의 동인으로 인식되는 재정거래기회의 경우 금융위기
전의 1~2%포인트 수준에서 금융위기 중 CDS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1.5%
포인트 미만까지 하락했다(그림 3-5 참고).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거래기회의 하락으로 인해 환율의 최대 상승폭이 45~61원/달러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2009년 7월 현재 CDS 프리미엄 하락, CRS 금리 상승 등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재정거래기회가 0.9%포인트 수준까지 재상승하였으
므로, 환율을 약 55원/달러까지 하락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기 중
해외펀드 순자산은 70조 원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그림 4-2 참
고). 따라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율상승의 폭이 약 199원/달러
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7월 현재 해외펀드의 순자산액이 다시 증가해 50
조 원 수준이므로, 이로 인한 환율 하락폭이 약 80원/달러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초의 환율은 940원/달러 수준이었으며, 2009년 3월에 1,570원/달
러까지 상승하여서 상승폭이 600원 이상이었다. 3월 이후 금융위기 완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회복되면서 1,230원 수준으로 300원 이상 하락하였다. 분
석결과와 비교해볼 때, 상승폭의 약 41%가 채권시장 변동과 해외펀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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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락폭의 약 40%를 채권시장
의 변동과 환헤지펀드의 환헤지 수요에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실증분석의 결과는 표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표본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극단적인 표본기간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위기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안정이 중요하므
로 이러한 극단적인 표본기간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금
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변동에 대한 분석보다는 금융위
기 중의 극단적인 변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거래기회의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시장의
효율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재정거래기회의 경우에는 비교적 환율변동을 크
게 야기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통화스와프시장은 선물환 포인트가 결
정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선물환의 결정요인은 대내외 금리차이로 알려져 있
으며, 대내금리로 적용되는 금리가 통화스와프시장에서 결정되는 원화금리인
CRS 금리이며, 대외금리는 LIBOR 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통화스와프시
장의 안정은 금리재정거래기회의 안정뿐 아니라 선물환 포인트의 안정을 가
져올 수 있어 수출기업의 선물환 거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더욱이 통화스와프시장의 개입은 달러를 일정 기간 빌려주고 원화를
빌리거나, 원화를 빌려주고 달러를 빌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기간이
지나면 투입된 자금은 회수된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직접개입과는 달리 통화
스와프시장의 개입으로는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재정거래기회는 채권금리에서 CRS 금리와 CDS 프리미엄를 차감한 것으로
통화스와프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CDS 프리미엄과 채권금
리의 변동으로 인한 재정거래기회의 변동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다만 통화스와프시장의 개입을 통해 선물환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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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정거래기회의 변동성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에 대한 환헤지 관행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이 외환시장으로 그대
로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경색이 높아 외국인이 국내의 투자자금을 회수
하면 우리나라도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는 외환시장
의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외펀드 투자의
확대가 환헤지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외환시장의
변동성보다 크므로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환헤지를 적용하는 것
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환헤지된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펀드는 일반적으로 환헤지 전략이 추가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 판매된다. 두 가지 펀드는 환헤지 운용을 제외하면 투자운용은 같
이 이루어지므로, 해외펀드의 자산 중 환헤지된 부분의 자산을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펀드
자산 중 환헤지된 부분의 자산이 30%를 넘지 말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
러한 규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투자회수사태가 다시 발생할 때 우리
나라의 투자자들도 해외펀드 형태로 투자된 부분을 회수할 것이고 자산운용
사의 환헤지에 따른 달러수요가 투자회수에 따른 달러 공급으로 상쇄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외펀드 중 환헤지 비율에 대한 규제는 환헤지된 해
외펀드로 인한 주식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을 성공적으
로 관리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금융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인 중 많이
회자되던 채권시장의 외국인투자와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를 살펴보았으
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부터 오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제어하
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다만 금융위기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분

39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언 │

석하였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 본 분석결과를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의 분석을 보다 정확하
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의 유출입과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 국제수지 변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본
고에서는 안정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정책적 개입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통화스와프시장과 해외펀드의 환헤지 관행에 연구범위
를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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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n FX Rates Analysi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Effects of Foreign Bond
Investments and FX Hedged Foreign Fund
In Huh and Young-Joon Park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has put the Korean economy into the recession with financial market
turmoil.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foreigner's investment in bonds and
the FX-hedged foreign equity fund as driving forces of KRW-USD exchange
rate change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
reveals that the increases of both interest-rate arbitrage opportunity and the
net asset value of foreign funds have negative relations with KRW-USD
exchange rate, and vice versa. According to impulse responses, the two
reasons account for about 40% of the exchange rate variations between 2008
and 2009. This significant resul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authority's intervention in currency swap market and appropriate regulations
on the portion of FX hedged foreign fund help stabilizing Korean FX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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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uh and Young-Joon Park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
인을 금리재정거래를 이용한 외국인의 채권투자 및 환헤지된 해외펀드의 투자행
태에서 찾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수요의 동인으로 알려진 금리재정거
래 유인의 확대는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의 하락은 선물환 매수를 통해 환율의 상승
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동안 환율변동
의 약 40%가 채권시장 및 해외펀드 환헤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통화스왑시장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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