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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1)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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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시장안정화를 위한 역풍정책(leaning

against the wind) 방식이었는지, 환율변동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

다. 전자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활용하여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별 명

목환율과 외환보유액 증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후자를 위해서는 199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시장 오퍼레이션 추정치 및 여타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2SLS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은 역풍정책 방식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환율절상 또는 절하에 대한 비대칭

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

션은 환율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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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는 크게 위기 시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 균형환율

로의 회귀, 환율변동성 완화를 통한 시장안정 등이 있다. 예비적 동기의 대표적

예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축적을 들 수 있다. 외환보

유액 축적은 위기 시 환율 압력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유액

축적규모가 커질 경우 재원 및 자산운용에 있어서 고비용과 비효율적 자본 배분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환율이 경제 여건에 비추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었

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은행은 동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데, 균형환율의 산출과 오퍼레이션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나아가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 환율

변동성 완화는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로

서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제안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

으나, 빈번한 오퍼레이션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리스크를 제

한함으로써 투기적 포지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특정 목적만을 위해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일국의 외환시장 오

퍼레이션이 어떤 목적을 주목표로 하여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지고 있는지가 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표방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동기와 이를 둘러싼 이

해관계 국가가 갖는 인식의 차가 클 경우 상호간 심각한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규정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재무부는 1988년 10월부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한 국가들의 경제 여건, 환율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원 및 하원 앞으로 제출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환율정책

과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 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6년 4월부터는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

정하고 요건 충족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 목적 및 불투명성 등의 이

유로 미국으로부터 환율정책과 관련한 압박을 받아오던 우리나라 외환당국(한국

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2019년 3월 및 9월 말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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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반기규모(순액기준)를 발표하고 2019년 12월 말부터는 분기

자료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

제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서구 국가들이 80년대 중․후반 대규모

로 외환시장에 참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유가폭등, 높은 인플레이션 및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미달러화 약세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1978년 11월 미달러화 지지를

위한 3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타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 오퍼레이션

등을 통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수출의 가격경쟁력 확보,

외환보유액의 축적 등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왔는데, Bresser Pereira

(2004a)는 특히 자국 화폐가치의 상대적 저평가를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자본이

동이 환율경로를 통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며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왔다. 국내 경

제의 규모가 작고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이 미성숙한 신흥국들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자본이동의 영향이 이슈가 되면서 신흥국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Fratzscher et al.(2015), Domanski

et al.(2016) 등은 신흥국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금융안정 측면에 있어서 독립

된 정책 수단으로 재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환율정책이 수출 가격경쟁력 위주로 이슈

가 되고 있어서, 시장안정화 목적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오

퍼레이션 행태와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이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목적

으로 행해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시적 환율충격에 대응한 시장안정화에 있었는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향후 환율정책과 관련한 대응 방향 설정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행태 및 효과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는

대부분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외환위기 직후 이환호․윤경석(2001), 유상대(2003)의 연구 결과도 그 이전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통해 원달러 환율절하 등 외환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되고 국제적으로는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시장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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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 중에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목적이 시장

안정화였는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기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기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외

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시장안정화 및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있다. 전자를 위해서 기존 연구의 행태 모형과 달리 중앙은행의 손실함

수(loss function)를 활용하여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말 명목환율과 외환보

유액 증감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후자를 위해서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중 시장 오퍼레이션 추정치 및 포트폴리오 투자흐름 등 여타 통

제변수를 활용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two-stage least squares)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환율의 변동성 구

간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시장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역풍정책 방식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환율절상 또는 절하에 대한 비대칭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환율변동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효과가 보다 뚜렷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자본이동 관리의 정책 수단으로 재

조명되는 최근 연구흐름과 결을 같이 하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금융안정 목

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전달경로 및 유

효성 등에 관한 연구흐름을 살펴보았다. Ⅲ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 외환시장 오

퍼레이션 관련 환경 변화 및 환율충격에 대한 각 대응수단별 장단점을 살펴보았

고, Ⅳ절에서는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의 비대칭성 여부를 평가하고, 아울러 도구변수를 사용한 2SLS 기법을 활용하여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Ⅴ절에서

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 선행연구 개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1)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달경로, 시장 오퍼

1) 여기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불태화 조치가 후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원통화의 증감

이 초래되어 태화하는 경우는 통화정책에 가깝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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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방법, 시장 오퍼레이션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

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학계의 통일된 최종적 견해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는 각국의 환율 및 통화 정책 체계, 외환시장 성숙도, 변화무쌍한 국제 금융시장

환경, 연구방법론 차이, 분석 데이터의 한계 등에 기인하는바 어쩌면 당연한 현상

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

이 되고자 한다.

1. 전달경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포트폴리오 밸런싱 경로

(portfolio balancing channel)와 신호경로(signalling or expectation channel)로 나

누어진다. 포트폴리오 밸런싱 경로는 중앙은행의 외환매입 또는 매도가 국내외

자산의 상대적 수급 및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주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Kearney and Mcdonald(1986)는 1973년에서 1983년까지의 파운드화/미달러화

환율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국내외 채권의 불완전 대체성만으로

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 이후 외환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동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Galati and Melick(2002), Humpage(2003) 등은

자국 채권과 해외 채권의 대체성이 낮고 국내 채권시장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큰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밸런

싱 경로가 보다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호경로는 중앙은행이 일반 시장참가자들보다 거시경제에 대한 정보 우월성

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Mussa(1981)는

중앙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외환의 오픈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시장참가

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주어 신호경로가 작동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호경로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고 동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려면 통화정

책의 적합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기반한 외환시장 오퍼레이

션은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Canales-Kriljenko

et al.(2003)는 신흥국의 경우 외환시장의 역사가 짧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대체로 낮아 신호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였으나, Tapia and Tokman(2004)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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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Domaç and Mendoza(2002)는 없다는 입장인 등 연

구자들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고 있어 실제로 신흥국 중앙은행

의 정책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비교적 최근에는 신흥국의 경우 강력한 보고의무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의

정보우위와 시장 오퍼레이션 사실을 전파하는 외환딜러의 역할 등에 주목하는

주문흐름 경로(order-flow channel)가 주목2)받고 있다. Chutasripanich and

Yetman(2015)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효과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밸런싱 경

로 및 주문흐름 경로의 경우 오퍼레이션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하는 반면 신호채

널의 경우에는 실증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

액 규모, 외국환은행들의 보고의무, 상세한 오퍼레이션 내용의 비공개 등을 감안

할 때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밸런싱 경로와 주문흐름 경로를 기반으로 한 설명

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오퍼레이션 방법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방법으로는 준칙 오퍼레이션(rule-based)과 재량적 오퍼

레이션(discretionary)이 있다. 대체로 일시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은 재량적 오퍼

레이션이 효과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당국의 신뢰성 및 오퍼레이션의 투

명성을 바탕으로 한 준칙을 기반으로 오퍼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

다. Krugman(1991), Basu(2012) 등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준칙

에 따른 오퍼레이션을 지지하였으며 Vitale(2002), Canales-Kriljenko et al.(2003),

King(2003) 등은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재량적 오

퍼레이션을 지지하였다. 한편, Fatum and King(2005), Adler and Tovar(2011) 등

은 준칙 오퍼레이션이냐 재량적 오퍼레이션이냐는 것보다는 환율의 과대평가

(over-valuation)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Sarno and Taylor(2001)도 재량에

기반한 비밀스러운 오퍼레이션이 효과성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입장

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일시적인 환율충격 완화에 중점을 둔

재량적 오퍼레이션에 가깝다.

2) Humpag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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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성

1980년대 연구 결과는 대체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유효성이 없다는 쪽3)이

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 입수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방법론 등이 적용되면서 유효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4)가 많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론

및 일반적 환율결정 모델의 부재 등으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는 있으나, 대체적인 견해는 통화정책 체계나 오퍼레이션

사실의 공표 여부 등에 따라 오퍼레이션 효과가 상당히 다르고 자국통화의 약세

보다 강세를 방어하는 경우에 더 효과적5)이며, 외환시장이 성숙할수록 오퍼레이

션 효과가 적고,6) 시장 오퍼레이션 효과는 환율수준의 변화7)보다는 환율변동성

에 있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8)는 것이다. Bofinger and Wollmershaeuser(2001),

Goldstein(2002), Truman(2003) 등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소규모 개방경제가

직면하는 과도한 환율변동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과 실물경제 간의 안

정된 관계를 유도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Galati et al.(2005)는 옵션 정보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의 평균 또는

분산에 통계적으로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Vitale(2002)

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체계적인 정책효과를 얻지는 못하나 외환시장 참가자

와 임금결정자의 환율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Canales-Kriljenko et al.(2003), Guimarães and Karacadağ(2004) 등은

신흥국의 경우 외환시장 규모 대비 오퍼레이션 규모의 상대적 크기, 국제 자본시

장 접근에 대한 자본통제의 존재, 엄격한 보고의무, 기초 경제 여건 및 주문흐름

3) Almekinders(1995), Edison(1993).

4) Dominguez and Frankel(1993), Reitz(2002), Fatum and Hutchison(2003), Disyatat and

Galati(2005), Kearns and Rigibon(2005).

5) Barabas(2003), Domaç and Mendoza(2002).

6) Rhee and Song(1999).

7) Rhee and Song(1999), Domaç and Mendoza(2002), 유상대(2003), Tapia and Tokman

(2004) 등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Sahadevan

(2001), Pattanaik and Sahoo(2002), Abenoja(2003), Guimarães and Karacadağ(2004) 등

은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8) Domaç and Mendoza(2002), Pattanaik and Sahoo(2002), Abenoja(2003), Ito(2003), Égert
and Komárek(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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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보우위 존재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의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Domaç and Mendoza(2002)는 멕시코와

터키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자료를 분석하여 오퍼레이션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을수록 환율변동성이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Disyatat and Galati(2005)와

Geršl and Holub(2006)은 2001～2002년 중 체코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체코 코로나 환율의 수준 및 변동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는 단기적이며 경제적으로 큰 의

미는 없었다고 하였다.

유상대(2003)는 1999년 6월에서 2002년 4월 중 일별 자료를 활용하여 매매 오

퍼레이션 및 구두 오퍼레이션이 원달러 환율변화율 및 원달러 외환옵션의 내재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장 오퍼레이션의 대응함수와 시차 모형

을 적용하였으며 변수로는 매매 오퍼레이션, 구두 오퍼레이션, 주가수익률, 콜금

리 및 각 변수의 시차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매매 오퍼레이션은 정책당국

의 의도대로 환율 방향을 변화시켰으며 환율의 기대변동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 새로운 연구흐름

1990년대까지는 오퍼레이션 자료의 입수 문제 등으로 주로 선진국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신흥국의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관심의 초점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갖는 금융안정 및 자본이동 관리의 정책

수단 측면으로 옮겨갔다.

Domaç and Mendoza(2002)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특정 환율수준 유지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인플레이션과 금

융안정에 대한 일시적 환율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조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Newman, Potter, and Wright(2011)는 1989～2010년 중 호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시장

이 성숙하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효과는 매우 단

기적이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매우

중요한 시장안정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Montoro and Oritz(2013)는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이 경제 주체들 간 정보가 상이할 경우 환율과 기초 경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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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평가하였으며, Chutasripanich and

Yetman(2015)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절상 압

력, 자본 배분의 왜곡, 인플레이션 조절 능력의 저하,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위

협 등이 아시아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

게끔 만든 계기로 보았다.

Blanchard, Adler, and Filho(2015)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선진국 및 신흥국 26

개국을 floater와 intervener로 구분하여 1990～2013년 중 글로벌 자본유입의 환율

에 대한 국가별 영향을 VAR 모형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글로벌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절상폭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예상절

하폭도 감소시켜 자본유출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즉,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자

본유입이 환율을 매개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정책 수

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석 대상 국가들은 글로벌 충격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응함에 있어 이자율 정책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Adler, Lisack,

and Mano(2015)는 1996～2013년 중 52개국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구변수

패널분석을 실행한 결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환율수준에 경제적 의미가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GDP의 1%에 해당하는 외환

매입이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각각 1.7～2.0%, 1.4～1.7% 절하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Blanchard(2016)는 선진국 통화정책으로 인한 자본유입이 신흥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환율변동성을 제

한하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보다는 자본유입 자체를 제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가 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자본이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외환시장에 활발히 참가9)하였으며, 국제 금융시장

충격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경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10) 학계에서는 중앙은행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지속되어 왔으나, Fratzscher et al.(2015)가 1995～

2011년 중 33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오퍼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신흥

국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통화정책과는 별개의 자본이동 관리 수단으로

9) Domanski, Kohlscheen, and Moreno(2016).

10) Cavallin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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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 받고 있다.

Ⅲ. 외환시장 환경 변화 및 정책 수단 평가

본 절에서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

격경쟁력 유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과거 1980～1990년대와 달리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이외의 정책 수단들에 대해 간

략한 평가를 해보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무역 및 국제 자본이동의 급격한 확대 이후 우리

나라 환율정책의 우선순위가 과거 고도성장기의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에만 머물

수는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1970년대부터 수

출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하면서 환율정책을 성장의 지렛대로 삼아 왔다.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에 빈번히 참여하여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을 안정화11)하려 하였고, 원화가치의 절하 시보다 절상 시에 보다 공격

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등 비대칭적 오퍼레이션을 실행12)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은 1988년 10월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처

음 나온 이후 계속하여 미재무부와 환율정책에 대한 양자 간 협의를 해오고 있다.

한편, WTO 창설과 세계화 흐름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국제무역 및 자본이

동이 확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 및 증권투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 절상 압력을 받았다. 1997년과

1998년 자유변동환율제 및 물가안정목표제13)가 각각 도입됨에 따라 통화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생산량 등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환율충격에 대한

대응은 외환보유액 축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외환 건전성 제도 운용,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후 외환당국

이 외화 유동성 축적과 자본유입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

로 참여해 옴에 따라 1998년 말 520억 달러였던 한국의 외환보유액 잔액은 2018

년 말 현재 4,037억 달러에 이르렀다.

11) Dornbusch and Park(1999).

12) Rhee and Song(1999).

13) 자유변동환율제도는 1997년 12월부터, 물가안정목표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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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환율충격 시 대응 수단에 대하여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통화정책적 대응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이 되었다.

Geršl and Holub(2006)에 따르면 수익률 차에 대한 단기 자본이동의 탄력성이 순

간 무한대에 가까워 환율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어져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환율 제도는 기본적으로 순수 자유변동환율제이어야 하고, 실제로 1990

년대에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다수 국가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Bofinger and Wollmershaeuser(2001), Goldstein(2002) 등은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을 감소시킴으로

써 인플레이션과 생산 갭 간의 안정된 관계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외환보유액 축적을 통해 위기 시 미달러화 등 국제 유동성을 신속히 공

급하여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최재용․우승준(2013)은 외환보유액 증가

에 따른 금융안전망 제공이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적정 보유액 수준과 관련

한 보유비용 문제, 외환보유액 축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점, 위기 시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자체가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

는 점 등의 비판이 있다.

셋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각 경제블록의 지역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다. IMF, ASEAN+3(한국, 중

국 및 일본) 등이 국제 및 지역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위

기발생 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가능성, 재원의 충분성, 수혜국에 대한 낙인효과

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달러화의 최종 공급자인 미연준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ECB, 영란은행 등 일부 선진국 이외는 미달러화 유동성 라인

을 상설화하지 않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흥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

로 미달러화 통화스왑을 체결한 바 있다.

넷째, 외환 건전성 제도는 거래한도 설정,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0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규

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의 거시 건전성 제도

를 도입․운용하였다. 그러나 근래 IMF가 자본이동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외환

건전성 제도는 물론 자본통제까지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 입장14)을 보이고 있

는 것과는 달리, 2016년 OECD는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제

한하는 조치로 보고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부속서의 유보조항으로 삽입하였다.

14) Blanchar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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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환율수준 또는 환율변동성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 흐름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 규모가 급격한 확

대됨에 따라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과거와 같은 효과15)를 기대하기

도 어려우며, ‘환율조작’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림 1> 원달러 환율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증권투자 유입액 추이

외환보유액 추이 외환보유액 증감

경상수지 증권투자 순유입

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증권투자 순유입은 좌측(억 달러), 원달러 환율은 우측.

통화정책도 이론적으로는 환율충격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변동성

이 심한 환율 움직임에 일일이 이자율 정책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유액 축적을 정책 목적으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

우도 낙인효과, 경제 주권의 침해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15) 이승호 외(1998), 유상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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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아니다. 외환 건전성 정책은 OECD 사례와 같이 국제적 동의 내지 승인

이 없을 경우 제도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대응 수단

들은 장단점이 있으나, 경상수지 및 자본유입에 따른 단기적인 환율충격에 대응

하여 즉각적 실행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자본유입 충격에 대

한 정책 수단으로써 신흥국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재조명되고 있다.

Ⅳ.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은

행의 손실함수를 통해 외환보유액 반응함수를 추정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

레이션의 행태를 분석한 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1.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1) 분석모형

외환당국은 전기말의 정보집합을 바탕으로 금기 초에 식 (1)과 같이 미래의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규모( : 외환보유액 변동률)

를 결정한다. 는 할인율이고 는 기간 중 손실함수이다. 구체적인 손실함수 및

이후 전개 과정은 Srinivasan et al.(2009)의 선형지수 모델을 따른다.

min


  
  

∞

   (1)

식 (2) 손실함수에서  는 최적외환보유액 변동률, 는 환율(원/달러)의 변동

률, 는 외환당국의 목표환율 변동률이다.  (≻ )는 상대적 가중치, 는 비대

칭 선호계수이다. 의 우변이 제곱 형태로 구성된 것은 외환보유액 변동률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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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변동률이 최적 또는 목표수준에서 벗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도록하기 위한 것

이다. 비대칭 선호계수 항을 세제곱 처리한 것은 환율의 특정 방향에 대한 비대

칭 선호가 있을 경우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면 외환당

국의 손실함수는 대칭적이 되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대응에 있

어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면 원화절상 시(가 음수) 손실함수

가 커지게 되어 외환당국은 원화절상 시에 보다 강하게 대응하고, ≻ 이면 원

화절하 시(가 양수)에 보다 강하게 대응한다.

  


  


 

  

 


 

 (2)

식 (3)에서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절상 및 절하의 진폭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 이고 는 평균 0, 분산 인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갖는 오차항이다.

       (3)

식 (3)의 제약 하에 식 (2)를 최소화하는 를 선택하면 식 (4)와 같은 외환보

유액 반응함수를 얻는다.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특정 목표환율을 갖고 있지 않고

있음을 천명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는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식 (4)에서 기댓값을 실제값으로 치환하여 식 (5)와 같은 실증분석에 적합한

외환보유액 반응함수를 얻게 된다.

  

 (5)

식 (5)에서 는 상수항,    ,   이며, 최종적 관심변수인

  이다. 식 (5)에서 ( )
2이 역할을 하려면 값의 ‘0’ 여부를 검정하면 되

는데 이는 곧 값의 ‘0’ 여부를 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값이 ‘0’이 아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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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면 외환당국이 환율절상(절하)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식 (3)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외환당국이 환율절상 및 절하의 폭을 완화시키는 역풍정책 방식의 시장 오

퍼레이션을 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환율이 절

상( <0)될 경우 외환당국이 절상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환매입 오퍼레이션을

실행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증가(>0)하기 때문이다.

2) 데이터

분석 대상 기간은 199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종속변수로는 외환보

유액 월중 증감률(=Δlog외환보유액*100)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규모의 대용

변수로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월말 원달러 명목환율의 변동률( =Δlog*100)

과 동 변동률의 제곱값((  )
2)을 사용하였다. 환율변동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간

의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명목환율의 변동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및

의 시차변수(각각 lag1～lag12), 미연방기금금리(EFFR)의 현재값 및 시차변수

(lag1～lag12)를 이용하였다. 외환보유액과 원달러 환율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에서, 미연방기금금리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식

(5)의 계수  , 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모형으로 추정하였

으며, 표준오차 추정 시 Newey-West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였다. 값 표준오차

는 델타 방식(delta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도구변수 사용에 따른 과대 식별

의 유효성은 J-test(Hansen’s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표 1>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면, 변수  ,  , ( )
2는 ADF, Phillips-Perron

검정에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 단위근 존재)을 기각하였으며 KPSS

검정의 경우에도 귀무가설( : 단위근 없음)을 기각할 수 없었다. 변수 EFFR의

경우도 ADF 검정에서 1%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각각  : 단위근 존재)을

기각하였다.

데이터 분포를 보면, 변수 과 의 경우 표준편차가 평균값에 비해 크게 나

타나는데, 이는 두 변수가 평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

융위기 같은 금융시장 혼란기에 환율이 큰 폭 상승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

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수 의 왜도가 마이너스이고 변수 의 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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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변수  ,  및 ( )
2
등은 첨도가 매우 높아 관

측치들이 평균값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변수 EFFR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이 비슷하고 왜도 및 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관측치들이 넓게 펼

쳐져 있는 분포를 갖고 있다.

<표 1> 데이터 특성(1994년 1월～2018년 12월)

a. 단위근 검정 (상수+추세)

변수 ADF Phillips-Perron KPSS 변수 ADF Phillips-Perron KPSS

 -7.477a(5) -12.850a(5) 0.103d(2)  -17.913a(0) -17.903a(5) 0.034d(0)

( )2 -13.007a(5) -13.213a(5) 0.099d(2) EFFR -4.043a(8) -2.115d(8) 0.173b(5)

주: 1) : 외환보유액 변화율(%),  : 원/달러 환율의 변화율(%), EFFR: 미 유효연방기금금리
(%).

2)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d는 기각 못함을 나

타낸다.

3) KPSS 검정의 귀무가설(단위근 없음)은 ADF 및 Phillips-Perron 검정의 귀무가설(단위

근 존재)과 반대이다.

4) ( ) 안는 검정 시 사용한 lag length이다. ADF 검정은 VAR모형의 lag length 선택기

준, Phillips-Perron 검정은 int{4(T/100)^(2/9)} 선택기준, KPSS는 SIC 기준으로 선정된

maximum lags 내에서 order가 낮은 기준으로 lag length를 정하였다.

b. 분포(관측치=34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0.98 3.25 -1.13 17.13  0.13 3.77 2.80 32.85

( )2 14.22 80.77 14.36 235.95 EFFR 2.88 2.36 0.26 1.73

3) 분석 결과

<표 2>를 보면 J-test 결과 모든 기간별 분석 대상 기간에 걸쳐 도구변수의

과대 식별이 유효하며,  ,  , 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값이 모두 음(-)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방식은 대체적으로 특정 목표환율을 추구하기보다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

하기 위한 역풍정책 방식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외환위기 이전(1994. 1～1997. 9)과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9. 3～2007. 7)과 같이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가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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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는 환율절상 시 더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은 경제위기 극복,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원

화절상 압력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 축적의 시급성도 높았던 것이 비

대칭계수 의 값이 높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의 경우에는 가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환율의 급

격한 절하 시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환보유액 반응함수 추정

기간 c     J(37)

외환위기 이전

(1994. 1～1997. 9)

1.159

(0.000)

-1.502

(0.000)

0.109

(0.000)

-0.146

(0.000)

9.382

(1.000)

외환위기 및 이후

(1997. 10～2018. 12)

1.639

(0.000)

-0.451

(0.000)

-0.007

(0.000)

0.029

(0.003)

23.42

(0.914)

외환위기 이후

(1999. 3～2018. 12)

1.338

(0.000)

-0.244

(0.000)

-0.017

(0.000)

0.143

(0.000)

26.16

(0.830)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9. 3～2007. 7)

1.266

(0.000)

-0.248

(0.000)

0.016

(0.036)

-0.268

(0.068)

16.32

(0.996)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후

(2007. 8～2018. 12)

0.513

(0.000)

-0.244

(0.000)

-0.011

(0.000)

0.092

(0.000)

19.36

(0.97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 3～2018. 12)

0.581

(0.000)

-0.330

(0.000)

-0.011

(0.000)

0.068

(0.000)

18.65

(0.985)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이후

(2016. 4～2018. 12)

0.405

(0.000)

-0.084

(0.000)

-0.031

(0.000)

0.730

(0.000)

7.362

(1.000)

주: 1) ( ) 안는 p-value.
2) J 통계량은 과대 식별이 유효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나타냄.

3) 의 표준오차는 delta method로 계산.

4)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이후 통계량은 33개 관찰수로 계산.

셋째, 미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2016년 4월 이후에는 의 절댓값도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작아진 데다 의 값

도 이전에 비해 큰 양(+)의 값이 나타났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정도도 이전

에 비해 축소된 데다 환율절하 시에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이후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는 데다 외환당국이

오퍼레이션 최소화, 미국의 환율보고서, 자료 공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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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금융안

정 관점에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

1) 분석모형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은 내생성 문제(endogeneity or reverse causation)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Ito(2003), Geršl and Holub(2006)의 분석 모형을 준용하여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    (6)

   ∆        (7)

우선 식 (7)과 같이 중앙은행의 반응함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추정한 외환시

장 오퍼레이션 규모 를 식 (6)에 대입하여 금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Geršl and Holub(2006)은 식 (7)에

전기 환율절상률(∆  ) 및 전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규모(  )와 함께

전기 환율과 전기 목표환율 간의 차이를 포함하였으나, 중앙은행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특정 목표환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

제 하에서 자유로운 환율변동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식 (6)에서  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관련되는 통제변수 벡터이

다. 동 분석의 관심은 회귀계수 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에 있다. 의 값이 0

보다 작으면 미달러화 매입 오퍼레이션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

된 것임을 의미한다.

본고의 목적은 실제 오퍼레이션 자료가 아닌 외환보유액의 월중 증감액을 이

용하는 점, 분석 목적이 외환당국의 시장 오퍼레이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

석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환율변동성16)을 월평균 일일 환율변동폭(%)으

16) 우리나라의 연구 자료에서도 환율변동성을 GARCH(1,1) 모형(이승호 외, 1999)으로 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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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 한편, 부수적으로 환율변동성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기 위하여 옵션 내재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도 보여준

다. 변동성의 크기에 따른 오퍼레이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도 추

가하였다.

2) 데이터

분석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종속변수로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KRWvol 및 Ovol)을 두고 설명변수로는 외환보유액 월중 증감액을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 규모의 대용변수(FXI)로 사용하였다. 원달러 환율변동성은 일일

원달러 환율변동폭의 월평균(KRWvol)과 일일 원달러 환율 3개월 만기 옵션 내

재변동성의 월평균(Ovol)을 사용하였다. 원화절상률(Δ )17)은 전기환율에서 금기

환율을 차감한 후 이를 금기환율로 나눈 후 100을 곱하였다. 외환보유액의 월중

증감에는 구성통화의 대미달러 환율환산액, 운용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장 오퍼레이션 규모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환율결정 요인 분

석 시 주로 사용되는 글로벌 위험지수의 증감(VIXcha), 우리나라 3개월물 CD금

리와 미달러화 3개월물 LIBOR금리 간 차이(Interest), 한미 간 2010년 기준 인플

레이션율 차이(Inflation) 등을 사용하였고, 상품수지(Trade) 및 외국인 포트폴리

오 투자(FPI)를 추가하여 기타 영향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FXI는 IMF IRFLC 통

계, Ovol은 Bloomberg, VIXcha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통계, Inflation은

IMF IFS 통계를 사용하였고 원달러 환율, Interest, Trade, FPI는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ECOS) 통계를 사용하였다.

<표 3>에 따른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면 Δ , FXI, VIXcha, FPI 등은 ADF,

Phillips-Perron 검정에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 단위근 존재)을 기각하

였고 KPSS 검정에서도 귀무가설( : 단위근 없음)을 기각할 수 없어서 단위근

문제는 없다. 변수 KRWvol, Trade는 ADF, Phillips-Perron 검정에서 각각 10%,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 단위근 존재)을 기각하였다. 변수 Ovol과

나 옵션상품의 내재변동성(유상대, 2003)을 이용하였으나, 두 분석 모두 매입․매도 오퍼레

이션 총액이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7) 원화절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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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의 경우 10%,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 단위근 존재)을 기각하였

다. 변수 Interest는 단위근이 존재하나, 대부분 연구 자료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표 3> 데이터 특성(1999. 1～2018. 12)

a. 단위근 검정(상수+추세)

종속변수 ADF P. Perron KPSS 설명변수 ADF P. Perron KPSS

Δ -16.40a(0) -16.43a(4) 0.03d(0) Interest -2.15d(12) -1.25d(4) 0.37a(4)

KRWvol -6.36a(1) -7.44a(4) 0.20b(4) Inflation -3.26c(9) -3.13c(4) 0.29a(4)

Ovol -3.40c(0) -3.84b(4) 0.84a(0) Trade -7.97a(0) -8.02a(4) 0.61a(4)

FXI -5.82a(3) -11.29a(4) 0.07d(0) FPI -11.42a(0) -11.39a(4) 0.14c(0)

VIXcha -9.98a(2) -13.55a(4) 0.02d(0)

주: 1) Δ : 원화절상률(명목환율, 월말)=((전기환율-금기환율)/금기환율)*100(%), KRWvol: 일

일 환율변동폭의 월평균(%), Ovol: 원달러 환율 3개월 만기 옵션의 월평균 내재변동성

(%), FXI: 외환보유액 증감액(억 달러), VIXcha: VIX지수의 증감(%p), Interest: 한국

CD 3개월-미달러 LIBOR 3개월 이자율(%p), Inflation: 한국과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2010년 기준, %p), Trade: 상품수지(억 달러), FPI: 외국인 포트폴

리오 투자액(억 달러).

2)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d는 기각 못함을 나

타낸다.

3) ( ) 안은 검정 시 사용한 lag length이다.

b. 분포(관측치=24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Δ 0.07 3.10 0.08 8.21 Interest 1.48 1.27 -0.35 1.81

KRWvol 0.41 0.31 5.79 54.05 Inflation 0.25 1.26 0.79 4.09

Ovol 9.97 5.38 3.47 19.48 Trade 43.70 36.59 0.64 2.45

FXI 14.65 36.95 -1.90 19.59 FPI 12.24 33.61 0.12 3.19

VIXcha -0.01 3.93 2.70 20.16

데이터 분포를 보면, 변수 Δ , FXI, VIXcha 등은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평

균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면서 대체로 왜도 및 첨도가 높은데, 이는 관측치가 평



최경욱․박준서 53

균 주변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시 이상치(outlier)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변수 KRWvol은 왜도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고 첨도도 높은데 이는 환율변동성을 월평균 환율변동폭(절댓값 측정)으로 정

의한 데 기인한다. 변수 Ovol은 왜도는 평균에 비해 크다 할 수 없으나 첨도가

높다. 변수 Trade와 FPI는 첨도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수준인데 왜도가 플러스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국인 국내 순투자의 영향 때문이다.

변수 Interest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이 비슷하고 왜도 및 첨도도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어서 관측치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분포를 갖고 있다. 변수 Inflation은

정규분포에 비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분석 결과

<표 4> 중앙은행의 대응함수를 보면 전월 원화절상률(∆  ) 및 전월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 규모(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규모의 추정치도 자기상관이 없는 것(Durbin Watson 2.08)으로 나타

나 환율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응함수

로부터 도출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규모 추정치( )를 이용하여 <표 5>,

<표 6> 및 <그림 2>과 같이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4> 중앙은행의 대응함수(1999. 1～2018. 1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 2.0508 0.8436 0.016

 0.2412 0.0706 0.001

상수항 10.9516 2.4688 0.000

주: D.W.=2.08,  =0.13.

<표 5>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률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표본 전체

적으로 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80분위와 99분위와 같이 변동성이 높은 분위에서는

각각 10%, 1%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1억 달러 상당의 매입 오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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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시 변동성이 80%분위에서는 0.0026%p, 99%분위에서는 0.0089%p가 완화되

었다.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외환당국이 굳이 오퍼레이션의 필요성이 크지 않

으며 외환보유액 확보 등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시장흐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참여할 것이므로 변동성이 높은 분위에서 보다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낮

은 분위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대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

상을 살펴보는 것이 분위분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 환율변동률에 미치는 영향(1999. 1～2018. 12)

Vol_전체 Vol_20분위 Vol_40분위 Vol_60분위 Vol_80분위 Vol_99분위


-0.0022

(0.0014)

-0.0002

(0.0011)

0.0011

(0.0014)

-0.0008

(0.0011)

-0.0026*

(0.0014)

-0.0089***

(0.0025)

KRW



0.6265***

(0.1594)

0.3839***

(0.0938)

0.5237***

(0.1137)

0.6172***

(0.0965)

0.7494***

(0.1673)

0.7709***

(0.2116)

VIXcha
0.0333

**

(0.0147)

0.0062

(0.0046)

0.0102
*

(0.0053)

0.0113
**

(0.0047)

0.0149

(0.0144)

0.0459
***

(0.0094)

Interest
0.0002

(0.0099)

0.0046

(0.0063)

0.0021

(0.0092)

-0.0001

(0.0095)

-0.0085

(0.0178)

0.0118

(0.0341)

Inflation
0.0305*

(0.0171)

0.0173**

(0.0085)

0.0240**

(0.0110)

0.0174

(0.0140)

0.0329

(0.0233)

0.0511

(0.0366)

Trade
0.0003

(0.0003)

0.0009
***

(0.0002)

0.0009
***

(0.0003)

0.0003

(0.0003)

-0.0001

(0.0004)

-0.0002

(0.0012)

FPI
0.0003

(0.0004)

0.0000

(0.0003)

-0.0001

(0.0003)

0.0000

(0.0003)

-0.0000

(0.0005)

-0.0009

(0.0013)

상수항
0.1638***

(0.0605)

0.0843**

(0.0346)

0.0662

(0.0445)

0.1503***

(0.0411)

0.2330***

(0.0680)

0.6593***

(0.1262)

주: 1) 환율변동률: 일일 환율변동률의 월평균(%).

2) ( ) 안은 표준오차.

3) * p≺0.10, ** p≺0.05, *** p≺0.01.

4) 관측 수=237개,  =0.66, D.W.(변화)=2.05.

<표 6> 옵션 내재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표본 전체적으로 외환시장 오퍼

레이션이 시장참가자들이 향후 환율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이자율 차, 인플레이션 차, 상품수지, 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변동성이 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필요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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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글로벌 위험지수의 변화(VIXcha)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위기 시에는 우리나라의 외환수급 상

황보다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통한 금융안정의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 결과

이다. 기존 국내 연구의 경우 이승호 외(1998)는 매매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

을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한 반면 유상대(2003)18)는 기대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6> 옵션 내재변동성에 미치는 영향(1999. 1～2018. 12)

Vol_전체 Vol_20분위 Vol_40분위 Vol_60분위 Vol_80분위 Vol_99분위


-0.0278

*

(0.0142)

0.0022

(0.0130)

-0.0114

(0.0133)

-0.0104

(0.0126)

-0.0257
*

(0.0139)

-0.0299

(0.0221)

O
0.9201

***

(0.0600)

0.8388
***

(0.0467)

0.8908
***

(0.0520)

0.9782
***

(0.0495)

1.0044
***

(0.0408)

1.0096
***

(0.0795)

VIXcha
0.3335***

(0.1255)

0.0665**

(0.0317)

0.0664*

(0.0393)

0.1184**

(0.0580)

0.2094*

(0.0904)

0.6010***

(0.1777)

Interest
0.1425

(0.0865)

0.1459**

(0.0670)

0.1049

(0.0770)

0.0372

(0.0851)

0.1343

(0.0957)

0.0746

(0.4057)

Inflation
0.0731

(0.1320)

-0.0250

(0.0850)

-0.0246

(0.1034)

-0.0049

(0.0879)

-0.0646

(0.1580)

0.0837

(0.4439)

Trade
-0.0010

(0.0025)

0.0032

(0.0021)

0.0048
**

(0.0021)

0.0020

(0.0024)

-0.0035

(0.0028)

0.0048

(0.0105)

FPI
-0.0007

(0.0037)

-0.0056*

(0.0029)

-0.0057***

(0.0018)

-0.0062**

(0.0030)

-0.0024

(0.0044)

-0.0011

(0.0111)

상수항
0.9827**

(0.4595)

0.3304

(0.3012)

0.4853

(0.3627)

0.3091

(0.3867)

1.0620***

(0.3486)

3.5692***

(1.4156)

주: 1) 옵션 내재변동성: 3개월 만기 내재변동성의 월평균(%).

2) ( ) 안은 표준오차.

3) * p≺0.10, ** p≺0.05, *** p≺0.01.

4) 관측 수=237개,  =0.90, D.W.(변화)=1.93.

김윤영(2010)은 의도하지 않은 신호효과에 의해 경상수지 악화 등 외환시장

사정이 어려운 경우 외환시장 매도 개입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설

18) 구두 오퍼레이션은 환율변동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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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본고의 식 (6)도 오퍼레이션 규모 추정치가 마이너스(-), 즉 매도

오퍼레이션인 경우 환율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매입․매도 오퍼레이션의 비대칭

성은 <표 7>과 같이 환율절상기(FXI +)와 절하기(FXI -) 간 변동성 양태의 상

이성과 외환당국의 대응 방식 차이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

로존 재정위기와 같은 환율절하기에 환율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외환당국도

오퍼레이션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며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외환보유액 증가 및 감소기간 통계 비교(1999. 1～2018. 12)

관측 수(개)
증감폭(억 달러) 절상(하)

률(%)

환율

변동률(%)

내재

변동성(%)최소 최대 평균

FXI(+)

(매입 오퍼레이션)
182(219)1) 0.13 142.88 27.18 0.75 0.36 9.32

FXI(-)

(매도 오퍼레이션)
58(21) -0.39 -274.19 -24.45

2)
-2.04 0.56 11.98

全기간 240 0.07 0.41 9.97

주: 1) ( ) 안은 오퍼레이션 규모 추정치() 기준 관측 수.
2) GFC 기간 중 -64.3억 달러, 유로존 재정위기 기간 중 -34.9억 달러.

<그림 2> 외환시장 오퍼레이션과 환율변동률, 내재 변동성 충격반응

(1999. 1～2018. 12)

<그림 2>는 외환시장 오퍼레이션과 환율변동률 및 옵션 내재변동성의 충격반

응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즉 오퍼레이션의 영향이 단기적인지 보다 장기적인

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VAR 그래프이다. 일반 VAR 모형은 변수의 값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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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넣어가며 축차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식이라 변수의 순서(ordering)에 따라 결

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외생성이 높은 순으로 변수를 넣는 것

이 바람직함으로 변수 배열은 VIXcha, Interest, Inflation, Trade, FPI, FXI, 환율

변동성 등의 순서대로 하였으며, 시차는 HQIC 및 SBIC를 선택기준으로 하여 직

전 1기까지 취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로 매우 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았다면 그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전 세계 외환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자본이동을 통해 국

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통

해 환율의 방향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자본이동 자유화 진전에 따라 환율 움직임은 국제 금융시장

내 위험선호, 기축통화국 통화정책 등과 같은 글로벌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외부충격에 대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응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일 것으로 해석된다.19)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효과의 단기성20)

과 우리나라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입에 따른 원화절상

과정에서 환율변동성의 완화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지속

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단기 환율충격을 완화하

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경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통화 정책을 보완하는 중앙은행

의 추가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21)

4) 강건성 검정

강건성 검정은 외환보유액 상세 내역 입수가 가능한 200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부터 IMF의 IRFCL(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통계에 선물환 등을 포함하여 외환보유액과 관

19) Canales-Kriljenko et al.(2003), Guimar es and Karacadağ(2004) 등이 중앙은행의 정보 우
월성으로 인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 효과적이라 한 것을 참

고할 때, 해당 국가에 따라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 외환시장 안정화 등 오퍼레이션의 목적

이 다를 수는 있으나 앞으로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을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분명하다.

20) Rhee and Song(1999), Disyatat and Galati(2005), Geršl and Holub(2006), Newman et
al.(2011).

21) Cavallin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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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상세 내역을 제공하여 왔으며, 동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

기, 미국의 양적완화 시작 및 종료 등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고에서 사용한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환율변동성 분석

모형의 강건성을 검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림 3> 대용변수별 외환보유액 증감 규모 추정

주: FXI_f: 외환보유액 증감액(FXI)에 외환보유액 내 이종통화의 미달러환산액을 반영, FXI_fi:

FXI_f에 운용수익을 반영, FXI_fiL: FXI_fi에 forward long position을 반영.

외환보유액의 월중 증감액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규모의 대용변수로 사용하

는데 따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외환보유액 내

유로화, 엔화 등 이종통화의 대미달러화 환산액 변화,22) 운용수익,23) 부외거래24)

22) IMF COFER 통계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미달러화 비중을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23) 3년물 정부채 금리와 3개월 단기금리를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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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용변수별 환율변동성에 대한 영향(2005. 1～2017. 12)

종속변수: Volt(월평균 일일 환율변동률, %)


-0.0028

*

(0.0017)

_f
-0.0024

*

(0.0013)

_fi
-0.0023

*

(0.0012)

_fiL
-0.0018

*

(0.0010)

_RC
-0.0028

*

(0.0017)


0.5527

***

(0.1805)

0.5309
***

(0.1827)

0.5311
***

(0.1826)

0.5600
***

(0.1807)

0.5478
***

(0.1832)

VIXcha
0.0429

**

(0.0170)

0.0430
**

(0.0169)

0.0429
**

(0.0169)

0.0423
**

(0.0168)

0.0424
**

(0.0167)

Interest
0.0002

(0.0109)

0.0006

(0.0111)

0.0012

(0.0111)

0.0022

(0.0106)

0.0002

(0.0110)

Inflation
0.0583

**

(0.0253)

0.0611
**

(0.0256)

0.0608
**

(0.0256)

0.0564
**

(0.0249)

0.0590
**

(0.0257)

Trade
0.0000

(0.0004)

0.0000

(0.0004)

0.0001

(0.0004)

0.0000

(0.0004)

0.0000

(0.0004)

FPI
0.0004

(0.0005)

0.0004

(0.0006)

0.0004

(0.0006)

0.0004

(0.0005)

0.0004

(0.0006)

상수항
0.2164

***

(0.0819)

0.2226
***

(0.0804)

0.2081
***

(0.0781)

0.1926
**

(0.0769)

0.2181
**

(0.0830)

관측 수 155 154 154 154 155

  0.73 0.72 0.72 0.73 0.72

D.W.(변환) 2.06 2.05 2.05 2.06 2.05

주: 1) FXI_f: 외환보유액 증감액(FXI)에 외환보유액 내 이종통화의 미달러환산액을 반영,

FXI_fi: FXI_f에 운용수익을 반영, FXI_fiL: FXI_fi에 forward long position을 반영,

FXI_RC: 국제수지 준비자산증감액.

2) ( ) 안은 표준오차.

3) * p≺0.10, ** p≺0.05, *** p≺0.01.

영향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대용변수를 산출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보았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미달러화의 거래를 수반하는데 반해 이들

24) IMF IRFLC 통계의 forward position을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편의상 long position 전액

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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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은 오퍼레이션과 관계없이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의 증감에 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그림 3>에 따르면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시 부외 거래(forward long

position)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8>의 분석 결과, 다른 대용변수들을 사용하여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외환시장 안정화)은 동일하다. 다만 외환

시장 오퍼레이션 규모가 보다 더 정교하게 추정될수록 1억 달러 매입 오퍼레이

션 시 원달러 환율의 월평균 일일변동률(-0.0028%p→-0.0018%p)이 작아지고, 해

당 추정치의 표준오차(0.0017%→ 0.0010%)도 점차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

변수가 정교해질수록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도 보다

정교하게 측정되고 있다.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증감액을 사용하여도 결론은 동

일하다.

Ⅴ. 결론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는 역풍정책 방식을 통해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은 환율변동성을 완화

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효과의 지

속기간은 단기적인(1～2개월) 것으로 나타나, 동 정책 수단은 일시적인 환율충격

에 따른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역할과 유효성에 대한 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흐름과 부합하며 우리나라 외환정책에 대한 외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시

킨 것으로 나온 것은 실제 오퍼레이션과 더불어 외환당국의 환율변동성 완화에

대한 신호가 경제 주체들에게 잘 전달된 것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보다 명확한 신호 전달과 함께 중앙은행의 신뢰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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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havior of Foreign Exchange Operation

and Its Exchange Rate Volatility Stabilization

Effect in Korea
*25)

26)27)Kyongwook Choi**․Junseo Park***

This paper analyzes whether Korea’s foreign exchange operation is a type of

‘leaning against the wind’ or not and whether it contributes to a decrease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r not. Central bank’s loss function and 2SLS regression

were used for each analysis respectively. The empirica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s foreign exchange operation is a type of ‘leaning against the wind’

and has been implemented asymmetrically to the appreciation or depreciation of

Korean Won against US Dollar according to the market conditions. Also,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foreign exchange operation contributes to the stabilization

of exchange rate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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