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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대부터 빠르게 진행되어온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은 국가간 자본이동의 규모
를 확대시켜 신흥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2008년처
럼 금융중심지의 금융위기를 전 세계 다른 국가로 전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금융중심지에서 시작된 완화적
통화정책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
다. 장기간 지속된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과 일부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반영이었으나, 이로 인해 여러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흥국으로 대규모 외화유동성이 유입되면
서, 금융 변수가 자국의 통화정책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많은 신흥국에 새로운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충격이 신흥
국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향후 실제 통화정책으로 반영
되는 정보인 뉴스(news)와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
지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나타내는 노이즈(noise)로 구분하여,
각 정보 충격이 주변국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본고의 집필에는 김경훈 부연구위원, 전남대학교의 김원기 교수가 참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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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집필과정에 자문을 해주신 신꽃비 부연구위원, 노동연구원의 유동훈
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허준영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본원 김진아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2019년 6월
원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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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
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
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
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
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
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
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
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
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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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
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
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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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
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기업과 전 생애에 걸쳐 소비와 저축을
최적화하는 가계는 의사결정 시 현재의 금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 변화를
고려한다. 하지만 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에는 노
이즈(noise)가 섞여 있다. 노이즈 정보란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
와 대응되는 뉴스(news) 정보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
된 정보이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실제로 반응하는지 검증한다. 시
장참여자들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가 뉴스
와 노이즈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정보 충격이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통화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실물경기변
동 및 금융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의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
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반응분석은 2단계 추정의 계
량방법을 활용한다. 1단계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
하며, 2단계에서는 Jordà(2005)가 제시한 Local Projection(이하 LP)을 이용
하여 식별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 및 단기금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추정한다. LP는 모형 오류(model misspecification)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VAR과는 달리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의 수를 조정할 수 있
어 모형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증분석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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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발견했다. 각 충격의 초기 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
가 구분되는 시점인 2~3분기 이후의 반응은 달라졌다.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
이라는 뉴스 정보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
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
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 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2~3분기 이후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ㆍ단기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후 실물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2~3분기 이후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 본 보고
서가 기존 연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힌다. 3장에서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
이 신흥국의 생산, 소비, 투자, 무역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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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본 보고서와 연관된 기존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효과,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에
대한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미국 통
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기존 연구를 논의하고, 본 보고서가 기존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을 설명한다.

1)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
미국 통화정책이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우선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Romer and
Romer(2004)는 내생적이며 예상된 변동이 제거된, 1969~96년 기간의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을 활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자국의 생산과 물가상승에 매우 크고
신속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rtler and Karadi(2015)에서
는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고, 이것이 생산과 물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VAR(Vector Auto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이 단기금리에는 완만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기간 프리미
엄(term premium)과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효과
미국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Rey(2015)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사이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며,
이렇게 결정된 글로벌 금융여건이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runo and Shin(2015)은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채널로서 글로벌은행과 지점은행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위기기간 글로벌
은행의 레버리지 조정은 국가간 은행자본흐름을 감소시키고, 미국달러의 가치

16 •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Georgiadis(2016)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주변국
GDP에 미치는 효과가 자국 내 영향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국이 받는 국제전이 효과의 크기는 교역규모, 금융시장 통합수준, 환율
체제, 금융시장 발전 정도, 노동시장 유연성, 산업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국제전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Neely(2015)는 2008~09년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달러 가치를 크
게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장기채권 수익률 하락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을 보였다. Chen et al.(2016)는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충격이 신흥국 및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크지만,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고 주장
하였다.

3)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
신흥국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Aguiar and Gopinath(2007)는
선진국과 구별되는 신흥국 경기변동 특성1)이 상당 부분 생산성 추세 충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hang and Fernández(2013)는 신흥국 경
기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산성 추세와 금리 충격을 도입하여, 금융제약이
충격을 전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생산
성 추세충격보다는 일시적인 생산성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의 많은 부분을 설
명하며, 금융제약이 충격을 확대하는 주요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경기변동 분석에서 공급 충격뿐만 아니라 개별국 위험(country
risk)2)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1) 신흥국 경기변동은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① 경기대응적 경상수지, ② 소비변동성이 생산변
동성을 초과, ③ 금융시장에 빈번한 서든스탑(sudden stop). 이러한 특징은 선진국의 경기변동 특성
과 상이하다.
2)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spread)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신흥국 금리와 글로벌
금리의 차이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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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eyer and Perri(2005)는 선진국과 구별되는 신흥국 경기변동 특성3)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 실증분석결과와 일
치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론모형에서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 개
별국 위험(country risk)으로 구분되는데, 글로벌 금리가 안정되면 생산변동
성의 3%가 하락하는 반면 개별국 위험이 제거되면 생산변동성의 27%가 낮아
져, 결국 개별국 위험이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채널임을 보였다. Uribe
and Yue(2006)에서는 신흥국 국가위험도가 글로벌 금리 및 신흥국 펀더멘털
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4) 개별국 위험도 변화가 미국 통화정
책 충격의 국제전이에서 주요 채널로 작동하는 것을 이론모형 및 실증분석으로
보였다.
반면 Dedola, Rivolta, and Stracca(2017)5)는 미국 금리 인상 충격으로 대
부분 국가의 통화가치가 절하되었으며, 생산이 감소되었고, 실업률이 증가되었
지만, 국가특성변수(예를 들면 개별국 위험도)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국가별
상이한 전이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Akıncı (2013)6)
도 신흥국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글로벌 금융리스크이며, 상
대적으로 글로벌 금리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 ① 실질 금리는 경기대응적이며 선행한다. ② 소비변동성이 생산변동성보다 높다. ③ 순수출은 강한 경
기대응성을 보인다.
4) ①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 변동의 20%를 설명한다. ② 국가위험 프
리미엄(country spread)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의 12%를 설명한다. ③ 미국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
최초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spread)은 하락하나, 이후 시차를 두고 크게 반등한다. ④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은 국가위험 프리미엄 변화를 야기하여 주변국으로 전이하게 된다. ⑤ 신흥국 펀더멘털
(fundamental)에 따라 국가위험 프리미엄 반응이 상이하다(취약한 펀더멘털을 가진 신흥국은 금리 인
상 충격에 대해 경기변동성이 더욱 크게 확대).
5) 36개 선진국 및 신흥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국제전이를 분석한다.
6) 글로벌 금융조건(글로벌 무위험금리, 글로벌 금융리스크, 개별국 위험도)이 신흥국 경기변동을 얼마만
큼 설명하는지를 패널 VAR(Vector Auto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① 글로
벌 금융리스크는 국별 위험도 및 경기변동의 20%를 설명하였다. ② 글로벌 금리가 경기변동을 설명하
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③ 국별 위험도는 경기변동의 15%를 설명하였다. ④ 경기변동과 개별국
위험도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글로벌 금융 충격이 신흥국으로 전이되는 데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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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z et al.(2011)는 신흥국 경기변동의 원인으로서 영구적인 생산성 충격에
대한 불완전 정보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영구적인 생산성 충격에 관한 노이즈
정보는 신흥국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칼리브레이
션(calibration)된 신흥국 실물경기변동 모형을 통해 보였다.

4)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예상한 변동과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예상된 변동은 향후 실제 통화정책으로 실현된 부분인 뉴스 충격과
예상은 했으나 실현되지 않는 부분인 노이즈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충격은 서프라이즈로 정의할 수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통화정
책의 변동을 가져오는 각 구성요소가 실물 및 금융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뉴스 충격과 관련하여 Gomes, Iskrev, and Mendicino(2017)는 통화
정책의 뉴스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뉴스 충격이 경기변동에
적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coviello and Gaston(2018)
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충격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50개국 GDP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 선진국보
다 신흥국의 GDP 감소폭이 더 컸으며, 충격의 크기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Beaudry, Nam, and Wang(2011)은 경기 전망에 대한 낙
관적인 예상 혹은 비관적인 예상이 미국 경기변동에 상당 부분을 설명함을 보
였다.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경우 8~10분기 동안 전체 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Vicondoa(2019)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연방기금선물(federal fund futures)을 활
용하여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뉴스와 서프라이즈로 식별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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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 신흥국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패널 VA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방기금금리가 0.25% 증가한다는 뉴스는 실제 충격이 오기 전 2분
기 동안 총생산을 추세로부터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nchard, L’Huillier, and Lorenzoni(2013)는 Structural VAR(Vector
Autoregression)을 활용해서는 뉴스와 노이즈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근원
적인 구조 파라미터를 찾아, 이를 활용하여 뉴스와 노이즈의 동태적 변동을 밝
힐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Forni et al.(2017a)는 비전통적 VAR을 활용한 동
태적 식별 과정(dynamic identification procedure)을 거쳐 생산성에 대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하고, 각각이 경기변동을 얼마만큼 설명하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노이즈 충격이 생산, 소비, 투자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
며, 혹 모양(hump-shaped)의 충격반응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과 관련하여 Dahlhaus and Gambetti(2018)
에서는 비전통적인 VAR을 활용하여 뉴스와 노이즈를 식별하고, 각 충격이 경
기변동을 얼마만큼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통화정책 인상에 대
한 노이즈가 생산과 가격 하락에 각각 16%, 13%를 설명하며, 회사채위험성향
지표(excess bond premium) 및 금융시장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감소
시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
물 및 금융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
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거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Dahlhaus and Gambetti(2018)와 비슷하지만, 국제전이 효과를
분석한 본 보고서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Vicondoa(2019)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그의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의 미래 정보에 대한 신호추출문제 및 노이즈 충격의 영향을 다루지
않고 있어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Boz et al.(2011)의 연구는 신흥국 경기변
동에서 불완전 정보 및 신호추출문제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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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불완전 정보의 원천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와는
달리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신흥국 경기변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선행 연구 • 21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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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1. 서론
본 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뉴스 정보는 실제 미래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며 노이즈 정보는 실제 미래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없으
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장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로 정의된다. 이
러한 정보들은 여러 신호(signal)를 통해 한꺼번에 관측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
전적으로 두 정보간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러
한 정보의 진위가 완전히 파악되기 전, 즉 미래 미국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
에는 신호추출(signal extraction)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며 이러한 과
정에서 실제 통화정책과 상관없는 노이즈 정보에도 반응하게 된다.
신흥국 역시 이러한 미국 통화정책의 노이즈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
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후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많은 연구들이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으나 이러한 뉴스 정보와 노이즈 정보의 영향을 다룬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사용된 데이터 및 추정을 위한 계량
방법론을 소개하며 3절에서는 추정된 결과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추정된 결
과에 관한 논의가 제시되며 5절에서는 본 장의 결론을 제시한다.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본 절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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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1) 미국
본 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을 위해 Forni et

al.(2017a), Forni et al.(2017b) 및 Dahlhaus and Gambetti(2018)가
제시한 VAR 모형과 동태적 식별방법(dynamic identification)을 사용한다.
VAR는 실질 연방기금금리(real federal fund rate), 연방기금금리 선물
(federal fund futures), 미국 GDP, GDP 디플레이터, 미국 GDP와 GDP 디
플레이터(deflator)에 대한 전문가 예측치(SPF: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의 8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실질 연방기금금리를 미국 통화정책 수단(instrument)의 대리변수
(proxy variable)로서 VAR에 포함시켰다. Beaudry, Nam and Wang(2011)
과 Bruno and Shin(2015) 역시 실질 연방기금금리를 미국 통화정책 수단으
로 가정하여 VAR 모형을 추정한 바 있다. 또한 명목 연방기금금리는 2008년
이후 제로금리(zero lower bound)에 도달하여 통화정책의 방향성(stance)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실질 금리는 이러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
유로울 수 있다.7) 실질 연방기금금리는 Beaudry, Nam and Wang(2011)을
따라 명목 연방기금금리에서 당기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을 차감하여 계
산하였다. 연방기금금리 및 GDP 디플레이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래 통화정책의 정보를 포함한 신호변수(signal variable)로서 2분기
(6개월)물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이용하였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시장에서 생

7) 또한 신흥국 경기변동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실물경기변동(SOE-RBC) 모형에
서 세계 이자율(world interest rate)은 실질금리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 연방기금금리의 사용
은 이러한 모형과도 잘 부합하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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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미래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예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Dahlhaus and Gambetti(2018) 역시 연방기금금리 선물(federal fund
futures)을 신호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데이터는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로그를 취한 미국의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2분기 이후 실질 GDP 및 GDP 디플레이터의 시장 예상치를 VAR
에 포함하였다. 많은 모형 연구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축약된다. 이 같은 테일러 준칙을 추정할 때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와 물가수준을 잘 반영하는 변수로서 미국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를 선택하였다. 실질 GDP 및 GDP 디플레이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
경제의 미래 경로를 예상하여 금리를 결정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민
간에서 예측하는 미국 실질 GDP와 물가수준을 모형에 포함하여 민간에서 예
측하는 부분을 제거하였다. 민간에서 예측하는 미국 실질 GDP와 물가수준의
대리변수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SPF 자료를 사용하였다.
Romer and Romer(2004)는 그린북 예측치(Greenbook forecasting)를 사
용하여 이 같은 부분을 제거한 바 있으며, Vicondoa(2019)는 미국 통화정책
의 뉴스 충격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SPF 예상치를
이용하여 민간에서 예상한 부분을 제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실질 금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실질 금리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
Fernald(2014)가 추정한 총요소생산성을 VAR 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제로 많
은 거시모형에서는 생산성 충격이 실질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TFP를 VAR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당국이 금융시장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인 바 있어, 이러한 금융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회사채 스프

26 •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표 3-1. 데이터: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
변수

정의

출처

실질 연방기금금리

명목 연방기금금리
- 당기 인플레이션

명목 연방기금금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인플레이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연방기금금리 선물

6개월물 연방기금금리 선물

Bloomberg

GDP

로그 실질 GDP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GDP 디플레이터

로그 GDP 디플레이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GDP 예상치

2분기 후 GDP의 SPF 평균
예상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GDP 디플레이터
예상치

2분기 후 GDP 디플레이터의
SPF 평균 예상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요소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Fernald(2014)

Baa 등급 회사채 - 10년물 국채

Baa 등급 회사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10년물 국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회사채 스프레드

주: 3장 표와 그림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출처를 일괄적으로 정리.
자료: 저자 작성.

레드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무디스 Baa 등급 채권의 이자
율과 10년물 미국 국채 이자율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표 3-1]에 변수의 정의
와 출처가 정리되어 있다.

2) 신흥국
본 장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
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터키다(11개국). 국가 선
택의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신흥국과 CDS 데이터의 이용 가능 여
부로 결정하였다. 이 11개 분석대상국은 Uribe and Yue(2006), Akıncı(2013),
그리고 Vicondoa(2019)에서 다룬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도, 인
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어 있다고 시장에서
믿고 있는 미래 정보가 신흥국의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
로, 신흥국의 국민계정에 포함된 변수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며 분기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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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ㆍ실물경기변동 모형에서
주로 다루는 실질 GDP, 실질 민간소비, 실질 민간투자, 무역수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변수 선택은 이론모형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흥국 데이터는 주로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
으며, OECD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IFS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데
이터는 대부분 명목금액만이 제공되며 계절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X-12 Arima 필터를 사용하여 계절조정을 하였으며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
하여 실질 금액으로 변환하였다. 실질 GDP, 민간 소비 및 투자는 모두 분기 평
균 환율을 사용하여 미국달러로 표시된 변환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무역수지
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론모형에서
신흥국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가위험 가산금리(country

표 3-2. 데이터: 신흥국
국가

분석기간

아르헨티나

2005.Q1~2017.Q4

브라질

2001.Q1~2017.Q4

칠레

2003.Q1~2017.Q4

인도

2002.Q1~2017.Q4

인도네시아

2005.Q1~2017.Q4

멕시코

2000.Q1~2017.Q4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Q1~2017.Q4

한국

2000.Q1~2017.Q4

터키

2000.Q1~2017.Q4

필리핀

2002.Q1~2017.Q4

출처

실질 GDP, 실질 민간소비, 실질 민간투자:
OECD OECD 제공(미국달러 기준, 계절조정변수)
Stat. 무역수지/GDP:
명목 무역수지를 명목 GDP로 나눈 값

IMF
IFS
페루

2003.Q1~2017.Q4

변수 변환

실질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명목 금액을 분기 평균 달러환율로 달러금
액으로 변환 후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
여 실질 금액으로 변환. X-12Arima를 이
용하여 계절조정
무역수지/GDP: 명목 무역수지를 명목 GDP
로 나누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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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premium)의 대용변수로 국가 CDS를 사용한다. 분석기간은 신흥국의
CDS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가능한 가장 긴 시계열
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CDS 금리는 Bloomberg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표 3-2]는 신흥국의 국가별 국민계정 데이터 출처와 분석에 포함된 기간
을 나타내고 있다.

나. 계량방법론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및 노이즈 정보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
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하는 단계이며, 이후 식별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이
용하여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
이즈 충격의 식별은 Forni et al.(2017a), Forni et al.(2017b), Dahlhaus and
Gambetti(2018)가 제시한 VAR 모형과 동태적 식별을 이용한다. 이후 식별된
충격과 Jordà(2005)가 제시한 Local projection(LP)를 이용하여 식별된 뉴
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의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러한 2단계 추정방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식별을 위한 VAR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수
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VAR 모형은 변수가 많이 포함될수록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단점을 가진다. 11개국 변수가 모두 포함된 경
우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추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
다. 2단계 추정방법은 이와 같은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신흥국 경기변동을 분석하는 다수의 모형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
제 모형의 가정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흥국 변수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할 때 신흥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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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
을 미국 변수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식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LP는 모형 오류(model misspecification)
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VAR과는 달리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의 수를 조
정할 수 있어 모형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 가능한 신흥국의
CDS 시계열이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은 모형의 추정에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LP는 단일회귀식 접근법(single equation approach)
를 이용하고 있어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VAR 추정(Full information approach) 대신
2단계 추정(limited information approach)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8)

1)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
가)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 2변수 VAR
본 절에서는 실제 추정에 사용된 8변수 VAR 모형(full VAR model)의 설명
에 앞서 2변수 모형으로 구성된 VAR 모형을 통해 추정에 관련된 내용의 이해
를 돕고자 한다. 먼저 연방기금금리

가 식 (3-1)과 같은 확률 과정을 따른다

고 가정한다.
식 (3-1)
는 백색잡음(white noise) 과정을 따르며 미국 통화정책의 구조적인 충격
(structural shock)이라고 가정한다.
미하며,

은 시차연산자(lag operator)를 의

가정은 통화정책의 구조적인 충격이 1기의 시차를 두고 연

방기금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러한 과정은 흔히 거시모형에서 사용
되는 뉴스 충격(news shocks)의 일반적인 표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이러한 방법은 최근 Uribe and Yue(2006), Akıncı(2013), Dedola, Rivolta and Stracca(2017) 등
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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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가계,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은 통화정책의 미래 정보(뉴스 충격)
와 관련된 시그널

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시그널에는 미래 통화정책과 관련

된 정보 이외에 통화정책 충격과 관련이 없는 순수 노이즈 정보

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식 (3-2)와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9)
식 (3-2)
이러한 관계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시장
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래 연방기금금리의 경로를 미리 알리
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으며, 확실
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혼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식 (3-2)에 포함된 노이즈

로 표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구조적 표현식(structural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내면
식 (3-3)과 같다.

식 (3-3)
뉴스 충격의 정의에 의해

이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표현식

은 비가역적(non-invertible)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VAR 모형으로
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Forni et al.(2017a)과 Forni et al.(2017b)는 Lippi
and Reichlin(1994)에서 제안한 바를 바탕으로 뉴스 및 노이즈 충격의 존재
로 인해 일반적인 VAR 모형으로는 구조적 충격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는 동태적 식별과정(dynamic identification)을 제안한 바 있다. 이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그널에는 공통적인 노이즈 정보만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찰 가능한
부분(idiosyncratic parts)은 없다고 가정한다. 즉 연방기금 선물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참여자와 민간
은 모두 같은 시그널을 관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연방기금 선물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이 효율적
(efficient)이라고 가정한다면, 개별적인 노이즈 정보는 가격에 즉시 반영되며,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
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실제적인 추정을 간단하게 해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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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식별법은 소위 Blaschke 행렬(Blaschke matrix, 아래 식의

)을 이

용한 방법으로 식 (3-4)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식 (3-4)
는 시차 다항식
하며
서

이 가지는 근(root) 중 절댓값이 1보다 작은 것을 의미

는 이에 대응되는 켤레수(complex conjungate)를 나타낸다. 여기에
는 실현된 이자율에서 경제주체가 예상한 이자율의 차이를 나타내며,

와 구조적 충격

및

의 관계는 식 (3-5)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식 (3-5)
이러한 식의 경제학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미래에 실현된 이자율은 과거
에 받은 시그널이 얼마나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실현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주체가 받은 시그널에서 뉴스와 노이즈 정보
를 분리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뉴스와 노이즈 정보는
정보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경제주체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는 사람(econometrician) 역시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
으므로 시그널이 관찰되는 그 시점에서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식 (3-3)의 비가역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보가
완전히 드러난 미래에서 실현된 이자율이 관찰 가능한 경우 이러한 노이즈 정
보를 사후적으로 복원(recover)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를 수학적으로 가능하
게 하는 것이 Blaschke 행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0)
또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10) 즉 식 (3-3)은 과거(past) 및 현재(current) 정보로는 비가역적이나, 미래(future) 정보를 포함한 모
형에서는 가역적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이자율이 실현된 후 사후적으로 모형을 추정하
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충격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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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경제주체들은 기에
그널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다음 기의 이자율인

의시

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소비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푼다
고 가정하면 다음 기의 이자율인

은 기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 경우 간단한 신호추출문제(signal extraction problem)를 통해

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비흐름을 결정한다. 신호추출
을 통한 다음 기의 이자율에 대한 기댓값은 식 (3-6)과 같다.

식 (3-6)
또한 다음 기인

서 경제주체의 기대치

과

의 차이는

로 나타나며 이는 식 (3-5)에서
경우

로 나타난다. 따라

기에는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며

이므로 이에 대응한 Blaschke 행렬

이 1인 경우와 같다. 이
이 1로 나타난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복원과정은 식 (3-7)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식 (3-7)
에서 는 포워드 연산자(forward operator)를 나타낸다.

식 (3-7)
본 연구에서 사용된 VAR 모형 추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정은, 추정하는
입장에서 경제주체가 받은 시그널

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으나,

라

는 관찰 가능한 변수를 통해 경제주체가 받은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식 (3-8)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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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규화(normalized)된 잔차와 정규화된 구조적 충격 간의 관계는 식
(3-9)와 같다.

식 (3-9)
따라서 식 (3-8)과 식 (3-9)를 결합한 최종 구조적 표현식은 식 (3-10)과 같다.

식 (3-10)

최종 구조적 표현식 식 (3-10)을 추정하는 방법은 우선 식 (3-8)을 제약조건
을 이용하여 추정한 후

을 계산하고, 이후 추정된

을 통해

식 (3-9)를 식별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추정은 다음과 같
은 단계를 거친다.
① 연방기금금리

와 시그널의 대리변수

를 포함한 축약형 VAR를 추정

한 후, 뉴스 충격의 성질(뉴스 충격은 당기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약)을 이용하여 구조적 모수(structural paramerter)를 식별한다. 이러한
식별과정은

의 제약을 이용하는 것과 같으며,11) 2변수 모형이기 때

문에 하나의 제약식을 부과하는 경우 적정 식별(just-identified)이 되어 모형
이 식별 가능하게 된다.
② 추정된

을 이용하여 Blaschke 행렬의 정의에 따라

③ 뉴스 충격과 노이즈 충격의 비율

은 추정된

을 계산한다.

의 비율을 통해 추정

11) 이와 같은 제약은 일반적인 VAR 모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기 영(zero) 제약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
다. 본 절에서 사용하는 2변수 모형 VAR의 경우 이자율과 시그널의 대리변수 순서로 VAR를 구성한
후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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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이 가능하며, 시그널의 성질

,

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측 가능한 변수( 와 )에서 구조적인 뉴스 충격과 노
이즈 충격이 식별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VAR 모형에 사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나) 8변수 VAR을 이용한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
앞선 절에서 간단한 2변수 VAR 모형을 통하여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
이즈 충격을 식별하는 대략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실제 계량분
석에 사용된 8변수 VAR을 이용하여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하는 방법을 상
술한다. 앞서 제시한 2변수 모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선 모형에서는 구조
적 모수의 식별을 위해서는

의 조건으로 충분하였으나 8변수 VAR

에서는 이러한 조건 이외에 더 많은 제약조건이 필요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모형의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식 (3-8)을 확장하여 8변수로 이
루어진 식 (3-11)과 같은 모형을 고려한다.

식 (3-11)

는 총요소생산성,
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는 실질 GDP,

는 GDP 디플레이터로 표시되

는 총요소생산성, 실질 GDP, 물가수준, 연방기금

금리, 시그널의 대리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벡터(vector)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GDP와 GDP 디플레이터의 시장 예측치와 회사채 스프레드를
포함하는  ×  벡터로 정의된다.

는

의 추정식에 대응되는 잔차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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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의 글자는 스칼라(scalar)를, 두꺼운 글자는 행렬을 나타낸다.
앞선 2변수 모형과 같이 이러한 모형을 축약형 VAR로부터 식별하기 위해서
는 식별 조건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8변수 모형에서는 앞선 2변수 모형에서
사용하였던

와 더불어 추가적인 식별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ahlhaus and Gambetti(2018)의 방법을 차용하여 촐레스키
삼각화(Cholesky triangularization)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식 (3-12)
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식 (3-12)
식 (3-12)에서 부과된 영제약(zero restriction)의 개수는 28개로, 잘 알려진 바
대로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VAR 모형의 적정 식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촐레스키 삼각화를 이용한 식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연방기금금
리와 시그널의 대리변수가 당기에는 TFP, GDP, GDP 디플레이터 3개의 변수
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연방기금금리와 시그널의 대리변수는

에 포함된 미

래에 대한 기대와 금융변수에 당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수의 순서
는 Christiano et al.(1996)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다.12) 이러한 식별은
식 (3-11)에서 제시한 변수의 순서로 축약형 VAR를 추정한 후 촐레스키 분해
를 사용하여 얻어진 구조적 충격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한 충격이 본 연
구에서 우선적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와

가 된다.

식 (3-11)의 식별 이후에 잔차항 행렬에 식 (3-13)의 행렬을 곱해주면 최종
적으로 VAR에 포함된 관측 가능한 8개의 변수와 정규화된 구조적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와

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항등 행렬

(identity matrix)을 나타낸다.
12)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앞서 세 변수(TFP, GDP, GDP
디플레이터) 사이의 순서와

에 포함된 변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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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3)

[그림 3-1]은 위의 방법으로 추정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미국의 실질
연방기금금리, 실질 GDP,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충격반응분석의 결
과를 보여준다. 추정된 평균 반응(mean response)과 더불어 90% 및 68% 신
뢰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신뢰구간은 편의ㆍ조정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1,000회의 반복을 실시하였다.
뉴스 충격에 대한 실질 연방기금금리의 반응은 2분기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만,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질 연방기금의 반응은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이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정의를 생각할 때 VAR 모형에서 뉴스
와 노이즈 충격을 비교적 잘 식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처음 2분기 동
안 뉴스 충격과 노이즈 충격에 대한 핵심 변수의 반응은 유사하다. 이는 정보가
완전히 맞는지 틀리는지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완전히 식
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입장에서는 두 충격 모두 미래 금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 2분기 이후에 뉴스 충
격은 GDP와 가격수준을 낮추지만 노이즈 충격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론적
모델이 예측하는 것과 일치하며, 이러한 충격반응분석결과는 위의 VAR 모형이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비교적 잘 식별하였음을 시사한다.

2)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추정
앞서 식별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이용하여, 이러한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
는 영향은 LP 방법으로 추정한다. LP는 추정이 간단하고 유연하여 다양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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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는 재정지출 충격의 효과를 경기호황
기와 경기불황기로 나누어 분석하는 데 LP를 사용하였으며, Iacoviello and
Gaston(2018)은 이러한 LP를 이용하여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
는 영향을 다양한 그룹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
로 식 (3-14)를 추정한다.
식 (3-14)
는 번째 국가를, 는 시간을 의미하며 는 충격반응분석의 기간(horizon)
을 의미한다.

는 충격반응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하

였듯 본 장에서는 신흥국의 실질 GDP, 실질 민간소비, 실질 민간투자, 무역수지
그림 3-1. 충격반응분석: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미국 내 영향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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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주요 충격반응분석의 대상이 된다.
는 앞서 식별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의미한다.
는 통제변수를 의미하며 통제변수는 각 국가의 실질 GDP, 실질 민간소비, 실
질 투자, 무역수지/GDP 및 CDS가 포함되었으며, 앞의 3변수에는 로그를 취
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상태를 포함하기 위해 Akıncı(2013)에서 제시한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Baa-10년물 미국 국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시
차를 결정하는 은 2로 설정하였다.13) 특히 Akıncı(2013)는 국제금융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미국 실질 금리 충격의 영향이 과
대평가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어 Akıncı(2013)에서 사용된 회사채 스프레드
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는 상수항을 나타내며,
나타낸다.

는 국가 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를

는 선형 및 2차 추세항을 나타내며,14)

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추정된
후

는 확률적 오차항

는 충격 발생 후

기이

의 평균적인 충격반응(average impulse response)을 나타낸다. 각각의 식

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되었으며 국가별 이분산(heteroskesdaticity)을
고려하기 위해 국가별 클러스터 에러(cluster error)를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15)

13) 2개의 시차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나 다른 시차(1, 4)에서도 결과는 강건함을 보였다.
14) 선형추세항만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결과는 강건함을 보였다.
15) 식 (3-10)은 독립변수의 과거값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 경우 고정효과 모형은 소위 말하는 니켈
바이어스(Nickel bias)로 인해 일치성(consistency)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편의
는 시계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시계열은 각 국가별로 최
대 68이며, 이는 국가의 수(cross-sectional observation) 11개보다 현저히 길다. 이러한 비교적 긴
시계열 관측치는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길다고 판단된다. 또한 많은 동적 패널
(dynamic panel)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식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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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
[그림 3-2]는 신흥국 거시경제변수의 충격반응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단 패널은 뉴스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분석결과이며, 하단 패널은 노이즈 충
격에 대한 반응이다. 평균 반응과 함께 68% 및 90% 신뢰구간을 표시하였으며
충격의 크기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1단위 증가로 정의되어 있다. 충격반응분
석을 살펴보면, 두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은 처음 2~3분기 동안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자명한 결
과이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은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완전한 식별
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필터링을 통해 민간에서는 행동을 결정한다. 이 충격

그림 3-2.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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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분석에서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 모두 민간에서 향후 미국 정책금리의 인상
을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신흥국의 GDP, 소비, 투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이론모형에서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Uribe and Yue(2006)와 Garcia-Cicco, Pancrazi and Uribe(2010)
등 다수의 신흥국 경기변동 이론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미국 금
리로 정의되어 있는 세계 이자율의 인상은 신흥국 입장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차입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
서 [그림 3-2]의 충격반응분석결과는 이러한 예측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로 두 충격 모두 GDP와 민간소비를 약 0.1~0.2%, 민간투자는 약
0.2~0.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은 신흥국 무역수지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
다. 이는 경기역행적인 신흥국 무역수지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가
능하다. 미래 차입금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 신흥국이 해외로부터의 차입을
줄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반응 역시 이론모형의 예측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3분기 이후(정보가 완전히 드러나고 난 후)에는 뉴스 충격과 노이즈
충격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스 충격의 경우 경기
위축이 더욱 진행되어 충격 발생 후 4분기까지 GDP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그 크기는 약 0.8%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GDP가 회복세를 보
이며 약 8분기 이후 원래의 추세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간소비 역시
GDP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반응의 크기 역시 GDP의 반응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흥국에서는 소비의 변동폭이 GDP와 유사하
거나 더 큰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민간투자는 최
대 1.5%가 줄어들어 GDP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약 8분기 후 원래
의 추세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역수지는 3분기에 GDP 대비 최대
0.2%p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충격 발생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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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2분기 이후 실제 미국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
서의 유동성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차입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위축이 발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노이즈 충격의 경우 뉴스 충격과는 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분
기 이후 예상되었던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흥국에서는 경
기호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 6분기 이후에 최대 0.8%까
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민간소비 역시 비슷한 크기의 반응을 보이고 있
다. 민간투자의 경우 7~8분기에 최대 1.5%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7분기 이후 GDP 대비 최대 0.2%p 감소 후 천천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의 충격반응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미국 통화정책
과 관련된 노이즈 정보가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
존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예상치 못한 충격(unanticipated shock), 혹
은 뉴스 충격(news shocks)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두 충격 모두 실제 펀더멘털의 변화가 수반되는 충격이라는 점에서, 실제 펀더
멘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발생하는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그림 3-2]의 충격반응분석은 신흥국 경기변동의 새
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고 추정하여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 [그림 3-3]은 LP 모형을 금융위기 이전기간(2008년 4Q까지)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사용 가능한 시계열이 짧아져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ribe
and Yue(2006)와 Akıncı(2013) 등에서 사용된 도구변수 추정(intrumental
variable approach)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모든 통제변수들은 앞선 모
형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 이전기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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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기 이전기간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으로 한 분석 역시 전반적으로 그 결과는 앞선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금융위기 이후기간을 포함한 경우보다 반응의 크기가
좀 더 커졌다는 점이다. 뉴스 충격의 경우 GDP 및 민간소비의 감소가 약 1.2%,
민간투자의 경우 약 2% 가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이즈 충격의 경우 마
찬가지로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의 상승폭이 금융위기 이후기간을 포함한
경우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신뢰구간까지 함께 고려
할 경우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16)

16) Panel VAR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LP를 사용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Panel VAR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appendix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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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에 대한 논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볼 때 미래 미국 금리 인상(뉴스 충격)은 신흥국의 경기
하강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Vicondoa(2019)의 결과와
큰 틀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Vicondoa(2019)는 Romer and Romer(2004)
의 방식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충격을 식별한 후 이러한 뉴스 충격이 신흥
국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Vicondoa(2019)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충격은 즉각적인 신
흥국 경기의 하강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장에서 분석
한 뉴스 충격의 결과와 흡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채널로 설명이 가능한데, 우선 널리 사용되는 이론모
형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신흥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Uribe and Yue(2006)과 Garcia-Cicco, Pancrazi and
Uribe(2010)의 신흥국 실물경기변동 모형(real business cycle model)에 따
르면 신흥국의 이자율은 외생적인 세계 이자율과 신흥국 가산금리의 합으로 나
타난다. 이때 신흥국 가산금리는 신흥국의 부채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모형화된다. 따라서 미국 이자율의 상승을 세계 이자율의 상승으로 해석
하는 경우 세계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신흥국 금리의 상승은 전통적인 이자
율 채널을 통해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기침체는 신흥국의 부도위
험(default risk)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이 지
불하여야 하는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의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
으며 두 가지 모두 신흥국의 금리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금리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를 의미하
며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risk appetite) 감소 및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flight to quality)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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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은 더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신흥국
의 경기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Vicondoa(2019)의 경우 JP Morgan에
서 제공하는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를 이용하여 미국 통화정
책의 뉴스 충격이 신흥국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
또 다른 채널로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감소를 들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
뉴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의 금융자산 매력을 떨어뜨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의 상승은
미국 내 시장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흥국과 미국 간의 이자
율로 대표되는 금융 및 실물 자산의 투자수익률 차이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경우 신흥국에 투자 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투자 수익이 줄어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어 신흥국의 전
반적인 투자수준이 감소하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 경기가 하강할 수 있다.
Vicondoa(2019)에서 나타난 국가간 은행신용거래(cross-border bank credit)
의 감소는 이러한 채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후적(ex-post)으로 과거에 받았던 정보가 잘못된 정보임이 드러나
는 경우(노이즈 충격)에는 과거에 받았던 정보가 실현된 경우(뉴스 충격)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였듯이, 2분기 이전에 받았던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는 상
승하고 이로 인해 경기호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 채널 역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
선 미국 금리 인상 시그널 이후 신흥국의 자체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따른 차입금리의 감소가 경기호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신흥국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는 신흥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
입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가산금리(risk premium)를 신흥국 부채수준의
함수로 가정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부채수준이 감소하는 경우 차입금리가 감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정은 Neumeyer and Perri(2005)에서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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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바 있으며 Arellano(2008)에서는 신흥국이 보유한 부채수준과 국가부도
확률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 경우 미래 차입금리의 상
승을 예상한 신흥국에서 선제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통해 부채수준을 감소시키
는 경우 결과적으로 차입금리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분기 이후 미
국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행
하였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정상상태 혹은 평상시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신흥국 경기호황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호황
은 다시 신흥국의 부도 위험을 낮추어 신흥국 가산금리를 낮추는 사이클
(cycle)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받은 정보가 노이즈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후 신흥국으로 투자를 다시 늘릴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신흥국으로 향하
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흥국이 지급하여야 하는 가산금리가 낮아지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며 낮은 금리는 신흥국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호황을 발
생시킬 수 있다. 또한 신흥국으로의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자금유입이 늘
어나는 경우 신흥국 투자를 자극시키는 또 다른 채널로 작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적인 채널의 확인을 위해서는 금융 변수 및 자본유출입 변수들
의 반응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
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 변수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경기호황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신흥국 가계 및 기업들이 글로
벌 경기변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긍정적인 미래 기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2분기 이후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 미래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신흥국의 민간 소비나 투자를 크
게 자극하여 경기호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투자자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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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인해 위험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 신흥국으로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 신흥국의 경기호황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채널 모두 노이즈 충격이 발생시키는 신흥국의 경기호황을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느 쪽이 더 큰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호황은 실제 펀더멘털(fundamental)과 괴리된 경기변동일 가능성이 높
다. 펀더멘털과 괴리된 경기호황은 일반적인 경기변동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실물경기변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뉴스 충격은 과거에 받은 금리 인상 시그널이 사후
적으로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여 노이즈 충격은 이러한 시그널
이 사후적으로 틀린 정보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충격과 노이즈 충격을 Forni et al.(2017a) 및 Dahlhaus and Gambetti(2018)
가 VAR 모형과 동태적 식별방법을 사용하여 식별하였으며, local projection 및
패널 VAR 모형 추정 후 충격반응분석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충격이 신흥국의 실물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3절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뉴스와 노이즈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단기의 경우(2분기 이내)에는 두 충격 모두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를 감소시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
는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여 신흥국 실물경기변동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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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보였다.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장기(본 연구에서는 2분기 이후)
에서 뉴스 충격은 실제 미국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
의 위축을 일으키며 무역수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이즈 충격의 경우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반대로 무역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결과는 신흥국의 국제금융시장 차입금
리, 리스크 프리미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출입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자율로 대표되는 금융 변수들
과 자본유출입의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및 노이즈 충격
으로 인해 신흥국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채널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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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1. 서론
4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한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통합되었다. 금
융시장 통합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부터의 금융위기가 전이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이에 각
국의 통화당국은 자국의 금융안정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
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주변국의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장ㆍ단기금리 및 자본유
출입 등 금융 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미국의 경
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정보를 뉴스와 노이즈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각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데이터와 계량방법론에 대해 논의
하며, 3절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3절의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5절에서는 본 장의 결론을 요약한다.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본 절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을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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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법론은 3장과 동일하게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나, 종속변수가 다르고
월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계량모형의 통제변수에 차이가 있다.

가. 데이터
1) 미국
월별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하기 위한 VAR 모형에는 다
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미국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명목 연방기금
금리를 사용하였다. 앞선 장에서는 실질 연방기금금리를 사용하였으나 본 장에서
분석하는 금융변수의 특성상 명목 금리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명목 금
리를 사용한다. 시그널변수로는 앞선 장에서 사용된 6개월물 연방기금금리 선물
을 사용한다. 또한 통화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상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국 산업생산지수(IP: Industrial Production index)
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였다. 두 변수
모두 월별 데이터로 통화정책을 분석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변수이며, 로그 차
분의 형태, 즉 전기 대비 성장률의 형태로 VAR에 포함되었다.
또한 앞선 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래 경기상황과 미래 물가변동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경기선행지수(US leading indicator)와 미시간 조사
(Michigan survey)에서 발표되는 1년 후 미국 CPI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사용
하였다.17) 또한 앞선 장에서 사용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Baa 등급 회사채 이율
과 10년물 국채금리로 정의된 회사채 스프레드를 금융시장의 대리변수로서
VAR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앞선 장과는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VAR
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선 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을 포함시킨 이유는 실질 금리
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었으나, 본 장에서는 명목 금리를 사용하고 있어 총요
17) 앞선 장에서 사용된 SPF 값은 분기별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는 사
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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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데이터: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
변수

정의

출처

연방기금금리

명목 연방기금금리

명목 연방기금금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연방기금금리 선물

6개월 물 연방기금금리 선물

Bloomberg

IP

IP 성장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CPI

CPI 인플레이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US leading

미국 경기선행지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CPI 예상치

1년 후 CPI 인플레이션 예상치

Michigan Survey

회사채 스프레드

Baa 등급 회사채- 10년물
국채

Baa 등급 회사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10년물 국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주: 4장 표와 그림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출처를 일괄적으로 정리.
자료: 저자 작성.

소생산성은 VAR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표 4-1]에 변수의 정의와 출처가 정리
되어 있다.

2) 신흥국
실증분석의 대상은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 폴란드, 러시아로 6개국 신
흥국이다. 강건성 검증에서는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네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체코, 그리스, 한국
의 3개국도 신흥국 국가그룹으로 추가하였다.18)
계량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는 VIX, CDS 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환율, 산업
생산지수(IP: Industrial Production Index), CPI(Consumer Price Index)
이다.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순증권자본유입액도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다. VIX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혹은 투자자의 위험선호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CBOE)의 S&P 500 Volatility Index를 사용

18)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선진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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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데이터: 신흥국의 금융시장개방도(KA) 및 장ㆍ단기금리
국가

분석기간

KA

단기금리

장기금리

신흥국(6)

2000m11~2016m12

0.55

4.49

6.89

Chile

2009m 2~2016m10

0.55

3.4468182

5.4039791

Colombia

2003m 2~2016m12

0.39

6.12

9.6156999

Czech Rep.

2009m 5~2016m12

0.68

.82913978

2.416129

Greece

2009m 7~2016m12

0.75

.45338276

11.315172

Hungary

2004m11~2016m12

0.89

5.6275837

6.3492331

India

2013m11~2016m12

0.05

7.6914444

7.9264145

Poland

2004m11~2016m12

0.36

3.9864605

4.8777998

Russia

2000m11~2016m12

0.47

8.8258615

9.7867179

South Korea

2002m 3~2016m12

0.80

3.4736761

4.3481307

주: 국가그룹 분류는 IMF 기준을 따름. 단 체코, 그리스, 한국은 MSCI 기준에 따라 신흥국으로 분류됨.
자료: 저자 작성.

한다. 국가위험도를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은 블룸버그(Bloomberg) 자료를
활용한다. 단기금리는 3개월 시중금리(시중은행의 대출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물 채권 이자율이다. 국가별 장ㆍ단기금리는 OECD 자료를 사용한다. 환
율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달러 대비
각 국가의 명목 통화가치를 사용하며,19) 월별 IP와 CPI도 OECD 자료를 활용
한다. 순증권자본순유입액은 채권과 주식자금의 순유입액 합계로서 EPFR 자
료를 사용한다.
[표 4-2]는 분석에 사용된 신흥국 국가목록, 분석기간, 금융시장 개방도
(KA), 장ㆍ단기금리 평균을 보여준다. 분석의 시작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신흥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부표 2-1 참조) 금융시장개방도(Fernández et al.
(2016)의 자본통제지수를 사용. KA로 표시)가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부
도 리스크(CDS 프리미엄)로 인해, 장ㆍ단기금리가 평균적으로 높다.

19) 환율의 증가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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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량방법론
앞서 3장과 마찬가지로 추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월별 자
료를 활용하여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식별한다. 2단계에서는
식별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이용하여 선진국 및 신흥국 금융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Jordà(2005)의 Local Projection(LP)을 사용하여 분석
한다.

1) 7변수 VAR을 이용한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 식별
기본적인 추정방식은 앞선 3장에서 서술한 방식과 같다. 다만 VAR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형의 식별을 위한 식별 조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추정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월별 미국 통화
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식별의 위해 식 (4-1)과 같이 7변수로 이루어진
모형을 고려한다.

식 (4-1)

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는 CPI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며 GDP 디

플레이터로 표시되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개월물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나타낸다.

는 명목 연방기금금리를

는6

는 미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CPI

인플레이션 예측치,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포함된  ×  벡터로 정의된다.
앞선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장에서도 모형의 식별을 위해 촐레스키 삼각
화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이용한 식 (4-2)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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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
식 (4-2)에서 부과된 영제약(zero restriction)의 개수는 21개로 이러한 제약
조건하에서 VAR 모형의 적정 식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촐레스키 삼각화를 이용한 식별에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연방기금금
리와 시그널의 대리변수가 당기에는 IP 및 CPI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못
하며 연방기금금리와 시그널의 대리변수는

에 포함된 미래에 대한 기대 및

금융 변수의 충격에 당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별은 식 (4-2)에서 제
시한 변수의 순서로 축약형 VAR를 추정한 후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여 얻어
진 구조적 충격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위치한 충격이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이

와

가 된다.

앞선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식 (3-11)의 식별 이후에 식 (4-3)의 행렬을 잔차
행렬 앞에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VAR에 포함된 관측 가능한 7개의 변수와 정규
화된 구조적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

와

의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VAR에서 사용되는 분석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식 (4-3)

[그림 4-1]는 위의 방법으로 추정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CPI 인플레이션,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에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된 평균 반응(mean response)과 더불
어 90% 및 68% 신뢰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신뢰구간은 편의ㆍ조정 부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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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bias-corrected bootstrap)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1,000회의 반복을 실시
하였다.
뉴스 충격에 대한 연방기금금리의 반응은 4~5개월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만,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질 연방기금의 반응은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같은 결과는 7변수 VAR 모형이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비교
적 잘 식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최초 반응이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
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입장에서는 두 충격 모
두 미래 금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 이후
정보가 드러나는 5~6개월 근방에서 뉴스 충격은 산업생산증가율을 낮추지만
노이즈 충격은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충격이 완전히 식별된 후 노이
즈 충격은 비교적 빨리 양의 반응을 보이나 뉴스 충격의 경우 이러한 반응을 찾
아보기 힘들다.
금융변수인 회사채 스프레드의 경우 최초 반응은 두 충격에 대해 모두 양의
반응이나, 이후 뉴스 충격에 대해서는 서서히 회사채 스프레드가 양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뉴스 충
격의 경우 미래 연방기금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회사
채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이즈 충격의 경우 실제 연방기
금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격반응 분석결과는 위의 VAR 모형이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비교적 잘 식별하였음을 시사한다.

2)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추정
앞서 식별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이용하여, 이러한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
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3장과 마찬가지로 LP 방법으로 추정한다. 계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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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충격반응분석: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미국 내 영향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은 식 (4-4)와 같다.
식 (4-4)
는

번째 국가를, 시간을 의미하며 는 충격반응분석의 기간(horizon)을

의미한다.

는 충격반응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나타낸다. 금융시장을 분

석하는 4장에서는 CDS 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순증권자본유입액이 주요 충
격반응분석의 대상이 된다.
는 앞서 식별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의미한다.
는 통제변수를 의미하며 통제변수는 VIX, CDS 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환율, 산업생산지수(IP), CPI가 포함되었으며, 환율, 산업생산지수, CPI는 로
그를 취하였다. 순증권자본유입액은 채권과 주식자금 순유입액을 합한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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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순증권자산 대비 비율(%)로 표시하였다. 시차를 결정하는 은 앞선 3장과
마찬가지로 2분기, 즉 6개월로 설정하였다.
는 상수항을 나타내며,

는 국가 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

를 나타낸다. 3장과는 다르게 선형 추세 및 2차 추세항은 제외하였으나, 포함
시켜도 충격반응에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는 확률적 오차항을 나

타낸다. 3장 계량모형과 마찬가지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국
가별 클러스터 에러(cluster error)를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측정하였다.

3. 추정결과
[그림 4-2]는 신흥국의 충격반응 분석결과이다. 3장과 마찬가지로 상단 패
널은 뉴스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 분석결과이며, 하단 패널은 노이즈 충격에 대
한 반응이다. 평균 반응과 함께 68% 및 90% 신뢰구간을 표시하였으며, 충격의
크기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1단위 증가로 정의되어 있다.
신흥국 금융 변수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뉴스와 노이즈에
대한 완전한 구분이 가능해지는 6~9개월 전후로 금융 변수에 유의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20) 우선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에서는 9개월 이후부터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최대 약 30bp 정도까지 상승하게 되고, 단기
금리도 0.3%p 이상 상승한다. 장기금리도 따라서 상승하지만, 그 폭은 단기금
리와 비교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증권자본유입액의 경우, 6개월
이후부터 크게 감소하여 약 0.6%p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다시 CDS 프리미엄과 장ㆍ단기금리는 빠르게 감소하며, 순증권자본유입

20) 3장 실물부문의 분기별 충격반응분석과는 다르게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각 금융 변수의 최초
6~9개월 반응의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월별 금융 변수 자료에 결
측치가 많아서 생기는 불균형 패널의 문제가 일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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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금융 변수 반응은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과 현저히 다르
다. 6~9개월 이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기간 이후부터 단기금리는 뉴스
충격에서의 반응과는 다르게 금리 인상 없이 하락세를 유지하게 된다. 순증권자
본유입의 경우 소폭 감소하지만, 뉴스 충격에 대한 감소폭과 비교했을 때 약
30% 수준에 그치며,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이즈 충격에 대한
CDS 프리미엄 반응에서는 초기 6~9개월 인상은 비슷하나 9개월 이후 CDS 반
응은 뉴스 충격 반응과 비교하여 인상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신흥국 금융 변수의 반응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정을 위하여 MSCI 기준
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체코, 그리스, 한국을 신흥국 국가그룹에 추가

그림 4-2.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신흥국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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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신흥국(MSCI 기준)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방도는 각각 분석기간 평균 0.68,
0.75, 0.80로 신흥국 평균 0.55는 상회하지만, 선진국 평균인 0.96보다 낮고,
자본통제 선진국 평균인 0.6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그림 4-3]은 [그림 4-2]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CDS 프리미엄의 신
뢰구간이 확대된 것으로 미루어 CDS 프리미엄의 반응 차이가 신흥국 내에서
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이즈 충격에 대한 장기금리의 반응에서도 유
의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제외한 금융 변수 반응에는 앞선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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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에 대한 논의
3절에서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4절에서는 충격반응 함수결과를 해석
하고, 결과를 초래한 주요 채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 변수에 대한 반응은 실
물부문 변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바, 앞서 3장의 충격반응 분석결과와 연결
하여 이해한다.

1) 뉴스 충격에 의한 경기불황과 차입비용 및 자본유출입 채널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식별되는 6~9개월 이후에는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으
로 단기금리가 크게 상승한다. 이것은 대외부문, 즉 자본흐름 및 환율안정을 위
한 통화당국의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증권자본유입액은 실제 미
국금리 인상이 실현되는 6개월 이후부터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기금리의 상승은 장기금리의 인상을 동반하며, 차입비용 인상으로 연결되
어 생산, 소비, 투자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것은 앞선 3장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개월 시점에서는 GDP가 약
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증권자본유입액의 감소는 추가적인
투자 감소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경기침체를 가중시킨다.
하지만 이후 9~12개월부터는 큰 폭의 단기금리 인하가 발생하는데, 이는 통
화당국이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8분기(24개월)가 되는 시점에서는 GDP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다.

2) 노이즈 충격에 의한 경기호황과 확장적 통화정책
노이즈 충격에 대한 단기금리의 반응에서 주목할 점은 노이즈 충격이 완전
히 식별되는 시점인 6~9개월 이후 금리가 인하되고, 이후 이 저금리는 상당 기
간 유지된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인해 GDP, 소비, 투자가 확대되는 경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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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맞이한다. 3장의 충격반응분석결과에 따르면 신흥국 GDP가 18개월(6
분기) 이후 최대 0.8%까지 증가하며, 소비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증가가 나타난
다. 투자는 24개월(8분기)까지 최대 1.5% 증가하였다. 18~24개월이 지난 시
점에 이르면 실물경기변동은 최대 호황을 맞이한다.
금리 인하 대응이 노이즈 충격으로 인한 경기호황을 야기하는 채널로서 작
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미래 실현되지 않을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정보
는 이후 완전한 식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ㆍ단기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일시적인 호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순증권자본유입액 반응
뉴스 충격이 완전히 식별되기 이전, 6개월까지는 순증권자산 대비 약
0.2~0.3%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6개월 이후부터 자본유입규모가 빠르게 감소되기 시작한다. 자본
유입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9~12개월에서는 순자본유출이 최대에 이르
게 된다. 신흥국은 평균적으로 0.6% 정도의 유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이즈에 대한 순증권자본유입액 반응에서는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과 대체
로 비슷하나 유출 규모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노이즈 충격이 식별되기 이
전, 순증권자산 대비 0.1~0.2% 유입되어 앞서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과 비슷
하지만, 이후 노이즈 정보라는 것이 식별되면서부터 유출은 0.2% 내외 수준에
그친다.

5. 소결
4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의 금융시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4장에서 살펴보는 금융 변수는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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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순증권자본유입액이며, 통제변수로 CDS 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환율, 산업생산지수, CPI를 포함하였다. 미국 뉴스와 노이즈 충
격은 앞서 3장과 같은 방법인 Forni et al.(2017a) 및 Dahlhaus and
Gambetti(2018)의 VAR 모형과 동태적 식별방법을 사용하여 식별하였으나,
차이점은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식별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가
지고 2단계에서는 local projection 추정으로 각 충격이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스와 노이즈에 대한 완전한 식별이 이루어지는 6~9개월 전후로
금융 변수에 유의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에서는 6~9개월 이후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ㆍ단기금리가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후 실물부문의 경기침체가
오면서 이에 대응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
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4절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 충격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채널로서
차입비용 증가를 설명했다. 더불어 금리 인하 대응이 노이즈 충격으로 인한 경
기호황을 야기하는 채널로서 작동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뉴스와 노이즈 충
격에 대한 자본유출입 반응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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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뉴스 충격은 과거에 받은 금리 인상 시
그널이 사후적으로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노이즈 충
격은 이러한 시그널이 사후적으로 틀린 정보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 충격과 노이즈 충격을 Forni et al.(2017a) 및
Dahlhaus and Gambetti(2018)의 VAR 모형과 동태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
별하였으며, local projection 및 패널 VAR 모형 추정 후 충격반응분석과 예
측오차 분산분해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충격이 신흥국의 실물경기변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3장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뉴스와 노이즈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단기의 경우(2분기 이내)에는 두 충격 모두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를 감소시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
는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여 신흥국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
은 결과를 보였다.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장기(본 연구에서는 2분기 이후)
에서는 뉴스 충격이 실제 미국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신흥국의 소비 및 투
자의 위축을 일으키며 무역수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이즈 충격의 경우 신흥국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반대로 무역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흥국의 국제금융시장 차입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신흥국으로의 자
본유출입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4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의 금융시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4장에서 살펴보는 금융 변수는 CDS
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순증권자본유입액이며, 통제변수로 CDS 프리미엄,
장ㆍ단기금리, 환율, 산업생산지수, CPI를 포함하였다. 미국 뉴스와 노이즈
충격은 앞서 3장과 같은 방법인 Forni et al.(2017a) 및 Dahlhaus and
Gambetti(2018)의 VAR 모형과 동태적 방법을 월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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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가지고 2단계에서는 local projection 추정으로 각
충격이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스와 노이즈에 대한 완전한 식별이 이루어지는 6~9개월 전후로
금융 변수에 유의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충격에 대한 반응에서는 6~9개월 이후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ㆍ단기금리가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후 실물부문의 경기침체가
오면서 이에 대응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
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 충격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채널로서 차입비용 증가를 설명했다. 더불어 금리 인하 대응이 노이
즈 충격으로 인한 경기호황을 야기하는 채널로서 작동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으
며,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자본유출입 반응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미국 통화정책의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에 불필요한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리가 인상한다는
노이즈 정보에 대해 초기 반응에서는 뉴스 충격과 비슷한 반응으로, 소비 및 투
자가 감소되고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노이즈 정보가 구분되는 2분
기 이후부터는 다시 소비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신흥국 통화당국
이 의도하지 않은 경기호황으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
즈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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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부록 1. 패널 VAR 분석
강건성 검정을 위해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
다. 패널 VAR 모형은 신흥국가들의 경기변동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모형
이며 특히 Uribe and Yue(2006)와 Akıncı(2013)은 패널 VAR 모형을 이용
하여 미국의 이자율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직접투사
(direct projection) 방법을 사용하는 LP와는 다른 방식(forward iterating)
으로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할 수 있어 강건성 검정에 적합하다. 또한 LP와는 달리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를 통해 충격의 중요성(importance)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1) 반면
LP와는 달리 패널 VAR 모형은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고 포함된 시차가 길
어지면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패널 VAR 추정을 위해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식별된 뉴스 충격과 노
이즈 충격, 신흥국 실질 GDP, 실질 소비, 실질 투자, 무역수지/GDP, 그리고
신흥국 CDS가 포함되었으며, 미국의 회사채 스프레드 변수가 포함되었다. 실
질 GDP, 민간 소비ㆍ투자는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들은 앞
서 실시한 LP 분석에 사용된 것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정을 위해 블록 외생성(block exogeneity) 가정을 사용하였다. 이
가정은 신흥국 변수들이 미국에서 발생한 뉴스 및 노이즈 충격과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가정으로 모형에서 사용한 소규모 개방경제
의 가정과 일치한다. 추정을 위해 Akıncı(2013) 및 Vicondoa(2019)과 마찬
가지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고정효과는 국가별 고정효과를 포
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 (부1-1)을 추정한다.
21) 최근 LP를 이용한 FEVD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개별 시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기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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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부1-1)
는 앞서 식별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을 나타내며
는 미국의 회사채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 의 벡터를 나타낸다.

부터

는

신흥국 변수를 포함한

은 적합한 크기의 매트릭스 다항시

차항(matrix lag polynomial)을 나타내며, 은 모든 값이 0인 매트릭스를 나
타낸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만족시키는 구조이다. 우선 식별된
충격은 VAR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국 회사채 스프
레드의 경우 신흥국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신흥국 변수들은 식별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영향을 받으며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에
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마지막 가정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온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의 가정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대상국 대부분이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적
합한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장에서 적용된 가정과 일관된다.
는 상수항을 나타내며

는 국가 고정효과를,

는 앞서 식별된 충격에 대응되며

는 추세를 나타낸다.

는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식의 잔차항,

는 신흥국 변수식의 잔차벡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와

는 특별히 해석하지 않는다. 추정을

위한 시차는 AIC 기준을 이용하여 4로 설정하였다. 또한 LP 모형과 마찬가지로
선형 및 2차 추세항이 포함되었다. 추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기간은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전
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그림 1-1]은 패널 VAR을 이용해 추정된 충격반응분석결과이다. 평균
반응과 더불어 90% 신뢰구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신뢰구간은 델타기법(delta
method)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충격은 1단위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으로 정의되
었으며 이는 local projection 분석에서 사용된 충격의 크기와 같으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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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1.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패널 VAR 모형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분석에서 나타난 반응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패
널 VAR에서 나타난 충격반응분석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앞선 local projection
을 이용한 분석과 동일하다. 뉴스 충격과 노이즈 충격이 완전히 식별되기 전인 2
분기 이전에는 뉴스와 노이즈 충격 모두 신흥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구분되는 2분기 이후부터는 뉴스
충격은 신흥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이즈 충격은 경기호황을 발생시
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앞선 local projetion의 결과가 질적으로 강건함을 보여준다.
반면 반응의 지속성(persistent)이나 크기 등 양적결과(quantative results)
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패널 VAR 분석은 뉴스(노이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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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씬 긴 기간에 걸쳐 신흥국 경기불황(경기호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local projection 분석에서는 대략 8분기 이후 원래 추세수준으로 돌아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패널 VAR 분석에서는 12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원래의 추
세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
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다.22) 반면 반응의 크기는 LP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충격은 평균 반응을 기준으로 GDP를 최대 0.65% 정도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ocal projection 결과인 0.9%보다 작다. 다만 이러한 차
이는 신뢰구간을 고려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 1-1]은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통
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은 신흥국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뉴스와 노이즈 모두 1% 미만의 변동성만을 설명
하고 있어 주요 변동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큰 틀에서

부표 1-1.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 결과
변수
GDP
C
I
TB

충격

Horizons
0

4

8

12

News

0.01

3.50

3.93

3.60

Noise

0.48

2.57

5.02

4.14

News

0.02

2.42

2.91

2.64

Noise

0.14

1.39

2.88

2.44

News

0.00

3.55

4.90

4.96

Noise

0.63

2.54

7.11

6.90

News

0.24

0.61

0.57

0.51

Noise

0.11

0.31

0.69

0.63

주: 전체 예측오차는 100으로 표준화.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이러한 결과는 VAR 모형의 시차를 2나 6으로 설정해도 유지되었으며, 추정시 2차 추세항을 제거하여
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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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ıncı(2013)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Akıncı(2013)에서는 뉴스와 노이즈 충
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단기 실질이자율(3개월 실질국채
금리) 충격은 신흥국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만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의 중요성을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은 충격 발생
3년 이후 신흥국 GDP 변동의 약 8%, 민간투자 변동의 약 12%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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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부록 2에서는 4장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석대상국가에 선진국을 포
함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표 2-1]은 분석에 사용된
선진국의 국가 목록, 분석기간, 금융시장 개방도(KA), 장ㆍ단기금리 평균을 보
여준다.
[부그림 2-1]은 선진국 및 신흥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샘플의 충격반응분석
결과이다. 3장 실물부문의 분기별 충격반응분석과는 다르게 뉴스와 노이즈 충

부표 2-1. 데이터: 선진국의 금융시장개방도(KA) 및 장ㆍ단기금리
국가

분석기간

KA

단기금리

장기금리

자본통제 선진국(6)

2003m 3~2016m12

0.69

2.66

4.00

오스트리아

2005m 1~2016m12

0.79

1.2981585

2.6204954

핀란드

2005m 4~2016m12

0.83

1.3945802

2.5463359

독일

2003m 3~2016m12

0.74

1.5724195

2.5908537

아이슬란드

2006m 2~2016m12

0.28

8.6103731

7.2686249

포르투갈

2003m 3~2016m12

0.77

1.6124982

5.0575015

슬로베니아

2004m12~2016m12

0.69

1.476053

3.9443182

선진국(12)

2003m 3~2016m12

0.96

1.33

3.00

벨기에

2003m 3~2016m12

0.91

1.6398795

3.2211801

덴마크

2005m 1~2016m12

0.95

1.0341606

2.0099529

프랑스

2003m 3~2016m12

0.96

1.6124982

2.9703462

아일랜드

2007m10~2016m12

0.95

.69630957

4.5444681

이스라엘

2004m10~2016m12

0.95

2.2532885

4.5522449

이탈리아

2003m 3~2016m12

0.97

1.6124982

3.9242214

일본

2004m10~2016m12

1.00

.3413705

.99129078

네덜란드

2008m 9~2016m12

1.00

.674708

2.08121

노르웨이

2008m 1~2016m12

0.92

2.4557165

2.8012037

스페인

2004m 4~2016m12

0.99

1.562115

3.830258

스웨덴

2005m 2~2016m12

0.95

1.1065079

2.3661905

영국

2008m 8~2016m11

0.98

.9719812

2.66216

주: 국가그룹 분류는 IMF 기준을 따름. 단, 체코, 그리스, 한국은 MSCI 기준에 따라 신흥국으로 분류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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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1. 미국 통화정책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전체 샘플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격에 대한 각 금융 변수의 최초 6~9개월 반응의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월별 자료 결측치가 많아서 생기는 불균형패널의
문제가 일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질적 국가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 국가를 선진국/자본통
제 선진국/신흥국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한다.
분석대상국가를 선진국/자본통제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뉴스와 노이즈 충격
에 대한 금융 변수 반응을 분석하였다.23) 분류된 국가그룹 가운데 [부그림 2-2]
는 선진국의 충격반응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분
23) 선진국 그룹 분석(12개국)에 포함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며, 자본통제 선진국(6개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오
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이다. 신흥국 9개국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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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2.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선진국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석한 [부그림 2-1]과 비교하여, 두 충격에 대한 금융 변수 초기 6~9개월 반응의
유사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CDS 프리미엄 초기 반응은 제외). 뉴스와 노
이즈에 대한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6~9개월 전후로 금융 변수에 유의한 변
화가 생기는 것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비슷하다. 하지만 차이
점은 전체 샘플과 비교하여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CDS 프리미엄 반응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기간에도 시장에서 평
가되는 국가위험도의 상승 정도가 신흥국만큼 높지 않다. 금융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제외하고 반응의 패턴은 앞선 [부그림 2-1]과 유사하다.
IMF 기준 선진국은 다시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선진국과 금융시장 개방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통제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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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3.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자본통제 선진국

자료: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였다. 앞서 제시한 [부그림 2-2]은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선진국 그룹이며,
[부그림 2-3]은 금융시장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통제 선진국이다. 자
본통제 선진국의 경우 역시 뉴스와 노이즈에 대한 각 금융 변수 초기 6~9개월
반응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에 대한 반응양상은 앞서 선진국
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징적인 점은 뉴스 충격에 대한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
지는 6~9개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
기금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노이즈 충격에 대한 장기금리의 반응도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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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US Monetary Policy:
Role of News and Noise Information
Kyunghun Kim and Wongi Kim

Expectation on future monetary policy formed based on the information
affect current business cycle. Firms that determine investment projects
and households that optimize life-time consumption and savings consider
changes in future interest rates as well as current interest rates in their
decision making. In the real economy, however, there is a mixture of noise
in the information that forms the expectations for future interest rate
changes. Noise information represents information that is not actually
realized in the future, but believed to do so now for whatever reasons. The
corresponding news information is information related to changes in
monetary policy actually realized in the future. Until the monetary policy
is realize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market participants are faced with the
information mix of news and noise, which are used to form expectations
for future monetary policy. We investigate how each type of information
shock affects current business cycle. In light of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on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we will focus
on how news and noise information of the US monetary policy will affect
real economic fluctuations and financial variables in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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