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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 역시 점차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에 편입되고 

있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된 이후, 자본시장 개방 폭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 직후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이 급진전되었다.  

이 결과 한국 자본시장의 동조화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연구 1 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국제 주식시장에 동조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시장 등 

해외 주식시장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 채권시장에서의 동조화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2. 

이상과 같은 자본시장의 동조화 진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와 그것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직접, 간접적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이 확대되어 

왔고, 그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매우 커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과연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떠하며,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논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들 3 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주식시장과 관련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분석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워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투자자와 차별화 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가 

주식시장의 동조화를 진전시키는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연구와 달리,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2005년 현재 0.6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지만 4 ,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채권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항상 주목하면서 그에 반응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 금리차의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입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국내채권시장의 교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 장국현(2002), 길재욱(2003), 김찬웅 외(2003) 참조. 
2 홍정효 & 문규현(2004) 참조. 
3 구맹회 & 이윤선(2001), 장국현(2002), 전상경 & 최종연(2003), 윤창현 & 이성구(2003) 참조. 
4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2005년말 현재 39.7%(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며, 

KOSPI 200 선물거래 비중은 2005년 전체적으로 23.7%이다. 한편, 채권현물시장에서의 낮은 비중과 

달리, 국채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2005년 9.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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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분석되지 않았던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 동조화의 

전달경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달경로를 상정하였다. 즉 해외시장 변수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행태 변화가 국내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전달경로를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은 다음 두 가지 

가설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첫째, 해외금리 및 해외시장의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투자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채권 매매 및 포지션의 

변화가 국내금리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동조화 매개로서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최근 우려되고 있는 국내외 금리차의 변화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국내 채권시장의 

환경과 무관하게 금리가 변동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교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정거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논점의 실증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채권시장에서 시가평가제도가 확립된 

2001년부터 2005년말까지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조화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앞서 제시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거래를 중심으로 재정거래의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서 동조화의 전달경로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금리 요인과 함께 해외금리나 국내외 금리차 

등 해외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아직까지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에 의한 시장 교란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채권시장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제 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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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동조화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국내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재정거래 가능성과 사례를 추론하였다. 5장은 

논문의 요약 및 결론이다.  

 

 

 

Ⅱ. 기존의 연구 

 

한국 채권시장과 국제 채권시장 간의 상호연관성 및 동조화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연호(2001)는 국내금리와 해외금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외환위기 이후에 일본 금리보다 미국금리 및 영국금리의 한국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홍정효, 문규현(2004)은 미국금리와 

국내금리 간의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하여,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 이후에 국내금리가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미국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와 그 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점으로 인하여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주식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각국 자본시장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 ‘Black Monday’에서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이 여타 주식시장에도 단기간에 급격히 전파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동조화 및 그 전달경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ICAPM 이론에 따르면,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산비중을 

결정한다. 즉, 이들은 ICAPM에 의거하여 포트폴리오의 나라별 비중을 분산시키고,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자산가격이 변동하면, 투자자들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자산배분을 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 나라의 가격변동이 

다른 나라의 가격 변동으로 전이하게 된다. 

 그러나, 1987년과 같은 주식폭락의 단기적인 전이는 이러한 ICAPM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간 연관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정보의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되었다. 

이들 연구는 어느 한 시장의 충격이 다른 시장에 전파되는 메커니즘으로서 정보 효과 

또는 전염 효과를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Hamao, Masulis, & Ng(1990), Karolyi & 

Stulz(1996), King & Wadhwani(1990), Lin, Eagle, & Ito(1994)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들은 각국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이들 요인에 의해 유발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 길재욱(2003),  김찬웅, 문규현, & 홍정효(2003), 장국현 (2002), 

김인무&김찬웅(2001) 등은 시장간 변동성의 관계분석을 통해 미국증시의 한국증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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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행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다수 발표되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구맹회, 이윤선(2001)은 주식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KOSPI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윤창현, 이성구(2003)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매매주체별 매수가 가격 수준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물시장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미 주식시장의 동조화를 유발하는 전달경로가 됨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장국현(2002)은 외국인 자금유입액 잔고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분석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미 주식시장의 동조화의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상경, 최종연(2003)은 투자주체별 순매수 비율을 이용하여 외국인의 행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국인들과는 다른, 분리된 투자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국내시장의 동조화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발표되었다. 

이근영(1998)과 김선호(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는 주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윤창현, 이성구(2003)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거래량 변동이 선물시장의 변동성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서도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김정성, 

강규호(2004)는 2000년 이후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장기적 투자 행태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Ⅲ.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시장 동조화에 대한 역할 

 

  3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의 동조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절에서는 동조화 

실증분석을 위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한 대리변수의 일별 자료를 

선정하였다. 제 2절에서는 선택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된 변수들이 

적정한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3절은 이렇게 확인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VAR 모형을 구성하여 제기된 두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동조화에서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1. 분석 방법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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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 외국인 투자자를 통한 전달 경로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어떻게 해외채권시장과 국내채권시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정보전달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를 

통해 해외요인 정보와 그 변화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를 보고 시장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전달경로는 이러한 정보효과를 통한 측면이 아니다.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에서의 실제 포지션 변화가 국내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 분석을 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동조화 

전달경로로서의 기능은 이하 두 가설의 타당성에 의하여 결론지어질 수 있다. 만약 이하의 

두 가설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해외채권시장 요인의 국내채권시장으로의 전달경로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해외 채권시장의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에서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에 영향을 준다. 

 

가설 2.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에서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변동이 국내금리를  

변동시킨다. 

 

<가설 1>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채권시장 요인으로서 두 

변수를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금리 수준의 변화이다. 즉 해외금리 하락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채권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발하고, 반대로 금리 상승은 매도 포지션을 

유발할 수 있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금리의 하락을 세계경제의 경기하락, 더 나아가 

국내경기의 하락 신호로서 인식하고 국내금리 하락을 전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채권 매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국내외 금리차이다. 국내외 금리차가 외국인 거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여러가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자산재조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일한 자산배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해외금리의 하락은 외국인이 보유하는 

해외채권의 시장가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 비중을 유지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조정 측면에서 국내채권의 매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하여 재정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조달 금리와 환 헷지된 국내채권의 달러환산수익률을 비교하여, 재정거래 또는 

상대가격 거래(Relative Trading)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외 금리차 확대는 채권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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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와 관련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투자자의 행태는 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에 의하여 계량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설 2>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시장에서의 순매수 포지션을 이용하였다. 

<가설 2>는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이 국내 채권금리에 반비례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입증될 

때 그 타당성이 성립될 것이다.   

 

2) 분석 자료 

  

이상의 가설의 검정을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변수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첫째, 

국내채권시장의 가격 변수,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시장에서의 포지션 관련 변수, 

셋째, 해외채권시장의 변수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은 국채선물의 외국인 순매수 계약수 누적분 

(FPOSITION)을 이용하였다. 둘째, 해외채권시장 변수 중에서 해외금리의 대리변수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USTB10)를,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의 대리 변수로는 국고채 3년물 

금리(KTB3) 에서 통화스왑 3년물의 고정금리(CRS3)를 차감한 수치(=KTB3-CRS3)를 각각 

이용하였다. 셋째, 국내채권가격의 대리 변수로는 국채3년물 금리(KTB3) 및 국채선물 

가격(KTBF)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대리변수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의 대리변수로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누적분을 이용한 

이유는, 채권 현물시장의 경우 장외거래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별로 외국인의 매수 및 

매도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선물이 현물거래에 비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거래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태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금리의 대리변수로서 미국채 10년물을 이용한 것은, 일단 국제 금리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채의 달러 표시금리이며, 미국채권시장의 대표금리가 한국시장과 달리 

10년 만기 금리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의 변수 산정시, 달러화 통화스왑의 고정금리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시장과 채권시장을 고려할 때, 자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채권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자국통화기준으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금리차는 환율 변동을 사전에 제거한 헷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화기준이 다른 국내금리와 해외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달러 스왑환율을 가감하여 원화금리와 해외금리를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통화스왑의 고정금리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채권투자의 

기회비용으로서 변동금리인 LIBOR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념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LIBOR로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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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통화스왑을 통해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대신 LIBOR를 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달러표시 수익률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리고, 통화스왑 금리는 역내시장과 시장과 역외시장인 NDF 시장의 수치를 각각 

이용하였다. 그러나 역내시장의 통화스왑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만기별로는 1, 3, 5년 등 만기 금리를 

고려하였지만, 국내선물의 외국인 포지션의 변동량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만기를 갖는  통화스왑 3년 만기 금리를 주된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셋째, 해외금리의 대리변수를 미국채 10년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금리의 

대리변수로 국채 3년물 금리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국내의 대표금리로서 현재 시장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5. 또한, 국채선물의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을 대리변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동일한 국고채 3년물 또는 국채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교란요인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모든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6. 

Bloomberg의 자료는 그 자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각 자료별로 다른 제공기관에서 

제공받은 것을 집계한 것이다. 특히, 채권의 성격으로 인하여 동일한 3년 만기 금리라고 

하더라도 발행일에 따라 실제적인 만기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각 만기별로 채권금리를 인덱스화 시키는데, Bloomberg의 자료는 각 나라별로 가장 

대표적인 제공원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가공한 것이므로, 가장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는 실제 거래일 기준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1년 초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5년간이다. 2001년부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현재와 같은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채권시장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이 2001년 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선물시장이 개설된 것은 1999년 9월말이고,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실제적으로 채권시장의 가격변수가 시가화된 것이 2001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분석은 2003년 초를 전후한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국내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구조가 2003년 

이후부터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2년 7월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은 줄곧 BBB 

이하 였기 때문에, 국내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5 홍정효, 문규현(2004)은 채권시장 동조화 분석에서 미국채금리와 국내금리의 상관관계 비교에서 만

기가 동일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미국채 10년물에 대응한 국내금리는 국내 10년물이었

다. 그러나, 나라별 채권시장의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만기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채권시장의 경우 국채 10년물은 상당 기간 동안 장기금융기관이 절대적인 금

리 수준만을 고려하여 매수해왔기 때문에, 여타 만기의 채권과는 분리된 채로 금리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시장환경과 괴리되어 매우 분리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점에서 본

다면, 미국채 10년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국채3년물 금리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6 단, 외국인 선물매수 포지션의 자료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8

2002년 7월말을 계기로 외국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A로 격상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 투자행태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표> 참조).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있은 직후, 외국인 투자액은 

2000년부터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채권에 대한 투자는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 증가는 추세적으로는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채선물의 외국인 거래 비중도 2003년부터 10% 수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시기와 달리 신용도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원에서 한국채권시장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내채권시장의 동조화 검증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을 분석하기 앞서, 대리변수로 선정된 해외채권시장 요인과 

국내금리간의 인과관계를 상관관계 및 그랜저 인과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해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분석은 일차적으로는 국내채권시장의 동조화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추가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3절에서의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선정된 해외채권시장 변수와 국내금리 변수가 

적어도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해외금리와 국내금리 

  

<표 1>은 미국채 10년물과 국채 3년물 및 국채선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 

때, 시차를 고려하여 미국채 10년물은 전일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전 시기를 걸쳐서 보면, 

국채 3년물과 국채선물은 전일의 미국채 10년물의 금리와 비례적인 관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구분해서 보면, 양자의 상관관계가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03년 이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간의 상관성이 떨어졌다기 보다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양국간에 매우 

달랐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7. 

그랜저 인과 검정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변수간의 절대적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변수를 1계 차분하고, 그 수치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2001년 이후 모든 시기를 보게 되면, 미국채 금리가 국내금리의 결정 요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자간 금리차가 매우 컸던 2001년을 제외한 2002년 이후 부터의 

                                            
7 동 시기에 미국은 연방기금 금리를 지속 상승시킨데 비하여, 한국의 콜금리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또한,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은 카드채발 위기 등으로 내수가 극도로 부진하였다는 점, 채권수급상 채

권공급이 계속 감소하였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국내금리가 더욱 하락케 하는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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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미국채 금리가 5% 유의수준에서 국내금리의 결정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의 경우에도 그 유의수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미국채 금리가 국내금리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표 2> 해외금리와 국내금리의 Granger Causality Test 

F-Statistic 기    간 

DUSTB10→DKTB3 DKTB3→DUSTB10 DUSTB10→DKTBF DKTBF→DUSTB10 

2001.1∼2005.12 1.79 4.13*** 1.93* 3.34*** 

2002.1∼2005.12 2.93** 2.81** 2.28** 3.99*** 

2003.1∼2005.12 2.11* 1.70 1.63 1.60 

DUSTB10 : 미국채 10년물의 차분(t-1), DKTB3 : 국고채 3년물의 차분(t), DKTBF : 국채선물의 차분(t)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2) 국내외 금리차와 국내금리 

  

국내외 금리차와 국내금리간의 상관관계를 기간 전체적으로 본다면(<표 1> 참조), 국내외 

금리차와 국내금리간에는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2001.1∼2005.12 USTB10(t-1) KTB3(t)-CRS3(t) KTB3(t) KTBF(t) 

USTB10(t-1) 1.000 -0.575 0.671 -0.698 

KTB3(t)-CRS3(t) -0.575 1.000 -0.238 0.312 

KTB3(t) 0.671 -0.238 1.000 -0.989 

KTBF(t) -0.698 0.326 -0.989 1.000 

2001.1∼2002.12 USTB10(t-1) KTB3(t)-CRS3(t) KTB3(t) KTBF(t) 

USTB10(t-1) 1.000 -0.551 0.641 -0.701 

KTB3(t)-CRS3(t) -0.551 1.000 -0.089 0.324 

KTB3(t) 0.641 -0.089 1.000 -0.941 

KTBF(t) -0.701 0.324 -0.941 1.000 

2003.1∼2005.12 USTB10(t-1) KTB3(t)-CRS3(t) KTB3(t) KTBF(t) 

USTB10(t-1) 1.000 -0.345 0.087 -0.094 

KTB3(t)-CRS3(t) -0.345 1.000 0.423 -0.398 

KTB3(t) 0.087 0.423 1.000 -0.993 

KTBF(t) -0.094 -0.398 -0.9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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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시기상으로 볼 때, 2003년 이후에 상관관계의 절대 수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그랜저 인과 검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때, 

국내외 금리차는 이미 두 변수를 차감하여 생성된 것이어서 수준변수를 그대로 이용했으며, 

국내금리는 앞서와 동일하게 1계 차분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참조). 

 

<표 3> 국내외금리차와 국내금리의 Granger Causality Test 

기  간 MSB1-CRS1 

→ DMSB1 

DMSB1 

→ MSB1-CRS1 

MSB1-NCRS1 

→ DMSB1 

DMSB1 

→ MSB1-NCRS1 

2001.1∼2005.12 3.22** 1.56 0.44 3.30*** 

2001.1∼2002.12 0.65 0.51 0.25 0.60 

2003.1∼2005.12 10.99*** 2.61** 3.51*** 3.02** 

기  간 KTB3-CRS3 

→ DKTB3 

DKTB3 

→ KTB3-CRS3 

KTB3-NCRS3 

→ DKTB3 

DKTB3 

→ KTB3-NCRS3 

2001.1∼2005.12 3.94*** 3.01** 2.06* 2.03* 

2001.1∼2002.12 2.75** 2.16* 1.22 2.01* 

2003.1∼2005.12 5.74*** 0.93 2.04* 0.27 

기  간 KTBF-CRS3 

→ DKTBF 

DKTBF 

→ KTBF-CRS3 

KTBF-NCRS3 

→ DKTBF 

DKTBF 

→ KTBF-NCRS3 

2001.1∼2005.12 2.84** 1.78 2.82** 1.50 

2001.1∼2002.12 2.67** 2.75** 2.14* 1.57 

2003.1∼2005.12 3.34*** 1.68 1.35 0.11 

기  간 KTB5-CRS5 

→ DKTB5 

DKTB5 

→ KTB5-CRS5 

KTB5-NCRS5 

→ DKTB5 

DKTB5 

→ KTB5-NCRS5 

2001.1∼2005.12 1.96* 4.50*** 3.28*** 3.90*** 

2001.1∼2002.12 1.48 4.54*** 2.27** 2.51** 

2003.1∼2005.12 1.92* 2.05* 1.21 1.42 

 

첫째, 국내외 금리차와 국내금리간의 관계를 1,3,5년의 만기 채권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가 국내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만기 채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반면, 1년과 3년의 금리차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둘째, 2003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2003년 이후 국내외 금리차의 국내금리에 대한 

인과관계가 훨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기 채권을 제외하고 2002년까지의 

국내외 금리차는 국내금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는 국내외 금리차가 

국내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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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NDF 시장에서 보다는 역내 시장에서의 통화스왑 고정금리를 이용한 국내외 

금리차의 설명력이 훨씬 높았다. 이것은 NDF 시장이 특성상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성이 크고, 

국내시장과의 연관성이 적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3. 동조화 경로에 대한 실증 분석: 외국인 투자자의 동조화에 대한 역할 

 

1) 분석 모형 

  

채권시장 동조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두 가지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본 논문은 VAR 모형을 통한 동적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그랜저 인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VAR 모형은 두 가지 가설 검증에 필요한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주요 변수인 해외채권시장 요인, 외국인포지션, 국내금리 등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복합적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VAR 

모형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통해 변수들간의 동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이 때, 

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블록 외생성 검정(Block Exogeneity Wald Test)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금리차 변수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던 역내시장 통화스왑 고정금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1 계 차분하여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절대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통계상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였다. 따라서 VAR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의 일간 

변동치(DFPOSITION), 국채 3 년물 일간 변동치(DKTB3), 국채선물가격의 일간 

변동치( DKTBF), 미국채 10 년물의 일간 변동치(DUSTB10), 국고채 3 년물에서 

역내시장의 통화스왑 고정금리의 차감치(KTB3-CRS3)로서 총 5 개의 시계열이 된다. 

 

<표 4> 단위근 검정 결과 

 ADF 검정 Phillips-Perron 검정 

 상수항 포함 상수항, 추세포함 상수항 포함 상수항, 추세포함 

DUSTB10 -35.52*** -35.51*** -35.55*** -35.54*** 

KTB3-CRS3 -3.16** -3.28* -2.98* -3.05 

DKTB3 -31.49*** -31.51*** -31.47*** -31.49*** 

DKTBF -33.68*** -33.68*** -33.66*** -33.66*** 

DFPOSITION  -42.11*** -42.09*** -41.63*** -41.62***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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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차분 변수들이 시계열 안정성(stationary)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

는 바, 그 결과가 <표 4> 이다. 안정성 검증을 위한 단위근(Unit Root) 검정에 사용된 방법

은 ADF(Augmented Dickey-Fuller)와 Phillips-Perron Test 로서, 검증 결과 수준(level) 

변수인 국내외 금리차 및 1계 차분(1stdifference) 변수인 나머지 변수들이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에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 VAR 보다는 공적분을 고려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이기 때문에 앞서 5개의 변수들로 구성된 순수한 

VAR(Unrestricted VAR)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변수간의 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표 5> VAR 모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2001.1∼2005.12 DUSTB10 

(t-1) 

KTB3(t)-

CRS3(t) 

DFPOSITION

(t) 

DKTB3(t) KTBF(t) 

USTB10(t-1)  3.61 36.74*** 7.44 6.94 

KTB3(t)-CRS3(t) 7.43  10.05* 18.45*** 20.03*** 

DFPOSITION(t) 10.41* 2.61  1.63 3.24 

KTB3(t) 21.04*** 2.91 6.05  4.04 

KTBF(t) 12.16** 3.60 5.21 11.69**  

2001.1∼2002.12 DUSTB10 

(t-1) 

KTB3(t)-

CRS3(t) 

DFPOSITION

(t) 

DKTB3(t) KTBF(t) 

USTB10(t-1)  7.56 27.01*** 5.62 6.44 

KTB3(t)-CRS3(t) 3.14  4.38 11.20** 10.48 

DFPOSITION(t) 13.44** 2.20  4.45 7.11 

KTB3(t) 14.36** 3.96 4.34  6.19 

KTBF(t) 6.65 4.95 4.83 9.49*  

2003.1∼2005.12 DUSTB10 

(t-1) 

KTB3(t)-

CRS3(t) 

DFPOSITION

(t) 

DKTB3(t) KTBF(t) 

USTB10(t-1)  1.77 25.30*** 10.32* 9.73* 

KTB3(t)-CRS3(t) 4.14  18.86*** 27.9*** 19.46*** 

DFPOSITION(t) 2.15 2.15  8.78 11.56** 

KTB3(t) 7.84 2.48 10.68*  2.53 

KTBF(t) 6.02 3.09 4.09 1.58  



 13

 

VAR 모형을 이용한 블록 외생성 검정(<표 5> 참조) 및 그랜저 인과 검정(<표 6>, <표 

7> 참조) 을 통한 두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 1 : 대외요인과 외국인 순매수 

 

VAR 모형 결과를 보면, 미국채 수익률  외국인 포지션으로의 인과관계는 모든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외 금리차  외국인 포지션으로의 인과관계는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내외 금리차의 인과관계는 2002 년말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3 년부터는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랜저 인과 검정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표 6>에서 보듯이, 미국채 금리는 모든 

시기에서 외국인 포지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외 금리차는 2003 년 

이후부터 외국인 포지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외요인과 외국인 순매수간의 Granger Causality Test 

기  간 DUSTB10 

→ DFPOSITION 

DFPOSITION  

→ DUSTB10 

KTB3-CRS3 

→ DFPOSITION 

DFPOSITION  

→ KTB3-CRS3 

2001.1∼2005.12 5.07*** 2.94** 1.09 0.08 

2001.1∼2002.12 5.11*** 3.20*** 0.33 1.23 

2003.1∼2005.12 3.24*** 2.02* 2.60** 0.17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가설 2 :  외국인 순매수와 국내금리 

 

VAR 모형의 검정 결과를 보면, 외국인 포지션은 대부분의 경우 국고채 3 년물 금리와 

국채선물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 년 이후의 기간에 외국인 

포지션이 5% 유의수준에서 국채선물가격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국내채권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현물시장에서는 어떤 시기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랜저 인과 검정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외국인 순매수는 2003 년 이후의 기간에만 10%의 유의수준 하에서 국채선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채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내금리와 국채선물가격이 외국인 포지션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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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금리와 외국인 순매수간의 Granger Causality Test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처럼 외국인의 포지션이 국내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국내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국채선물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10% 이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물시장을 포함할 때 

그 비중이 아직까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의 변동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금리가 외국인 포지션을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두가지 투자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 역시 국내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가, 둘째, 선물거래의 방식이 추세추종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8. 

 

(3) 소결 

 

이상의 분석에서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앞서의 두 가설 중, <가설 

1>의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가설 2>의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즉, 외국인의 국내채권시장에서의 투자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가 국내금리 등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채권시장 동조화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포지션이 국내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국내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채권선물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10% 이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물시장을 포함할 때 

그 비중이 아직까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의 변동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8 추세추종형 매매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때, 가격이 상승할수록 매수를 확대하고, 하락할 때는 매

도를 확대하는 매매형태를 의미한다. 

기  간 DKTB3 

→ DFPOSITION 

DFPOSITION  

→ DKTB3 

DKTBF 

→ DFPOSITION 

DFPOSITION  

→ DKTBF 

2001.1∼2005.12 4.89*** 0.75 4.94*** 0.45 

2001.1∼2002.12 1.48 1.04 2.10* 1.15 

2003.1∼2005.12 4.21*** 1.65 3.4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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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살펴볼 때,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현재보다 

증가한다면, 국내채권시장과 해외채권시장 간의 동조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채권시장의 변수 뿐만 아니라, 국내외금리차나 해외금리와 같은 

대외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그들이 해외요인의 국내채권시장으로의 전파 경로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일정 정도 증가하게 된다면, 국내 채권시장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시장교란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Ⅳ. 외국인 투자자와 재정거래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로 인하여 

국내외 자금유출입이 유발되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3 장에서 우리는 

국내외 금리차가 외국인의 투자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서 보았듯이 

국내외 금리차가 존재할 때,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변동시킬 것이다. 첫째,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채권자산의 지역적 배분을 

변경할 수 있다. 국내금리가 과거 수준보다 국제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이 동일할 때 국내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재정거래 목적의 

투자이다.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하여 

국내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일정한 재정거래 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 행태 중에서, 재정거래의 존재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와 달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 통상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대외적인 요인 및 국내채권시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 및 포지션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금리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정거래의 경우에는 이와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하여 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 

국내외 금리차가 거래비용을 차감하고도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된다면, 재정거래 투자자는 

시장상황이나 그 전망과 무관하게 재정거래를 실시한다. 그러므로, 대외적인 요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거래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채권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된다. 즉, 재정거래는 국내 경제환경이나 

채권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가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 및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국내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로 인한 국내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시장에서의 재정거래에 대한 실증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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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절에서는 재정거래 차익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재정거래가 가능한 

시기를 도출하였다. 둘째, 2절에서는 재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시기에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투자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시장에서의 재정거래의 정도와 수준을 추론하였고, 그것이 국내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재정거래의 가능성 

 

  재정거래는 두 나라간의 금리차가 존재할 경우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재정거래의 기회를 

살펴본다면, 다음 식 (1)에 의거할 수 있다.  

즉, Dr  = fr  + )1( −
F
S

 --------------------------- (1) 

Dr  : 국내금리, fr  : 해외금리, S : 현물환율, F : 선물환율 

만약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국에서의 채권수익률보다 자국 통화 기준의 한국 채권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즉, fr  < Dr - )1( −
F
S

이라면, 재정거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거래의 차익을 αr 라고 하면,  

αr = Dr - )1( −
F
S

- fr  -------------------------- (2) 

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거래의 차익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재정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재정거래가 

실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재정거래라고 하지만 국가의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용등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거래는 국내외 채권의 매수 및 매도와 환스왑 계약이 거의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이 재정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결과 예상되는 거래비용을 차감하고도 재정거래에 따른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정거래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식(1)을 기준으로 그 대리변수를 정하고, 2001년부터 

2005년말까지의 일별 종가기준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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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종가 기준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라면, 

거래비용을 차감한 재정거래의 마진은 발생 즉시 소멸하게 된다. 적어도 일정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면, 일간 거래에서 그 재정거래의 차익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재정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일별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외 금리차는 뒤에서 

보듯이 채권 및 외환시장의 유동성 부족, 대외거래에 따른 제도적 장벽,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한된 채권투자 정책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재정거래의 

차익이 당일 내에 해소되기 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일별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재정거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을 위해, 국내금리( Dr  )와 해외금리( fr )는 3장에서 국내외 금리차를 

분석할 때와 동일한 1, 3, 5년 만기의 대리변수를 이용하였고, 현물환율( S )는 역내 

현물환율을, 선물환율( F )는 NDF시장의 환율을 이용하였다. NDF시장 환율을 이용한 것은 

역내 선물환율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NDF 시장이 

상대적으로 환율시장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NDF 환율을 이용해도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 재정거래 차익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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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 의거하여 도출된 1년물과 3년물을 이용한 재정거래 차익의 추이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재정거래의 기회가 컸던 시기는 두 시기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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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시기는 2003년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의 1개월이며, 두 번째 시기는 2004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1개월로서, 두 시기 모두 1년물 및 3년물에 의한 재정거래 차익 

기회가 1.5% 이상을 상회함으로써, 재정거래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두 시기 

모두 재정거래 차익 기회가 증가한 원인은 채권시장보다는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즉, 두 시기에 모두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시 발행하는 환 스왑 할인률이 

환율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급격히 축소되었다9.  

그러면, 이러한 두 시기의 재정거래 차익은 과연 거래비용을 차감하고도 충분한 

수준이었는가?  

첫째, 한국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를 감안한 재정거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달러 표시 

외평채 스프레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를 평가하였다. 외평채는 

그 수치가 인덱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된 개별 채권별로 신용스프레드의 수치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외평채는 10년 만기로 발행되었던 2008년물과 

2013년물이 존재한다. 최근물이 지표로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는 2008년물의 신용스프레드를, 2004년부터 2005년말까지는 2013년물의 

신용스프레드를 이용하여 한국채권의 신용스프레드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동 외평채의 

만기를 감안하여, 5년물을 기준으로 한 재정거래의 차익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수치를 

측정하여, <그림 2>에 동시에 표시하였다. 

 

<그림 2> 외평채 스프레드와 재정거래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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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3년 3월에는 북한핵 위기로 환율시장이 급변했으며, 2004년 1,2월에는 중국위안화의 변동 전망

으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특히, 2004년에는 환율하락 방어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시장이 왜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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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면, 외평채의 스프레드는 2003년 상반기를 고비로 급속히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외평채 스프레드의 하락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향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재정거래의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외평채 스프레드를 차감한 재정거래 

차익의 추이를 보면, 200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차익이 양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추출된 두 시기의 경우 재정거래 차익이 신용스프레드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시기보다 높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 

가능성이 신용스프레드를 감안하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채권시장과 환율시장의 유동성이 재정거래에 충분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보면, 국채 및 통안채의 거래에서 5년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나, 1년물 통안채와 3년물 국채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보면, 외환시장에서의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물환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환 및 외환스왑시장에서의 유동성 역시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재정거래를 위한 선물환 시장은 만기별로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의 

자료 10 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선물환시장에서 1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전체의 4.4%에 

불과하여 일평균 0.91억달러의 거래만이 이루어졌고, 전체의 63.6%의 거래가 1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의 거래였다. 이러한 1년 만기를 초과하는 선물환매매의 낮은 거래량은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채권을 이용한 재정거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신, 콜과 

같은 단기 대여를 이용하든지11. 아니면 1년 만기의 채권을 이용하는 재정거래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외환거래 동향 추이 

(단위 : 일평균, 억달러) 

유  형 2001 2002 2003 2004 2005 

현물환 53.2 50.7 56.1 86.1 96.8 

선물환 11.3 12.5 20.7 29.6 36.0 

외환스왑 18.3  19.5 19.6 51.6 64.7 

외환매매1 83.5 84.0 82.8 167.3 197.5 

외환파생상품2 7.8 9.1 14.9 18.8 25.9 

1. 외환매매는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의 합계임. 

2. 외환파생상품은 통화 및 금리관련 외환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 제외)임. 

    자료 :  한국은행, ”외환거래 동향”, 각호 

                                            
10 한국은행, “2003년중 외환거래 동향”, 2004.2 
11 한국은행은 외국계 은행이 단기자금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국은행(2005.1), “2004년중 원화환율 및 외환시장 동향”(보도자료) 참조. 외국계은행의 경우는 재정거

래시 실질적인 달러 차입없이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재정거래를 실시하기도 한다. 즉, 역외의 지

점이 달러로 차입하고, 대신 국내의 지점이 원화를 매수하는 동시에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스왑거래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환전이 없이 재정거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거래 수익은 내

부회계를 통해 양 지점이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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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용 스프레드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거래비용을 제외한, 매매비용과 같은 여타 

거래비용은 20bps를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12 된다. 따라서, 신용스프레드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거래제한, 그리고 여타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추출된 두 시기에 

외국인이 재정거래 차익을 위해 재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은 충분히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에 대한 추정 

 

2절에서는 1절에서 가장 재정거래 가능성이 높았다고 추정되는 두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매매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정거래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는지를 추론하였다. 

 

            <그림 3>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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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각월호 

 

외국인 현물투자액과 관련한 일별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월별로 

발표하는 보고서 13 를 통해서 월간 채권보유액의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 가능성을 추론할 수 밖에 없었다(<부표 1> 참조). 자료상의 한계로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매우 제한적인 사례 및 그에 기반한 추정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12 거래비용으로 환스왑의 경우 최대 10bps, 통안채거래시 2bps, 기타 매매시차로 인한 추가비용 등

을 감안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비용이 20bps를 상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각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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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액의 변동 추이를 통해서 보면, 두 시기 주목할만한 현상은  특수채를 중심으

로 채권보유액이 증감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과 2004

년 동안 외국인 채권보유액의 변화는 대부분 특수채 보유액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이다. 특히, 재정거래 차익이 확대되었던 2003년 3,4월과 2004년 1,2월의 외국인의 채권보

유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시기의 특수채 보유액 증가와 거의 유사한 수치였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증가시켰던 특수채 보유액을 2003년 7월과 2004년 6, 10월에 매도14하였

는 바, 이러한 외국인의 특수채 보유액 감소가 채권보유액 감소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의 두 시기 동안 외국인 채권보유액의 변화를 유발했던 특수채 매매 대부분이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한 통안채 1년물 매매에 의한 것이었다고 추론한다. 그 추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채의 범주에는 통안채를 포함한 금융채 및 공사채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액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은 통안채가 아닌 

여타 채권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공사채의 경우에는 유통시장에서 거의 거래

되지 않고, 발행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금융채의 경우 유동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사채보다는 우월하지만, 은행별로 발행 주

기가 정기적이지 않으며, 유동성 역시 통안채와 비교해서는 떨어진다. 이 점에서 당시의 급

격한 보유분의 변동이 통안채의 매매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통안채 1년물은 재정거래를 위한 매우 좋은 수단이 될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 

기간상으로 볼 때, 1년 만기물 시장은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의 하나이다. 앞서  선물환시장에서 1년물 거래가 가장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도 1년 통안채는 수요자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채권의 특성상으로 볼 때, 통안채는 할인채이기 때문에 재정거래시의 재투자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표채의 경우에는 중도의 이표 흐름으로 인하여 재투자위험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재정거래 마진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재정거래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표채를 할인채로 전환화는 제로쿠폰스왑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제로쿠폰스왑은 매우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표채를 통한 

재정거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할인채인 통안채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재정거래에 보다 용이한 수단이 된다. 

신용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안채는 국고채와 거의 비슷한 신용도를 부여 받고 있다. 

채권현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당초의 재정거래 스프레드가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외국인투자자는 현물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원화채권 중 상대적으로 국채에 

                                            
14 외국인의 국내채권 전체의 매매동향을 보면, 각각 외국인의 채권매도액은 2003년 7월 6,459억원, 

2004년 6월, 5,141억원, 2004년 10월 6,31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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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가는 신용도를 갖고 있는 통안채는 이러한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  

셋째, 사실 외국인의 통안채 매수가 재정거래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금리 전망에 

의거한 투기적 거래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통안

채 매수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주된 수단이었던 선물거래의 방향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은, 

통안채의 매수가 재정거래 목적에 상당 부분 기인했음을 추론케 한다. 

2003년 재정거래 차익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수 포지션 누

적분은 3월 7일 30,278계약에서 20,074계약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그

것은 1월 15일 21,612계약에서, 2월 6일까지는 계속 감소하여  14,368계약으로 축소된 이

후, 다시 증가하여 2월 16일 31,177계약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

자자들은 통화채 매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물포지션을 동 시기에 확대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화채의 집중적인 매수가 단순히 금리전망에 따른 투기적 거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추론에 의거하여, 본 논문은 재정거래 차익 가능성이 급증했던 두 시기 

발생했던 외국인 현물투자액의 증가가 상당 부분 재정거래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는 통안채 1년물에 국한되는 제한적인 

것이었고, 그 규모도 전체 현물시장의 거래에 비하여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거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재정거래의 기회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는 두 기간 동안 국내채권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화채를 매수한 시기의 시장금리의 변동을 보면, 

시장 금리 자체가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다. 2003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시기가 신용카드사 문제로 인하여 국내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이었다. 2004년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한 기간 동안 금리가 하락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 매수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3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아직 

크지 않고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 변화가 국내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데 따른 것이었다15.  

 

 

 

Ⅵ.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국내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 동조화의 전달경로로서 기능하지 

                                            
15 2004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통안채의 직접 매입이 시장참여자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증권사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국내 투자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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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금리 요인과 함께 해외금리나 국내외금리차의 해외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채권시장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조화의 직접적인 전달경로가 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실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 규모나 방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였

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에 의한 시장 교란의 가능성은 크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은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에 영향을 크게 줄만큼 크지는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현재보다 외국인 투자

자들의 비중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확대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채권시장의 동

조화 진전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가 해외시장의 요인이

나 국내외 금리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

능성이 현실화될 시기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와 국내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

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장외거래의 속성으로 인한 자

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분석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논문은 제한된 자료를 통해 채권시장의 현실을 해석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연구에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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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 보유액 추이      (단위 : 억원) 

연월말 회사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 총계 

1997 1,929 100 - 65 2,094 

1998 3,441 199 95 5,948 9,683 

1999 2,743 1,451 12 7,361 11,567 

2000 2,605 1,220 4 3,092 6,921 

2001 1,171 827 3 2,292 4,293 

2002 2,234 2,299 2 1,931 6,466 

03-01 2,407 2,874 2 1,231 6,514 

03-02 2,335 2,769 2 1,231 6,337 

03-03 2,222 3,269 - 2,969 8,460 

03-04 2,494 2,901 - 7,718 13,113 

03-05 2,827 2,821 - 7,718 13,366 

03-06 3,978 2,705 - 7,724 14,407 

03-07 4,326 2,905 - 2,325 9,556 

03-08 5,632 3,261 - 2,672 11,565 

03-09 6,050 3,750 - 2,882 12,682 

03-10 8,304 4,018 - 2,852 15,174 

03-11 8,260 4,862 - 2,665 15,787 

03-12 8,937 5,173 - 3,566 17,676 

04-01 8,839 6,144 - 8,066 23,049 

04-02 9,082 8,319 - 20,056 37,457 

04-03 9,187 8,884 - 19,302 37,373 

04-04 9,893 11,527 - 18,902 40,322 

04-05 9,264 9,707 - 19,192 38,163 

04-06 8,989 9,147 - 15,286 33,422 

04-07 8,963 9,700 - 14,866 33,529 

04-08 8,904 9,224 - 14,015 32,143 

04-09 8,898 10,260 - 12,464 31,622 

04-10 8,440 11,225 - 6,364 26,029 

04-11 8,410 12,332 - 6,584 27,326 

04-12 8,156 14,119 - 9,478 31,753 

05-01 18,408 15,555 - 9,585 43,548 

05-02 18,209 16,526 - 9,027 43,762 

05-03 18,145 15,910 - 8,249 42,304 

05-04 17,587 16,413 - 8,479 42,479 

05-05 14,548 17,265 - 8,495 40,308 

05-06 13,070 19,266 2 7,291 39,629 

05-07 12,856 20,910 2 7,290 41,058 

05-08 12,862 22,717 2 7,263 42,844 

05-09 12,834 23,496 2 7,976 44,308 

05-10 12,686 24,185 2 7,806 44,679 

05-11 12,674 25,253 2 7,783 45,712 

05-12 12,371 25,750 2 5,911 44,034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매매 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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